학술자문회의 자료 2013-02책

사적 제447호 원주 영원산성 남문지
발굴조사(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

2013. 07. 30.

사적 제447호 원주 영원산성 남문지 1
발굴조사(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

목

차

Ⅰ. 조사개요

/

1

Ⅱ. 영원산성의 위치 및 현황

/

3

1. 영원산성의 위치
2. 영원산성의 현황
3. 영원산성의 문헌사적 배경

/
/
/

3
5
6

/

9

/

9

/
/
/
/
/
/

10
10
11
13
15
16

Ⅲ.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1) 토층
2) 남문지
3) 성벽
4) 수혈유구
5) 출토유물

Ⅳ. 조사성과

/ 18

Ⅴ. 토의사항

/ 19

2 강원고고문화연구원

- 그림 차례 그림 1.

조사지역 위치도(1:25,000)

/

3

그림 2.

영원산성 현황도

/

5

그림 3.

古地圖에 나타난 영원산성
(좌 : 海東地圖, 우: 輿地圖書)

/

8

그림 4.

토층모습(남문지 중앙둑)

/

10

- 사진 차례 사진

1.

조사지역 위성사진(출처 : 다음지도))

/

4

사진

2.

조사 전경(동→서)

/

9

사진

3.

남문지 모습(좌 : 外→內, 우 : 內→外)

/

11

사진

4.

3차 문지 문확석모습(內→外)

/

12

사진

5.

3차 문지 측벽모습(좌 : 서쪽, 우: 동쪽)

/

12

사진 6.

2차 문지 위에 쌓은 3차 문지

/

12

사진 7.

3차 문지 앞쪽의 1차 문지 모습

/

13

사진 8.

1차성벽 모습

/

14

사진 9.

2차성벽 모습

/

14

사진 10.

4차 성벽 내벽모습
(좌 : 동쪽 내벽, 우 : 서쪽 내벽)

/

15

사진 11.

수혈유구 모습(서→동)

/

16

사진 12.

출토유물 모습(좌 : 와적, 우 : 백자편)

/

16

사진 13.

명문와(좌 : ‘大天’名, 우 : ‘北(추정)’名)

/

17

사적 제447호 원주 영원산성 남문지 1
발굴조사(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

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사적 제447호 원주 영원산성 남문지 발굴조사(1차)

2. 조사경위 및 목적
원주 영원산성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
며, 1997년~1998년에 걸쳐 치악산 내 해미산성과 더불어 본격적인 고고학적 지표조
사가 실시된 바 있다.1)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본 영원산성이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입보용산성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는 영원산성의 정비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남문지를 제외하고 남벽의 약 410m 구간에 대한 성벽복원공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성으로 평가된 영원산성은 2003년 6월2일 국가 사적 제
447호로 지정되었다. 이어 원주시는 산성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2007년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2) 그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남문지를 복원하기에 앞서 남문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한 고고· 역사학적 사실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남문지의 정확한 규모 및 특징 등을 파악하고자 본 발굴조사
를 계획하게 되었다. 추후 영원산성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와 정비복원이 이뤄지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역사교육의 장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우리연구원에 영원산성 남문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문
화재청의 허가를 받아(문화재청 발굴허가 제2013-0233호, 2013.03.19.) 2013년 5월
24부터 7월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3. 조사지역 및 범위
지 번

면 적(㎡)

비 고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50-2번지

600

허가 제2013-0233호

4. 조 사 기 간

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1998, 『原州 鴒原山城·海美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中原文化硏究叢書 第5冊.
2) 원주시, 2007, 『原州 鴒原山城 綜合整備 基本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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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5월 24일~ 2013년 7월 현재(실 조사일수 40일)

