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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강유역은넓은평야지대가펼쳐졌을뿐만아니라대중국(對中國) 교섭(交涉)과한반도서해안일

대의교역망을장악할수있는지정학적조건을갖추고있다.1) 따라서한강유역은한반도의중심에있

으며, 한강유역을차지하는국가가한국고대사에있어서주역이될수있었던것이다.2)

처음한강유역을차지한것은백제 다. 백제는고구려에서남하한온조와비류집단에의해서한성

(漢城)과미추홀(彌鄒忽)에자리를잡았다. 그러나얼마후미추홀에자리를잡은비류집단은온조세력

에의해흡수되면서한강유역의주인공은백제가되었다.

백제는한강을중심으로세력을확장하며, 고대국가의기틀을잡았으며, 한강하류를따라서해에

이르러대중국교섭을통하여선진문화를받아들이며성장하 다. 그러나고구려에의해서한성이

함락된이후한강유역의주인은고구려가되었으며, 6세기중반이후에는신라가대신하 다.

지금까지한강유역을둘러싼삼국관계에대한연구성과는상당히축적되었다. 그러나신라의한

강유역진출과정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3) 신라의한강유역진출이전시기에대한연

구는미약하다고할수있다. 그래서본고에서는백제에의한한강유역과인천지역에대한교통로를

나름대로 설정하고자 시도를 하 으며,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거점성(據點城)으로 변화되는

과정을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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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논문은한강유역이고대사연구에있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에비해서백제와신라의진출과정과

거점성(據點城)을확보해나아가는과정에대한자료가많지않음을인식하고, 최근발굴성과를활용하여검토하

다. 지금까지의연구성과가많지않으므로추론의한계를벗어나기가어렵지만현재까지의성과를바탕으로백제

와신라의진출과정과거점성확보를통한교통로에대하여살펴보았다.

모락산성은경기남서부와한성지역을연결하는요충지이며, 관악산주변의산악지역을극복하며방어체계를구

축하 다. 문학산성은중국으로통하는나루와한성의중간지점에위치하고있으며, 한진₩능허대-문학산성-광명

소하리유적을통하여안양천을따라한성으로연결된다. 계양산성은나진-계양산성-신정동토성-안양천과합류

하는 등포에서수로를이용하여한성으로연결된다.

결국계양산성과문학산성방면의교통로는안양천을통하여경기남서부와한성이연결되는것이다. 따라서안

양천이라는연결고리는그중요성이오래전부터인식되어왔으며, 최근발굴조사가진행중인독산동유적내에서

도로유구가확인되고있는것은주목되는부분이다.

신라는한강유역을공취한후새로운지방제도에편입하여안정을꾀하 으며, 먼저한강유역을점령한고구려

의지배방식인전략적, 군사적거점만장악하는방식과는차이가있었다. 신라의6군공격에후퇴하던백제의퇴각

로는성남(과천)-수원-오산-평택-천안-공주로이어지는교통로 다. 여기서의왕모락산성의중요성이확인되는

데, 모락산성은경기남부와한강유역을연결하는교통의요지이며군사적요충지이다. 이는한강하류의허리부분

인안양, 과천, 광명에대한안전한방어를위해서는이지역에대한방어가필수이기때문이다.

현재모락산성에대한조사는지표조사단계이므로정확한상황은발굴조사를실시해야알수있겠지만, 지금까

지확인된유물의제작기법, 소성도, 시문형태등을통해볼때4세기후반에서5세기중₩후반까지로편년된다. 따

라서모락산성은이지역에대한거점성역할을했을것으로본다. 그러나고구려가한강유역을차지한이후에는

거점성의기능을상실하고폐기되었으며, 그역할은호암산성으로옮겨갔던것으로추정된다.

호암산성은한강이북에서서남쪽의해안선까지조망되는군사적요충지로‘仍伐內力只內末 ’명청동숟

가락이출토되었다. 이는곡양현(잉벌노현)의치소로비정되는중요한거점성이기때문이다.

최근한강유역통일신라시대의취락에대한조사가증가하여취락에대한조사성과를가지고거점성, 군현성의

위치를비정할수있을것으로기대가된다.

주제어 : 계양산성, 문학산성, 모락산성, 호암산성, 거점성, 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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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강유역은넓은평야지대가펼쳐졌을뿐만아니라대중국(對中國) 교섭(交涉)과한반도서해안일

대의교역망을장악할수있는지정학적조건을갖추고있다.1) 따라서한강유역은한반도의중심에있

으며, 한강유역을차지하는국가가한국고대사에있어서주역이될수있었던것이다.2)

처음한강유역을차지한것은백제 다. 백제는고구려에서남하한온조와비류집단에의해서한성

(漢城)과미추홀(彌鄒忽)에자리를잡았다. 그러나얼마후미추홀에자리를잡은비류집단은온조세력

에의해흡수되면서한강유역의주인공은백제가되었다.

백제는한강을중심으로세력을확장하며, 고대국가의기틀을잡았으며, 한강하류를따라서해에

이르러대중국교섭을통하여선진문화를받아들이며성장하 다. 그러나고구려에의해서한성이

함락된이후한강유역의주인은고구려가되었으며, 6세기중반이후에는신라가대신하 다.

지금까지한강유역을둘러싼삼국관계에대한연구성과는상당히축적되었다. 그러나신라의한

강유역진출과정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3) 신라의한강유역진출이전시기에대한연

구는미약하다고할수있다. 그래서본고에서는백제에의한한강유역과인천지역에대한교통로를

나름대로 설정하고자 시도를 하 으며,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거점성(據點城)으로 변화되는

과정을설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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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논문은한강유역이고대사연구에있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에비해서백제와신라의진출과정과

거점성(據點城)을확보해나아가는과정에대한자료가많지않음을인식하고, 최근발굴성과를활용하여검토하

다. 지금까지의연구성과가많지않으므로추론의한계를벗어나기가어렵지만현재까지의성과를바탕으로백제

와신라의진출과정과거점성확보를통한교통로에대하여살펴보았다.

모락산성은경기남서부와한성지역을연결하는요충지이며, 관악산주변의산악지역을극복하며방어체계를구

축하 다. 문학산성은중국으로통하는나루와한성의중간지점에위치하고있으며, 한진₩능허대-문학산성-광명

소하리유적을통하여안양천을따라한성으로연결된다. 계양산성은나진-계양산성-신정동토성-안양천과합류

하는 등포에서수로를이용하여한성으로연결된다.

결국계양산성과문학산성방면의교통로는안양천을통하여경기남서부와한성이연결되는것이다. 따라서안

양천이라는연결고리는그중요성이오래전부터인식되어왔으며, 최근발굴조사가진행중인독산동유적내에서

도로유구가확인되고있는것은주목되는부분이다.

신라는한강유역을공취한후새로운지방제도에편입하여안정을꾀하 으며, 먼저한강유역을점령한고구려

의지배방식인전략적, 군사적거점만장악하는방식과는차이가있었다. 신라의6군공격에후퇴하던백제의퇴각

로는성남(과천)-수원-오산-평택-천안-공주로이어지는교통로 다. 여기서의왕모락산성의중요성이확인되는

데, 모락산성은경기남부와한강유역을연결하는교통의요지이며군사적요충지이다. 이는한강하류의허리부분

인안양, 과천, 광명에대한안전한방어를위해서는이지역에대한방어가필수이기때문이다.

현재모락산성에대한조사는지표조사단계이므로정확한상황은발굴조사를실시해야알수있겠지만, 지금까

지확인된유물의제작기법, 소성도, 시문형태등을통해볼때4세기후반에서5세기중₩후반까지로편년된다. 따

라서모락산성은이지역에대한거점성역할을했을것으로본다. 그러나고구려가한강유역을차지한이후에는

거점성의기능을상실하고폐기되었으며, 그역할은호암산성으로옮겨갔던것으로추정된다.

