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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강화 외포리 산10-1임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건축주 박은정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0-1임 일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강화
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강화군은 사업대상부지가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 당시 확인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가 부존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인천광역시 강화군
건축허가과-60114;2017.08.11.)
이에 건축주 박은정은 해당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분포현황 및 향후 사업관련 보존대책을 수립하고자 본 연
구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우리 연구소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2017년 08월 17일부터 2017년 08월 23일까지 지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0-1임
□ 조사면적 : 4,944㎡
□ 조사기간 : 2017년 08월 17일 ~ 2017년 08월 23일
- 사전조사 : 1일
- 현장조사 : 1일
- 정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3일
□ 조사의뢰인 : 박 은 정
□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김 성 수(한국고고인류연구소장)

책 임 조 사 원

: 김 성 수(한국고고인류연구소장)

조

원

: 오 승 열(한국고고인류연구소 연구원)

준 조 사 원

: 장 종 빈(한국고고인류연구소 연구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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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강화도는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합류하는 하구에 자리한
섬으로 위도상으로는 동경 126°6′～126°32′, 북위 37°38′～37°51′ 사이에 위치한다. 동
쪽으로는 鹽河를 건너 김포시에 접하고, 서쪽은 서해에 연하여 있으며, 남쪽은 영종도 등
을 거쳐 인천에 이르며, 북쪽은 한강 하구를 거쳐 경기도 개풍군과 예성강 서쪽의 황해
도 연백군과 접한다.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문물의 주요 이동통로였고 역사시대에는 외세의 침입 때 수도를
방어하거나 조정이 대피하여 항쟁하였던 군사적 요충지로 이용되었으며, 조운선의 통행
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섬의 크기는 남북 28㎞, 동서 16㎞이며, 해안선이 112㎞, 면적 405.02㎢의 크기로 우
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이다. 현재 강화도는 본도와 교동도, 석모도를 비롯한 11개의
유인도와 17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강화도는 원래 김포반도에 연결되어 있던 육지였으나 장기간에 걸친 침식으로 분리되
어 고려산․혈구산․마니산 등 여러 개의 구릉성 島嶼로 분리되었다. 그 이후 한강과 임진강
에서 유출된 토사의 퇴적작용으로 다시 김포반도와 연결되었고, 이후 염하의 침식작용으
로 강화해협이 형성되었으며 한 개의 독립된 큰 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고려시
대 이후 여려 차례에 걸친 간척활동으로 인해 현재의 지형에 이르게 되었다.
강화도의 지형은 남북이 동서 폭에 비해 길이가 긴 형태로 摩尼山(해발 469m), 穴口
山(해발 466m), 鎭江山(해발 443m), 別立山(해발 400m), 吉祥山(해발 336m) 등의 저
산성 산지가 솟아있고, 이들 사이로 비교적 넓은 평지가 발달해 있다. 이렇듯 지형은 크
게 산지와 평야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西高東低를 이룬다. 서부는 북쪽에
별립산을 비롯하여, 고려산, 퇴모산(해발 338.9m), 진강산, 마니산 등 비교적 높은 산지
가 분포하고 있다. 반면 동부는 강화읍 북쪽의 금동산(해발 114m), 남산(해발 232m)과
강화대교 인근의 당산(해발 74.2m), 광성보 남쪽의 대모산(해발 84.2m) 등 대체로 낮은
구릉성 산지가 분포하고 있다. 현재의 강화도 지형은 고려시대부터 이루어진 간척사업으
로 많은 변경이 있어왔는데 지금의 평야는 대부분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하천은 약 50여개의 소하천이 분포하는데 이 중 규모가 큰 川은 18개이고, 나머지는
시내정도로 溪에 해당한다. 하천의 방향은 남서방향의 지질구선 발달에 따라 대개 북동
내지 남서방향으로 흐른다. 주요하천은 내가천이 고려산․혈구산․퇴모산 등에서 발원하여
고려저수지를 지나 황해로 흘러가고, 동락천은 고려산․노적산․혈구산 등에서 발원하여 강
화읍을 지나 동류하면서 강화해협으로 유입된다. 강화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큰
1)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여 수정․ 정리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2003,『新編 江華史』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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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하천은 발달하기 어려우나 면적에 비하여 산지가 비교적 높아서 산간계곡수를 모
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저수지가 곳곳에 축조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고려저수
지, 장흥저수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강화의 지질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먼저 화강편마암이 화도면, 길상면을 제
외한 강화 전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암석이 석조문화재의 재료로 사용되었
고, 구성성분은 석영․장석(사장석)․운모(흑운모, 백운모) 등이다. 다음으로 결정질 편암계
가 남부지역 화도면 덕포리, 길상면 길상산 서남해안가(선두리), 정족산 일대(온수리)에
서 나타난다. 이 외에 흑운모 화강암이나 각섬석 화강암으로 구성된 양질의 마니산 화강
암이 마니산과 길상산 일대에서 일부 확인된다.
강화의 연평균 기온은 12.2℃이며, 1월 평균기온이 -1.1℃, 8월 평균이 24.7℃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146㎜으로 동남부 해안지역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내륙지방에 비해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2. 고고학적 환경
강화도는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바다의 수심이 얕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풍부한 어패류가 자랄 수 있는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인류가 생활하기에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이다. 이러한 연유로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려 및 조선시대의
관방유적 등 역사학적으로 주요한 유적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아직까지 강화도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것은 없지만 강화도 곳
곳에서 뗀석기가 수습되고 있어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점면 장정리에서는 쌍날찍개2), 내가면 오상리3)에서는 석영제 몸돌 및 석영제 석
기재료가 수습되었고, 길상면 선두리4)와 창후리 고분군의 조사과정에서는 다각면원구가
수습된 바 있다.5)
신석기시대 유적 역시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굴조사 된 예는 없고, 여차리 유물산포지6)
를 비롯하여 대부분 패총과 지표에서 유물이 수습되거나 포함층의 성격을 지닌 유적이
대부분이다.7) 하지만 강화도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도서지역인 영종도에서 다
수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8), 최근 덕성리9)와 선두리10)에서 신석기시대 유구가 확인되
어 앞으로 강화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
3)
4)
5)
6)