5. 조 사 기 관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6.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지 현 병 ((재 )강 원 고 고 문 화 연 구 원 장 )
․ 자 문 위 원 : 백 종 오 (한 국 교 통 대 학 교 교 수 )
심 정 보 (한 밭 대 학 교 교 수 )
유 재 춘 (강 원 대 학 교 교 수 )
이 상 필 (문 화 재 청 문 화 재 위 원 )
차 용 걸 (충 북 대 학 교 교 수 )
※ 이 상 ‘가 나 다 ’순
․ 책 임 조 사 원 : 윤 석 인 ((재 )강 원 고 고 문 화 연 구 원 조 사 연 구 실 장 )
․ 조

사

원 : 김 진 형 ((재 )강 원 고 고 문 화 연 구 원 조 사 연 구 5팀 장 )

․ 준 조 사 원 : 신 승 백 ((재 )강 원 고 고 문 화 연 구 원 조 사 연 구 5팀 )
․ 보

조

원 : 이 상 목 ((재 )강 원 고 고 문 화 연 구 원 조 사 연 구 5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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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원산성의 위치 및 현황
1. 영원산성의 위치

【그림 1】조사지역 위치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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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산성은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 50-2번지 일원인 치
악산(1,288m)의 남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 상에 위치한다. 경·위도 상으로는 동경
128°02′08″, 북위 37°18′30″ 일대에 해당한다. 영원산성은 험준한 치악산의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금두산성, 남서쪽으로는 해미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인 영원산성은 치악산(1,288m)의 남쪽으로 뻗은 능선 상에 위치한다. 원
주천을 따라 자리잡고 있는 국도 5호선에 있는 금대삼거리에서 치악산 방면으로 약
4km 가량 진행하면 치악산 금대리 야영장 나온다. 금대리 야영장에서 샛길을 따라
영원사 방면으로 약 2km 가량 진행하면 영원사가 나온다. 영원사에서 현재 입산이
통제된 등산로를 따라 약 600m 가량 등산을 하면 조사지역인 영원산성에 도착한
다.

【사진 1】조사지역 위성사진(출처 : 다음지도)

치악산은 원주시의 동부에 있으면서, 사방으로 웅장한 산세를 자랑한다. 치악산은
예부터 원주의 명산이자 진산으로 기록되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사방으로 고개가
있어 원주-영월(동-서), 원주-제천(남-북)을 잇는 교통로 상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치악산에는 금두산성, 영원산성, 해
미산성 등 총 3개의 산성이 위치하고 있어 치악산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 세 개의 산성 중 이번 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영원산성이다. 영원산성의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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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가운데 남문지가 조사지역에 해당한다. 영원산성 남문지는 남쪽 성벽의 중앙
에서 약간 남쪽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 전 잡풀과 잡목이 자라고 있었다.
남문지 좌우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복원이 완료된 성벽이 약 410m
가량 있으며 곳곳에 복원공사 후 남은 자재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현재 이 복
원된 남쪽 성벽을 따라 등산을 하면 비로봉, 향로봉, 남태봉으로 이어지는 치악산의
주능선으로 연결되는 등산로이나 현재는 입산이 통제되고 있다.

2. 영원산성의 현황3)

【그림 2】영원산성 현황도

현존하는 영원산성은 해발 970m의 북동쪽 정상부에서 서남향한 계곡을 능선으로
감돌아 둘러싸고 있는 포곡식산성이다. 성벽이 가장 낮은 위치를 통하는 수구부는
해발 약670m로 비고차는 약 300m이며,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은 형태를 하고