호암산성은한강이북에서서남쪽의해안선까지조망되는군사적요충지로‘仍伐內力只內末 ’명청동숟

가락이출토되었다. 이는곡양현(잉벌노현)의치소로비정되는중요한거점성이기때문이다.

최근한강유역통일신라시대의취락에대한조사가증가하여취락에대한조사성과를가지고거점성, 군현성의

위치를비정할수있을것으로기대가된다.

주제어 : 계양산성, 문학산성, 모락산성, 호암산성, 거점성, 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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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계양산너머에있는공촌동, 검안동지역은고려때까지바닷물이들어오던지역으로고대의소금

산지 을것이다. 이지역에서채취된소금은한성으로운반되는과정에계양산서쪽과북구계산동

을이어주는통로인‘장명이고개(景明峴)’를넘어야한다. 이장명이고개를넘어신정동토성에이르게

된다.

신정동토성은서울시양천구신정동의신트리마을야산에토성으로축조되어있다. 신정동토성은

북쪽으로한강과연결될뿐만아니라동쪽으로안양천과도근접하고있다. 따라서신정동토성에이르

면안양천과한강을따라수로(水路)를이용하여한성으로통하기도하며, 육로(陸路)로한성까지이르

기도한다.6)

다음은인천계양산성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계양산성은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2동산10-1

번지일대에위치하고있는인천광역시기념물제10호이다. 계양산성은계양산(395m) 정상에서동쪽

으로뻗은중봉(202m)에서남동쪽방향으로능선을따라산성이형성되어있다.

계양산성은문학산성의북동쪽에자리잡고있으며, 고대부터인근의소금산지와한성을연결하는

교역로상에위치하고있다. 또한한강하류가한눈에조망되는지리적조건때문에인천의북부지역

은물론이며, 한강하류지역과서울방면을통제할수있는요충지이다. 따라서계양산성은삼국시대

에한강유역의경 에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었으며, 나말여초를비롯하여고려시대까지그중요

성이확인되고있는지역이다.

최근에계양산성에대한학술발굴조사가세차례에걸쳐이루어지며, 학술적자료를축척하 으며,

특히3차발굴조사에서제1집수정Ⅶ층바닥에서연질의원저단경호와목간이출토되어학계에이목

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발굴조사단은 AMS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양산성의 축조시기를 A.D.

400년전후시기로비정하고있다.7)

2009년에는북문추정지와그주변지역에대한조사를실시하게됨으로써계양산성에대한4차발

굴조사가이루어졌다. 4차발굴조사결과계양산성에서는처음으로문지(북문지)가확인되었고, 문지

주변에서각종유구가확인되었다. 그리고주변지역에대한시굴조사결과에서도많은유물과유구

가출토되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지금까지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고고학적발굴조사성과를활용하여그동안

확인되지않은한강하류지역에대한백제와신라의교통로(交通路)를검토하도록한다. 물론지금까

지발굴조사에의한결과가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추론의한계를벗어나기가어려울것이다. 하지

만, 현재까지의성과를바탕으로관련문헌자료를면 히고려하여한강하류지역에대한백제와신라

의진출과정과교통로를살펴보고자한다. 본고의내용중미흡한부분은차후보완할것을약속하는

바이다.

Ⅱ. 백제의한강하류교통로와그변화

한강유역을중심으로발전한백제는고대국가형성기에있어서소국간의관계, 중국과교역이라는

큰틀에서소금과철같은중요한교역품을생산하고확보하기위해서왕성에서가장가까운서해안

일대를개척하 다. 또한소금생산의증가와원활한수송을위한통로를개척하는데주의를기울

을것이다.4)

따라서이와관련된교통로를확인하기위해서인천지역의고대산성을살펴본결과, 인천지역에

서고대산성으로인식되어온산성은계양산성(桂陽山城)과문학산성(文鶴山城)이있다. 본장에서는

계양산성과문학산성을중심으로연결되는교통로에대한대강의윤곽을확인하고자한다.

1. 계양산성방면

인천계양산성은 2009년까지 4차발굴조사가실시된바있다.5) 계양산성은한강하류지역과김포,

인천지역을조망할수있는산성으로중국으로통하는나루인나진(羅津)-공촌동₩검안동-허암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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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필자는이도학의견해를수용하 다. 이런견해는다음문헌에서자세히설명하고있다.

이도학, 1992, 「伯濟國의성장과소금交易網의확보」, 『백제연구』23; 이도학, 1997,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이도학, 1997, 「古代國家의成長과交通路」, 『國史館論叢』제74집.

또한필자는2009년에[인천계양산성]에대한4차발굴조사를실시한조사자로서계양산성의고고학적성과를활

용하여보다진전된견해를제시하고자한다. 본문에서언급하겠지만, 계양산성과문학산성의지리적, 역할적인위

치는분명차이가있다.

그차이로인해서계양산성방면인북로(北路)는소금을확보하기위한경제적인교통로로사용되었으며, 문학산성

의남로(南路)는계양산성의남쪽에위치하므로고구려의공격에서보다안전함을보장받기때문에대중국교섭로

로사용되었다. 6세기이후신라의진출과정에서계양산성은거점성으로역할하 으나, 문학산성은활용가치가

적어지게되는것으로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2001, 『계양산성일대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鮮文大學校考古硏究所, 2008, 『桂陽山城』.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계양산성Ⅱ』.

6) 이도학, 1992, 앞논문, 11~14쪽; 이도학, 앞책, 1997, 153~164쪽; 이도학, 앞논문, 1997, 165~168쪽.

7)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2008, 앞책, 262~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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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계양산너머에있는공촌동, 검안동지역은고려때까지바닷물이들어오던지역으로고대의소금

산지 을것이다. 이지역에서채취된소금은한성으로운반되는과정에계양산서쪽과북구계산동

을이어주는통로인‘장명이고개(景明峴)’를넘어야한다. 이장명이고개를넘어신정동토성에이르게

된다.

신정동토성은서울시양천구신정동의신트리마을야산에토성으로축조되어있다. 신정동토성은

북쪽으로한강과연결될뿐만아니라동쪽으로안양천과도근접하고있다. 따라서신정동토성에이르

면안양천과한강을따라수로(水路)를이용하여한성으로통하기도하며, 육로(陸路)로한성까지이르

기도한다.6)

다음은인천계양산성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계양산성은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2동산10-1

번지일대에위치하고있는인천광역시기념물제10호이다. 계양산성은계양산(395m) 정상에서동쪽

으로뻗은중봉(202m)에서남동쪽방향으로능선을따라산성이형성되어있다.

계양산성은문학산성의북동쪽에자리잡고있으며, 고대부터인근의소금산지와한성을연결하는

교역로상에위치하고있다. 또한한강하류가한눈에조망되는지리적조건때문에인천의북부지역

은물론이며, 한강하류지역과서울방면을통제할수있는요충지이다. 따라서계양산성은삼국시대

에한강유역의경 에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었으며, 나말여초를비롯하여고려시대까지그중요

성이확인되고있는지역이다.

최근에계양산성에대한학술발굴조사가세차례에걸쳐이루어지며, 학술적자료를축척하 으며,

특히3차발굴조사에서제1집수정Ⅶ층바닥에서연질의원저단경호와목간이출토되어학계에이목

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발굴조사단은 AMS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계양산성의 축조시기를 A.D.

