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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삼별초 평정후 원나라는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탐라를 군사기지로 삼고 1세기 동
안 직할령으로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원나라 주민들이 제주에
이주하여 취락을 형성하고 생활하게 된다. 탐라시대 후기의 제주는 원도심을 중심으
로 도심취락이 형성되고 동북부의 교역과 서북부의 물류생산 및 유통을 위한 취락이 자
리잡게 된다. 반면 서남부와 동남부지역은 중심취락이 조성되지 못한다. 고려시대 역
시 탐라시대 후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서남부지역은 유물산포지가 급증하고 있다. 이
는 원 간섭기 이후 원나라 이주민들의 취락이 이곳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충렬왕 26년 서남부지역에 속현이 설치된 사실은 이주민들의 마을이 크게 성장하였음
을 의미하는 증거이다.
충렬왕 2년 수산평에 말을 방목하면서 국립목마장이 운영되기 시작하는데 당시 양마
와 관련된 목호와 그 가족구성원들이 대거 제주에 이주하게 된다. 이들은 말을 키우고
원나라와의 교역을 위해 서남부지역의 포구를 활용하였고 근처에 취락을 형성하여 생활
하게 된다. 강정동 대궐터는 원나라 이주민들의 거점취락으로 상정되며 주변에 분포하
는 법화사지, 왕자묘, 왕자터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원명교체기에 북원이
쇠퇴하면서 고려정부는 명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에 거주했던 목
호세력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최영장군의 토벌군에 의해 평정된다. 목호세력이 소멸되면
서 기존에 탐라에 거주하던 원의 이주민들은 재지화 과정을 거쳐 제주인으로 동화되어
간다.
주제어 :	이주민, 목호, 법화사지, 왕자묘, 거점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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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3세기 후반(1273년) 원나라가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저항하던 항몽세력인 삼별초를 평
정한 후 몽골군을 주둔시키면서 탐라는 1세기 동안 원의 군사적 전초기지인 직할지로 활
용된다. 이로 인해 원 간섭기 동안 제주에는 원나라의 범죄자는 물론 왕족과 그 가솔들의
유배지로 이용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립목마장이 설치되었고 이와 같은 연유로 몽고의 목호들이 이곳에 이주하
여 정착하게 된다. 특히 목마장의 관리와 양육을 위한 기술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음은 주
지하는 바와 같다. 이처럼 원 간섭기의 제주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정착
하고 탐라인들과 함께 생활해 나간다.
원의 간섭기에 잔존했던 다양한 원식문화(元式文化)와 고고학적 자료들이 일부분 밝혀
진 바 있지만(김경주 2016) 물질문화의 이입과 재현의 주체인 이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제주고고학의 연구방향이 대체로 원
간섭기 이전의 고대 탐라에 치중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게다가 중세고고학의 탐
구주제 역시 삼별초의 항쟁과 그들의 물질문화에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는 시선 역시 무
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후기 제주지역의 문화변천 과정은 결과적으
로 원나라의 문화와 탐라민의 적응과정을 통해서 규명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원 간섭기 제주의 관련유적과 문헌기록을 검토하여 당시 이주민의 정착과
정과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원식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순제의 피난궁지
와 왕족의 분묘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부분 그들의 문화적 영향을 검토한 사례
가 있다(김일우 2015; 김경주 2016). 따라서 최근까지 밝혀진 원식문화를 기반으로 원나라
이주민과 관련된 고고자료를 검토하고 원 간섭기 이전과 이후의 취락을 분석하여 그들의
거점취락과 생활패턴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탐라시대 후기 취락의 분포정형을 살펴보고 고려시대 이후 취락의 현황과 변천과
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14세기 전후 동서도현의 설
치와 함께 원나라 간섭기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을 해석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과제에
주목하는 것은 탐라시대 후기의 중심취락이 서북부에 집중된 반면 13세기 이후에는 서남
부지역에서도 거점취락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원과 제주간 해양교류의 거점포
구, 왕족의 유배지역과 분묘 축조 그리고 원순제의 피난궁지가 모두 서남부지역에 자리
하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서남부지역이 원나라가 1세기 동안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으면서 군사적 요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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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최전선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원 간섭기 이
전에는 취락의 중심이 남해안과 근접한 서북부에 집중적으로 조성된다. 그렇지만 13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서남부지역에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원나라의 영토확장
과정에서 최대 과제인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전략적 군사요새인 병참기지로 활용
함에 있어 가장 유리한 곳이 결국 서남부지역임을 재차 입증해주고 있다.

Ⅱ. 탐라시대 후기와 고려시대의 취락
1. 탐라시대 후기의 취락
1)

탐라시대 전기 의 취락분포를 살펴보면 용담동과 외도동 그리고 곽지리유적 등 대부분
서북부지역에 거점취락을 형성하고 있다(김경주 2018a). 반대로 화순리를 비롯한 서남부
지역에는 철기시대 이래 형성된 지역화 과정의 송국리형 거점취락 벨트가 일시에 해체되
면서 소규모 일반취락으로 전락하게 된다(김경주 2018b: 44). 이러한 연유에는 탐라시대
전기 이후 남해안지역 제소국과의 대외교류 확대로 인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북부지역
이 탐라정치체의 중심읍락으로 자리잡기 때문이다.
탐라시대 후기의 취락은 이전 시기에 비해 거점화 혹은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
다. 이를테면 제주 동북부는 종달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점유적이 대표적이고 서북부는
2)

용담동과 삼도동을 비롯한 원도심권 , 곽지리와 고내리유적의 애월읍권역이 표지적이
다. 이와 같이 이전 시기의 취락분포정형과 비교하면 거점취락의 분포는 대략 3곳에 집중
되고 있다. 즉 전기에는 거점취락을 중심에 두고 주변에 소규모 산촌이 조성되지만 후기
에는 몇몇의 권역별 유적에 대규모 취락이 집중되는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탐라시대 후기에 접어들면 제주 서남부와 동남부지역에는 대부분 동굴 혹은 바위
그늘과 같은 일시적이고 소규모적인 유적이 산재하고 있다. 특히 동남부 권역에는 이렇
다할 동시기 유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한반도 남부지역과 떨어진 독립된 섬이 갖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대외교
류의 가장 주변부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탐라시대 전기의 대규모 거점취락은 결
국 동북부와 서북부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탐라시대 후기의 취락형성도
주로 북부지역에 거점화되는 양상은 전기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사실은 탐라시대 후