3)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1998,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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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성벽의 둘레는 약 2.4km이며, 이는 기록의 3,749尺을 布帛尺으로 환산한 길
이는 3,749尺×46.73cm≒1,752m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
기 기록된 『大東地志』에 기록된 1,031步의 경우는 1步를 5尺으로 환산하여
5,155尺이 되고, 여기에 포백척을 계산하면 2,408.9m로 되어 현존 둘레와 비슷하
다. 성내 면적은 약 148,000㎡(약44,770평) 이상에 달한다.
성벽은 서남향한 계곡을 에워싸고 있는 능선을 대부분 이용하였다.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삼각형에 가까우나 불규칙한 부정타원형이다. 성벽이 능선을 따라 축조되고
굴곡이 심한 능선이 가지 능선으로 회절하는 위치마다 곡성을 마련하여, 성밖으로
작게 계곡을 이루는 곳마다 좌우에 밖으로 돌출한 곡성이 있어서 방어에 가장 유리
하도록 축조되었다.
성벽은 수직에 가깝게 內外夾築한 것이 대부분이며, 성벽의 상단에는 작은 할석
으로 평여장을 석축한 구간도 확인된다. 안쪽에는 磴階를 만든 흔적이 띄엄띄엄 확
인된다. 대부분 안쪽의 성벽이 높이가 낮으므로 성벽으로 오르내리는 별도의 磴은
만들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안쪽의 성벽에 계단식
의 석축을 하므로 높이 차이가 심한 성벽 위에서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고
려하였다. 성벽의 높이는 남아있는 구간마다 다르지만 1~2m 내외이며, 폭은 여장
을 포함하여 2~3.5m 내외이다. 성벽은 능선의 바로 외측면 경사를 이용하여 축조
되었으며, 성벽의 내면은 능선 정상부로 바로 이어진다. 북쪽에서는 일부의 석축 성
벽의 안쪽으로 토루의 흔적이 남아있고, 서쪽 성벽의 남반부는 절반 이상이 천연의
암벽을 이용하고 있다. 북동쪽의 정상부는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
100m의 길이로 용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용도는 서남쪽의 암벽 밖으로도 약간의
흔적을 남긴 곳이 있다.
북문의 동쪽에는 치성의 길이가 17m, 높이 2.7m, 너비 1.5m이며, 석축 20~22
단 가량 잘 남아 있으며, 지형이 급히 회곡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점과 성벽의 통과
지점이 외향으로 튕겨진 곳에 곡성부를 만들었다.
영원산성의 중앙에는 상부에서 중앙부로 모여 양간의 굴곡을 이루며 서남향하는
계곡이 흐르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구가 마련되어 있다. 그 밖의 시
설물로는 남문, 북문, 서문(추정), 내환도, 외환도, 추정건물지, 숯가마터 등이 있으
며, 문헌기록상에는 한개의 井과, 다섯 개의 泉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3. 영원산성의 문헌사적 배경
영원산성의 축조연대에 대해서는 신라 文武王 대에 쌓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
나4) 『三國史記』, 『三國遺事』를 비롯한 이 시대에 관한 기초 문헌사료에서는 영

