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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 2016년 삼성동토성 추정지 발굴(시굴)조사
  
  2. 조사목적 : 삼성동토성 추정지에 대한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토성의 존재 여부 

및 성격을 파악하여 한성백제의 도성구조와 도성 방어체계에 대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3.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 봉은사 일원
  
  4. 조사기간 : 2016년 7월 18일 ~ 2016년 9월 22일
  
  5. 조사면적 : 440㎡
  
  6. 허가번호 : 허가 제 2016-0909호
  
  7. 조사경과 

   

∙2016년 07월 04일 : 발굴(시굴)조사 허가
∙2016년 07월 18일 : 발굴(시굴)조사 착수
∙2016년 08월 03일 : 제1차 학술자문회의 개최
∙2016년 08월 17일 : 발굴(시굴)조사기간 연장(현장조사 20일→40일)
∙2016년 08월 24~26일 : 제2차 학술자문회의 개최
∙2016년 09월 22일 : 발굴(시굴)조사 완료

  8.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책 임 조 사 원 : 박중균(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발굴조사팀장)
    조    사    원 : 이혁희(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준  조  사  원 : 김진현(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이보성(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실    습    생 : 홍지혁(경희대 사학과 학부생), 오승원(서울대 국사학과 학부생)
 
  완료약보고서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혁희가 작성하였으며, 사진 촬영은 이혁희·
김진현·이보성 및 이홍주·김호진·최재도(이상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가 
담당하였고, 도면작업은 이혁희·윤정현(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김진현·
이홍주·김호진이 담당하였다. 본 완료약보고서의 최종적인 검토는 이인숙·조영훈(한성
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장)·박중균에 의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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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삼성동토성 추정지 주변지역의 환경1) 

 
 1. 자연·지리적 환경 
  삼성동토성 추정지가 자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서울시의 동남부인 한강 남안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하여 성동구·용산구, 남쪽으로는 구룡산 및 대모
산 등을 경계로 서초구와 접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탄천을 경계로 송파구와, 서쪽으
로는 서초구와 접한다. 특히 강남구는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진 한남대교를 비롯하여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등이 강남구의 북쪽에서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어 강북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심의 관문이 되고 있다.
  강남구의 면적은 39.55㎢로 서울특별시 전체의 약 6.53%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서초구, 도봉구, 강서구에 이어 4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는 구이다.
  강남구의 지형은 전체적으로 한강의 침식 및 퇴적작용을 받아 충적층이 발달한 북
부의 저지대와 남부의 구릉성 산지 지형으로 구분된다. 지질은 대부분이 선캄브리아
기의 경기편마암복합체로 되어 있으며, 강남구의 북쪽 한강연안과 양재천 및 탄천연
안에는 제4기 충적층이 하안을 따라 분포한다. 대모산(해발 293m)과 구룡산(해발 
293m)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100m 이하의 저지대를 이루는 지형조건이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하천은 한강, 탄천, 양재천 등이다. 탄천은 한강의 지류로서 강
남구와 송파구의 경계를 이루며 양재천과 합수된 후 북류하여 한강으로 유입한다. 
탄천의 총 길이는 35㎞로 안양천과 거의 비슷한 길이이다. 양재천은 강남구를 동북
방향으로 관류하는 하천으로 탄천의 지류이다. 유로의 길이는 18.5㎞로 원래는 한강
으로 직접 유입되는 한강의 지류였으나 이후 탄천으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탄천의 지
류로 유로가 변화하였다.
  강남구는 산지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나 강남의 남부에는 대모산(해발 293m) 및 
구룡산(해발 306m)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구릉성 산지이
며, 두 봉우리가 북동 방향으로 연봉을 이루며 개포동과 서초구 내곡동과의 자연적
인 경계를 이룬다. 
  삼성동토성 추정지가 자리한 삼성동 일대를 국한하여 지형을 살펴보면, 한강변에 
위치한 단구화된 지형과 옆으로 흐르는 하도 뒤편에는 산지 및 구릉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동 일대는 현재 옛 지형은 대부분 소실되었는데, 이는 1970
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진행된 도시개발계획에 기인한다. 봉은사는 본래 자리에 존
재하지만, 주변의 구하도 및 하중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한강의 직선화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은 완전히 변화하였다. 