400년전후시기로비정하고있다.7)

2009년에는북문추정지와그주변지역에대한조사를실시하게됨으로써계양산성에대한4차발

굴조사가이루어졌다. 4차발굴조사결과계양산성에서는처음으로문지(북문지)가확인되었고, 문지

주변에서각종유구가확인되었다. 그리고주변지역에대한시굴조사결과에서도많은유물과유구

가출토되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지금까지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고고학적발굴조사성과를활용하여그동안

확인되지않은한강하류지역에대한백제와신라의교통로(交通路)를검토하도록한다. 물론지금까

지발굴조사에의한결과가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추론의한계를벗어나기가어려울것이다. 하지

만, 현재까지의성과를바탕으로관련문헌자료를면 히고려하여한강하류지역에대한백제와신라

의진출과정과교통로를살펴보고자한다. 본고의내용중미흡한부분은차후보완할것을약속하는

바이다.

Ⅱ. 백제의한강하류교통로와그변화

한강유역을중심으로발전한백제는고대국가형성기에있어서소국간의관계, 중국과교역이라는

큰틀에서소금과철같은중요한교역품을생산하고확보하기위해서왕성에서가장가까운서해안

일대를개척하 다. 또한소금생산의증가와원활한수송을위한통로를개척하는데주의를기울

을것이다.4)

따라서이와관련된교통로를확인하기위해서인천지역의고대산성을살펴본결과, 인천지역에

서고대산성으로인식되어온산성은계양산성(桂陽山城)과문학산성(文鶴山城)이있다. 본장에서는

계양산성과문학산성을중심으로연결되는교통로에대한대강의윤곽을확인하고자한다.

1. 계양산성방면

인천계양산성은 2009년까지 4차발굴조사가실시된바있다.5) 계양산성은한강하류지역과김포,

인천지역을조망할수있는산성으로중국으로통하는나루인나진(羅津)-공촌동₩검안동-허암산성-

한강하류 고대 교통로에 대한 검토 | 4544 | 제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필자는이도학의견해를수용하 다. 이런견해는다음문헌에서자세히설명하고있다.

이도학, 1992, 「伯濟國의성장과소금交易網의확보」, 『백제연구』23; 이도학, 1997, 『백제고대국가연구』, 일지사;

이도학, 1997, 「古代國家의成長과交通路」, 『國史館論叢』제74집.

또한필자는2009년에[인천계양산성]에대한4차발굴조사를실시한조사자로서계양산성의고고학적성과를활

용하여보다진전된견해를제시하고자한다. 본문에서언급하겠지만, 계양산성과문학산성의지리적, 역할적인위

치는분명차이가있다.

그차이로인해서계양산성방면인북로(北路)는소금을확보하기위한경제적인교통로로사용되었으며, 문학산성

의남로(南路)는계양산성의남쪽에위치하므로고구려의공격에서보다안전함을보장받기때문에대중국교섭로

로사용되었다. 6세기이후신라의진출과정에서계양산성은거점성으로역할하 으나, 문학산성은활용가치가

적어지게되는것으로사료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2001, 『계양산성일대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鮮文大學校考古硏究所, 2008, 『桂陽山城』.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계양산성Ⅱ』.

6) 이도학, 1992, 앞논문, 11~14쪽; 이도학, 앞책, 1997, 153~164쪽; 이도학, 앞논문, 1997, 165~168쪽.

7)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2008, 앞책, 262~280쪽.



다른명문기와들은‘主夫吐’와관련된것들로수십여점에달한다. 이들은‘主’, ‘主夫’, ‘主夫十夫

口大(?)’, ‘口十夫口’, ‘主夫十夫(?)’등이다. 그외에‘月’, ‘官’, ‘草’‘凡草’, ‘天(?)’등의명문이출토

되었다. 이들명문기와들은주로어골문과집선문, 복합문기와에서나타나고있다. 특히‘主夫吐’관

련기와의측면분할흔적은한쪽이내면에서외면으로, 다른한쪽은외면에서내면으로교차분할하

다. 이는통일신라시대9세기의특징으로파악되어8) 명문기와의편년설정에시사하는바가크다.

따라서후술하겠지만, 계양산성은지정학적위치때문에6세기중엽신라의진출이후에도계속적으

로활용된거점성이다. 앞으로학술조사가이루어져계양산성에대한학문적인성과가달성되기를기

대해본다.

2. 문학산성방면

문학산성은오래전부터미추홀로인식되어온고대산성이다.9) 문학산성의서쪽으로능허대(凌虛

臺)10), 한진(大津)이있어서산동반도로연결되는항로가시작되는곳으로인식되어왔다. 문학산성에

서광명으로연결되는노선은결국안양천으로연결되어한강을통하여한성으로연결된다.

미추홀의중심지는문학산부근이다. 최근의조사에서백제토기산포지가문학경기장남쪽의해발

61.8m 구릉의동사면과 종도운서동에서확인되었다. 종도에서문학산에이르는지역이나넓게

는소래산에이르는지역이미추국의범주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11)

문학산성노선에서주목되는것이광명소하리유적이다. 광명소하리유적은문학산성의정동쪽에

위치하고있으며, 안양천과의거리가불과1㎞가량이다. 2007년발굴조사결과백제의주거지, 요지,

석곽묘등많은유구와유물이확인되었다.

특히‘呂’자형주거지는장축이 14.4m, 단축이 7.7m 가량으로비교적규모가크며, 흑색마연토기

뚜껑과직구단경호로추정되는유물과풍납토성등한성에서만출토되는직구유견호와유사한토기

가확인된점을들어보고자는광명소하동유적을백제한성기의상급은아닐지라도어느정도위계

가있는사람들이거주했던유적으로보고하고있다.12)

광명소하리유적은“서울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구역내유적13)”과는안양천을건너불과3㎞정도

떨어져있다. 광명소하리유적의중심연대는4세기후반에서5세기초₩중반경으로추정되고있는데,

고대의산성은일반적인유적과달리당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의중심적역할을

하는곳으로단순히공격과방어를위한성곽역할뿐만아니라그지역의행정중심지로서치소(治所)

의역할을하는매우중요한유적이다.

다음은발굴조사에대한성과이다. 계양산성4차발굴조사에서는앞에서언급하 듯이많은고고학

적자료가출토되었다. 북문지를포함하는유구뿐만아니라기와, 토기, 석제유물, 금속유물등각종

유물이출토되었다. 먼저기와에대한설명이다. 기와는크게명문기와(銘文)와평기와, 막새로나눌

수있다.

명문기와는 100점가까이출토되었는데, 시굴갱의적갈색점토층에서출토된적색기와에직접새

긴 등의음각기호명문이확인되었다. 기타일부기와에서도

명문이확인되고있다. 명문의내용이나의미는정확히알수없다. 명문기와의등문양은종선문,

격자문, 사격자문등으로세분될수있으나주로선문계통이이에해당한다. 이들명문기와의측면은

와도로한번에분할한것, 2~3회정면한것등이며, 내면에는모골(통쪽)흔이나타나는것도있다.

이러한속성들을바탕으로적갈색점토층에서출토된명문기와들은계양산성에서출토된기와중

승문기와와함께가장이른시기의것으로추정할수있다. 그구체적인시기는신라가한강유역을점

유한후통일기초반에이르기까지조성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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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맹식, 2002, 「統一新羅평기와연구」, 『호서고고학회6₩7합집』.

9)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문학산의역사와문화유적』, 249~262쪽.

10) 사종민, 2004, 「능허대와한나루」,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역사문화연구실.

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인천남부종합학술조사』, 42~44쪽.

12)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앞책,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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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맹식, 2002, 「統一新羅평기와연구」, 『호서고고학회6₩7합집』.

9)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문학산의역사와문화유적』, 249~262쪽.

10) 사종민, 2004, 「능허대와한나루」,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역사문화연구실.

11)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인천남부종합학술조사』, 42~44쪽.

12)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앞책, 56~57쪽.