4) 『三國史記』券7 新羅本紀7, 文武王 下 18年 春正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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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성 축조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영원산성이 사용된 기록은『高麗史』에 高麗 忠烈王 17년(1291) 合丹이 침입해
왔을 때 元冲甲이 영원산성에서 싸웠다5)는 기록이 있으나, 축성기록은 없다.
영원산성의 규모를 나타내는 첫기록은 『世宗實錄地理志』에서 나타난다. 『世宗
實錄地理志』에서는 ‘靈原山石城’이라 기록하며 지금의 명칭과는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둘레가 646步이며, 샘이 2개 있는데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또 창고가 9칸이
있다6)고 하였다.
16세기 전반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영원산성을 「古跡」條에 기
록된 것으로 보아 영원산성은 조선 중기에 오면서 폐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16세기 전반 이전에 폐성되었던 영원산성은 임진왜란 직전에 다시 수축된 것으
로 보여지는데 『宣祖實錄』을 보면 柳永吉이 江原監司로 있을 때 성곽을 수축한
것으로 보인다.7)
1592년 8월에는 原州牧使 金悌甲이 영원산성에 들어가 왜군과 전투를 벌인 것도
성이 수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8)
영원산성이 어느 시기까지 존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李明漢의『白洲集』에
승병을 주둔시켜 성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9) 성의 정확한 廢城시기는 알 수
없으나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輿地圖書』에는 ‘今廢’로 기록10)되어 있는 것으로
5) 『高麗史』卷104 列傳17 ‘元冲甲 原州人 短小精悍 眼有電光 能臨難忘身 以鄕貢進士 隷本州別抄 忠烈時 哈丹
賊逾鐵嶺闌入 州縣望風奔潰 莫有當者 賊來屯原州 有五十騎 剽掠雉岳城下 冲甲率步卒六人逐之 奪賊馬八匹還
賊都刺闍·禿於乃·孛蘭等 領兵四百 又至城下 取祿轉米 冲甲與敢死士 仲山等七人 覘之 仲山先入賊中 斬一人 追
至荊門外 賊弃鞍馬遁走 防護別監卜奎大喜 悉以所獲馬二十五匹與之 賊復來 多張旗幟 圍城數重 使一人䝴書來誘
冲甲突出斬之 繫其書於頭 擲之 賊退 多修攻具 城中震懼 賊又遣所俘二女來誘 冲甲又斬之 賊鼓譟而進 百計攻之
矢下如雨 城幾陷 興元倉判官曹愼 出城與戰 冲甲急馳上東峯 斬一級 賊稍亂 別將康伯松等三十餘人助之 州吏元
玄·傅行蘭·元鍾秀 與國學生安守貞等百餘人 下西峯夾攻 愼援桴鼓之 矢貫右肱 鼓音不衰 賊前鋒少北 後者驚擾 自
相躪轢 州兵合擊 聲振山岳 前後十戰 大敗之 斬都刺闍等六十八人 射殺者幾半 自是 賊挫銳 不敢攻掠 諸城亦堅
守 始有輕賊之心 皆冲甲力也 以功六轉爲三司右尹’
6) 『世宗實錄』卷第一百五十三 江原道 原州牧 ‘靈原山石城 在州東三十里 周回六百四十六步 有二泉 四時不渴 又
有倉九間’
7) 『宣祖實錄』卷第五十 二十七年 四月 丙辰 ‘司憲府啓曰 : 咸鏡道觀察使柳永吉 局量褊淺 外厲內荏 徒有勤事之
虛名 實無聲績之可稱 變前爲江原監司 畀之築城之責 則董役不謹 只爲築怨 賊未至而先壞 變初以勤王上京 聞賊
勢熾張 中路逃避 草間求活 一道之人 不知方伯之所在 賊入境內之後 少無策應防備之事 唯以偸生竄伏爲務 提兵
潰散 非止一再 焚蕩驛卒之居 濫殺無辜之人 關東之民 至今唾罵 今據本職 物情駭怪 請命罷職 經變之後 在在蕩
敗 勞來安集 責在守令 而人不畏國 自便成習 無意蘇殘 反生厭憚 自以罷遞爲幸 略無保存之意 不勝痛憤 河陽縣
監金鸞瑞 自到任以後 不治官事 玩愒引日 如聞天兵之至 則隱避山谷 致令官家之物 掠奪無忌 下至閭閻 恣意侵害
新集之民 擧皆還散 只爲罷黜 適以中欲 請令監司 囚禁治罪 當初太僕馬草 運致海西 爲畿甸尤甚饑荒也 二月念後
所運馬草 二千五百餘同 不爲不多 內外之司 所養之馬 其數不優 而歸於私用 不閱月而告竭 又徵京畿 極爲駭愕
請當該官員罷職 且生芻節迫 今次穀草 令監司量數分定 以祛民弊 答曰 : 依啓 柳永吉事 問于大臣 司僕官員事 勿
爲罷職 推考’
8) 『宣祖實錄』宣修 卷第二十六 二十五年 八月 朔戊子 ‘賊兵陷原州鴒原山城 牧使金悌甲死之 先是 關東州縣皆被
賊搶 而原州獨全 賊旣敗元豪軍 遂卽入原州 牧使金悌甲與州內士庶 擧家入山城 恃險而不設備 賊再 三至城外而
還 城中人尤輕之 一日 賊乍退卽回軍 乘虛掩襲 城卽失守 悌甲不屈而死 妻子皆從死 人以爲一門三綱 倭遂屯原州
連營砥平縣 取路至京’
9) 『白洲集』 卷六 ‘鴒原爲原州之保障 旣修繕城堞 創建廳宇 積聚戎器 儲軍食 令百僧守之 意非偶然 僧將文玉本居
春州之清平寺 前使兪子脩以玉才器爲諸僧冠 遂易前將而代之 玉能事其事 使諸僧懷惠而畏威 此可見玉才器 而亦
可見前使子脩之能知人也世亂極矣 安知何處不可憂也 又安知何處得力而何人辦事也 玉乎勉之哉 玉能詩且能書 作
一律示我 又以新軸五色牋求余一言弁之 余嘉其意 次其韻贈之 得無犯汙佛頭譏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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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임진왜란을 겪고 일정기간동안은 유지한 뒤 18세기 중반을 넘지 않아 폐성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古地圖에 나타난 영원산성(좌 : 海東地圖, 우: 輿地圖書)