1) 金周煥, 1993, 『江南區誌』, 서울特別市 江南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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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및 백제왕도유적 주변유적분포도(1919년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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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지질도(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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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고·역사적 환경  
  삼성동토성 추정지가 위치한 강남구 일원에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선사유적으로 역삼동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출토지가 보고되었으며, 
율현동에서는 석기산포지가 있었다. 또한 압구정동의 옥곡 마을의 뒷산에서도 구석
기가 출토된 바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저명한 암사동유적과 하남미사리유적이 있다. 암사동유적
은 중부지역 신석기시대의 표지적인 유적으로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알려진 
후,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남 미사리유적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총 3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신석기시대~백제 한성기에 걸치는 복수의 문화층을 통해 
장기간 점유된 취락이 존재하였음이 드러났다.
  강남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역삼동유적이 있다. 이 유
적은 1966년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다. 역삼동유적은 한강 지류
의 하나인 양재천변의 표고 90m 구릉 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세장방형주
거지 1기, 청동기시대 전기 무문토기 문화를 대표하는 구순각목공열토기, 적색마연
토기와 함께 석부, 석착, 석촉 등 다수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대모산 정
상부에서 동쪽에 위치한 봉우리의 정상부에서 무문토기 저부와 동체부편, 그리고 
지석과 석재편 등이 수습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현재의 개포동에서 고인돌 4기가 
확인되었으나, 현재는 도시개발로 인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초기철기시대는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문화를 표지로 하고 있다. 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사회는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삼한과 연결되는 “한(韓)”사회로 인식되
고 있으며, 『사기』 조선열전의 “중국(衆國)” 또는 “진국(辰國)”이 “한”사회를 가리키
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점토대토기 단계 유적으로는 대모산성 서편 무선통신망 기지국 부지에서 원형점
토대토기와 우각형파수를 동반한 주거지 1기가 조사된 바 있으며, 지표에서 채집된 
유물의 성격과 지형 조건으로 보아 고지성취락이 자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한강유역은 마한의 여러 ‘국(國)’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백제가 주변의 ‘국’들을 점차 통합하면서 성장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였고, 이후 
고구려-신라 순으로 영역변천을 겪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한 것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에 기록되어 있는데,2) 이때의 백
제의 왕도인 하남위례성은 몽촌토성과 풍납동토성, 석촌동고분군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한강중류역에 건국한 백제는 점차 주변의 
‘국’들을 병합하면서 고대국가로 성장하였으며, 475년 고구려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어 
웅진(공주)으로 천도할 때 까지 493년 동안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양상을 보여주는 한성백제 고고자료로는 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동토성(사적 제
11호)과 몽촌토성(사적 제297호), 그리고 왕실의 묘역으로 알려진 석촌동고분군(사적 
243호), 가락·방이동고분군 등이 대표적이다. 남서쪽으로는 백제 한성기 횡혈식석실