이선근, 1977,『江華島 學術調査報告書』, 동국대학교 강화도학술조사단, 5쪽.
김석훈, 2003,「강화의 선사문화」『新編 江華史』上,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박물관, 2002,『해강토탈리조트 조성사업 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강화도 길상산 일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8,『창후리 청소년 유스호스텔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1995,「강화군 여차리 빗살무늬토기 산포지」『安眠島 古南里 貝塚-5․6차 발굴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강화정밀지표조사-화도면-』.
7) 인하대학교박물관, 2000,『강화지역의 선사유적․유물』.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인천광역시, 2002,『강화의 문화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강화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Ⅱ-삼산․서도면-』.
8) 임상택, 2010,「영종도의 신석기문화」『영종도의 고고학』, 인천학 학술대회 주제발표요지문.
9) 김성수, 2011,『강화 덕성리 강화페르귄트 조성사업 문화재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한울문화재연구원, 2015,『강화외성 덕진진 북측 성벽구간 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0) 곽수복, 2012,『강화 선두리 골프빌리지 조성사업 문화재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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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유적은 지석묘가 대표적으로 고려․조선시대 관방(關防)유적과 함께 최근까
지 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1) 지석묘는 강화도 유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지석묘는 약 160
여기에 이르며, 양도․하점․송해․내가면 등 5개의 지역에 나뉘어 밀집 분포하고 있다.12) 강
화도의 지석묘는 유적의 분포 경향이나 출토된 유물을 검토해 볼 때 대체로 대동강유역
의 각형토기문화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3)
지석묘와 같은 분묘유적이 강화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이와 관련된 생
활유적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강화~인화간 도로개설공사시 봉천
산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14),하도리(F지점)․솔정리(G지점)․대산리(강화산단지
점)에서 각각 주거지와 수혈 등이 확인되었으며15), 이외에도 건평리 대화촌16), 도장
리17), 동막리18) 등에서 무문토기 편이 수습되어 앞으로 생활유적 등 다양한 유적이 발
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강화도 인근의 김포반도와 도서지역인 영종도 등에서 조사예가
증가하고 있으며, 옥림리19)와 대산리(강화산단지점)20)에서 분구묘 형태와 유사한 토광
묘가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동막리에서 타날문토기와 시루저부가 수습된 바 있으며21), 여차
리에서도 원삼국～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격자타날문토기가 수습되었다.22) 또한 교
동23)에서 삼국시대 패총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영종도24)에서 삼국시대 패총과 더불어 분
구묘25)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지리적 조건을 갖춘 강화도에서도 충분히 발견
11) 김재원․윤무병, 1967,『韓國支石墓硏究』.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강화도 고인돌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강화군, 2002,『江華 鰲上里 支石墓 發掘 및 復元 報告書』.
세종대학교박물관, 2005,『강화지역 고인돌 실측보고서』.
12)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인천광역시, 2002,『강화의 문화유적』, 401쪽.
13) 강동석, 2007,「인천연안의 지석묘문화」『인천연안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38쪽.
14) 중원문화재연구원, 2013,『江華 新鳳里․長井里 遺蹟-寅火~江華 道路建設工事 A區間 文化財 發掘調査-』.
15)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화산단지점의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9기와 더불어 환호가 확인되었다. 환호는 정상부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규모는 길이 23m, 너비 2.8m, 최대깊이 1.2m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청동기시대 6호 주
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인천광역시, 2002,『강화의 문화유적』, 269~272쪽.
17)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인천광역시, 2002,『강화의 문화유적』, 272~273쪽.
18) 장명수, 1987,「江華 東幕里 빗살문土器의 遺蹟과 遺物」『古文化』3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20쪽.
19)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J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江華 玉林里 遺蹟-강화중성 및
고려시대 건물지-』.
20)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화산단지점에서 매장주체부를 둘러싼 방형의 주구가 설치된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분묘 중 1․7․9호를 제외
하면 매장주체부는 모두 유실되고 주구 일부만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물은 환두대도, 철부, 철촉 등의 무기
류를 비롯하여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1) 장명수, 1987,「江華 東幕里 빗살문土器의 遺蹟과 遺物」『古文化』3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2)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인천광역시, 2002,『강화의 문화유적』.
2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喬桐 大龍里遺蹟』;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0,『강화 교동 대룡리유적』.
24)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仁川 雲南洞 貝塚』.
2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仁川 東陽洞 遺蹟-仁川 東陽宅地開發地區 內 試․發掘調査 報告書-』.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仁川經濟自由區域 永宗地區 永宗하늘都市內(1區域) 仁川 雲西洞遺蹟 Ⅰ』.
서경문화재연구원, 2013,『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부지 내 인천 연희동 유적』.
고려문화재연구원, 2013,『金浦 陽村 遺蹟-김포 한강신도시 2단계 문화재 시․발굴조사(1~6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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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련사지, 전등사 등의 사지 및 사찰과 혈구진성
(穴口鎭城), 정족산성(鼎足山城) 등의 관방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관방유적의 경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조연대는 알 수 없으나 하음산성(河陰山城)에서 삼
국～통일신라시대의 기와류가 출토되었고, 고려산성(高麗山城)․혈구진성․정족산성 등은 축
조방식을 기준으로 삼국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6)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발굴조사를 통해 그리 많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강화도
의 도로개설 등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유적이 조사된 점27)으로 보아 당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해 있던 지역인 만큼 다양한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 강화는 몽고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고려왕조가 임시로 삼았던 도읍이다. 기록
에 따르면 당시 강화는 비록 임시수도였지만 많은 국가시설들이 설치되어 도읍으로서 면
모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강화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는 유적 대
부분이 고려시대 강화천도기에 해당된다. 이들 유적은 사지(寺址)․궁궐(宮闕)․능원(陵園)․
관방(關防)․고분군(古墳群) 등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불교유적은 대표적으로 대몽항쟁의 상징이었던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조판한 장소
로 알려진 선원사지(禪源寺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 융성했던 불교문화의 모습
을 살펴볼 수 있으며28), 강화도 전역에 분포하는 절터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29) 강화도
부속도서를 포함해서 46개소의 절터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최근 선원사지 주변 단독주택
에 대한 발굴조사30) 결과 고려시대 官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
건물이 확인되기도 하였고, 강화~인화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강화산단지점31) ‘가’건물
지에서 금동여래입상과 청동여래좌상 등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고종 19년(1232)에 천도가 결정된 후 강화에 궁궐과 관아가 조영되기 시작했다. 강도
가 세워진 곳은 현재 강화읍이 자리한 일대이다. 궁궐은 고려궁지(高麗宮址)와 마니상이
궁지(摩尼山離宮址)가 있는데, 고려궁지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32) 궁궐
과 관련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강도의 궁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
니산 이궁터는 마니산 남쪽 흥왕리에 그 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김포 운양동 유적Ⅰ』;한강문화재연구원, 2013,『김포 운양동 유적Ⅱ』.
26) 백종오, 2007,「仁川沿岸의 古代城郭에 대하여」『인천연안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27)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용정리(K지점)에서 내부에 평면 ‘T’자형 석재구들이 설치된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토기병, 사각편병, 대
옹, 납석제병, 철겸 등이 확인되었다.
28) 동국대학교박물관, 2003,『사적 259호 선원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울문화재연구원, 2015,『강화 선원사지 남서측 주변지역 유적-강화 선원사지(사적 제259호) 남서측 주변지역 유