10) 『輿地圖書』 江原道 鎭營原州牧 城池 鴒原山城 ‘在雉岳山南麓 石築周三千七百四十九尺 內有一井五泉 今廢
○三國史 弓裔投北原賊梁吉 吉委之以事 使東略酒泉 柰城鬱爲御珍四縣 皆降之 後元冲甲據此破丹兵有功 宣祖壬
辰 原州牧使 金悌甲 與驪州牧使 元豪爲倭奴所敗衂’

사적 제447호 원주 영원산성 남문지 9
발굴조사(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

Ⅲ.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이번조사는 영원산성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로 남문지와 그 일대에 대한 발굴조
사이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치악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관계로 수목 벌채에 대한 제
약이 있었다. 또한 조사지역도 협소하고 험준할 뿐만 아니라 남문지 주변으로 성벽
복원이 이뤄져 발굴조사를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최대한 조사여건을 활용하여 이번 조사의 중점인 남문지의 초축
및 수․개축시기를 파악하는데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남문지 중앙에 토층을 남기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벽은 기저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조사여건상
최대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강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변에 대한 제토를
실시하여 남문지와 관련한 주변시설물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였다.
확인된 유구와 토층은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자 노력하였으며, 성벽 및 문지의 훼
손, 현장조사의 안전을 고려하여 무너진 석재들은 제거하며 본래의 성벽 및 문지를
찾는데 노력하였다. 유구와 유물은 층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이 같은 발굴조사 과
정은 사진촬영, 실측, 수기 등을 통하여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자 하였다.

【사진 2】조사 전경(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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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이번 영원산성 남문지 발굴조사에서 기준이 된 토층은 남문지의 중앙에 남긴 둑의
토층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남문지의 초축시기 및 수․개축의 시기를 가늠하기에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토층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4】토층모습(남문지 중앙둑)

Ⅰ층은 지표 및 교란층으로 지표하 약 28cm 가량 확인된다. Ⅱ층은 흑갈색사질토
층으로 남쪽(성외)으로 치우쳐 와적이 확인되며, 그밖에 소량의 백자 및 도기편, 목
탄 등이 확인되고 Ⅰ층 아래에서 약 20cm 가량 퇴적되어 있다. Ⅲ층은 황갈색사질
토층으로 약 20cm 가량 퇴적되어 있으며 굵은 모래가 섞여 있다. Ⅳ층은 흑갈색사
질토층으로 다량의 기와와 작은 목탄이 확인되고 있으며, Ⅲ층 아래 약 26cm 가량
퇴적되어 있다. Ⅴ층은 황갈색사질토층으로 굵은 모래가 섞여 있으며, 소량의 기와
가 확인되고, Ⅳ층아래 약 28cm 가량 퇴적되어 있다. Ⅵ층은 이번 조사의 최하위층
으로 기반암층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토층으로 보아 기반암층에 정지한 후 남문을 설치하고 화재 후
다시 정지한 후 남문을 수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축한 후 남문을 축소하여 다시
축성하였고 그 후에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Ⅴ층은 정지한 시기는 다르나 토색,
토질 등으로 미뤄 보아 같은 곳에서 채취하여 정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적

사적 제447호 원주 영원산성 남문지 11
발굴조사(1차) 학술자문회의 자료

으로 최상위층인 Ⅰ층을 제외하고 성내에서 성외로 약 10°가량 기울어져 내려가는
양상이다.