2) 溫祚都河南慰禮城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 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三國史記』권23, 百濟本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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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비롯한 취락유적이 조사된 우면동유적이 인접해 있다. 본 조사의 대상지인 
삼성동토성을 비롯해 대모산성 등이 백제 왕도의 방어성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백제에 이어 한강유역에 진출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는 
475년부터 551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서울지역은 고구려가 
설치한 北漢山郡(남평양)에 속하였다. 고구려 영유시기의 고고자료는 아차산 보루, 홍
련봉 보루, 시루봉 보루, 용마산 보루 등 고구려 보루들이 한강 이북에 남-북 방향으
로 열을 지어 분포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몽촌토성 
내에서 사이장경광구호 등 다량의 고구려 토기(편)들이 출토되고 있어 일정시기동안 
고구려 군이 몽촌토성 내에 주둔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남 판교유적에서 고
구려 석실분이 확인되었으며, 가락동 5호분도 고구려 석실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
도 하였다.
  551년 한강유역은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탈환되고, 진흥왕 14년(553) 백제
동북비(百濟東北鄙)를 취하고 지금의 광주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3) 이후 진흥왕 
18년(557)에 신주를 폐하고 지금의 서울에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가4) 다시 진흥왕 
29년(568)에 북한산주가 폐지되고 남천주(이천)를 설치하였다.5) 이후 진평왕 26년
(604)에 다시 남천주가 폐지되고 북한산주가 설치되었고,6) 문무왕 4년(664)에는 북한
산주 대신 한산주(광주)가 설치되었으며, 경덕왕 16년(757)에는 한주(漢州)로 고쳤다.7)  
  고구려의 진출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아차산성·아차산 일대 보루유적 등 한강 북
안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유적군이 해당되겠다.
  신라~통일신라 영유기의 유적으로는 분묘유적과 관방유적이 확인되었다. 분묘유적
으로는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유적에서 신라시대 석실묘 6기가 조사되었으며, 완, 고
배, 대부발 등의 토기류와 철기류, 은제반지 등의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관방유적으로
는 대모산성이 대표적이다. 총 둘레 583m 가량의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평면 형태는 
동서방향을 중심축으로 장타원형을 띤다. 유물로는 단각고배류, 대부완, 연질·경질의 
각종 호 및 개·배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어서 생활유적으로는 2011년 강남보금자리주
택지구유적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의 취락유적과 2013년 잠원대림아파트 재건축부
지 유적에서 확인된 경작유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몽촌토성 북문지 내측에서도 주
거와 굴립주건물지, 우물, 도로가 조합된 대규모 취락이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조사지역의 대상지인 봉은사가 764년(원성왕 10년)에 연희국사가 견성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견성사는 1498년(연산군 4년) 성종의 능인 선
능이 인근에 조영됨에 따라, 가까이 있던 견성사를 본능사원으로 선정하면서 이름을 
봉은사로 바꾸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서울지역은 남경유수관(南京留守官) 양주(楊州)와 광주목(廣州

3)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湌武力爲軍主”(『三國史記』권4, 眞興王 14년).
4) “廢新州 置北漢山州”(『三國史記』권4, 眞興王 14년).
5) “冬十月 廢北漢山州 置南川州”(『三國史記』권4, 眞興王 29년).
6)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三國史記』권4, 眞平王 26년).
7) 『三國史記』권35, 地理 2, 漢州. 『三國史記』권9, 景德王 26년조에는 漢州 내에는 주(州) 1, 소경(小京) 