의왕모락산성은중심연대가4세기후반에서5세기중₩후반으로확인되고, 광명소하동유적은4세

기후반에서5세기초₩중반경으로추정되고있다. 광명도덕산보루군은삼국시대후기의백제유적으

로추정되고있으며, 호암산성의경우는통일신라이후의유적으로7세기에서8세기초로확인되었다.

그런데독산동유적은발굴조사결과확인된중심연대는6세기에서7세기로비정되며, 주도세력또

한신라인것으로확인되었다. 하지만현재조사가진행중이며, 확인된도로유구도일반적인신라의

도로와는축조기법상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22)

한진₩능허대-문학산성-안양천을이용한교통로상에 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광명소하리유적과독산동유적은문학산성방면의교통로와안양천로가만나는교통의요

지에위치하는매우중요한유적으로추정된다. 안양천변인접에위치하고있는독산동유적을살펴

보면다음과같다.

독산동유적은서울시금천구독산동441-6번지일원에위치하고있다. 현재조사가진행중이며,

현재까지의조사결과중심연대가6~7세기로추정되는유적으로주거지, 수혈, 도로유구, 우물, 초석

건물지, 굴립주건물지등의유구와토기, 기와등각종유물이다수확인되고있다.

조사지역인 금천구 독산동일대는 한강하류지역으로 금천구의 남서부에 해당하며,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이서쪽에서흐르고있으며, 동쪽에는관악산이위치하고있다.

먼저독산동유적의지리적위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독산동유적이위치한안양천은청계산

남쪽계곡에서발원하여안양을통과하며흐르고있다. 서울시구로구와광명시의경계를흐르다가개

봉동과구로동의경계에서목감천과합류하고, 등포구도림동과강서구신정동사이에서마장천과

합류하여북서쪽으로흘러 등포구당산동과강서구등촌동사이에서한강으로흘러들어간다.

안양천은 조선시대에는 대천(大川)이라 불렸으며, 과천에서 발원하여 안양과 광명을 거쳐 서울로

들어가므로한강하류지역인서울₩경기지역을남북으로관통하는중요한교통로이다. 또한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향하는길목에해당되는지역이다. 따라서서울에서인천₩경기지역을가기위해서

는반드시안양천을지나가야만하는지리적요충지인것이다.

독산동유적을중심으로주변에분포하는유적을살펴본결과, 독산동유적과관련하여삼국시대에

서통일신라시대에이르는유적은호암산성14), 광명도덕산보루군15), 광명소하동유적16), 의왕모락산

성17) 등이확인되었다. 유적에대한내용은〈표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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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구역내유적”은현재발굴조사가진행중인유적이다. 유적의소재는서울시금천구

독산동441-6번지일원이다. 이하‘독산동유적’이라고한다(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06, 「서울금천구심도시

개발사업구역내유적문화재발굴조사(1구역) 약보고서」;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05, 「서울금천구심도시개

발사업구역내유적문화재발굴조사(1구역) 전문가검토회의자료집」).

14)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한우물-호암산성및연지발굴조사보고서』.

15)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광명시의역사와문화유적』.

16)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광명소하동유적』.

17)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의왕모락산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앞책.

19)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앞책, 384~398쪽.

20)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앞책.

21)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앞책.

하문식₩백종오₩김병희, 「백제한성기모락산성에관한연구」, 『선사와고대』18.

22)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06, 「서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1구역) 약보고서,

26쪽.

표 1 주변 유적 현황

번호 유적명 위 치 시 대 설 명

한우물 및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

호암산성18) 산93-2 일원
통일신라~조선

광명 도덕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

보루군19) 산68 일원
백제

3 광명 소하동 유적20)
경기도 광명시

백제~조선
소하동₩일직동 일원

4 의왕 모락산성21)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백제
산122 일원

성벽의 길이는 1,440m, 퇴뫼식 산성, 통일신라시대의

蓮池 2개소, 건물지 4개소, 문지로 추정되는 곳 1개소가

있다. 조선시대의 蓮池 1개소, 石獸像 1기가 있다. ‘仍伐

內力只乃末 ’이라는 명문이 확인됨. 

이격거리 2.5㎞

도덕산은 광명시의 광명동₩철산동₩하안동 일대에 걸쳐

있는데, 남쪽에 표고 198m의 독립된 봉우리에 토석혼축

의 산성터가 남아 있다. 산성 둘레는 약 700m 가량이

며, 사족토기가 수습되었다. 삼국시대 후기의 백제유적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격거리 2.7㎞

백제의 주거지 6기, 요지 1기, 석곽묘 1기, 구상유구 2

기, 수혈유구 2기와 조선시대의 건물지 2기, 민묘 18기

가 확인됨.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중반경으로 추정.

이격거리 3.2㎞

토석혼축의 퇴뫼식산성으로 문지, 망대지, 치성, 건물지

등 확인됨, 유물로는 백제계 소호, 대옹 등의 백제토기류

가 출토됨, 4세기 후반~5세기 중₩후반에 사용됨.

이격거리 12㎞

*이격거리는“독산동유적”을기준으로한거리이다.



의왕모락산성은중심연대가4세기후반에서5세기중₩후반으로확인되고, 광명소하동유적은4세

기후반에서5세기초₩중반경으로추정되고있다. 광명도덕산보루군은삼국시대후기의백제유적으

로추정되고있으며, 호암산성의경우는통일신라이후의유적으로7세기에서8세기초로확인되었다.

그런데독산동유적은발굴조사결과확인된중심연대는6세기에서7세기로비정되며, 주도세력또

한신라인것으로확인되었다. 하지만현재조사가진행중이며, 확인된도로유구도일반적인신라의

도로와는축조기법상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22)

한진₩능허대-문학산성-안양천을이용한교통로상에 접한관련이있을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광명소하리유적과독산동유적은문학산성방면의교통로와안양천로가만나는교통의요

지에위치하는매우중요한유적으로추정된다. 안양천변인접에위치하고있는독산동유적을살펴

보면다음과같다.

독산동유적은서울시금천구독산동441-6번지일원에위치하고있다. 현재조사가진행중이며,

현재까지의조사결과중심연대가6~7세기로추정되는유적으로주거지, 수혈, 도로유구, 우물, 초석

건물지, 굴립주건물지등의유구와토기, 기와등각종유물이다수확인되고있다.

조사지역인 금천구 독산동일대는 한강하류지역으로 금천구의 남서부에 해당하며,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이서쪽에서흐르고있으며, 동쪽에는관악산이위치하고있다.

먼저독산동유적의지리적위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독산동유적이위치한안양천은청계산

남쪽계곡에서발원하여안양을통과하며흐르고있다. 서울시구로구와광명시의경계를흐르다가개

봉동과구로동의경계에서목감천과합류하고, 등포구도림동과강서구신정동사이에서마장천과

합류하여북서쪽으로흘러 등포구당산동과강서구등촌동사이에서한강으로흘러들어간다.

안양천은 조선시대에는 대천(大川)이라 불렸으며, 과천에서 발원하여 안양과 광명을 거쳐 서울로

들어가므로한강하류지역인서울₩경기지역을남북으로관통하는중요한교통로이다. 또한서울에서

인천₩경기지역으로향하는길목에해당되는지역이다. 따라서서울에서인천₩경기지역을가기위해서

는반드시안양천을지나가야만하는지리적요충지인것이다.

독산동유적을중심으로주변에분포하는유적을살펴본결과, 독산동유적과관련하여삼국시대에

서통일신라시대에이르는유적은호암산성14), 광명도덕산보루군15), 광명소하동유적16), 의왕모락산

성17) 등이확인되었다. 유적에대한내용은〈표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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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구역내유적”은현재발굴조사가진행중인유적이다. 유적의소재는서울시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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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구역내유적문화재발굴조사(1구역) 전문가검토회의자료집」).