1) 탐라시대의 고고학적 시기구분은 김경주의 논고를 참고 바란다(김경주 2018a)
2) 현재 제주목관아지를 중심으로 옛 제주성터 주변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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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도 서남부와 동남부지역은 서북부에 비해 인구의 결집현상이 관찰되지 않는 소규
모 촌락으로 판단되며 대외교류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로 보건대 서남
부지역은 적은 규모의 인구가 분산된 대내적인 산촌유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결과
적으로 고려시대 이전까지 탐라의 인구밀집과 거점취락의 형성은 서북부를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탐라시대 후기 취락의 분포정형과 유물산포지 현황

<그림 1>을 참고하여 탐라시대 후기의 유적분포와 취락분포정형을 살펴보면 먼저 삼도
동 일대에 형성된 마을은 동시기 중심취락으로 자리잡은 다운타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도시는 크게 3단계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탐라시대 전기부터 취락이 형성
된 후 6∼7세기경 주거구조는 점차 지상화된다. 이후 탐라시대 후기에 접어들면 주거지
는 대부분 지상화되면서 수혈주거지는 소멸된다. 더불어 고내리식토기와 함께 돌대문대
호와 통일신라 왕경에서 출토된 활석제호, 그리고 중국제 해무리굽완이 동반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8∼9세기대 크게 성장하였음을 추정케 한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179).
동북부의 종달리패총 탐라시대 Ⅳ기층은 후기의 대표적인 고내리식토기가 소멸하는 단
계로 나말여초 토기류와 함께 중국 월주요산 해무리굽완이 동반되는데 9세기 전반을 상
한으로 획정할 수 있다(박재현 2014: 67). 종달리패총 역시 탐라시대 후기에 인구의 밀집
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크게 성장했던 유적으로 상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1>에서 드러나는 탐라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거점취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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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리와 삼도동, 곽지리 권역의 3대 중심취락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러한 권역별 거점
취락은 탐라의 영역내 각각 분업화된 유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예컨대 종달리유적은
한반도 남부지역과 대외교류의 최전선에 위치하는 물류집산지의 성격을 갖는 특징을 보
여주고 있다. 최근까지 조사내용을 참고하면 한반도 남부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외래계 토기와 철기류가 다량 출토되기 때문이다.
고내리유적에서는 다수의 수혈유구
가 조사된 바 있다. 수혈유구는 토기제
작과 관련된 시설로 알려져 있는데 야
외요지, 점토채굴, 토기 및 곡물저장
수혈의 용도로 조성되었다(제주대학
교박물관 2008). 이러한 수혈의 기능을
고려하면 고내리유적은 토기제작을
위한 공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림 2> 탐라시대 후기의 거점취락(삼도동유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곳이며 이는 곧 동시기 물류생산단지
에 비정할 수 있다. 즉 고내리유적에서
생산된 토기는 곽지리유적의 거점취

락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고내리유적에서는 고내리식토
기와 해무리굽 청자가 함께 동반되는 점으로 보면 그 하한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C-1구역 담장지에서는 여말선초 청자편과 함께 ‘고내촌(高內村)’명 와편과 원나라
자기, 북송대의 희녕원보(熙寧元寶, 1068∼1077년)와 소성원보(紹聖元寶, 1094∼1097년)
등이 동반 출토되고 있다(제주대학교박물관 2008). 따라서 탐라시대 후기 이후 고려시대
까지도 고내리취락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인 셈이다.
용담동 제사유적은 출토유물과 성격을 보면 국가적인 제사를 관장했던 유적일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국가적인 제의행위는 당시 문헌에 등장하는 탐라의 상위계층
3)

인 국주(國主), 왕자(王子), 좌평(佐平)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짐작된다.

동북부의 월정리 용천동굴 출토유물은 8세기 중∼후반대에 한정된 운반 및 저장용도의
수입산 호와 병류가 대부분이다. 이 유적은 신라 상인들이 교역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
한 저장창고이며 인접한 종달리를 거점으로 상업활동을 전개했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
다(박재현 2018: 251).

3) 고려 현종 20년(1029)까지 탐라의 세자가 등장하고 정종 9년(1043)의 문헌에서 성주(星主)와 왕자(王子)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점
을 감안하면 이전까지는 탐라의 왕과 왕자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려사절요』 현종 20년 6월과 정종 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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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주도 출토 고내리식토기(재지산)

<그림 4> 용천동굴유적 출토 통일신라토기(와지산)

(국립제주박물관 2011)

(국립제주박물관 201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달리유적은 대외교류의 거점이자 최전선인 대외무역항이었고 삼
도동 일대는 탐라시대 후기의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다운타운 지역이다. 이
에 반해 용담동 제사유적은 국가의 제의를 관장했던 곳으로 대외교류와 항해의 안녕을
기원했던 유적이다. 이와 함께 고내리유적은 대내적인 물류생산을 위한 산업단지로서 주
변의 곽지리와 금성리유적은 이러한 생산품을 유통하기 위한 서북부의 중심취락임을 쉽
게 유추해 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남부지역의 예래동과 색달동 일대는 소규모
의 일시적인 생활유적에 한정되는데 서북부의 거점취락과는 차별화 된다. 결과적으로 탐
라시대 후기에는 제주 동북부와 서북부지역이 각각 대외교류의 거점유적이면서 생산과
소비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탐라시대 후기의 사회구조는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
집된 도심취락이 형성되었고 동북부의 교역거점 무역항과 서북부의 물류생산 및 유통단
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탐라시대 후기는 서북부와 동북부에 인구가 집중되고
생산과 유통 그리고 대외교류의 거점유적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서남부와 동남부지역은 전자와 달리 소규모 산촌에 해당하는데 이는 철기시대 이래
형성된 거점취락이 해체되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탐라시대 후기에는 인구분산이 발
생하여 서북부지역으로 결집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산남지역의 동굴
과 바위그늘유적 처럼 일시적으로 분포하는 점유현상은 탐라시대 후기의 취락형성 조건
이 대내외적인 필요충분 요소에 부합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고려시대의 취락
탐라시대 후기를 벗어나 10∼11세기대 접어들면 제주도의 일부 사찰에 한정되어 해무
리굽 청자편이 출토된다. 고급 도자기의 사찰 유입은 고려 불교의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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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일반적인 취락에서는 여전히 탐라시대 후기와 큰 차이가 없다. 원당사 출토 한국
식 해무리굽완은 일면편병과 동반되는데 10세기 말에 등장한다. 11세기 전·중반에 성행
4)

하고 후반경에 퇴화형 이 출현하며 12세기 초에는 해무리굽완이 대부분 소멸한다(현문필
2010: 308). 따라서 해무리굽완의 성행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원당사의 창건시기는 12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①