1, 군(郡) 11, 현(縣) 27개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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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으로 편제되었다. 양주는 신라 진흥왕때 북한산주가 설치되었던 지역으로 경덕왕 
14년(755)에 한양군(漢陽郡)으로 고쳤다가 고려 초에 양주로 고친 것이다. 성종 2년
(983)에 ‘목’으로 승격하여 ‘양주목’이 되었으며, 성종 14년(995)에 처음 10도(道)를 
정하고 12절도사(節度使)를 두면서 관내도(關內道)에 소속시켰다. 현종 9년(1018)에는 
‘지주사(知州事)’로 격하되었다가 문종 21년(1067)에 남경유수관으로 승격된 이후로는 
남경으로 불렸으며, 충렬왕 34년(1308)에 한양부(漢陽府)로 고쳤다.8) 한편, 광주목은 
경덕왕 때 개편한 한주 지역으로 고려 태조 23년(940)에 광주로 바꾸었다. 성종 2년
(983)에 처음으로 12목(牧)을 설치했는데, 광주목도 그 중의 하나이며, 성종 14년에 
관내도에 소속시켰다.9)   
  조선이 건국되고 1394년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간의 왕도 역
할을 하였다. 태조 3년(1395) 10월에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한양부’를 ‘한성부’라 하
였으며, 태조 4년(1396) 2월에 종묘(宗廟)와 궁실(宮室)을 경영하여 9월에 완성하였
다.10) 같은 해인 1396년에는 백악산·낙산·목멱산·인왕산을 연결하는 약 18㎞(9천 9백 
75보)의 도성을 쌓았으며,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5부 52방으로 편제하였다. 조선시대 
강남구 지역읜 경기도 과천군의 상북면(上北面)과 동면(東面)의 일부, 그리고 광주(光
州)의 언주면(彦州面)과 대왕면의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
增東國輿地勝覽)』 광주목 내의 산천을 보면, 주(州)의 동쪽 7리에 진산(鎭山)인 검단
산이, 주의 서쪽 50리에 청계산이, 주의 남쪽 30리에 대모산이, 그리고 주의 남쪽 5
리에 일장산(남한산)이 자리하고 있다. 선조 10년(1577)에는 광주부(廣州府)로 승격되
어 조선말까지 이어졌다.11) 개화기 이후 오랜 전통의 행정구획도 크게 변화되는데, 
1895년(고종 32)에는 8도 체제가 23부제로 개편되면서 광주는 한성부 소속의 광주군
이 되었다가, 1896(건양 원년) 8월 이후 다시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일제 강
점기인 1914년에 총독부령 제 111호로 광주군이 되었다.
  광복 후 1963년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확대에 따라, 광주군 소속의 언주면 전역
과 대왕면 일부가 성동구에 편입되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강남구의 대부분이기도 하
다. 1973년 경부고속도로 개통된 후 성동구의 인구 증가에 따라, 1975년 강남구가 
신설되었다. 당시 강남구는 현재의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4개 구를 모두 
합친 지역이었다. 1979년 강동구가 분립된 후 1988년에는 서초구가 신설되었으며, 
1989년 도곡동이 강남구에 편입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8) 『高麗史』권56, 地理 1, 南京留守官 楊州.
9) 『高麗史』권56, 地理 1, 廣州牧.
10) 『世宗實錄』 地理志, 京都漢城府.
11) 『大東地志』권2, 廣州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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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고지도(해동지도 광주부, 1750년대 초 제작 추정,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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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삼성동토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있었던 토성으로 백제 한성기에 축조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2) 1982년까지는 어느 정도 형태가 남아 있었으나, 강남개발로 인
해 건축물 및 도로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그 위치와 규모에 대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도면 4), 주로 지표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유적 발굴조사의 기초자료 확보 및 향후 발굴 조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삼성동토성 추정지 일대에 대한 고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13) 고지형분
석 결과, 삼성동 일대 산지 및 구릉에서 삼성동토성의 추정 성벽의 흔적이 관찰된다고 
한다. 현재의 청담배수지공원으로부터 현대아이파크 아파트까지 약 427m에 이르는 구간
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토성의 예상지역과 원지형보존구역이 제시됨으로써 시굴조사지점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
  더불어 지표조사를 병행하여 추가로 시굴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특히 고지형분석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경기고등학교 일원의 구릉 사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 9개소의 시굴조사 지점을 확정하였다(도면 5). 
  시굴트렌치는 등고선과 직교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지형과 추정 성벽
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규모를 설정하였다. 시굴트렌치 조사의 제토 깊이는 문화층까지 
실시하고, 문화층 및 토성관련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기반토까지 제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층 및 유구는 층위(퇴적양상), 유구 및 유물의 분포상황 등에 
대해 정밀조사하면서 사진촬영과 실측을 실시하였다. 유물은 수습된 위치를 확인하여 기
록하고, 세척, 실측, 도면작성, 사진촬영 등의 과정을 거쳐 기록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지역의 구역설정은 편의상 Ⅰ지구, Ⅱ지구로 나누었다. Ⅰ지구는 현재 봉은사와 
경기고등학교가 위치한 구릉성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Ⅱ지구는 현재 청담배수지공원
이 자리한 구릉에 해당한다. 이중 Ⅰ지구는 총 7개소의 시굴트렌치를 설정하였는데, 
이를 다시 동쪽의 1~4Tr을 Ⅰ지구 A구역, 서쪽의 5~7Tr을 Ⅰ지구 B구역으로 구분하
였다. 

12) 朝鮮總督府, 1917, 『大正六年度朝鮮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方東仁, 1974, 「風納里土城의 歷史地理的 檢討」 『白山學報』16.
   민덕식, 2013, 「서울 三成洞土城에 대한 연구」 『鄕土서울』8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4, 『서울의 성곽』, 서울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서울 : 서울역사박물관.
1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6, 『삼성동토성 추정지 일대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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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삼성동토성 예상 위치에 대한 견해(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6 p.19)