14)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한우물-호암산성및연지발굴조사보고서』.

15)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광명시의역사와문화유적』.

16)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광명소하동유적』.

17)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의왕모락산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앞책.

19)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앞책, 384~398쪽.

20)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앞책.

21)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앞책.

하문식₩백종오₩김병희, 「백제한성기모락산성에관한연구」, 『선사와고대』18.

22)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06, 「서울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1구역) 약보고서,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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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산성18) 산93-2 일원
통일신라~조선

광명 도덕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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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군19) 산68 일원
백제

3 광명 소하동 유적20)
경기도 광명시

백제~조선
소하동₩일직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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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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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의 길이는 1,440m, 퇴뫼식 산성, 통일신라시대의

蓮池 2개소, 건물지 4개소, 문지로 추정되는 곳 1개소가

있다. 조선시대의 蓮池 1개소, 石獸像 1기가 있다. ‘仍伐

內力只乃末 ’이라는 명문이 확인됨. 

이격거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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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남쪽에 표고 198m의 독립된 봉우리에 토석혼축

의 산성터가 남아 있다. 산성 둘레는 약 700m 가량이

며, 사족토기가 수습되었다. 삼국시대 후기의 백제유적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격거리 2.7㎞

백제의 주거지 6기, 요지 1기, 석곽묘 1기, 구상유구 2

기, 수혈유구 2기와 조선시대의 건물지 2기, 민묘 18기

가 확인됨.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중반경으로 추정.

이격거리 3.2㎞

토석혼축의 퇴뫼식산성으로 문지, 망대지, 치성, 건물지

등 확인됨, 유물로는 백제계 소호, 대옹 등의 백제토기류

가 출토됨, 4세기 후반~5세기 중₩후반에 사용됨.

이격거리 12㎞

*이격거리는“독산동유적”을기준으로한거리이다.



Ⅲ. 신라의한강하류진출과거점성확보

1. 신라의한강하류진출과정

고구려는475년에백제개로왕으로부터한성을빼앗은후한강유역을 유하게되지만,23) 신라와

백제는공동으로작전을펼쳐한강중상류와하류를공취하게된다. 그러나신라군이동맹국인백제

와의약속을어기고한강하류지역까지차지하게된다.

진흥왕14년(553년)에신라는한강하류의6郡을백제로부터탈취한후신주(新州)를설치하고, 김무

력(金武力)을군주(軍主)로임명한다.24) 신주의주치는경기도하남의이성산성(二聖山城)으로발굴조

따라서신라이전에백제의도로를신라가계속사용하 다면, 광명소하리유적과연결되는백제

의유적이있을개연성은충분하리라추정된다.

3. 한강하류백제교통로의성격

지금까지인천계양산성과문학산성을통하여한강하류의교통로에대하여살펴보았다. 내용을정

리하면다음과같다.

한강하류지역은삼국모두에게중요한지역으로처음에주도권은백제가장악하고있었다. 따라서

백제는 대중국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점성을 축조하고, 한성(풍납토성)으로 이르는 교통로를

장악하 을것이다.

경기남부와한강하류지역을연결하는중요한한강의지류는안양천이다. 안양천을이용하여서울

남부에위치하고있는관악산주변의산악지역을극복하며방어체계를구축한것이의왕모락산성이

다. 모락산성은경인지역과한성지역을연결하는허리부분에해당하는지역으로방어전략의요충지

에해당한다. 따라서일찍부터이지역을방어하 으며, 한성으로연결하는교통로를확보하 을것

이다.

독산동유적은모락산성즉경기남부지역에서한성으로이르는교통로인안양천과한강으로통하

는중요한지역이다.

중국으로통하는나루와한성의중간지점에위치하고있으며, 한진₩능허대-문학산성-광명소하리

유적을통하여안양천을따라한성으로연결되었다. 따라서이방면의교통로는계양산성방면보다

남쪽에위치하고있어서안전에보장을받을수있다고생각되기때문에대중국교섭을위한교통로로

정치적(대외교섭)측면에서활용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계양산성을통하여오는나진-계양산성-신정동토성노선도안양천과합류하는 등포에서

수로를이용하여한성으로연결된이방면의교통로는소금산지확보라는경제적인측면에서활용된

것으로추정된다.

결국계양산성방면과문학산성방면의교통로는안양천을통하여경인지역과서울이연결되는것

이다. 따라서안양천이라는연결고리는그중요성이오래전부터인식되어왔으며, 최근발굴조사가

진행중인독산동유적내에서확인된도로유구는축조양식이신라의일반적양식과차이가있다고

보고된것은이지역에대한백제의활용과관련하여주목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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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三國史記》권25 백제본기3 개로왕21년(475).



Ⅲ. 신라의한강하류진출과거점성확보

1. 신라의한강하류진출과정

고구려는475년에백제개로왕으로부터한성을빼앗은후한강유역을 유하게되지만,23) 신라와

백제는공동으로작전을펼쳐한강중상류와하류를공취하게된다. 그러나신라군이동맹국인백제

와의약속을어기고한강하류지역까지차지하게된다.

진흥왕14년(553년)에신라는한강하류의6郡을백제로부터탈취한후신주(新州)를설치하고, 김무

력(金武力)을군주(軍主)로임명한다.24) 신주의주치는경기도하남의이성산성(二聖山城)으로발굴조

따라서신라이전에백제의도로를신라가계속사용하 다면, 광명소하리유적과연결되는백제

의유적이있을개연성은충분하리라추정된다.

3. 한강하류백제교통로의성격

지금까지인천계양산성과문학산성을통하여한강하류의교통로에대하여살펴보았다. 내용을정

리하면다음과같다.

한강하류지역은삼국모두에게중요한지역으로처음에주도권은백제가장악하고있었다. 따라서

백제는 대중국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점성을 축조하고, 한성(풍납토성)으로 이르는 교통로를

장악하 을것이다.

경기남부와한강하류지역을연결하는중요한한강의지류는안양천이다. 안양천을이용하여서울

남부에위치하고있는관악산주변의산악지역을극복하며방어체계를구축한것이의왕모락산성이

다. 모락산성은경인지역과한성지역을연결하는허리부분에해당하는지역으로방어전략의요충지

에해당한다. 따라서일찍부터이지역을방어하 으며, 한성으로연결하는교통로를확보하 을것

이다.

독산동유적은모락산성즉경기남부지역에서한성으로이르는교통로인안양천과한강으로통하

는중요한지역이다.

중국으로통하는나루와한성의중간지점에위치하고있으며, 한진₩능허대-문학산성-광명소하리

유적을통하여안양천을따라한성으로연결되었다. 따라서이방면의교통로는계양산성방면보다

남쪽에위치하고있어서안전에보장을받을수있다고생각되기때문에대중국교섭을위한교통로로

정치적(대외교섭)측면에서활용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계양산성을통하여오는나진-계양산성-신정동토성노선도안양천과합류하는 등포에서

수로를이용하여한성으로연결된이방면의교통로는소금산지확보라는경제적인측면에서활용된

것으로추정된다.

결국계양산성방면과문학산성방면의교통로는안양천을통하여경인지역과서울이연결되는것

이다. 따라서안양천이라는연결고리는그중요성이오래전부터인식되어왔으며, 최근발굴조사가

진행중인독산동유적내에서확인된도로유구는축조양식이신라의일반적양식과차이가있다고

보고된것은이지역에대한백제의활용과관련하여주목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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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三國史記》권25 백제본기3 개로왕21년(475).



퇴하던백제의퇴각로 을것이다. 성남(과천)-수원-오산-평택-천안-공주로이어지는교통로이다.