②

③

④

<그림 5> 제주도 출토 청자해무리굽완(①② 수정사지, ③④ 원당사지)(국립제주박물관 2013)

그렇지만 원당사지에서 탐라시대 후기의 표지적인 고내리식토기와 중국식 해무리굽완
단계의 유물이 전혀 출토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11세기 전반 이전으로 상향할 수는
없다(현문필 2010: 315). 부연하자면 원당사 출토 도자기류는 대체로 11∼12세기대 제작
된 청자가 가장 많고 13세기 후반대의 제작품은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는 점도 궤를 같이
한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101; 김영미 2013: 167). 분청사기와 백자의 출토량이 현저
하게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원당사는 원 지배기 이후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
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원 간섭기 이전에 창건된 후 성행하다가 원 지배기에는 반대
로 그 위세가 축소되었음을 웅변해준다.
수정사지에서도 한국식과 퇴화형 해무리굽완이 각각 1점씩 출토된 바 있다(김영미
2013: 168).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정사 역시 창건시기는 원당사와 크게 다르지 않
다. 다만 청자와 분청사기에 비해 백자의 점유율이 높은 점(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243)
5)

은 원당사와 달리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사찰의 위상이 존재했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법화사지에서는 해무리굽완을 비롯한 이른시기의 자기류가 거의 없고 12세기 중반∼13
세기 중반대 도자기의 점유율이 매우 높다(김영미 2013: 173). 이는 곧 법화사가 원 간섭
기 이후에 오히려 전성기였다는 것을 가리킨다(제주대학교박물관 1997). 이와 같이 고고
학적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원나라 간섭기에 원황실의 도움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구체
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4) 원당사 출토 해무리굽완은 모두 8점(이른 양식 1점, 한국형 2점, 퇴화형 5점)이 확인된다.
5) 수정사지는 12세기경 창건된 후 원 지배기에 중창을 거치면서 성장하였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245).

40

제37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종달리, 고내리, 삼도동유적 등에서는 9∼10세기대 중국 월주요
산 해무리굽완이 출토된다. 그러나 11∼13세기대 해무리굽완은 원당사지, 수정사지, 제
주목관아, 금성리유적 등 대부분 관아와 사찰 그리고 분묘유적에서 찾아진다. 이것은 당
시 제주지역 고급 자기의 주요 소비처는 관청이나 지방호족 또는 사찰로 제한적이었음을
6)

시사한다(현문필 2010: 317-318). 종달리패총 Ⅳ기층에서는 해무리굽 완 과 함께 주름무
7)

늬병 , 치평원보(治平元寶, 1064∼1067년)가 소량의 고내리식토기 말기형과 동반되는 점
으로 미루어 그 하한은 대략 9세기 후반∼11세기대 전반경에 위치한다(박재현 2014: 61).
이를 참고하면 탐라시대 후기의 전형적인 고내리식토기의 하한은 10세기 전후로 해석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 김녕리유적 추정 고려시대 현사터(제 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한편 현사터로 추정되는 김녕리유적에서는 고려시대 청자와 함께 도기편이 다수 동반
되고 있다. 그리고 금성리 분묘에서는 12세기대 해무리굽완이 수습된 바 있다. 또한 고내
리유적에서는 12세기 중후반대의 용천요 청자운문대접편, 경덕진요 청백자병, 동안요 청
백자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신창리 해저유적에서도 중국 남송시기의 용천요 청자와 복건
성(福建省) 지역의 백자 접시가 확인된 바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13: 124). 이외에도 제
주시 일도동에서도 복건성 생산 청자대접편이 출토되었고 김녕리 현사터에서도 용천요
청자 연판문대접이 확인된다. 남송대의 용천요산 청자는 수정사지와 고내리유적, 신창리
해저유적 등 여러곳에서 출토되며 일본 구주와 오끼나와에서도 반출된 바 있는데 이는
남송∼탐라∼일본으로 연결되는 해상무역루트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6) 전남 완도의 장도 청해진유적에서 출토된 해무리굽 청자편은 9세기대 중국 월주요계 출토품과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 주목된
다(홍형우 1999: 26-27).
7) 주름무늬병은 일면편병, 사면편병, 편구병, 중국 월주요계 해무리굽백자와 함께 출토되고 미륵사지 출토 대중년간(大中年間,
847∼859년)의 돌대문대호와 반출되며 고려청자와 동반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9∼10세기대 유물로 해석된다(최맹식 1991:
17-1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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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a: 101).
원대 전국 각지의 도자기가 항저우로 운반되어 소비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통 시스템
이 확립되었음을 시사한다(모리 다쓰야 2016: 123). 고려시대 신안선의 원대 용천요자기
는 1300년 이후부터 1322년 사이에 생산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신 준 2016: 62). 이
러한 내용을 참고하면 제주 출토 용천요산 도자기의 경우도 원 간섭기 이후에 유입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림 7> 고려∼조선시대의 절터와 유물산포지 분포현황

<그림7>에서 고려∼조선시대의 절터와 유물산포지는 탐라시대 후기와 비교해 보면 유
적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서남부지역의 유물산포지가 급증한다는 사실
8)

9)

이다. 더불어 안덕면 사계리(제주문화예술재단 2010) 와 표선면 토산리(제주문화유산연
10)

구원 2009)에는 대형 건물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막 의 중심지라
고 알려진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서는 아직까지 건물터와 관련된 유적이 알려진 바 없다.
11)

즉 <그림7>의 유적분포현황을 보면 수산평 이 자리했던 수산리에는 고려∼조선시대 유

8) <그림7>은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10; 제주문화예술재단 2011)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9) 사계리유적은 최근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사찰과 관련된 건물지가 조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제주고고학연구소 2019: 54).
10) 수산리에는 동아막과 관련되는 지명들이 유래하는데 ‘위막동산’, ‘가막자리’ 등이 전한다(수산리원로회 1994).
11)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남사록』의 문헌기사를 참고하면 원나라에서 방마(放馬)하던 들인 황성(荒城)은 수산진성에 해당하는데 수산
평은 현재 좌보미∼궁대악∼후곡악 일대의 완경사지로 위치비정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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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포지가 확인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충렬왕 26년(1300년) 동서도현으로 나누고 속현
을 설치할 당시 수산리는 동도 토산현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동아막의 중심취락이 토산
이었음을 시사한다(수산리원로회 1994: 33). 이와 같이 수산리 일대에서는 탐라시대 후기
이후 생활유적의 존재가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문헌기록을 참고하면 ‘충렬왕 2년(1276년) 탑라치(塔剌赤)를 다루가치(達魯花赤)로 삼고
12)