 1) Ⅰ지구 A구역(사진 1, 2)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의 동측에 해당한다. 고지형분석 결과, 성벽 추정구역과 원지
형보존구역이 경기고등학교 운동장으로부터 봉은사 동쪽 능선을 향해 이어지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성벽 존재 여부를 살펴보고자 2개소(1·2Tr)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 경계에는 구릉성 산지의 사면이 잘 남아있는데, 성벽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주목되었다. 특히 경기고등학교에서 봉은사를 향해 볼록하
게 돌출된 지형은 마치 치(雉)의 형태를 띰에 따라, 이에 대한 성벽 잔존여부 및 성벽
관련 시설의 흔적을 찾고자 하였다(3·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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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구역 시굴트렌치 배치도(성벽추정구간 및 고지형분석결과 합성,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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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조사구역 전경(항공촬영, 동에서)

[사진2] Ⅰ지구 전경(항공촬영, 사진 아래가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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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Tr
  길이 7m, 폭 2m의 규모이며, 현 봉은사와 운봉장학재단의 소유 토지에 걸쳐 설정
하였다. 트렌치의 중앙부는 절토가 되어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기준
으로 동-서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동쪽의 운봉장학재단 소유지는 급경사-곡간부-능선으로 이어지는 단면 ‘U’자
형의 지형을 띤다. 볼록한 능선은 고지형분석 시 ‘인위적인 구조물’의 가능성이 제기
된 바 있다. 조사결과, 급경사-곡간부는 표토를 제거하자 풍화암반이 곧바로 드러났
다. ‘인위적인 구조물’로 추정되었던 능선은 3~4m 가량의 건축폐기물이 쌓여서 이루
어진 것임을 확인하였다(사진 4). 
  반면 서쪽의 봉은사 소유지는 원지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한 상태이다(사진 3). 
東高西低의 능선을 이루는데 현대교란층-성토다짐층-풍화암반 순의 층서가 확인된다
(사진 5). 성토다짐층은 0.3~1.1m 높이로 잔존하며, 각 층은 0.1~0.2m 두께의 사질
토+석립 또는 자갈을 섞어 다진 혼합층이다. 하부로 내려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면서 
암반풍화토를 섞는 등 판상(版狀)으로 치밀하게 다진 양상이다. 이러한 성토다짐층 사
이에는 2개의 주혈이 확인되는데, 선행공정에서 마련된 성토다짐층을 직경 0.6~0.7m
의 원형으로 굴착하여 목주를 세운 점이 공통적이다(사진 6, 7). 양 주혈은 동-서 
2.7m의 간격을 두고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두께는 0.2~0.3m이다. 목주 주변으로는 물
성이 다른 흙을 층층이 다져 충전(充塡)하였다. 주혈의 평면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북
벽 일부를 동서 3.0×남북 1.5m로 확장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주혈이 열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단면에서 확인된 주혈과 판상의 치밀한 성토다짐층을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판축토루(版築土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Tr의 서쪽으로 추정 판축토루를 굴착하고 조성된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구 
내부에서는 조선시대 도기편과 자기편이 출토되었다(사진 8). 
  한편 1Tr 주변의 봉은사 소유지 내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고려~조선시대 기
와편이 산재해있다. 이곳에서 수습된 기와 중에는 ‘田’자명 명문기와도 포함되어있다.

  (2) 2Tr
  길이 20m, 폭 2m의 규모이며, 경기고등학교 운동장으로부터 봉은사 동쪽으로 이
어지는 능선과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의 경계를 따라 서쪽으로 회절하는 사면의 결절
지점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원지형을 계단상으로 절토한 후 2m 이상 복토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사진 10).

  (3) 3Tr
  길이 25m, 폭 2m의 규모로, 경기고등학교에서 봉은사를 향해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형에 해당한다(사진 11). 조사 결과, 사면 상부의 돌출부는 현대폐기물과 다짐층을 
3.3m 가량 쌓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진 12). 그 하부에는 진갈색사질점토층과 암반
풍화토층이 0.1~0.2m 가량 잔존하는데, 이는 4Tr에서 확인된 석렬유구 주변토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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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Ⅰ지구 A구역 1Tr 조사 전 전경(남에서) [사진4] 1Tr 동측(운봉장학재단) 북벽토층

[사진5] 1Tr 북벽토층 [사진6] 1Tr 북벽 중심주혈 세부1(남에서)

[사진7] 1Tr 북벽 중심주혈 세부2(남에서) [사진8] 1Tr 서단부 조선시대 추정유구(서에서)