따라서백제는이미이와같은교통로를확보하 을것이다. 여기서의왕모락산성의중요성이확

인된다. 모락산성은경기중서부일대의중심부로경기남부와한강유역을연결하는교통의요지에

위치한다. 이는한강하류지역의허리부분인안양, 과천, 광명지역에대한안전한방어를위해서는이

지역에대한방어가필수이기때문이다.33)

사결과일반적으로인식되고있다.25)

그후관산성전투에서백제성왕의죽음으로신라는한강하류지역을 유할수있게되었다.26) 진

흥왕은한강유역을점령하게되자북한산순수비를세워새로운 토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하

다.27) 이로서한강하류유역을통해고구려의남진을저지하고, 한강을통해서중국으로왕래할수있

는교두보를확보하게되었다.28)

신라는 556년에비열홀주(比列忽州)를두어사찬( ) 성종(成宗)을군주로삼고,29) 557년에는국

원소경(國原小京)을두었다. 또한신주를폐하고북한산주(北漢山州)를설치하는데, 이는한강이북지

역에대한진출의지를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558년에는귀족의자제와6부의부호를국원

으로이주시켰다.30)

앞에서열거한일련의조치는신라의 역지배방식에대한분명한의지가있는것으로신라는한

강유역을공취한후새로운지방제도에편입하기위하여주치(州治)의위치를빈번히이동시키며, 한

강유역의안정을꾀하 다. 그러나먼저한강유역을점령한고구려의지배방식에대해서는전략적,

군사적거점만장악하는방식으로이지역을안정적으로지배하지못하여신라의지배방식과는분명

한차이가있었다.31)

다음은신라의한강하류지역에대한진출로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신라는충북진천이나충주방면을통하여한강하류 6군으로진출하 을것으로추정된다. 진천은

추풍령로로진출했던신라가거점을형성하 던곳이고, 충주는551년진흥왕의순수가있었던지역

이다. 그러나어디에서출발을하더라도설성산성이있는음죽을거쳐서이천설봉산성을지나서서

울로진입했던것으로보인다.32) 그러면백제의경우는어떤교통로를이용하 을까. 그것은신라의

진천, 충주-이천-서울(풍납토성)로연결되는교통로와마주치지않는지역으로신라의공격에서안

전한노선을택했을것이다.

그것은광주산맥서쪽이백제가남쪽으로진출하던주요노선이었을것이며, 신라의6군공격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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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4년(553).

25) 신형식, 2009, 『한국고대사의새로운이해』, 주류성출판사, 467쪽.

차용걸외5인, 2003, 『경기도의성곽』, 경기문화재단, 186쪽.

26)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5년(554).

27)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6년(555).

28) 신형식, 2009, 앞책, 467쪽.

29)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7년(556).

30)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9년(558).

31) 박종서, 2010, 「고구려낭비성위치에대한검토」, 『국학연구』제17집, 121~124쪽.

32) 서 일, 1999, 『신라육상교통로연구』, 학연문화사,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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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문식₩백종오₩김병희, 2003, 앞논문.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앞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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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하던백제의퇴각로 을것이다. 성남(과천)-수원-오산-평택-천안-공주로이어지는교통로이다.

따라서백제는이미이와같은교통로를확보하 을것이다. 여기서의왕모락산성의중요성이확

인된다. 모락산성은경기중서부일대의중심부로경기남부와한강유역을연결하는교통의요지에

위치한다. 이는한강하류지역의허리부분인안양, 과천, 광명지역에대한안전한방어를위해서는이

지역에대한방어가필수이기때문이다.33)

사결과일반적으로인식되고있다.25)

그후관산성전투에서백제성왕의죽음으로신라는한강하류지역을 유할수있게되었다.26) 진

흥왕은한강유역을점령하게되자북한산순수비를세워새로운 토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하

다.27) 이로서한강하류유역을통해고구려의남진을저지하고, 한강을통해서중국으로왕래할수있

는교두보를확보하게되었다.28)

신라는 556년에비열홀주(比列忽州)를두어사찬( ) 성종(成宗)을군주로삼고,29) 557년에는국

원소경(國原小京)을두었다. 또한신주를폐하고북한산주(北漢山州)를설치하는데, 이는한강이북지

역에대한진출의지를나타내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558년에는귀족의자제와6부의부호를국원

으로이주시켰다.30)

앞에서열거한일련의조치는신라의 역지배방식에대한분명한의지가있는것으로신라는한

강유역을공취한후새로운지방제도에편입하기위하여주치(州治)의위치를빈번히이동시키며, 한

강유역의안정을꾀하 다. 그러나먼저한강유역을점령한고구려의지배방식에대해서는전략적,

군사적거점만장악하는방식으로이지역을안정적으로지배하지못하여신라의지배방식과는분명

한차이가있었다.31)

다음은신라의한강하류지역에대한진출로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신라는충북진천이나충주방면을통하여한강하류 6군으로진출하 을것으로추정된다. 진천은

추풍령로로진출했던신라가거점을형성하 던곳이고, 충주는551년진흥왕의순수가있었던지역

이다. 그러나어디에서출발을하더라도설성산성이있는음죽을거쳐서이천설봉산성을지나서서

울로진입했던것으로보인다.32) 그러면백제의경우는어떤교통로를이용하 을까. 그것은신라의

진천, 충주-이천-서울(풍납토성)로연결되는교통로와마주치지않는지역으로신라의공격에서안

전한노선을택했을것이다.

그것은광주산맥서쪽이백제가남쪽으로진출하던주요노선이었을것이며, 신라의6군공격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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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4년(553).

25) 신형식, 2009, 『한국고대사의새로운이해』, 주류성출판사, 467쪽.

차용걸외5인, 2003, 『경기도의성곽』, 경기문화재단, 186쪽.

26)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5년(554).

27)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6년(555).

28) 신형식, 2009, 앞책, 467쪽.

29)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7년(556).

30)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19년(558).

31) 박종서, 2010, 「고구려낭비성위치에대한검토」, 『국학연구』제17집, 121~124쪽.

32) 서 일, 1999, 『신라육상교통로연구』, 학연문화사, 233쪽.

도면 3 한강하류지역의 郡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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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문식₩백종오₩김병희, 2003, 앞논문.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앞책.

長提郡(계양산성)

栗津郡(과천)

獐口郡(안산)



₩후반까지로편년되고있다.

따라서모락산성은이지역에대한거점성역할을했을것으로본다. 고구려가한강유역을차지한

이후에는거점성의기능을상실하고폐기되었으며, 그역할은호암산성으로옮겨갔던것으로추정된

다.36)

최근발굴조사가진행중인독산동유적은모락산성에서직선거리가 12㎞가량떨어져있다. 모락

산성에서한강유역으로연결되는안양천중간지점에독산동유적이위치하고있는것이다. 현재까지

의발굴성과에의하면모락산성과시기적으로차이가있지만, 독산동유적내에서확인된도로유구에

대한연구성과가기대된다.37)

다음은인천계양산성이다. 계양산성은문학산성과함께고대산성으로인식되어온산성으로산성

자체는그리높지않지만주변지역인서울강서구, 부평, 김포와한강건너의고양시일대까지조망되

는곳이다.

앞에서언급하 지만, 계양산너머공촌일대에는바닷물이들어오는지역으로백제의수도한성에

서가장가까운소금산지이다. 따라서백제는고대국가성장과정에서필요한교역품인소금을확보

하기위해서계양산일대에대해서주목을하 을것이다. 이로써나진-공촌일대-계양산성-까치고

개-신정동토성-안양천, 한강-풍납토성(한성)에이르는소금통로가형성된것이다.38)

그리고계양산성은고구려가한강유역을점령한후주부토군(主夫吐郡)으로불리다가, 신라가점령

한후에는장제군(長堤郡)으로군명이개명되었고, 이후조선시대에이르기까지그중요성은계속되

었다.