수산평 일대에 원나라에서 가지고 온 말 160마리를 방목하게 된다’ 라는 기사와 고고자
료가 서로 정합적이지 못하다. 다시말하면 고고자료를 통해 보면 목장운영을 위해 말을
방목했던 수산평과 인접한 곳에 당시 몽골인의 거주지가 존재한다는 견해(강만익 2016:
90-91)와 반대로 구현되고 있다. 오히려 표선면 토산리 주변으로 대형 건물터군과 함께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한경면 고산리에는 동시기 유물산포지가 존재하는 점으로 미루어 차귀진성과 그
주변인 칠전동 일대에 원나라 주민들의 거주지가 조성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증보탐
라지』의 기사를 참고하면 차귀진은 고려 말 원나라 소속이었을 때 하치(哈赤)가 성을 쌓
13)

고 말을 기르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책 수산진조에는 탑라치가 망한 뒤에 방호
소를 이곳에 설치하였다고 한다(윤시동 1765). 따라서 동서아막이 설치된 이후 차귀에는
축성을 하였으나 수산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로 보건대 서아막
의 차귀진에는 주변에 원나라 주민들의 마을과 관부(官府)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동아막의 수산리에는 몽골인의 집단 취락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말들
의 생육과 관리를 위한 하치들의 임시적인 거주시설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동
시기 대형 건물터와 유물산포지는 오히려 토산현에 집중되고 수산에서는 축조된 바 없기
때문이다.
충렬왕 26년 동서도현 설치 당시 토산현은 확인되지만 수산현은 배치되지 못한 점도 이
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더불어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 21년(1439년)까지 수산진에는
성곽이 없었고 이후 축성된 후 다시 중종 5년(1510년)에 옛성을 복원하였다’라는 기사가
14)

확인된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수용하면 목호의 난 발생시 성곽에 의거하여 저항하였다
15)

는 기록을 취신하여 수산평에 방목 당시 축성 되었다는 견해(강만익 2016)는 재고의 여
지가 충분히 있다.

12)	『고려사』 충렬왕 2년 8월.
13) 윤시동,1765,『증보 탐라지』.
14) 『세종실록』 84권 21년.
15) 목호의 난이 발생하였을 때 ‘동도의 합적 석다시만(石多時萬)과 조장홀고손(趙莊忽古孫)등이 수백명을 거느리고 성에 의거하여 항
복하였다’는 기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강만익 2016: 221).

고고자료로 본 원나라 주민의 탐라 이주와 정착

43

<그림 8> 충렬왕 26년(1300년) 동서도현의 속현 배치 현황

목호세력은 명월포를 통해서 상륙한 최영의 토벌군과 명월촌∼어름비 일대를 거쳐 밝
은오름∼검은오름 그리고 새별오름 주변에서 1차적으로 대격전을 치르게 된다. 치열한
공방 끝에 목호세력은 대패한 후 연래와 홍로로 퇴각하면서 범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지만 수산평 주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문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
은 결국 탐라에 거주하던 목호세력의 결사항전을 대비했던 곳이 바로 명월리를 비롯한
주변 일대임을 반증해준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증보탐라지』를 참고하면 ‘제주성 북쪽 해안에 옛 관부의 터
가 남아있는데 충렬왕 때 원나라의 탑라치가 수산평에 말을 방목하면서 다루가치부(達魯
16)

花赤府)와 총관부(總管府)를 설치하였으니 이곳이 그 터인 듯하다’ 라는 기록이 찾아진
다. 이러한 문헌자료를 참고하면 당시 원의 관부는 용담동과 탑동으로 연결되는 해안변
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원나라 직할지의 관부는 제주시 원도심권에 축조되
17)

었음을 시사해 준다. 관부의 명칭은 여러차례 바뀌면서 총관부의 업무는 토호세력 혹은
탑라치에게 업무수행을 위탁하고 있다. 이것은 원나라에서 파견된 관인과 함께 토호세력
을 합류시켜 탐라를 군수산업기지로 활용하려던 계획임이 드러난다.
충렬왕 20년(1294년) 탐라가 고려에 반환된 이듬해인 1295년 제주목으로 개편된 이후

16)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증보 탐라지』 참고.
17) 기존의 성주, 왕자직인 토관직의 토착세력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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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왕 26년(1300년) 설치된 동서도현의 주현과 속현의 배치관계를 보면 <그림 8>과 같
다. 이러한 행정구조의 편제는 고려시대 탐라민의 거주지가 16개 군현이 설치된 지역에
중심취락이 형성되었다는 사실과 정합적이다(김일우 2004: 12-13). 이처럼 고려시대 속
현의 배치를 살피면 북부지역의 경우 탐라시대 후기의 취락 분포현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반대로 서남부지역은 속현의 설치가 탐라시대 후기의 취락에 비해 증가하는 대조
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로 원 간섭기 이후 서남부지역에 원나라 이주민들의
취락이 들어서면서 속현이 설치되었음을 함축하는 증거인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원나라
주민들이 기존의 중심취락을 벗어난 서남부지역에 이주하면서 이곳에 집중적으로 마을
이 조성되었음을 시사한다.

Ⅲ. 원나라 주민의 이주와 취락 형성
1. 원나라 주민의 이주
삼별초 평정 이후 원제국의 군사가 주둔하면서 원나라 주민의 이주가 빈번하게 이루어
진다. 초기에는 주둔군과 함께 관리를 파견하지만 범죄자들이 유배오면서 점차 이주민이
증가하게 된다. 충렬왕 2년(1976년) 수산평에 말 160필을 방목하며 시작된 국립목마장의
설치는 목호를 비롯하여 마필관리사와 기술자 그리고 그 가족구성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이주민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왕족과 그 일행의 유배, 다루가치의 파견, 탐라의 정
세를 살피고 일본 정벌을 사전 준비하기 위한 사신단의 파견, 원순제의 피난궁 축조를 위
한 기술자집단의 투입 등 탐라는 당시 원제국의 정치적 중심지에 해당할 정도로 유이민
의 이주와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게다가 이주민과 재지민의 통혼에 따른 다문화
세대가 출현하게 되고 반대로 왕족의 유배와 귀환으로 인해 이에 합류하는 탐라민도 존
재했을 것으로 인식된다.
더 나아가 원나라의 국립목장 운영과 연계된 재지민과 함께 관리인으로 성장한 계층 역
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원과의 교역에 참여했던 상인계층과 양마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하위계층, 원나라 이주민과 협업관계의 계층민, 양마를 운반하기 위한 조선 기술자,
통역관 등 다양한 계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대로 탐라시대 후기 이
래 지속적으로 취락을 형성하고 생활했던 탐라민들의 거점마을인 서북부지역은 계속해
서 재지민들의 터전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원나라 이주민을 통해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탐라민들의 교류도 항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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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헌기록에 나타난 원나라 이주민의 현황
연도