[사진9] Ⅰ지구 A구역 2Tr 조사 전 전경(서에서) [사진10] 2Tr 북벽 외측 복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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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Ⅰ지구 A구역 3Tr 조사 전 전경(남에서) [사진12] 3Tr 현대폐기물 및 다짐층(남동에서)

[사진13] 3Tr 상단부 유물출토상태(남에서) [사진14]Ⅰ지구 A구역 4Tr 조사 전 전경(남에서)

[사진15] 4Tr 상단부 현대폐기물 및 
통일신라시대 추정유구(남에서)

[사진16] 4Tr 통일신라시대 추정유구 내부 
유물출토상태(남에서)

[사진17] 4Tr 중앙부 석렬유구 노출상태(남에서) [사진18]4Tr 석렬유구 주변 유물출토상태(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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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층이다. 돌출부의 사면 하단부인 남쪽의 경사면에서는 부식토 아래 풍화암반이 
드러났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일신라시대 토기와 조선시대 백자편이 수습되
었다(사진13).

  (4)4Tr
  길이 25m, 폭 2m의 규모로, 3Tr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사진 14). 조사 결
과, 4Tr 최상단으로부터 14m 정도 거리에 자리한 현 봉은사의 산책로를 기준으로 북
쪽과 남쪽의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북쪽은 돌출부를 조성한 현대폐기물과 다짐층이 1.5~2.3m 높이로 확인되었다. 그 
하부에는 갈색사질점토층과 암반풍화토층이 0.1~0.4m 잔존하는데, Tr의 최상단인 돌
출부 하부에서 통일신라시대토기를 공반하는 유구의 윤곽이 드러났다(사진 15, 16). 
  돌출부가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산책로까지는 표토와 현대쓰레기가 공반되는 퇴적층
을 걷어내자, 갈색 내지는 암갈색의 사질점토와 석립, 할석부스러기를 섞은 혼합층이 
0.4~0.5m 가량 확인되는데 성토다짐층으로 판단된다. 이 다짐층 내부에서 0.2~0.3m 
가량의 판상할석을 2열로 세워 구축한 석렬유구가 드러났다(사진 17). 
  산책로 남쪽의 사면 하단부는 경사면을 따라 부식토를 제거하자 풍화암반이 곧바로 
드러났으며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상단부 유구 윤곽 내에서 통일신라시대 대상파수부호가 출토되었으며, 석렬
유구 주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토기편과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었다(사진 18). 사면 하
단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토기, 고려시대 이후의 도기편 및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2) Ⅰ지구 B구역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의 서측에 해당한다. 고지형분석 결과, 성벽추정구역과 원지
형보존구역이 경기고등학교 후문으로부터 회절하여 남하하는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성벽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개소(5·6Tr)를 설정
하였다. 또한 경기고등학교의 서측 주변으로 원지형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관찰되었
는데, 특히 경기고등학교의 후문 주변으로 사면과 평탄지가 반복되며 단을 이루고 있
어 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7Tr).

  (1)5Tr
  길이 24m, 폭 3m의 규모이다. 표토로부터 0.1~0.5m 아래 풍화암반이 노출되었다. 
서쪽 사면부 일부에서는 교란구덩이 및 중장비에 의한 굴착흔이 확인될 뿐 유구는 확
인되지 않았다. 부식토 내에서 조선시대 백자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사진 19, 20).

  (2)6Tr
  길이 18m, 폭 3m의 규모이다. 표토로부터 0.1~0.3m 아래 풍화암반이 노출되었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선시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사진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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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Ⅰ지구 B구역 5Tr 조사 전 전경(서에서) [사진20] 5Tr 조사완료 전경(서에서)

[사진21]Ⅰ지구 B구역 6Tr 조사 전 전경(서에서) [사진22] 6Tr 조사완료 전경(서에서)

[사진23]Ⅰ지구 B구역 7Tr 조사 전 전경(동에서) [사진24] 7Tr 조사완료 전경(서에서)