남문지는 현재 등산로로 진입하였을 때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지점에 해당
한다. 남문지 바깥으로는 깎아지르는 곡부와 연결되고 있으며, 성내로는 자연암반이
내부의 사면과 연결되어 산성 내 주곡부와 연결된다. 성문 주변으로는 따로 치성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자연적인 능선을 따라 형성된 곡성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1998년 지표조사되어 현재까지 남문지로 노출된 문지는 가장 후대에 사용된 가장
최종문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회 이상 수축 또는 개축이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
된다.
최종 남문지는 가장 후대에 수축한 것으로, 무너진 3차 문지 위에 개구부 측벽은
안쪽으로 20cm, 외벽은 성안으로 40cm 가량 축소하여 개구부를 마련하였다. 규모
는 총길이 5.7m(측벽 4.4m, 정지층 1.3m), 너비(측벽간 거리) 1.9m, 문지의 주방향
은 N-60°-W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측벽은 남벽의 경우 2~5단가량 남아 있으며,
높이는 1m내외이다.

【사진 3】남문지 모습(좌 : 外→內, 우 : 內→外)

체성벽을 쌓으면서 일정한 면을 만들어 성문을 축조하기 위한 개구부를 만들고 체
성벽과 직교하게 남문지의 양측벽을 올렸다. 성벽의 바깥에서 성문을 바라본 문지의
외면은 凹자의 형태를 하고 있다. 문지의 외면 끝에는 성벽과 외면을 맞춰 약1m의
대형석재를 이용하여 마감하였다. 통행로는 황갈색사질토를 성내에서 성외로 약 10°
가량 기울여 경사지게 정지하여 박석시설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종 남문지의 외면 끝에서 성내로 약 1.3m가량 떨어진 곳에는 가장 후대에 수축
한 문확석이 양측벽에 붙어 하나씩 총 2개가 확인되었다. 문확석의 크기는 길이
83cm, 폭 54cm, 두께 18cm이며, 문확석 상면에는 지름 12cm, 깊이 5cm 가량 투
공하였다. 투공된 확석 간의 거리는 약 1.3m이다. 문확석의 상면에는 와적이 확인되
어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작은 문루 또는 지붕이 덮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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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상면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석재를 가공한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 4】3차 문지 문확석모습(內→外)

양측벽은 북벽이 현재 6단 가량 확인되었고, 높이는 1.2m내외이다. 남문지의 성벽
은 하단에 길이 60cm 내외의 대형석재를 하단에 놓고 채석한 석재를 이용하여 축
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형석재의 하단에는 소토의 흔적과 기와가 남아있어 화재
난 자리에 그대로 수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5】3차 문지 측벽모습(좌 : 서쪽, 우: 동쪽)

2차 문지는 대부분 허물어져
그 흔적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최종문지의 남쪽 외벽 끝에서
Ⅲ층의 황갈색사질토를 정지한
후 석재를 올린 것이 확인되는
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중
문지보다는 넓다. 어떤 이유에
서 수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용하다 최종문지로 수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6】2차 문지 위에 쌓은 3차 문지

1차 문지는 최종문지의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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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밖으로 2m 가량 돌출되어 있다. 서측벽은 결실되어 알 수 없으며, 동측벽은
판상형의 석재를 3단정도 쌓고 대형의 석재를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확
인된 높이는 50cm이다. 기반암을 굴착하고 Ⅴ층의 황갈색사질토를 정지하여 문지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문지의 길이는 약 6.9m일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문지의 바닥에는 기반암위에 정지한 후 20cm 내외의 석재를 깔고 길이 50cm의 판
상형 석재를 깔아 바닥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문지의 바닥시설을 포
함하여 폭은 현재 2.2m 가량 잔존한다.