적 시․ 발굴조사-』.
29)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한국의 사지』上.
30) 한국문화재재단, 2015,「Ⅲ. 조사보고-4. 강화 신정리 572-29번지 유적-」『2013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Ⅰ
-서울․인천․경기 1-』.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건물지 및 축대 기초부,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는데, 대형 적심건물지(건물지 1호)는 남향의
건물지로 정면 7칸, 측면 2칸 규모로 확인되었고, 적심의 지름이 약 300cm 정도로 인근에서 조사된 것 중에는 최대
이다. 초석 건물지(건물지 2호)와 축대 기초부는 적심 건물지 하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축대 기초부에서는 중심부에서
계단시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청자편, 소형 벼루, 治平元寶, 수막새, 어문암키와 등이 출토되었다.
31)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32)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강화 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문화원, 2009,『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 보고서』.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강화 조선궁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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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고려시대 왕릉 대부분이 개성 주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도시기에 조성된 고려 희종
(熙宗)의 무덤인 석릉(碩陵)34)과 고종(高宗)의 무덤인 홍릉(洪陵)35) 등 왕릉 2기와 곤
릉(坤陵)․가릉(嘉陵) 등 왕비릉 2기 모두 4기가 위치하고 있다. 최근 석릉, 곤릉, 가릉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고려시대 왕릉의 구조와 매장풍습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
으며36), 이를 포함한 강화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허유전․이규보․김취려 묘를 비롯
한 석릉․양오리․하도리․창후리 고분군 등 13개 고려고분에 대한 현황보고도 이루어진 상태
이다.37) 이외에도 인화~강화 도로개설구간38)에서는 총 169기의 고려시대 분묘가 조사
되었다.
고려시대에 강화도가 임시도읍과 수도의 방어지로 기능했던 곳으로 도읍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 내성, 중성, 외성의 3개의 성곽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39) 당시 성곽
의 구체적인 형태와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축조시기는 내성은 천도 직
후인 고종 19년(1232), 외성은 고종 20년(1233)에 시축하여 24년(1237)에 완공하였
다.40) 이어 중성은 고종 37년(1250)에 최씨 무신정권 마지막 시기인 최항의 주도로 축
성되었다.41)
또한 고려궁지로 추정되는 관청리 일대에서 다수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는데42), 강화여
고 기숙사 부지에서 건물지 3기가 확인되었고,43) 특히 성광교회 주변 도로개설구간44)에
33)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2001,『강화도 마니산 고려 이궁지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0,『고려시대의 강화』.
3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江華 碩陵』.
35)『新增東國輿地勝覽』과『輿地圖書』에는 ‘弘陵’으로 기록되어 있다.
3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江華 高麗王陵-嘉陵․坤陵․陵內里 石室墳-』.
37) 인하대학교박물관․강화군, 2000,『강화 석릉주변 고려고분군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江華의 高麗古墳 지표조사 보고서』.
이희인, 2004,「江華 高麗古墳의 類型과 構造」『仁川文化硏究』제 2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8,『강화 창후리 청소년유스호스텔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0,『고려시대의 강화』.
38)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강화산단지점에서 석곽묘 4기, 토광묘 155기, 매납식(납골) 6기, 묘역식 4기 등 다양한 형식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분묘는 10~20cm 깊이 정도로 확인되어 조선시대 분묘에 비해 얕게 굴착한 후 매장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토광묘에
서 압출양각의 청자대접이 주로 출토되었으며, 화형청자접시, 운학문상감청자접시, 청동합, 청동거울 등 다수의 유물
이 출토되었다.
39) 최근 강도시기 도성에 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강화중성은 발굴조사 결과와 과거 해안선의 범위 등을 종합한 결과
강도시기에 축성된 강도의 도성이고, 현재의 강화외성은 조선후기에 새롭게 조성된 해안선 위에 조성된 것으로 강도
시기에 외성이 있었다면 현재 위치가 아닌 내륙 쪽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인, 2012,『高麗 江都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40) 최근 외성의 전축구간과 일부 지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보수 및 시기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각 구역
별로 축조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성 구간의 경우에는 성 외측으로 지반보강 시 쌓았던 석
렬 및 다짐층이 확인되었고, 화장실부지의 경우에는 같은 지점에서도 각각 다른 축조양상이 파악되고 있다.
한울문화재연구원, 2016,『강화외성 내 강화전성(塼城)-강화외성 내 강화전성전성(塼城)구간 유적 발굴조사-』.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5,『강화외성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한울문화재연구원, 2015,『강화외성 덕진진 북측 성벽구간 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1) 강화중성은 권력승계 이후 최항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강도 방비의 강화라는 현실적이 이유
에서 축조되었으며, 그 성격은 개경의 황성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희인, 2012,『高麗 江都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51쪽.
42) 계림문화재연구원, 2014,『강화읍 관청리 145번지 유적-강화군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부지-』.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江華 官廳里 163番地 遺蹟-강화군청 별관 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3) 서경문화재연구원, 2012,『강화 관청리 향교골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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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12년 발굴조사시 회랑구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최근 추가 조사를 통해 기
보고된 건물지와 진행방향이나 출토유물 양상으로 보아 대규모의 회랑구조를 갖춘 건물
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화~인화 도로개설구간 중 갑곳리(L지점)․용정리(K․M지
점)․대산리(강화산단지점)45)에서도 건물지를 비롯하여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외에
도 대산리46)에서 건물지와 석곽묘가 확인되었고, 용장사지 인근의 건물지47), 강화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된 월곳과 옥림리지역에서 고려~조선시대 건물지를 비롯하여 석곽묘 등
이 조사되었으며48), 선두리에서는 고려시대 도기포함층49)과 도기제작지로 추정되는 곳
으로50), 양질의 고려청자 출토가 보고되고 있어 강도시기의 문화양상51)이 전반적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강화도는 수도에 인접하고 있고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해 뱃길과 나라의 관문
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거치면
서 왕실의 보장지(保障地)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조선후기에는 군사적인 역할이 강화되어
성곽(城郭)․돈대(墩臺)․봉수(烽燧) 등의 군사시설이 해안가를 주변으로 설치되었는데 현
재 성곽 9개소, 봉수 5개소, 진보 12개소, 돈대 54개소, 포대 6개소 등 86개소가 확인되
었다.52)
이외에 사고(史庫)․행궁(行宮)․외규장각(外奎章閣) 등 국가의 주요 시설이 들어서게 되
었다. 외규장각지의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6동과 백자, 상평통보 등이 출토되었고53), 통
제영학당지 발굴조사54)에서는 고려시대～근․현대에 걸친 건물지가 조사되었으며, 강화 향
44)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3,『江華 官廳里 657番地 遺蹟-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江華 官廳里 657番地 遺蹟(Ⅱ)-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문화
유적 추가발굴조사 보고서-』.
한성문화재연구원, 2017,『강화 관청리 도시계획도로(소로2-86, 2-8호선) 개설공사 사업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5)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용정리(K지점)에서 건물지 1기와 수혈 27기, 우물 2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조사지역과 연접하여 위치한 墨王寺의
寺域 내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12~13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청자 등으로 보아 江都시기 이후부터 조선시대 전
기까지 사찰공간으로 점유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6)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江華 大山里 遺蹟-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구간 내 H구간 시굴조사 및 I구간 시․ 발굴조
사 보고서-』.
4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강화 국화리 463-1․3번지 유적」『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Ⅱ-경기 2, 강원-』.
48) 국방문화재연구원, 2016,『강화 월곳리·옥림리 유적-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발굴조사가 진행된 강화 일반산업단지 지역은 강화 중성과 강회외성 사이에 위치하며, 확인된 건물이 월곳진 방향의
염하와 조강일대의 조망이 양호한 것으로 보아 월곳유물산포지 8과 옥림유물산포지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건물지의