[사진25] 7Tr 현대매몰층 북벽토층 [사진26] 7Tr 사면부 구상유구 노출상태(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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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Tr
  길이 25m, 폭 3m의 규모이다. 사면부가 10m 정도 이어진 후 평탄지를 이루는 테
라스상의 지형이다(사진 23). 조사결과, 1~4.5m 깊이까지 폐기물 및 현대매몰층이 드
러났다(사진 24). 가장 깊은 지점은 사면부와 평탄지의 변곡점으로, 풍화암반을 굴착
한 흔적이 드러나 주목된다(사진 25).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동쪽 사면부와 서쪽 평탄
지의 퇴적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우선 사면부는 7Tr 내에서 높은 지형에 해당한다. 상부의 폐기물 및 현대매몰층을 
제거하자 풍화암반이 노출되었으며, 사면 하단부로 이어지면서 0.2~0.4m가량의 진갈
색사질점토층이 퇴적되어있다. 사면 상단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구상유구가 관
찰된다(사진 26). 풍화암반을 폭 1.2m, 최대깊이 0.4m 굴착하였으며, 내부는 갈색사
질토와 암반풍화토를 섞은 혼합층이 채워져 있다. 구상유구의 서쪽 경사면 끝부분에
는 할석 1매가 확인되었는데, 구상유구의 평면 상태를 확인하고자 북쪽으로 확장한 
결과, 단면에서 확인된 할석과 연결되는 석렬 1열이 확인되었다(사진 27, 28).
  평탄지는 표토로부터 2~4.5m 깊이까지 폐기물 및 현대매몰층이 확인되었다. 폐기
물 및 현대매몰층은 앞서 언급한 변곡점에서 단면 ‘U’자형을 이루며 최대깊이 4.5m
가량 확인된 후, 트렌치의 말단부까지 평탄하게 이어진다. 현대매몰층 아래에는 진갈
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층 순의 자연퇴적층이 1~1.5m 가량 퇴적되어있다. 그 아
래에는 볼록한 형태를 띠는 층군이 존재하여 주목된다(사진 29). 변곡점에서 서쪽으로 
암반쇄설물+점토층, 점토층+암반풍화토 혹은 석립 등 다양한 물성을 지닌 얇은 층이 
교호로 맞물린 형태를 보인다. 또한 현대폐기물이 깊은 ‘U’자형으로 매몰된 지점에 
면해 ‘L’자형의 토층선과 함께, 자갈과 풍화암반괴 등과 갈색점토가 혼합된 층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수십 개 층은 상부의 자연퇴적층과 뚜렷하게 대비되어 하나의 층군을 
이루는데 단면 제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볼록한 성토구조물을 인위적으로 
성토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성토층의 규모는 높이 2.3m, 폭 9m 가량이다. 
  유물은 트렌치 말단부(평탄지의 말단부)의 자연퇴적층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 백제
토기 동체부편, 신라토기 뚜껑편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자연퇴적층의 최하단에서 두형토
기, 흑도장경호 저부편, 무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두형토기를 비롯한 점토대토기
단계 유물은 국지적인 지점에서 상호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토층단면과 평면 상 자연퇴적
층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별도의 유구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사진 30~33).

  3) Ⅱ지구(사진 34, 35)
  현재 봉은초등학교와 청담배수지공원 일원의 원지형보존구역과 성벽추정구역의 중
첩구간이다. 청담배수지공원이 자리하기 이전에는 일대에서 가장 높은 구릉지대였다.  
고지형분석 시 성벽의 존재가 뚜렷하다고 판단된 지점으로, 구릉의 정상부에서는 북
쪽에 면한 한강 본류 및 탄천과 양재천 등 주변지역의 전 방향에 대한 조망권이 탁월
하다. 이러한 고지형분석 결과와 입지조건으로 인해 유력한 토성 후보지 중 하나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청담배수지공원 북사면에 2개소의 시굴트렌치를 설정하였다(8·9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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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 7Tr 사면부 구상유구 노출상태 및 
북벽토층(남에서) [사진28] 7Tr 사면부 구상유구 남벽토층

[사진29]Ⅰ지구 7Tr 평탄지 남벽토층(성토구조물 및 자연퇴적층)

[사진30] 7Tr 평탄지 말단부 자연퇴적층 최하층 
유물출토상태(북에서)

[사진31] 7Tr 평탄지 말단부 자연퇴적층 최하층 
유물출토상태 세부(북동에서)