내용

유배 및 이주민

원 세조 10년(1273)

삼별초 평정(몽골군 주둔)

몽고군(500명), 다루가치 파견

元史

원 세조 12년(1275)

원나라 범죄자 1차 유배

도적 1백여명 유배

高麗史

원 세조 13년(1276)

수산평 방목(말 160필)

목호파견

高麗史

원 세조 14년(1277)

원나라 범죄자 2차 유배

죄인 70명 유배

高麗史

원 세조 19년(1282)

몽고와 한인군사 탐라 주둔

1400명

高麗史

원 무종 02년(1309)

살인을 저질러 변경 수비

제왕 발란해 유배

元史

원 인종 04년(1317)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 유배

위왕 아목가 일행

高麗史

원 순제 06년(1340)

패란해대왕(孛蘭奚大王) 유배

패란해대왕

高麗史

원 순제 33년(1367)

원 목수 원세(11명) 파견

원세 일행(가족 포함)

高麗史

원 왕족 1차 유배

양왕의 가속과 백백태자 일행

高麗史

원 유민 1차 이주(탐라에 정착)

원 유민(명의 臣民에 반대)

明太祖實錄

명 태조 15년(1382)

출전

명 태조 21년(1388)

북원 왕족 2차 유배

달달친왕(80여호) 등 황족 일행

高麗史

명 태조 25년(1392)

애안첩목아 등 제주 안치

애안첩목아(愛顔帖木兒) 등 4명

高麗史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 원나라 왕실의 제왕과 정치관료 혹은 범죄자 등 많은 이주
민이 탐라로 유입된다(T. 테무르 2017). 1273년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평정하기 위해
12,000명 정도의 군사력이 투입되었다. 이에 반해 1374년 최영장군이 목호의 난을 진압하
는데 25,605명의 대병력을 동원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목호세력이 갖고 있는 제주에
서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을 시사해 준다(박영철 2019: 16). 이와 같이 원나라 간섭기 동안
탐라에는 많은 몽골인이 유입되고 이주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는 사
실을 읽어낼 수 있다.
원나라는 1270년대 후반 제주 다루가치가 나주와 해남 등 전라도에 각종 역전을 설치하
므로서 한반도 내륙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를 교통요충지면서 교역의 거점으로
운영하였는데 1293년 원제국의 수역 노선망에 탐라를 포함시켜 중국 강남과의 교역망을 완
성하게 된다(이강한 2017: 89-90). 즉 쿠빌라이 칸은 대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내륙과 해양
세계 전역으로 연결되는 광범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려고 계획하였다(고명수 2009: 61).
1276년 몽골제국이 회회인을 파견하여 탐라에서 진주를 징수해 간 사건과 1280년대 철
과 향장목, 청자와 동저(모시)를 수탈했던 사례도 확인된다. 징발품 중에서는 탐라의 비
토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나라가 탐라산 물자보다는 내륙에서 유입되는 물자
확보에 더 치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1303년 수역 폐지 당시 원제국이 탐라
18)

인들에게 면해준 것이 비토산물(非土産物)이라는 기록 에서도 알 수 있다(이강한 2017:
18) 『원사』권 178, 열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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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 추정컨대 원나라는 한반
도 내륙의 물자를 중국 강남지역
으로 운송하기 위해 탐라를 경유
지로 활용하였는지도 모른다. 또
한 원나라는 1280년대 몽골군대의
축소와 함께 고려군의 추가 증원
을 요청하면서 관리를 함께 고려
정부에 이관하게 된다. 역시 원제
국이 탐라를 교역거점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서 적극 개발하고자 했
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이강한

<그림 9> 원 지배기 해상교역루트(안)

2017: 91-95).
한편 <그림 10>에서 제주도의 표
고도(경사도)를 살펴보면 한경과
성산지역이 가장 낮고 드넓은 평
탄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오름 분포현황을 보더라도 양
지역이 제일 적게 분포하고 있다.
표고도와 오름분포는 한경과 성산
지역이 넓은 개활지는 물론이고
비교적 낮은 평탄지를 이루고 있

<그림 10>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형과 표고도

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결국 원나라에서 말을 방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고
평지상의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원제국이 탐라에 국립목마장을 설치하고 동서
아막을 배치한 것은 제주가 갖는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원나라
의 행정지리적 구획은 충렬왕 26년 동서도현의 행정구역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동도현에 비해서 서도현에 속현이 많이 배치된 것은 농경과 어업이 유리한 자연조
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탐라 지배의 근거지였던 항파두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
해가 있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목축지 면적을 살펴보면 동도현 지역이 훨씬 넓어 촌락
분포가 축소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강만익 2016: 92).
<그림 1>의 탐라시대 후기 취락분포를 보면 충렬왕 26년의 속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앞서 <그림 7>의 고려∼조선시대 절터와 유물산포지 역시 서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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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시대 후기의 취락분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것은 원나라의 국영목장 운영과는
별개로 기존 탐라인들이 형성했던 취락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과 <그림
7>을 참고하면 탐라시대 후기의 서남부지역에는 소규모 유물산포지와 일시적인 동굴 및
바위그늘유적이 대부분이지만 고려시대 이후에는 유물산포지가 급증하는 현상을 앞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탐라시대는 물론이고 고려시대 이후에도 수산리 일대에는 취락과
관련된 유적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고려시대 이후 서남부지역에 유물산포지가 증가하는 것은 원
나라 주민의 이주 및 정착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서아막의 중심지로 알려진
수산리와 고산리에 원나라 이주민들의 마을이 조성되었다는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안덕면 사계리와 표선면 토산리에 대규모 건물터가 조성된 점을 고려하
면 탐라에 이주한 몽골인들의 집단 거주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말을 관리하던 목호들의 경우 수산평 일대에 게르와 같은 일시적인 거주시설을 설
치하여 생활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주의 방목은 지리적인 한계로 인해 이동식의 유
목형 방목보다는 정착형 방목이 더욱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림 10>의 제주도
표고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차귀와 수산평이 비교적 완만한 평탄대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착형 방목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토산리 일대에 거점취락을 조성하고 수산평에는 임시적인 거주시설을 마련하였는지도
모른다.