경우에는 강도시기 관청건물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49)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6,『江華 郡內道路 擴․鋪裝工事區間 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5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2004,『江華 船頭里 陶器窯址』.
51) 한성욱, 2004,「江華의 江都時期 陶瓷文化」『仁川文化硏究』제 2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52) 육군박물관, 1999,『강화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돈대편-』; 1999,『강화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성곽․
봉수편-』; 2000,『강화도의 국방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군, 2007,『江華山城-지표조사 보고서-』.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강화 덕산봉수유적』.
53)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강화 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강화 조선궁전지 Ⅱ』.
54) 佛敎文化財硏究所, 2008,『강화도 통제영학당지․진해루지 유적』.
이곳은 강화외성 축성 당시 조성되었던 6개의 문루(조해루, 복파루, 진해루, 참경루, 공조루, 안해루) 중 진해루가 있
었던 곳으로, 갑곶나루를 통해 내륙에서 연결되는 강화도의 관문 역할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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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55)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강화산성에 대해서는 지난 1985년 전체적인 현황조사가 이루어져 산성의 대체적
인 윤곽이 확인되었으며56), 2003년 정밀한 지적측량을 통해 길이와 지번 등이 파악되었
고 문루 복원과정과 도로 확․포장 등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57) 이외에도
남산 정상부에서는 남장대 건물지와 봉수시설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그 서측 봉우리 지
역에서는 군사관련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58) 북장대지59)로 추정되는 두 지점에 대한
조사 결과 체성부의 남쪽 경사를 석축과 성토 등을 이용하여 막은 후 상부에 대지를 형
성한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축대 3기가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축
대 3의 내부토에서는 한성백제기 토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확인되면서 유구의 초축시기를
삼국~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족산사고(鼎足山史庫)를 수호할 목적으로 만든 정족산성진의 조사를 통해『鼎足山城
鎭』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취향당60)과 정족진지61) 건물지의 형태가 확인되었으며, 정족
산사고지는 1999년 정비된 상태이지만 최근 조사를 통해 정족산사고지와 관련된 건물지
를 비롯하여 이전 시기의 유구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62)
숙종대 이후부터 축조된 초루돈대․용두돈포대․손돌목포대63)․화도돈대64)․월곶진지65)․계룡
돈대66)․미루지돈대 및 선수돈대67)․건평돈대68)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돈대는 규모
와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돈대와 함께 포대와 鎭․堡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이 확
인되어 축조방법 및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덕산봉수69)를 비롯하여 길상마장70)
55) 인하대학교박물관․강화군청, 2009,『강화향교 복원부지 발굴조사 보고서』.
56) 江華郡․三成建築設計事務所, 1985,『江華山城 現況 調査報告書』.
57)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재연구소, 2000,『서문 남쪽 성벽 시굴조사 약보고서』.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재연구소, 2003,『江華山城 東門址 遺構調査 報告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강화우체국~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정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강화산성 동문지 주변 긴급보수 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2007,『강화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인천광역시립박물관․강화군, 2007,『江華山城-지표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江華山城-강화 서문~진고개간 도로확․포장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8) 한울문화재연구원, 2011,『강화산성 남장대지 유적』.
5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강화 북장대지 발굴조사 보고서』.
60) 鮮文大學校 考古硏究所․ 江華郡, 2008,『江華島 傳燈寺 翠香堂址 發掘報告書』.
61) 한울문화재연구원․ 강화군, 2010,『강화 정족산성진지-2008․2009 강화 정족진지 발굴조사-』.
강화 정족산성진지는 傳燈寺의 경내에 위치한 三郞城(사적 130호, 일명 鼎足山城) 내부에 위치하는데, 조사결과 ‘가’
지역에서 11개소의 건물지와 담장시설, 배수시설, 보도시설, 문지 등 조선후기의 지도(강화군, 2008,『江華의 옛 地
圖』, 52~53쪽,「강화도지도」, 19세기 후반,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鼎足山城鎭』에 표현된 건물들이 확인되었다.
62)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4,『강화 정족산사고 정비공사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6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강화의 국방유적-초루돈대․ 손돌목포대 발굴조사 보고서-』.
64)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4,『강화군 花島墩臺 발굴조사 약보고서』.
65)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江華 月串鎭址』.
66) 한울문화재연구원, 2010,『강화 국방유적 계롱돈대-강화 국방유적 계룡돈대 발굴조사-』.
최근 건평돈대 발굴조사에서 “康熙 19년(1680, 숙종 6년) 2월”에 제작된 불랑기 1기가 출토되었는데, 김석주의 건
의 1년 후에 제작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내부에 돈사와 같은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았지
만 이와 같은 유물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여타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돈사에 대한 내용도 일정부분은 맞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67)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7,『강화 미루지․선수돈대-강화 미루지돈대 및 선수돈대 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6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7,『인천시 기념물 제 38호 건평돈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69)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江華 網山烽燧 遺蹟-강화 덕산봉수유적 발굴조사-』.
70)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5,『강화 길상배수지 진입구간 건설공사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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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어 관방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각 유적에서 다양한 조선시대 건물지․수혈주거지71), 분묘72), 수혈유구, 가
마73) 등이 조사되고 있어 조사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3. 역사학적 환경
강화도는 한반도 중심을 흐르는 한강의 하구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관계로 고구려(高句
麗)․백제(百濟)․신라(新羅) 삼국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중
요성으로 인해 고이왕(古爾王)이 즉위 후『三國史記』백제본기(百濟本紀)에는 고이왕 3
년(236) 10월에 왕이 서해대도(西海大島)에서 사냥을 하여 사슴 40마리를 쏘아 잡았다
는 기사가 있다.74) 여기서 말하는 대도(大島)라 할 수 있는 섬은 영종도, 덕적도 그리고
강화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중 면적이 가장 큰 강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류계
인 고이왕의 강화도 사냥기사는 해양활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표현한 것으로, 고이
왕은 이 사냥을 통해서 해안방어와 해양진출을 동시에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75)
4세기에 들어오면서 낙랑(樂浪)과 대방(帶方)이 멸망하자 백제와 고구려는 중국과의
통교를 위한 항로와 황해중부항로를 사용하기 위한 해양교두보 확보를 위해 충돌하였고,
고구려의 왕이 전사하고 백제가 승리하였다.76) 그러나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이 즉위한
후 관미성(關彌城)77)이 함락되면서 강화도는 백제의 갑비고차(甲比古次)78)로 고구려에
편입되어 혈구군(穴口郡)으로 개칭되었고, 강화 본섬은 수지현(首知縣)․동음나현(冬音奈
縣)으로 나뉘어 있었고, 교동도는 고목근현(高木根縣)에 속해 다스려졌다.79)
삼국통일 이후 한강유역이 한산주(漢山州)로 편성되었다가 757년(景德王 16)에 한주
(漢州)로 개칭되었는데 강화도는 이 가운데 혈구군(穴口郡 또는 海口郡)에 속한다. 그리
고 강화 본섬의 동음나현을 강음현(江陰縣), 수지현을 수진현(守鎭縣), 교동도인 고목근
71) 서해문화재연구원, 2015,『江華 三同岩川 遺蹟-인천광역시 강화군 삼동암천 기본계획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부지
내 문화재 표본조사․발굴조사 보고서-』.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건물지는 용정리(K․M지점)․갑곳리(L지점)․강화산단지점에서, 수혈주거지는 솔정리(G지점)․용정리(K지점)․갑곳리(L지
점) 등에서 각각 확인되었다.
72) 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5,『강화 인산리 황골고묘 내 유적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73) 기호문화재연구원, 2017,『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부근리(C지점)에서 반지하식 기와가마가 확인되었다. 연소부내에서 청해파문과 집선문의 복합문이 다수인 기와가 확
인 되었다.
74)『三國史記』券 23 百濟本紀 2 古爾王 3년 10月條.
“三年 冬十月 王獵西海大島 手射四十鹿”
75) 신형식 외, 2000,『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계연구』, 백산자료원, 476~477쪽.