[사진32] Ⅰ지구 B구역 7Tr 평탄지 말단부 
자연퇴적층 하층(암갈색사질점토층) 출토유물

[사진33] Ⅰ지구 B구역 7Tr 평탄지 말단부 
자연퇴적층 상층(진갈색사질점토층)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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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4] Ⅱ지구 원경(항공촬영, 북동에서)

[사진35] Ⅱ지구 전경(항공촬영, 사진 아래가 남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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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Tr
  길이 6m, 폭 3m의 규모로 설정하였으나, 조사구역 주변에 매설된 광케이블과 고압
선의 범위를 피하기 위해 길이 4m, 폭 1.5m로 축소하여 조사하였다. 깊이 2m까지 
현대쓰레기를 공반하는 다짐층이 확인됨에 따라, 원지형 및 문화층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다(사진 36~38).

  (2) 9Tr
  길이 10m, 폭 3m의 규모로 설정하였으나, 8Tr과 같은 이유로 길이 6m, 폭 1.5m
로 축소하여 조사하였다. 깊이 3.5m까지 현대다짐층이 확인됨에 따라 원지형 및 문
화층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다(사진 39~40).

[사진36]Ⅱ지구 8Tr 조사 전 전경(남서에서) [사진37] 8Tr 북동벽토층

[사진38] 8Tr 조사완료 전경(북서에서)

[사진39]Ⅱ지구 9Tr 조사 전 전경(남서에서) [사진40] 9Tr 남동벽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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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결과  

 

  1. 2016년 삼성동토성 추정지 발굴(시굴)조사는 그간 위치비정은 물론 그 실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삼성동토성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적 조사이다. 금번 발굴(시
굴)조사지점은 기존의 성벽추정구간에 대한 제 견해와 삼성동 일대 고지형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2개 지구(Ⅰ·Ⅱ지구) 총 9개소의 시굴트렌치를 설정하여 문화층 및 유구의 존
재여부를 파악하였다.

  2. 조사결과,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 일대의 구릉에서 유적이 존재하였음이 밝혀졌
다. 확인된 유구는 판축토루(1Tr), 성토구조물(7Tr), 석렬유구 1기(4Tr), 추정 유구 2
기(1Tr, 4Tr) 구상유구 1기(7Tr)가 그것이다. 이중 1Tr에서 확인된 판축토루와 7Tr
에서 확인된 성토구조물은 인위적인 판축 및 성토의 흔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 조사
의 목적인 삼성동토성의 실체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된다.

  3. 유구와 공반된 출토유물을 통해 삼성동토성 추정지 일대에 조영되었던 유적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Ⅰ지구 B구역 7Tr 말단부에서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파편 
및 점토대토기 단계 두형토기와 흑도장경호 저부편 등이 출토되고 있어 해당시기 유
적의 존재가 추정된다. 아울러 경사면 위로 20m 거리에 위치한 구상유구의 존재와 
연결해보면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해당 시기의 문화상이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Ⅰ지구 A구역 4Tr에서 확인된 석렬유구 주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토기
편과 기와편이 다수 공반되었다. 이외에도 Ⅰ지구 A구역 1Tr이 자리한 봉은사 동쪽 
능선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및 나말여초~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이 다수 채집
되어 인근에 해당 유물과 관련된 유적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4. 원지형보존구역이자 성벽추정구간으로 점쳐졌던 봉은사 서쪽의 사면부는 원지형
이 보존되어있지만 성벽이 아닌 자연구릉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소수의 조선시
대 유물만이 채집되었다. 또한 삼성동토성의 성벽이 잔존하였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
던 Ⅱ지구는 현재 자리한 청담배수지공원을 비롯해 인근의 도시개발로 인해 그 흔적
이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5. 경기고등학교와 봉은사 경계의 사면부(3·4Tr)와 경기고등학교 후문 부근의 테라
스 상의 경사면(7Tr)에서 현대쓰레기를 공반하는 매립층이 1~4.5m 가량 잔존한다. 
이는 경기고등학교의 학교부지 확장과 관련된 폐기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
고등학교가 자리한 구릉 정상부는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사면부를 
따라 자연퇴적층과 문화층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성토구조물의 존재가 드러났기 때
문에, 향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성동토성을 비롯한 일대 유적의 성격을 면밀
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