2. 원나라 이주민의 취락 형성
원나라 군사가 탐라에 주둔하면서 몽골의 물질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입되기 시작한다.
더불어 원나라에서 수산평에 말을 방목하며 시작된 국립목마장의 설치는 원의 목호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자들이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주를 통
해 당시 탐라에는 이주민 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이주민의 중심취락에는 관인 혹은
왕족이 생활했던 취락이 있고 방목과 관련된 기술자 집단의 취락이 형성되었으리라 추측
된다.
제주지역의 대궐터는 관아 성격의 공공건물이나 혹은 특권계층의 저택 등과 같은 시설
물이 들어섰던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일우 2015). 최근까지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고려
시대 취락이 형성되었던 곳은 구좌읍 김녕리, 제주시 건입동, 애월읍 광령리와 고내리,
곽지리, 한림읍 대림리, 한경면 고산리, 안덕면 사계리, 서귀포시 강정동, 표선면 토산리
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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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정동유적 대궐터는 2동의 건물
지가 조사되었는데 1호 건물지는 정면 4
칸, 측면 1칸 규모의 회랑식 건축물이다.
이 유구는 현대 다가구 건물과 유사한데
동시에 여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 출
토유물을 살피면 대체로 여말선초(14∼
15세기)의 상감분청류가 수습되고 있다.
14세기 후반대는 오히려 제주시 원도심
권 일대의 취락규모가 더욱 확대된다. 이
것은 서남부지역과 달리 원도심 일대가
관부의 중심이면서 탐라 재지민의 다운
타운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8>을 참고하면 16현의 관아
건물이 배치되었던 마을과 고고자료가

<그림 11> 강정동 대궐터 건물지 배치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동서도현
의 속현배치와 관련이 없는 강정동 대궐터는 고려의 행정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취락지임
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원명교체기에 탐라에 유배된 원 왕실과 그 가속들의 생활지였음
을 시사한다. 이처럼 고려시대 이후 생활유적과 유물산포지가 급증하고 있는 서남부지역
은 원 간섭기의 이주민들과 관련된 취락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
고 있다.
<표 2> 여러 마을지에 보이는 대궐터와 왕자터의 성격(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명칭

소재지

내용

오문밧

구좌읍 김녕리 2329번지 일대

김녕현사(金寧縣司) 추정터

대궐터

남원읍 하례리 283번지 일대

호아현(狐兒縣)의 행정관리들이 기거했던 집터

대궐터

서귀포시 서홍동 150번지 일대

대궐터

서귀포시 강정동 4264번지 일대

탁라왕(乇羅王)이 살았던 궁궐로 추정
큰 대궐 같은 집이 있어서 불려진 이름

대궐터

애월읍 고성리 1126-1번지 일대

삼별초군의 본영(本營)이 있었던 곳

현청터

서귀포시 상예동 1239번지 일대

예래현사(猊來縣司) 추정터

양왕자터

안덕면 화순리 333번지 일대

양왕자(梁王子)가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

왕자케

고산리와 용수리 경계 일대

왕자(王子)가 살았던 도량

벵듸 지세집터

애월읍 고내리 859번지 일대

군대가 상주하던 곳 곧 병사(兵舍)

홍로현(洪爐縣)의 관아가 있었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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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에서 대궐터로 불리는 곳은 대체로 현사
또는 관아와 관련된 건물이 자리했던 곳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강정동 대궐터와 고성리
대궐터는 16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나라 이주민의 생활했던 취락임은 분명
하다. 강정동 대궐터는 <표 3>의 문헌기록에서 그 성격을 살펴보면 원나라 이주민의 생활
터로 활용되었던 건물임을 짐작케 한다.
<표 3> 읍지와 여러 문헌에 표현된 강정동 대궐터의 성격(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저자

편찬시기와 문헌

내용

기능

송정규

1704,『해외문견록』

대궐터는 오직 이 밭에만
기와편이 많고 주춧돌이 있는데
궁실이 남아있는 터

「홍로궁터」는 원 순제가 제주도로 피난
궁실이 남아 있는 터

이원조

1842,『탐라지초본』

궁궐터의 초석이 잔존

가래촌 안에 있는 궁궐 초석이 있는 곳은
탁라왕의 도읍했던 곳

저자미상

1899,『대정군읍지』

궁궐터의 초석이 잔존

가래촌 안에 있는 궁궐 초석이 탁라왕의
도읍했던 곳

김태능

1967,「원순제의 피난궁전지와
백백태자의 묘」,『제주도』31

윤경로

1984,『향토강정』

궁궐 주춧돌의 남은 대리석
조각과 기와편이 있음

대궐터는 옛 가래현 당시에 현청 건물이
지어졌던 곳

김석익

1990,『십재집』

궁궐을 지었던 초석이 남아 있음

가래촌 안에 있는 궁궐이 남았던 터는
탐라왕자가 도읍했던 곳

서귀포시

1999,『서귀포시지명 유래집』

궁궐을 지었던 초석이 남아 있음

강정동-대궐터는 탁라왕이 거주했던 커다란
대궐같은 집으로 불려짐

제주대
박물관

2000, 『서귀포시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현재 지표상에는 주초석과 그
파편들이 확인됨

원에서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궁전,
법화사는 처음부터 사찰이고 궁전은‘강정동
대궐터’로 판단됨

가래촌 안에 있는 궁궐 유지는
가래촌 안에 있는 궁궐 유지는 애안첩목아가
방호소가 있었던 곳이므로 관아의
살집으로 지었던 남아있는 터, 혹은
유허
방호소의 관아 건물터

반면 송정규 제주목사가 1706년경 저술한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에 수록된 「홍로궁
기(洪爐宮基)」의 기사에 주목하여 강정동 대궐터를 원순제의 피난궁지로 상정한 논의가
있다. 즉 원순제가 피난궁전을 조영하다 중단했던 장소로 단정짓고 있다(김일우 2015).
하지만 전고에서 논의했듯이 원나라 건축기술이 적용된 건물은 법화사내 특수건물지가
유일하며 대궐터의 건축기술은 그렇지 못하다(김경주 2016: 142-143). 고고학적 맥락을
고려하면 강정동 대궐터를 원순제의 피난궁지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
19)

가 홍로현의 현사터에는 대궐터라는 명칭이 유래하는 점 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외문견록』에 따르면 ‘정의 일대의 그 어떤 곳도 옛부터 기와집이 없었으나 오직 이 밭
에서만 기와 조각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	서귀포시 서홍동 150번지 일대는 ‘대궐터’라는 지명이 남아 있으며 146-11번지에는 대궐터로 들어가는 ‘대궐터골목’이 위치한다
(서귀포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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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정조점>, 『탐라순력도』