반면문학산성은한강유역에대한신라복속이후활용도가떨어졌다고보인다. 능허대, 한진이중

국으로가는배가출발하는곳이었지만, 신라는564년이전에당항성을점령한후북제(北齊)로사신

을파견하는대중국교통로를확보하게되었다.39) 백제의입장에서는문학산성방면의한진, 능허대를

통하여관미성40)을통한대중국항로를이용하는것이유리하지만, 신라의입장에서는그보다남쪽에

위치하고있는당항성이안전하고효율적이라할것이다. 따라서신라의한강유역점령이후에문학산

2. 한강하류의거점성확보

신라는 551년 이후 점령한 넓은 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553년에 신주를 설치하고,

557년에는신주를폐지하며북한산주를설치하는일련의조치를통하여, 주(州)와군(郡)에대한지방

통치체제를실시한다.

주군(州郡)과거점성(據點城)에관련해서는박성현의견해를참고할수있을것이다. 주는군주가거

느리는군단의주둔지, 즉정(停)을의미하 으나정에의하여확보되는광역행정구역으로서주가등

장하며, 정은주치(州治)로서의성격을띠게되었다.

그리고새로진출한지역의후방에는소경(小京)이두어졌는데, 국원소경은한주(漢州)에서수취된

물자를모두왕경(王京)으로운반하는것은매우비효율적이므로왕경인일부를그곳으로나가거주

하는방식으로수취물자를일부소비하여여러가지비효율적인요소를해결하기위한방식이다.

군(郡)의설정과축성으로대부분의거점성은축성과정에서많은인력과물자가소요되기때문에교

통로상의요지에축조된다. 대체로간선교통로상의성을축조하고, 필요에따라서지선로상의성을

축조하는방식이다.34)

따라서본고에서는경기서부와인천지역에서고대산성으로인식되어온주요산성에대한고찰을

통하여신라가거점성을확보해가는과정을살펴보도록한다.

먼저앞에서언급한의왕모락산성이다. 모락산성35)은경기도의왕시모락산정상부에위치하고있

다. 모락산(358m)은북쪽에는관악산, 동쪽에는청계산, 광교산, 서쪽에는수리산이자리잡고있으

며, 주변지역을쉽게조망할수있는곳으로지정학적으로요충지에해당한다.

이러한지리적요건으로모락산성주변으로경기남부지역과한강유역을연결하는교통로가고대

부터발달하여고대국가형성기부터삼국통일기까지 역확대및대중국항로를확보하기위한과정

에서하천유역의지류하천로를중심으로발달하 다.

그래서모락산성에는많은유물이수습되고있는데, 특히한성백제의유물이다수확인되고있다.

확인된유물중에서조족문토기는토기의내면및외면에새발자국문양이타날(打捺)되어있는토기

로출토지역이백제의 역권으로한정되고있어백제시대의표지적유물로취급되고있다.

현재모락산성에대한조사는지표조사단계이므로정확한상황은발굴조사를실시해야알수있겠

지만, 현재까지확인된유물의제작기법, 소성도, 시문형태등을통해볼때4세기후반에서5세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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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박성현, 2010, 「신라의거점성축조와지방제도의정비과정」,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58~165쪽.

35) 하문식₩백종오₩김병희, 2003, 앞논문.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앞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6) 김 관, 2006, 「모락산성을통해본백제시대의의왕」, 『의왕모락산성』, pp.262~278.

37) 독산동유적은현재까지의발굴자료에의하면6세기후반에서7세기초로편년되고있다. 그러나독산동유적내

에서확인된도로유구의초축이신라인지에대해서아직까지확인되지않았으며, 약보고서상에서도일반적인신

라도로의경우와달라노면에자갈을깔지않고사질토를깔아축조한것으로보고하고있다. 따라서안양천와한

강으로연결되는교통로와경기남서부, 인천방면의취락에대한새로운연구성과가기대된다(겨레문화유산연

구원, 2012.06, 「서울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구역내유적문화재발굴조사(1구역) 약보고서).

38) 이도학, 앞논문, 1992, 11~14쪽; 이도학, 앞책, 1997, 153~164쪽; 이도학, 앞논문, 1997, 165~168쪽.

39) 서 일, 1999, 앞책, 234~235쪽.



₩후반까지로편년되고있다.

따라서모락산성은이지역에대한거점성역할을했을것으로본다. 고구려가한강유역을차지한

이후에는거점성의기능을상실하고폐기되었으며, 그역할은호암산성으로옮겨갔던것으로추정된

다.36)

최근발굴조사가진행중인독산동유적은모락산성에서직선거리가 12㎞가량떨어져있다. 모락

산성에서한강유역으로연결되는안양천중간지점에독산동유적이위치하고있는것이다. 현재까지

의발굴성과에의하면모락산성과시기적으로차이가있지만, 독산동유적내에서확인된도로유구에

대한연구성과가기대된다.37)

다음은인천계양산성이다. 계양산성은문학산성과함께고대산성으로인식되어온산성으로산성

자체는그리높지않지만주변지역인서울강서구, 부평, 김포와한강건너의고양시일대까지조망되

는곳이다.

앞에서언급하 지만, 계양산너머공촌일대에는바닷물이들어오는지역으로백제의수도한성에

서가장가까운소금산지이다. 따라서백제는고대국가성장과정에서필요한교역품인소금을확보

하기위해서계양산일대에대해서주목을하 을것이다. 이로써나진-공촌일대-계양산성-까치고

개-신정동토성-안양천, 한강-풍납토성(한성)에이르는소금통로가형성된것이다.38)

그리고계양산성은고구려가한강유역을점령한후주부토군(主夫吐郡)으로불리다가, 신라가점령

한후에는장제군(長堤郡)으로군명이개명되었고, 이후조선시대에이르기까지그중요성은계속되

었다.

반면문학산성은한강유역에대한신라복속이후활용도가떨어졌다고보인다. 능허대, 한진이중

국으로가는배가출발하는곳이었지만, 신라는564년이전에당항성을점령한후북제(北齊)로사신

을파견하는대중국교통로를확보하게되었다.39) 백제의입장에서는문학산성방면의한진, 능허대를

통하여관미성40)을통한대중국항로를이용하는것이유리하지만, 신라의입장에서는그보다남쪽에

위치하고있는당항성이안전하고효율적이라할것이다. 따라서신라의한강유역점령이후에문학산

2. 한강하류의거점성확보

신라는 551년 이후 점령한 넓은 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553년에 신주를 설치하고,

557년에는신주를폐지하며북한산주를설치하는일련의조치를통하여, 주(州)와군(郡)에대한지방

통치체제를실시한다.

주군(州郡)과거점성(據點城)에관련해서는박성현의견해를참고할수있을것이다. 주는군주가거

느리는군단의주둔지, 즉정(停)을의미하 으나정에의하여확보되는광역행정구역으로서주가등

장하며, 정은주치(州治)로서의성격을띠게되었다.

그리고새로진출한지역의후방에는소경(小京)이두어졌는데, 국원소경은한주(漢州)에서수취된

물자를모두왕경(王京)으로운반하는것은매우비효율적이므로왕경인일부를그곳으로나가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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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박성현, 2010, 「신라의거점성축조와지방제도의정비과정」,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58~165쪽.

35) 하문식₩백종오₩김병희, 2003, 앞논문.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앞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6) 김 관, 2006, 「모락산성을통해본백제시대의의왕」, 『의왕모락산성』, pp.262~278.