【사진 7】3차 문지 앞쪽의 1차 문지 모습

그 밖에도 남문지는 1차 문지 성 외벽에 대한 수축한 흔적이 확인되어 길게 남아
있어 측벽이나 바닥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 이전에 문지 역시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부로부터 남문으로 들어오는 시설은 확인되지는 않으며, 문지에서 성내로
이동하는 길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대한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산성을 이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층양상, 출토유물, 문헌기륵등으로 보아 2차, 3차 문지의 수축은 임진왜란이 일
어난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1차 문지는 조선 전기~중기까지 사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남문지 주변의 성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안전상의 문제가 노출되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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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전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복원된 구간의 성벽은 그대로 둔 상태에
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성벽은 크게 3차례 정도 수축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쪽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확인하기 어려우며, 서쪽 외벽에서만 수축의 흔적을 확
인할 수 있다.
1차 성벽은 가장 이른시기의 성벽으로 기반암위에 축성한 것이다. 현재 확인되는
1차 성벽은 외벽이 1~5단 가량만 남아있으며, 내벽은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1차
성벽의 길이는 19m까지 확인하였으며, 현재 최대 높이는 75cm이다. 트렌치 조사결
과, 초축성벽의 안쪽으로는 석재로 뒷채움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8】1차 성벽 모습

2차 성벽은 1차 축성벽이 붕괴된 것을
황갈색사질토 등으로 성토하고 정지한 후
축성하였다. 축성방식은 1차 성벽의 뒷채
움석이나 초축성벽 상면에 너비 80cm 가
량의 대형의 석재를 올려 외면을 맞춰 하
단부를 마련하고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벽
의 길이는 19m이며, 성벽의 높이는 약
2m 가량 확인되었다. 성벽 뒤에는 암갈색
의 사질토을 넣어 뒷채움하였다.
3차 성벽은 문지에서 확인되는데 일부
만 남아있어 전체적인 현상을 확인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2차 성벽에서 성
안쪽으로 약 1.8m 가량 들여서 무너진 2
차성의 상면에 축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차 성벽은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던 성
벽으로 외벽과 내벽 모두 확인된다. 동쪽

【사진 9】2차 성벽 모습

외벽은 현존길이 3.8m, 높이 2m 가량 확인되며, 동쪽의 내벽은 길이 5.5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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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가량 확인하였다. 서쪽의 외벽은 복원된 성벽과 물려 있어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으나 길이는 약 3m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쪽의 내벽은 3m 가량
확인되며, 높이는 1.5m 가량 확인된다. 4차 성벽은 무너진 3차 성벽 위에 그대로
축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단부에는 길이 60cm, 높이 40cm 내외의 중대형 석재를
쌓았으며, 상부로 올라갈수록 작은 판상형의 석재나 할석을 난층쌓기 하였다.

【사진 10】4차 성벽 내벽모습(좌 : 동쪽 내벽, 우 : 서쪽 내벽)

1~4차 성벽은 모두 자연경사면을 따라 층구분 없이 석재의 옆면을 맞춰 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지와 마찬가지로 1~2차 성벽은 고려시대 후기~ 조선시대 전․
중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3,4차 성벽은 임진왜란 이후 수축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유구는 북쪽 성벽 내면의 끝에서 북쪽으로 약 3m 떨어진 곳에서 1기가 확인
되었다. 지표 및 교란층을 제토하자마자 암반층이 확인되었고, 그 가운데 수혈유구
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장축방향이 남-북인 장방형이며, 규모는 현존 길이
2.5m, 폭 1.9m, 깊이 50cm이다. 기반암층을 끝이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굴착
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바닥은 맨바닥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로는 주공이 확인되었다. 주공은 현재까지 5곳이 확인되었는데 전면에 3
열, 후면에 3열을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공의 지름은 20cm 내외이며, 깊이는
40cm 가량 된다.
수혈유구의 서쪽에 치우쳐 다양한 크기의 석재가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천석과
할석이 혼재되어 있으며, 천석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편이며, 할석의 크기가 큰 편이
다. 일부 석재들은 풍화되었다. 현재 이 석재들은 투석용병기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유구는 다른 사용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투석용 석재를 보관하거나 문지기
등이 사용하였을 임시거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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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수혈유구 모습(서→동)