<그림 13> <정의강사>, 『탐라순력도』

『중종실록』 중종 20년(1525년)의 문헌기사를 참고하면 1498∼1525년까지 대정현과 정
20)

의현 관아는 모두 초가(草家) 였지만 그 이전(1423~1497년)의 관아는 와가(瓦家)라고 기
록되어 있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b: 134). 그리고 『해외문견록』의 저술연대와 비슷한
시기(4년 정도의 차이)에 제작된 『탐라순력도(1702년경)』를 참고하면 정의현과 대정현의
관아건물이 와가로 표현되었다. 게다가 16현의 배치와 관련하여 살피면 강정동은 홍로현
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법환동의 범섬까지는 정의현에 편
입되지만 가내촌(현 강정동)은 대정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환동은 조선시대 법
적으로 정의현과 대정현으로 자주 바뀌면서 그 명칭이 유래하였다는 사실도 참고된다.
논의한 바와 같이 문헌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따라
서 강정동 대궐터는 동해방호소의 관아시설이거나 원나라 황실의 후예들이 유배지라는
견해가 오히려 설득력이 높다(김태능 1967).

20)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 따르면 ‘기와집은 매우 드물고 정의현과 대정현 등의 2개 군현 관사도 역시 초가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김 정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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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나라 이주민의 정착
1. 이주민의 정착
1267년 시작된 남송과의 전쟁은 1276년 항복을 받아내고 1279년 최후 저항군이 소멸하
면서 종결된다(양혜숙·박원길 2019). 1279년은 남송의 멸망과 함께 대도에 대성수만안
사의 사찰내 백탑이 건립되고 원황실의 사찰인 법화사의 중창이 완료된 해이기고 하다
(김경주 2016: 133). 따라서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탐라
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림 14>를 참고하면 원과 관련된 포구 및 지명과 유적이 대부분 제주 서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원나라와의 교역은 물론
운남(雲南)∼고려∼일본으로 연결되는 거점포구가 서남부지역에 위치하는 점으로 미루
어 주변지역에 원나라의 이주민과 함께 교역관련 주민들이 취락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다
는 것은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볼 원나라 관련 지명터가 많이 남아있는 점
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원대정군지(元大靜郡誌)』에 따르면 월라봉 동쪽 감산리경에 속칭 ‘말길( 질)’이라고 기
록된 공마로(貢馬路)가 확인되는데 구전에 의하면 ‘탐라가 원에 예속되었을 때 이 길을 통
해 당케(唐浦)에서 원나라로 공마를 수송했다’고 한다. 또한 ‘ 발통터’라는 지명은 말을
원나라로 보내기 직전 보호대를 채워 장거리 수송과 노역 그리고 군역시에 이용하기 위
한 조치를 취했던 곳이라고 한다(남제주군 안덕면 감산리 2002: 87). 그렇다면 감산리는
원나라에 말을 수송하기 위한 중간 점검지역에 해당한다. 『탁라국서(乇羅國書)』에는 ‘궁
산에 방묘가 셋 있고 … 또 군산에는 속칭 ‘왕자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원묘가 하나 있다’
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원 왕족의 분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산리 북쪽의 속칭 ‘돌호기’지경에 여말선초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방묘(方墓)가 있으
며 ‘허개동산’에도 숙석방묘라는 오래된 분묘가 도굴되거나 훼손된 상태이다(남제주군 안
덕면 감산리 2002: 88). 인근의 상창리 분묘 역시 이 지역 유력집단의 묘제에 해당하는데
원 왕족의 후손과 관련된 묘역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상창리분묘는 분
묘형태와 부장품을 근거로 13세기 후반∼15세기 전반에 조영되었다는 견해가 있다(김봉
찬 2013: 64). 이와 같이 감산리와 상창리를 비롯한 주변에 다수의 여말선초 분묘가 군집
을 형성하며 조영된 점을 감안하면 원지배기의 왕족과 그 후손들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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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원 간섭기의 관련유적과 지명터

한편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립부지내 유적에서 고려∼조선시대 분묘가 조
사되었는데 12기가 모두 목관묘 혹은 순수토광묘에 해당한다. 분묘에서 출토된 청자류는
대체로 13세기 이후이고 동반되는 청동유물도 13세기를 전후하여 제작되었다(제주문화
유산연구원 2013: 408-411). 이 묘제는 주변의 하원동과 중문동 그리고 토평동에 조성된
석곽묘와는 분묘형태와 조영방식이 전혀 다르게 축조되었다.
하원동 왕자묘와 강정동 관광미항부지내 Ⅱ구역 9호묘는 분묘 축조양상과 부장유물을
기준으로 13세기 후반∼1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김봉찬 2013: 61-62). 이를 수용
한다면 여말선초기의 분묘축조는
석곽형목관묘와 토광목관묘로 크
게 양식적 구분이 가능하다. 두 묘
제를 비교해보면 하원동 왕자묘와
강정동 토광묘의 축조방식과 규모
그리고 동반 출토유물 등에서 위
계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
한 여말선초에 조영된 금성리분묘
군에 대한 분석결과 피장자가 비교
적 상위계층의 신분으로 추정되는

<그림 15> 하원동 왕자묘 1호분(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고고자료로 본 원나라 주민의 탐라 이주와 정착

53

8호분 역시 석곽이나 호석과 같은 묘역시설을 일부 마련했지만 하원동 분묘와 비교할 정
도의 위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동시기 방형석곽묘는 도내 최고
상위계층의 분묘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백백태자 혹은 원나라 왕족의
분묘에 비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후자는 이 보다 낮은 계층의 무덤양식임은 쉽게 유추해
21)

낼 수 있다.

<그림 16> 금성리유적 려말선초 분묘(8호분)

<그림 17> 금성리(8호분)유적 출토유물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제주고고학연구소 2013)

이와 같이 원명교체기에 한정되어 위계가 높은 석곽형 목관묘가 일정지역에 집중적으
로 축조되는 것은 원나라 말기의 왕족과 그들의 가속이 제주에 유배되어 사후에 조영된
원식 분묘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현재까지 문헌기록에 ‘성주묘’라고 알려진 사례는 없
고 다만 ‘왕자묘’라고 불리는 묘는 더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한 사료를 고려하여도 토착관
료인 성주와 왕자묘에 대응하기에는 분묘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고고학적
근거는 결과적으로 13∼14세기대 조영된 판석조의 석곽형 목관묘가 매우 이질적이고 외
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여 조영된 묘제임을 추정케 한다. 원명교체기 원나라 왕족의
유배와 관련하여 명나라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김경주
2016: 147-148).