37) 독산동유적은현재까지의발굴자료에의하면6세기후반에서7세기초로편년되고있다. 그러나독산동유적내

에서확인된도로유구의초축이신라인지에대해서아직까지확인되지않았으며, 약보고서상에서도일반적인신

라도로의경우와달라노면에자갈을깔지않고사질토를깔아축조한것으로보고하고있다. 따라서안양천와한

강으로연결되는교통로와경기남서부, 인천방면의취락에대한새로운연구성과가기대된다(겨레문화유산연

구원, 2012.06, 「서울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구역내유적문화재발굴조사(1구역) 약보고서).

38) 이도학, 앞논문, 1992, 11~14쪽; 이도학, 앞책, 1997, 153~164쪽; 이도학, 앞논문, 1997, 165~168쪽.

39) 서 일, 1999, 앞책, 234~235쪽.



성과문학산성을중심으로동서방향의교통로를연결하 으며, 이와관련된유적들이확인되고있다.

또한남북방향으로흐르는안양천은경기남서부와인천을한강으로연결시키는역할을하며, 그주

변에광명소하리유적, 독산동유적, 모락산성등중요한유적이확인되고있다.

계양산성방면은고대국가형성기에필요한소금산지를확보하기위한경제적인측면이라면, 문학

산성방면은서해를통해서대중국교류를위한정치적인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6세기중반이후신라가한강하류에진출하는과정속에주군의치폐와거점성확보라는일련의조

치는기존의거점성을활용하여개축하고보강한반면신라의입장에서는효율성이떨어지는산성은

폐기되어새로운산성을축조하여사용하 다. 이 과정에서최근발굴성과를활용하여다루었으며,

반대로취락에대한연구성과를활용하여군현성이나거점성을추정하는새로운연구가활성화되어

취락유적과군현성, 거점성에대한비교연구가활발해지길바란다.

성은거점성으로서는효율적이지않기때문에활용도가떨어지게된것으로추정된다.

호암산성은안양시석수동과서울시금천구시흥동의경계지점인호암산(347m) 정상에위치하고

있다. 서울의남쪽에있는관악산은비교적높은편으로동서방향으로가로질러있어한강과경기남

부지역을포괄할수없는위치에자리잡고있다. 따라서한강의북쪽과남양만일대가한눈에조망되

는전략적거점이요구되는데, 의왕의모락산성은남쪽에치우쳐있어서그역할을할수없게되었

고, 새로운거점성으로호암산성이적합한것이다. 호암산성은한강이북에서서남쪽으로소래, 군자

일대의해안선까지조망되는군사적요충지이기때문이다.41)

호암산성은 1989년부터 1990년까지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발굴조사를실시하 다. 발굴조사결

과많은유물이출토되었는데, 그중에서‘仍伐內力只內末 ’명청동숟가락이출토되었다. 이는

곡양현(잉벌노현)의치소로비정되는중요한거점성이기때문이다.

최근한강유역통일신라시대의취락에대한발굴조사가증가하고있다. 정동헌은‘화성청계리취

락’에대한발굴조사를통하여청계리취락이수취대상으로수취를담당한군현이있을것으로추정

하고, 군현의위치와취락과의거리, 지형, 접근성등을고려하여한주수성군(水城郡)의수취대상인

자연촌으로추정하고있다.42) 이는거점성, 군현성의위치를비정하기위한발굴자료를활용한방법

으로앞으로이방면에대한활용이주목된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한강하류의 교통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서 일은 교통로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

다.43) 본고에서는1단계에서2단계로발전하는과정을주로다루고있다.

한강하류의교통로는백제에의해서개척되고확보되었다. 백제는지리적, 군사적요충지인계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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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관미성(關彌城)은광개토왕이백제를공격할때군사를7道로나누어20일간공격해서공취한백제의요충지이다

(《三國史記》권18 고구려본기6 광개토왕원년조). 관미성위치에대한주장은강화도교동도(이병도), 예성강남안

(박시형), 예성강북안(김성호), 오두산성(윤일녕) 등의견이많다. 다만저자는강화도교동도를관미성의위치로

비정하고자한다. 이에대한설명은차후별고에서다룰예정이다.

41)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앞책, 23~27쪽.

42) 정동헌, 2012, 「화성청계리취락을통해본한강유역통일신라시대촌락의일면」, 『신라사학보』24, 250~256쪽.

43) 서 일은교통로의발전은 1단계자연발생적교통로의장악, 2단계군사적진출단계, 3단계통합적단계등3단

계로발전을구분하 다. 2단계에서지방통치체제는거점지배형태이며, 3단계는 역적형태로발전하는것으

로파악하 다.(서 일, 1999, 앞책,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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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study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recent excavation results, realizing that although the Han
River basin holds an important position in Korean ancient history, there are few materials about the
expansion process of Baekje and Silla and the process of securing strongholds.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escape the limits of reasoning because there are not many research achievements, this paper
examined traffic roads through the expansion process of Baekje and Silla and the process of securing
strongholds.
Moraksansung was a hub to connect Southwestern Gyeonggi to Hansung areas, and it built defenses

overcoming the mountain regions around Mt. Gwanak. Munhaksansung was located half way between
Hansung and the port to China and it was connected to Hansung along to Anyang River via Hanjin,
Neungheodae, Munhaksansung, and Gwangmyung Sohari Remains. Keyangsansung is connected to
Hansung by using waterway in Yeongdeungpo where Najin, Keyangsansung, Sinjeongdong Tosung,
and Anyang River met.
Eventually, the traffic roads of Keyangsansung and Munhaksansun connected Southwestern

Gyeonggi to Hansung through Anyang River. Therefore, the importance of Anyang River has been
recognized from a long time ago, and it is noticed that remains of ancient roads was discovered during
an unearthing in Doksandong remains.
After occupying the Han River basin, Silla attempted to sustain the stability by introducing the new

municipal system, and Silla took a very different ground against Goguryeo which stuck to the ways to
grasp the strategic and military strongholds when it had occupied the Han River basin. When attacked
by Sixth army of Silla, Baekje retreated, taking the traffic roads leading from Seongnam(Gwacheon) to
Suwon to Osan to Pyeongtaek to Cheonan to Gongju. In this point, the importance of Moraksansung is
emphasized. That is because Moraksansung is the major transportation route and significant place for
the national defense connecting Southwestern Gyeonggi to the Han River basin. It is essential to defend
this area in order to safely protect Anyang, Gwacheon, and Gwangmyeong, which are considered as
principal cities on the lower Han River.
So far, the exact circumstances will be revealed after conducting the excavation because the

investigation on Moraksansung is the stage of the indicator survey. Yet, in the view of production
techniques, plasticity chart and the form of poetry of identified relics, its chronology was in the late of
the 14th century to in the middle or late of the 15th century. Thus, Moraksansung was assumed that it
had acted as the stronghold over this area. However, after Goguryeo occupied the Han River basin,
functions of Moraksansung as the stronghold were lost and disposed of. It was assumed that the role
Moraksansung did previously was shifted to Hoamsansung.
Hoamsansung was regarded as the hub for military, which was viewed from north of Han River to

the southwestern coastline, the spoons out of bronze were found called ‘仍伐內力只內末 .’It was
the important stronghold, which was said to be Gogyanghyeon.
Recently since the investigation on the settlement of United Silla in Han River basin, it is expected to

estimate the location of the stronghold and Gunhyeonsung, a local administrative unit tended to have a
fortress.

Kew Words : Keyangsansung, Munhaksansung, Moraksansung, Hoamsansung, base fortress(據點城), 
Gunhyeon(郡縣)

A study of the Ancient traffic roads on the Lower Han River
- Focused on recently excavated materials of Southwestern Gyeonggi and Incheon areas -

Park, Jong Seo (Gyeore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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