76)『三國史記』券 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6年條.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 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77)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오두산성(烏頭山城)이라 하였고, 이병도는 교동도로, 손영종은
개풍군의 백마산 또는 강화의 하음산성으로 보기도 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卷 11, 交河縣 山川條; 李丙燾, 1976,『韓國古代史硏究』; 손영종, 1990,『고구려사』1, 과학백
과사전종합출판사; 강화군군사편찬위원회, 2003,『新編 江華史』上, 江華郡, 88~89쪽.
78)『三國史記』雜志6 地理4 高句麗.
79)『大東地志』券 2 江華府 沿革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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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교동현(喬桐縣)으로 재편 개칭했다80). 신라는 대외적 방어를 강화하고 지방세력의
대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강진(浿江鎭)을 비롯한 군진들을 설정해 갔다. 이 과
정에서 844년(文聖王 6) 신라는 강화가 가지고 있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곳
에 혈구진(穴口鎭)을 설치했다.
고려시대 강화도는 海口郡에서 강화군(江華郡)으로 명칭 변경과 다시 강화현(江華縣)
으로 읍격이 변동되었고, 成宗 14년(995)에 전국적인 군현제의 개편, 顯宗 9년(1018)에
경기제(京畿制)의 확대에 따라 경기에 편입되었으며, 明宗 2년(1172)에는 교동현에 감무
(監務)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인 변화를 겪긴 했지만 수도 개경의 입구에 해당하는 지정
학적 중요성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수도를 개경으로 정한 이후에는 강화도가 수도 개경의
관문이었기에 경제․교통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지역이 되었으나 국방상의 주요한 거점은
아니었다. 강화도가 군사적요충지로 주목받은 것은 몽고의 침략으로 1232년 수도를 강화
도로 옮긴 이후이며 이 시기에 사서(史書)에 강화도가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강화가 천도지로 주목된 이유는 수전(水戰)에 약한 몽고군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島嶼)라는 점과 육지에 가까우면서도 유속이 빨라서 방어에 유리하며, 예성강․임진
강․한강의 어구에 위치해서 이들 수로들을 통제할 수 있고, 호남․호서 지역일대의 물자를
서해 해로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장기전이 가능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천도에 따른 왕궁을 비롯한 도성시설은 천도이후 1232년 6월에 2영(領)의 군대를 동
원하여 궁궐공사를 시작하였으며81), 1234년 정월에 여러 도의 장정들을 동원해 궁궐 및
백사(百司)를 경영하였다.82) 또한 몽고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성곽이 축조되는
데, 천도 이듬해인 1233년․1237년의 강화외성(江華外城), 1235년의 강화연안제안(江華
沿江堤岸) 축조를 비롯해 1250년에는 강화중성(江都中城)을 축조하였다. 하지만 최씨 무
인정권이 붕괴되고83),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이 1259년 파괴되었으며,84) 고종이 승하
(昇遐)85)하는 일련의 사건은 고려가 몽고와 화의(和議)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고
종을 이어 元宗이 즉위하고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강화는 수도로서의 역할을 마
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강화도는 군사적 역할이 강화되었다. 한양(漢陽)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인후지지(咽喉之地)․보장지처(堡障地處) 등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전후한 시기에는 ‘북로남왜(北虜南倭)’라는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강화
의 중요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태조(太祖) 3년(1394)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건의에 따라 도호부(都護府)가 설
치되었다가 이후 태종(太宗) 13년(1413)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했을 당시 강화는 교동
80)『三國史記』券 35 雜誌4 地理2 海口郡條.
“海口郡 本高句麗海口郡 在海中 景德王改名 今江華縣 領縣三 江陰縣 本高句麗冬音奈縣 景德王改名 在穴口島內 今河
陰縣 喬桐縣 本高句麗高木根縣 海島也 景德王改名 今因之 守鎭縣 本高句麗首知縣 景德王改名 今鎭江縣”
81)『高麗史』券23 世家23 高宗 19年 6月條.
82)『高麗史』券23 世家23 高宗 21年 正月條.
83)『高麗史』券24 世家24 高宗 45年 3月條.
84)『高麗史』券24 世家24 高宗 46年 6月條.
85)『高麗史』券24 世家24 高宗 46年 6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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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인천부(仁川府)에 소속되었으며 이후 태종의 지시에 의해 다시 강화도호부로 복
귀하게 된다. 세조(世祖) 때에는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정비되었는데, 이때 강화는 김포․
교하․통진․교동․개성과 함께 부평부(富平府)의 우익(右翼)에 속하였다가 세조 3년(1457)
경기지역에 수원․광주․양주․개성․강화 등 5개의 거진(巨鎭)을 설치할 때 김포․양촌․통진․교
동을 강화진(江華鎭)에 소속시켰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강화의 전략적 가치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광해군(光
海君)은 즉위년부터 강화도를 보장지처로 만들기 위해 유사당상(有司堂上)을 파견하는
등 여러 가지 관련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인조(仁祖) 5년
(1627)에 강화를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으며, 1629년에는 교동현을 도호부(都護府)
로 승격시키고, 경기수영(京畿水營)을 남양 화량진(花梁鎭)에서 강화를 거쳐 교동으로
이설(移設)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강화에 입보하지 못하면서 청에 항복하게 되자 효종
(孝宗) 7년(1656) 강화의 군사지휘체계를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수군 중심에서 강화유
수의 육군 중심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일어 숙종(肅宗) 4년(1678)에 실현되었다. 그리하
여 강화에는 12개의 진보(鎭堡)와 53개의 돈대(墩臺)가 설치되었고, 내성과 외성이 축조
되었음은 물론이며 진무사(鎭撫使)가 설치되어 강화부윤(江華府尹)이 강화일대의 5영을
통솔하게 되면서 보장처(堡障處)로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강화도의 방비목적은 강
화도를 보장처로 삼아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강화도 함락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데 있었던 이유로 대부분의 방어시설이 강화도 동쪽에 집중되어 있다.86)
조선왕실의 보장처인 강화는 영조(英祖)대에 이르러 그 의미에 변화가 일어났다. 영조
4년(1728)에는 이인좌(李麟佐)의 난(亂)을 계기로 강화의 방어전략은 보장처론에서 도
성수비론으로 전환되게 된다. 숙종대 축조한 외성이 점차 붕괴됨에 따라 영조 18년
(1742) 강화유수 김시혁(金始爀)이 외성을 벽돌[塼築]로 개축할 것을 건의하여 1744년
7월에 전성(塼築)의 강화외성이 쌓아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쪽에 집중되었던 방비
가 숙종 말부터는 북쪽해안인 조강(祖江) 연안에도 돈대가 축조되는 등 방비가 강화되어
도성을 향하는 외적의 길목을 1차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보장처인 강화에
설치된 군사시설의 유지를 위해서는 군사의 확보와 그 재정 마련이 필요하여 경작지 확
보를 위해 마장을 철폐하여 경작지로 개간하였으며, 넓은 갯벌은 제방을 쌓아 막고 경작
지로 개간할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마를 산출하는 강화의 마장 철폐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란 이후
황폐해진 토지의 개간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강화도에서도 군사재정의 확
보를 위해 제언축조(堤堰築造)와 개간사업(開墾事業)이 추진되었다. 강화도의 개간은 고
려가 강화에 입도하여 개간을 시작한 이후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효종대에는 길상면의 굴곶언을 쌓아 개간하였고, 현종(玄宗)대에는 대청언․만월언․장지언
을 축조하고 가릉언을 증축하였다. 숙종연간에는 강화유수(江華留守) 민진원(閔鎭遠)에
의해 선두포언이 축조되면서 강화는 현재의 해안선을 갖게 되었다.87)
86) 배성수, 2002,「朝鮮後記 江華防備策과 昇天浦」『江華 昇天浦』, 인하대학교박물관.
87) 이영호, 2000,「강화도 船頭浦堤堰始末碑의 내용과 가치」『博物館誌』3, 인하대학교박물관, 11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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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기에 서양 열강의 침입으로 인해 강화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고종(高
宗) 3년(1866) 병인박해를 빌미로 프랑스 함대에 의해 갑곶진(甲串鎭)과 강화부가 점령
되어 외규장각과 정족산사고의 귀중한 문헌들이 약탈당하는 병인양요(丙寅洋擾)가 발생
하였고, 고종 3년(1866) 대동강에 진입한 제너럴셔먼호의 전소사건을 빌미로 미국의 아
시아함대가 고종 8년(1871)년 초지진․덕진진․광성보를 연이어 함락하는 신미양요(辛未洋
擾)가 발생하였다. 뒤이어 1875년 초지진 앞에서 일본과 충돌한 운양호(雲揚號) 사건을
빌미로 이듬해 강화도 연무당(鍊武堂)에서 12개 조항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가
체결됨으로써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항을 하기에 이르렀다.
강화도조약 이후 강화도는 1882년 조미수호조규(朝美修好條規)를 체결하여 개항의 첫
부분을 장식한 곳이지만 근대적 문물의 수용이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1893년 9
월 조선정부에서는 영국 정부와 협의하여 강화에 해군사관학교를 설치하고자 하여 수사
해방학당(水師海方學堂) 또는 통제영학당(統制營學堂)․총제영학당(總制營學堂)을 개편하
기로 하고 갑곶진에 교사를 세워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청․일전쟁과 일본의 방해로 그해
11월에 폐쇄되고 말았다.
이후 고종 32년(1895) 강화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896년 강화부로 승격되었으며,
1906년 다시 강화군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교동군이 강화군에 편입되었고, 1962년에
는 불음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73년 강화면이 강화읍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3월 1일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통합되었다. 현재 행정구역은 1읍 12면 185리로 이루어졌으며,
면적은 411,235㎢(인천광역시의 41%)이다.88)