5
이번 발굴조사에서 출토유물은 다량의 기와류, 소량의 자기 및 도기류, 금속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Ⅱ층의 와적에서 확인되는 수키와는 미구가 짧고 등면에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으
며, 암키와는 무문이 다수를 이루며 편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 층에서는 백자접시
1점이 확인되었는데 거친 모래받침의 흔적, 내저원각이 없는 것으로 18세기 전반을
전후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2】출토유물 모습(좌 : 와적, 우 : 백자편)

Ⅳ, Ⅴ층에서 확인되는 기와는 수키와와 암키와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그 중 특
징적인 것으로 종선문이 시문된 암키와, 토수와 등이 확인되며, 미구가 비교적 긴
수키와 등이 확인되었다. 시문된 문양은 어골문이 중심이며, 현재 노출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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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가 재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토된 기와 중 명문와도 2점이 확인되었다. ‘大天’, ‘北(추정)’名 의 명문
와가 확인되었다. 출토위치는 성벽의 외벽이 붕괴된 상부에서 확인되어 유적의 시
기를 규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금속류로는 비녀 1점이 출토되었다.

【사진 13】명문와(좌 : ‘大天’名, 우 : ‘北(추정)’名)

그밖에 지표에서 수습된 13세기를 전후로하는 청자편 1점, 도기류 등이 소량 출
토되었다. 도기류의 대부분은 생활용기인 회청색의 대형토기편이며, 대부분 타날한
흔적이 확인된다.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유물은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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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성과
원주 영원산성(사적 제447호)에 대한 이번 발굴조사는 남문지 주변에 대한 조사로
발굴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남문지, 성벽, 수혈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2. 남문지는 1차 성벽과 관련된 남문지(조사중)→1차 성벽의 상면위에 대형의 석재
를 놓고 판상형의 석재로 바닥시설을 한 1차 문지→2차 문지에서 성안쪽으로 1.8m
가량 들여서 축성한 2차 문지→3차 문지에서 남문지의 개구부를 축소하고 현재 입면
형태가 凹자형태인 3차 문지로 최소 2회 이상 수축한 영원산성의 남문지의 변화상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된다.

3. 성벽은 기반암 위에 축성한 1차 성벽→1차 성벽 위에 대형의 석재를 올려놓은
2차 성벽→2차 성벽 위에 갈색사질토로 뒷채움한 3차 성벽→현재 남문지 주변으로
남아있는 4차 성벽으로 남문지 주변의 성벽은 3회 이상 수축한 것으로 정리된다.

4. 수혈유구는 성 내벽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장방형의 수혈유구
는 내부에서 천석과 할석이 혼재된 투석용병기로 추정되는 석재가 남아있으며, 전면
에 3곳, 후면에 3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조사된 상황으로 보아 투석용병
기를 보관하거나 문지기 등의 임시거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출토유물은 기와류, 자기류, 도기류 등이 있다. 기와류 가운데 ‘大天’, ‘北(추정)’
名의 명문와가 출토되었으며, 13세기를 전후로 하는 청자편, 18세기 전반을 전후로
하는 백자편이 출토되어 영원산성의 운영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밖에 삼국
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러한 남문지, 성벽의 변화상은 고려 충렬왕 17년에 운영되었던 영원산성의 모
습부터 18세기 중반 이전에 폐성된 영원산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토층, 성벽 및 남문지의 축조상태, 유물 등으로 보아 1~2차 성벽, 1차 문지는 고려
말~ 조선 전․중기에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3~4차 성벽, 2~3차 문지는 임진왜란
이후 수축하여 운영하다 폐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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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의사항
1. 영원산성의 성격 및 시기 검토

2. 영원산성의 향후 조사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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