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현장조사에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과 (재)대한불교조계종 문
화유산발굴조사단이 발간한『文化遺蹟分布地圖-仁川廣域市 江華郡-』89)과 최근 발굴조
사 등을 통해 주변 문화재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조사대상지역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지정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지리적인 위치상 다수의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대부분의 비
지정문화재 역시 조사대상지역과 약 1㎞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비지정문화재 중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당시 확인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는 이
번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 1㎞ 이내에 위치한 문화재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아래 ‘표 1’에
기술된 문화유적은 연번에 따라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현황도’에 그 위치를
표기하였다.
88)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angwha.incheon.kr)-강화소개-연혁.
89) (재)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3,『文化遺蹟分布地圖-仁川廣域市 江華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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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시

대

비

고

인천시
1

강화 내가 오상리 고인돌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 125

청동기

기념물
제 16호
인천시

2

강화 오상리 고인돌군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 125일원

청동기

기념물
제 47호

3

4

강화 고천리 연촌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연촌 지물재

지물재 고분군

산 69임

강화 오상리 유물산포지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 129일원

강화 고려저수지 둑높이기
5

사업지역 내 제5토취장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 231

입회조사지역
강화 고려저수지 둑높이기
6

사업지역 내 제4토취장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 198

분포조사지역
7

강화 고천리 현천 느티나무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현천 909

8

임해사지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2리 195-4번지 일원

9

강화 외포리 고분군

10

고려
청동기
~조선
시대
미상
시대
미상
조선
고려
~조선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35임, 산 149임

시대

일대

미상

강화 소릉 추정지 2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 135임

고려

11

강화 외포리 대정 정창성지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대정 626일대

조선

12

강화 외포리 정포보지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28일대

고려

13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외주 산10-1임

조선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야곡 산 173일대

조선

14

강화 외포리 야곡
추정건물지

15

강화 인산리 황골고묘 유적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 204-2임

조선

16

강화 외포리 대정 석비군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대정 537-6

조선

17

강화 인산리 더치유물산포지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더치 1238-1대

조선

18

강화 인산리 유물산포지 1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741-1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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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조선

2015,
한국고고
인류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시

대

19

건평돈대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

조선

20

강화 건평리 유물산포지 1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 50-1일대

21

강화 건평리 도질토기산포지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대화촌 일대

22

강화 건평리 화촌고분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화촌 815-1전

조선

22

강화 건평리 유물산포지 2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39-1번지 일원

고려

23

이건창 묘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65-1

조선

비

고

인천시
기념물
제 38호

시대
미상
고려
~조선

인천시
기념물
제 29호

1)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외주 산 10-1임
○ 시 기 : 조선
○ 종류 및 지정 : 유물산포지
○ 내 용 : 외포 삼거리에서 301번 지방도를 따라 양도면 방향으로 약 2.4㎞를 가면 좌
측에 우량교회 표지판이 있다. 유적은 이 표지판이 있는 소로를 따라 산길을 오르면 약
250m 지점 좌측 소로변인 退帽山 자락 남서록 말단부 구릉상단부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서쪽으로 평지는 물론 외포항을 비롯한 해안이 관망되는 곳이다. 현재는 밭
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그을린 석재들이 산재하고, 일부는 밭을 둘러싸고 있
는 울타리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돌들은 유적이 위치한 밭에서 나왔다고 전한다. 출
토유물로는 파상문 등의 조선시대 기와편과 백자류, 토기류 등이 있다. 출토유물과 주변
상황들로 건물이 입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강화 인산리 야곡 추정건물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야곡 산 173․174․175 일대
○ 시 기 : 조선
○ 종류 및 지정 : 건물지
○ 내 용 : 외포리에서 양도면 방향으로 301번 지방도를 따라 더치부락을 지나면 바로
황골부락이 있는데, 유적은 더치와 황골 사이로 나있는 도로변 좌측의 포장된 소로를 따
라 약 500m 정도 산을 향해 오르면 보이는 退帽山 남록 말단부의 저평한 지대에 위치한
다. 건물지는 담장열이 잘 남아 있는데, 장축열이 약 100m, 단축열이 약 25여m로 장축
이 동서방향인 장방형의 건물로 추정된다. 장축열은 2단으로 된 것이 잔존해 있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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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축열도 산 정상을 향하여 2단으로, 일부는 3단까지 열을 지어 있다. 내부는 편평하
여 건물이 입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단의 동서
방향의 담장돌 사이에서 청해파문 등의 조선시대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건물지의 외곽이
잘 남아 있으나 건물지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3) 강화 인산리 더치 유물산포지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더치 1238-1대
○ 시 기 : 조선
○ 종류 및 지정 : 유물산포지
○ 내 용 : 외포리 선착장에서 양도면 방향으로 301번 지방도를 따라 약 3㎞ 정도를 가
면 도로의 좌측에 더치부락이 나온다. 유적은 더치부락이 시작되는 박승문씨 댁 옆 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退帽山의 서남록 말단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위는 민묘가 여러
기 들어서 있고, 바로 위에는 밤나무 등의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과수원이다. 석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일부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인화분청사기를 비롯하여 기와류, 백
자, 토기편 등이 산재한다.

2. 고고분야 조사내용
1) 조사대상지 현황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0-1임 일대로, 건축주 박은정이
시행하는 단독주택 신축부지이며, 사업면적은 4,944㎡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자연지명 외주에 위치한 퇴모산(해발 339m)의 서남쪽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진행되어진 간척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육지가 되었
지만 간척 이전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로 인해 서쪽
에는 현재 석모도가 육안으로 보이며, 외포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남쪽은 대부분 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경작지 경계 너머에는 해안가와 맞닿아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퇴모산에서 서남쪽으로 돌출된 구릉 말단부의 임야지로 남아 있는 상
태인데, 이번 사업과 관련한 단독주택 사업부지를 제외하면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
용되거나 민가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주택건립 및 경작지 조성을 위해 말단부 일부가
절토된 것을 제외하면 원 지형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다.
조사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은 퇴모산 구릉과 연결되지만 내가면사무소 소재지로 연
결되는 작은 소로가 남-북 방향으로 개설된 상태이고, 서․남쪽은 마을로 진입하는 소로
개설로 인해 일부 지형이 훼손된 상태이며, 북쪽은 최근에 팬션 등의 주택건립이 증가하
고 있는 양상이다.
이곳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당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90)’로 보고된 곳이며,
90) (재)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3,『文化遺蹟分布地圖-仁川廣域市 江華郡-』,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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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지역을 비롯하여 주변이 ‘곶(串)’과 유사한 형태의 지형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인천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패총유적 등의 존재 유무 및 기 보고된 유적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정밀조사를 진행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은 퇴모산에서 서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곳이
다. 이곳은 기 보고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가 위치한 곳으로, 보고된 유적이 이
번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 보고된 유적의 현상파악과 더
불어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사업구역 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까지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이번 사업구역 內 구릉과 사업구역 外 경작지 및 구릉 일대에서 다량의 조선
시대 토기편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기 보고된 사업구역 내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
지’의 범위가 주변 일대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도로
나 곡간부로 인해 지형이 구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표기하였는데, 구릉이 비교적 완만
하고 바닷가와 근거리에 맞닿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산포지는 외곽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릉은 일부 절토되거나 개간된 지점을 제외하면 원 지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으며, 다
량의 유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구간을 포함하여 확인된 ‘강화 외
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19,814㎡)’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부존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 성격상 확인하지 못한 유물산포지 외곽에 대해서도 향후 형질변경 사유시에는 반
드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산포지의 범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유물산포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
-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0-1임, 산9-2임, 45전, 53전 일대
- 면 적 : 19,814㎡
- 내 용 :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은 사업대상지역을 포함한 구릉 일대로, 행
정구역상 외포리에 속해 있으며, 자연지명은 인근이 ‘외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번에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지난 2003년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 당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로 확인된 유적으로, 당시에는 산10-1임 일부 지점만 표기되었는데, 지
형이 연결되는 지점 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유적은 산10-1임을 포함한 주변의 경작지
및 임야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물은 사업구역으로 포함된 구릉과 더불어 남쪽과 서쪽의 경작지 일대에서도 토기편
이 다량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형적인 위치로 보아 구릉 중앙부

- 16 -

에는 분묘가 부존할 가능성이 높고, 말단부의 민가가 위치한 부분에 한해서는 소규모의
생활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량의 기와편이 육안으로 확인
되고 있어 건물지 같은 유구의 분포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된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주변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사 성격상
정확한 유적의 범위를 확정시킬 수가 없어 지형적으로 구분되는 도로와 곡간부 경계지점
에 대해서만 유물산포지로 표기하였다.
이번에 확인된 유물산포지를 포함(19,814㎡)하여 사업구역(4,588㎡)에 대해서는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부존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
변에 팬션 등의 가옥 등이 추가로 건립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 유물산포
지 외곽에 대한 형질변경 사유시에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민속, 지명유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회·민속분야에 특별한 점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추가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지역의 지형․지리와 관련된 지명조사는 1998년에 발간된『仁川의
地名由來』91)을 기본으로 참고하여 조사대상지역과 인접한 부분에 대한 내용만 발췌하여 수록
하였다.
1) 지명유래
□ 외포리(外浦里)
현재의 외포리(外浦里)는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전까지는 옛 위량면(位良面)
소속의 외주동(外州洞)과 정포동(井浦洞)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洞이었다. 이중에서 정포(井
浦)는 숙종 22년(1696) 이형상이 쓴『江都志(강도지)』방리(坊里) 위량면에 정포진(井浦鎭)
이 있다고 한 내용과 진도(津渡)의 井浦에는 ‘부의 서쪽 30리에 있는데 여러 섬을 왕래하는
통로’라 했고, 성곽(城郭)에는 현정 7년(1666)에 내수사(內需司)를 정포에 옮겨지었다는 등
여러 번 언급되어 있어 津渡, 방어의 요새로 오래된 마을임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마을이 동(洞)이란 이름으로 제일 먼저 기록된 문헌은 정조 7년(1783)의『江華府
誌(강화부지)』이며, 그 문헌의 방리(坊里)에 위량면 소속 外州洞과 井浦洞으로 되어 있다. 헌
종 8년(1842)의『江華府誌』, 고종 31년(1894)의『江華府誌』(영사례) 방리에는 물론『조선
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까지 변동이 없다.
1914년 3월 1일 일제는 소위 총독부령 제111호라는 조치에 의거 조선의 행정구역을 개편했
다. 그때 옛 위량면 소속의 외주동과 정포동에서 한 글자씩 합성해 外浦里로 폐합하여 내가면
에 소속시켰다. 광복 이후 1996년말까지 앞의 편제는 변경이 없었다.
외포리에는 1리 외주(外州), 2리 대정(大井)․정포(井浦)의 마을이 있고, 여산송씨(礪山宋氏)
는 32대를 세거(世居)해왔고, 현재 15호의 후손이 살고 있으며, 파주염씨(坡州廉氏) 30대 2
91) 仁川廣域市, 1998,『仁川의 地名由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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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순흥안씨(順興安氏)는 22대 13호, 전주이씨(全州李氏)는 22대 2호, 금녕김씨(金寧金氏)는
15대에 현재 9호의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한다.
□ 외주동(外州洞)
외주동은 옛 위량면 소속이었고, 인근에는 옛 고을터가 있었다고 전해오는 항주동(項州洞)이
있었으며, 그 의미는 ‘물가의 큰 마을’이다. 큰 마을인 항주동에 비해 외주동은 상대적으로 변
두리, 곧 밖에 있었고 해변 마을이었기 때문에 외주동(外州洞)이라 명명했을 것이다. 고유지명
으로는 ‘밖골’, 또는 바깥골을 줄여 ‘밭골’정도로 보아 무방하다.
소지명(小地名)
○ 간뎃말
외주동의 가운뎃 마을.
○ 고운말
외주동의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 굴깨동산
전치말 북쪽에 있는 산. 굴이 있고 밑에 개가 있다.
○ 동녁말
외주동 동쪽에 있는 마을.
○ 뒷고개
외주동 뒤에 있는 고개.
○ 멍침댓골
고운말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몽침터라 부르기도 한다.
○ 밖골
정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밖곡, 외주, 외주동, 외주리라 부른다.
○ 서낭당
동녘말 북쪽 서낭당이 있던 고개.
○ 전치말
밖골 동편 전치우물이 있는 마을.
○ 배다리
외주동 서쪽에 있는 들. 배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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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조사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0-1임 일대로, 건축주 박은정이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곳이며, 사업면적은 4,944㎡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자연지명 ‘외주’에 위치한 퇴모산(해발 339m)의 서남쪽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진행되어진 간척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육지가 되었
지만 간척 이전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로 인해 서쪽
에는 현재 석모도가 육안으로 보이며, 외포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남쪽은 대부분 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경작지 경계 너머에는 해안가와 맞닿아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퇴모산에서 서남쪽으로 돌출된 구릉 말단부의 임야지로 남아 있는 상
태인데, 이번 사업과 관련한 단독주택 사업부지를 제외하면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로 이
용되거나 민가가 위치해 있다. 따라서 주택건립 및 경작지 조성을 위해 말단부 일부가
절토된 것을 제외하면 원 지형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이다.
조사대상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당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로 보고된 곳
이며, 조사대상지역을 비롯하여 주변이 ‘곶(串)’과 유사한 형태의 지형양상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인천의 도서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패총유적 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결과, 이번 사업구역 內 구릉과 사업구역 外 경작지 및 구릉 일대에서 다량의 조선
시대 토기편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기 보고된 사업구역 내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
지’의 범위가 주변 일대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도로
나 곡간부로 인해 지형이 구분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표기하였는데, 구릉이 비교적 완만
하고 바닷가와 근거리에 맞닿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당 산포지는 외곽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업구역을 포함하여 확인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19,814㎡)’
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부존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 성격
상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유물산포지 외곽에 대해서도 향후 형질변경 사유 발생시에는 반
드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산포지의 범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0-1임이며, 단독주택을 신축하
기 위한 곳으로, 사업면적은 4,944㎡이다.
2) 조사대상지역은 퇴모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구릉의 말단부로, 자연지명 ‘외주’라는
곳에 위치한 임야지대이다.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진행되어진 간척사업으로 인해 현재
는 육지가 되었지만 간척 이전에는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
로 추정된다.
3) 이번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문화유적분포지도(2003) 작성당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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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조사결과, 이번 사업구역 內 구릉과 사업구역 外 경작지 및 구릉 일대에서 다량의 조
선시대 토기편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기 보고된 사업구역 내의 ‘강화 외포리 외주
유물산포지’의 범위가 주변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기 보고된 유적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19,814㎡)’
로 명명하였고, 사업범위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대부분 원지형이 잘 남아 있으므로
확인된 유적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부존 및 성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
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부지 중 유물산포지에 포함되는 부분(4,588㎡)에
한해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또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산포지의 범위가 곡간부와 도로 등 지형적으로 구분되는
지점까지만 표기하였기 때문에 조사의 성격상 미처 확인되지 못한 연결되는 지형까지
유적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따라서 주변 일대에 전원주택 및 팬션 등의 건축물 건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
로, 유물산포지와 인접해 있는 주변에 형질변경 사유시에는 반드시 지표조사를 실시
하여 유적의 범위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조사지역 종합현황
사업면적

지표조사면적

입회조사

4,944㎡

4,944㎡
계

발굴조사

지정문화재

시굴조사

표본조사

․

4,588㎡

․

‧

․

4,588㎡

․

‧

표 3. 조사지역 세부현황
조사기관

유적
번호

유적이름

행 정 구 역
(주소)

면 적
(㎡)

유적
성격

조사기관
의견

대한불교
조계종문화
유산발굴단

․

강화 외포리
외주
유물산포지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0-1임

․

․

․

한국고고
인류연구소

1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 외포리
외포리 산10-1임, 산
외주
19,814㎡
9-2임, 45전, 53전 일
유물산포지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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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산포지

시굴조사

비 고

기 보고된
유물산포지
확장,
사업지역 내
4,588㎡
사업지역 외
15,226㎡

도면 1. 조사대상지역 위치 및 주변 문화재 현황도(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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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대상지역 근세지형도(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 : 朝鮮總督府,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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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대상지역 종합현황도(S=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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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사업계획 평면도 - 사업시행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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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대상지역 위성사진(출처:www.google.com/earth)

사진 2. 조사대상지역 원경 1(외포리 산10-1임 일대, 남서→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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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조사대상지역 원경 2(‘분포지도’상의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전경, 서→동)

사진 4. 조사대상지역 근경 1(진입로 부지 서쪽 경계 지점 전경,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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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조사대상지역 근경 2(진입로 북쪽 경계 지점 전경, 서→동)

사진 6. 조사대상지역 근경 3(사업부지 서남쪽 경계 지점,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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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대상지역 근경 4(사업부지 서쪽 경계지점 전경, 남서→북동)

사진 8. 조사대상지역 근경 5(사업부지 내, 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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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대상지역 근경 6(사업부지 내, 서→동)

사진 10. 조사대상지역 근경 7(사업부지 내, 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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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대상지역 근경 8(사업부지 내, 서→동)

사진 12. 조사대상지역 근경 9(사업부지 내,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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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전경 1(사업부지 외곽, 동쪽 경계, 북→남)

사진 14.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전경 2(사업부지 외곽, 남쪽 경계,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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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전경 3(사업부지 외곽, 서쪽 경계, 남→북)

사진 16.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전경 4(사업부지 외곽, 남서쪽 경계,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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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사업부지 내 구릉에서 노출된 유물 일괄

사진 18.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 전체 수습유물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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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 업 명
사업 사업지역
내용 면

적

강화 외포리 산10-1 국비지원

사업기간

2017년~2019년

(417-890)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0-1임
전체사업면적
4,944㎡
사업목적
단독주택 신축
지표조사면적
4,944㎡

사업시행자 조사의뢰기관

박 은 정

연락처

010-4580-1396

한국고고
오승열
책임조사원 김성수 조사원 이하
인류연구소
장종빈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2017년 08월 17일～2017년 08월 23일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분석 및 보고서 작성 3일)
고
고고·역사 2,178,000원 민속
수중
원
원
건
원
분야
분야
분야
축

고고,역사분야
조사기관
지표
조사
조사기간
조사비용

지정문화재 없음
주변문화재
1.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사업구역 내)
비지정
2. 강화 인산리 야곡 추정건물지(약 850m 이내)
조사결과
문화재
3. 강화 인산리 더치유물산포지(약 1㎞ 이내)
사업부지내
☑유적 있음
□유적 없음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없음
조사
지상문화재
신규
없음
결과
기존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매장문화재
신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
기존
없음
건축물
신규
없음
기존
없음
민속자료
신규
없음
조사결과, 사업구역 내에 기 보고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가
사업구역 외곽의 구릉일대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확
인된 ‘강화 외포리 외주유물산포지 ①(19,814㎡)’에 대해서는 원 지형이
조사기관
잘 남아 있고, 다량의 조선시대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굴조사를
진행하여 유적의 부존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
종합 의견
하여서는 4,588㎡에 대해서만 추가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에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변에 대한 형질
변경 사유시에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지표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08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장(인)

문화재지표조사결과표
연번

1

유적구분

문화
재명

소재지

강화

인천시

외포리

강화군

외주

내가면

유물

외포리

산포지

산

면적

․

시대 종류

조선

유물
산포지

기존 신규

○

조사의견
의견
구분

․

조사
면적

․

사유

․

비고

사업
지역
내

10-1임

인천시
강화
외포리
외주
2

유물
산포지
①

기 보고된

강화군
4,588㎡

내가면

확장되는

외포리
산10-1
임,

유적이

19,814㎡ 조선

유물
산포지

○

것으로

시굴조사

확인.
원지형

산9-2임

15,226

45전,

잔존 및

㎡

다량의

53전
일대

사업
지역
내

유물수습

사업
지역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