21)	석곽을 조성한 목관묘는 13세기 중엽부터 출현하며 15세기 초에 감소하다 16세기 이후 소멸한다. 반대로 순수토광묘는 15세기
초 분묘축조가 증가하며 16세기 이후에는 제주의 주 묘제로 활용되고 있다(김봉찬 20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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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동 왕자묘와 토평동분묘, 상창리분묘는 모두 판석형 석재를 사용하여 석곽을 조영
하였고 목관을 안치하기 위한 묘광이 조성되어 있다. 분묘의 봉토과정을 살펴보면 성읍
리와 화북동분묘는 묘광과 목관 사이에 충진토가 확인될 뿐 봉토분 축조과정에서 성토층
이 단순하다. 그러나 하원동과 토평동, 중문동, 상창리 등 서남부 일대의 석곽묘는 생토
층 상부에 모래와 숯을 두텁게 깔아서 시상대를 조성한 후에 목관을 안치하는 축조방식
을 채용하고 있다. 이처럼 숯과 모래, 점토가 분묘의 성토층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비교적
이른 여말선초에 조영된 무덤이고 늦은시기로 갈수록 모래와 숯의 활용이 감소한다(김봉
찬 2013: 28).
서남부지역 분묘의 숯과 모래를 이용한 봉토분 성토는 동시기 육지부에서도 거의 확인
되지 않는 축조패턴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 서남부지역의 상장의례가 매우 이질적으로
22)

진행되었음을 함의한다.

이는 기존 제주지역에서 조영되는 여타 석곽묘의 축조방식과

는 달리한다고 해석된다. 즉 성읍리 또는 화북동분묘와 비교하면 서남부지역의 석곽묘는
판석형 석재의 사용, 성토방식에 의한 봉토분의 조영, 묘광의 축조시 심장법을 활용하는
공통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성리유적의 예와 같이 일반적인 탐라
인의 묘제는 직장묘 혹은 목관묘에 한정되고 있다. 탐라의 토착호족이나 하급관료의 경
우 일부 석곽묘가 축조된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인 분묘형태는 아니다. 이로 보건대 서남
부 일대에 축조된 이질적인 방형 석곽묘는 제주에 유배온 원나라 왕족 혹은 그 후손들과
연관된 무덤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원 간섭기에 제주에는 많은 몽골인들이 이주하여 재지의 탐
23)

라인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나라 이
주민들이 생활했던 취락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생활상
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도 최근 강정동 대궐터에서 14∼15세기대 건물지와 함
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건물지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맥락을 살피면 원 간섭기 이
주민들의 취락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 목호의 난이 최종 항거지역인 범섬 앞의 강정동 일대 너븐들(새포, 塞浦)에는 당시
전투와 관련된 지명이 산재하는데 ‘군자왓’과 ‘굴왓’ 그리고 ‘군성’등이 그것이다. 또한 강
정동 대궐터 인근에는 ‘옥도루’라는 지명이 있는데 죄수들을 가두어 두었던 옥이 있던 장
소를 말한다(강정마을회 1996). 이것은 원나라에서 유배 온 죄수들의 옥터일 가능성도 배

22)	김봉찬은 이러한 분묘축조 방식이 제주지역 일부 상위계층에서 주자가례에 의한 상례문화가 시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김봉찬
2013: 29).
23)	제주에는 대원(大元)을 본관으로 하는 다양한 성씨가 남아 있는데 원나라 후손들이 제주에 정착하여 동화되면서 삶을 유지한 결과
이다(김동전 2007; 배숙희 20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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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전설이나 구전에 등장하는 지명을 맹신하여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
다. 최소한 이와 관련된 물질적 자료, 즉 고고학적 근거가 뚜렷하게 드러나야만 논리적
인 설명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산평에 말 160필을 방목하였다는 기록만을 취신하여 성산
읍 수산리는 동아막의 운영과 관련한 하치들이 살았던 마을이 조성되었다는 주장(강만익
2016: 90-91)은 고고자료를 대입해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아직까지 수산리 일대에
서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산포지는 알려진 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렬왕 26년 동서
도현 개편시에 16개 속현중에 수산현은 문헌기록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산평 일대가 동아막의 정치적 중심지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충분하다.

2. 이주민의 재지화
충렬왕 26년 동서도현이 배치되고 같은 해 탐라총관부가 설치된다. 문헌기록을 참고하
면 14세기 전후 제주지역은 16개 속현이 등장한다. 속현의 분포현황과 고고자료를 대입
해 보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는 16개 속현을 중심으로 거점마을이 분포하고 있었음
을 가리킨다.
<그림 8>을 참고하면 대체로 서북부지역에 6개 속현［귀일→고내(6.2㎞)→애월(1.9㎞)→
곽지(2.1㎞)→귀덕(1.1㎞)→명월(5.7㎞)］이 집중되고 있으며 반대로 서남부지역으로는 4개
속현［산방→예래(7.0㎞)→홍로(15.7㎞)→호아(7.0㎞)］이 비교적 폭넓게 거리를 두고 분포
하고 있다. 속현의 배치를 보면 서북부는 탐라시대 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고
려시대 탐라의 재지민은 탐라시대 후기의 중심취락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남부지역은 전자와 달리 속현간 거리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탐라시대 후기의 유적분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서남부지역 16현의 배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지배기 이주민의 취락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
고 있다.
특이한 점은 탐라 후기의 교역거점이었던 종달리에 속현이 설치되지 못하였는 바 고려
24)

시대 이후 축소되거나 아니면 교역중심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고려시대 취
락과 동서도현의 속현 분포현황을 살피면 동남부지역에서의 인구밀집화 혹은 거점취락
의 조성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논의한 바와 같이 탐라시대 이래 제주의 취락은 대부분
서북부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4세기를 전후하여 서남부지역에

24)	원 간섭기 이전까지는 교역의 중심지가 남해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남부지역의 루트가 이용되었다면 원 지배기에는 개성
혹은 중국 경원지역과의 교류과정에서 서해안루트를 활용하기 위해 동북부지역이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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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교적 규모가 큰 취락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취락의 분포는 원지배기 동서아막의
행정구조를 바탕으로 동서도현 설치와 함께 16개 속현의 배치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표 4> 원나라 후손들의 기록에 대한 해석
연구자

내용

출전

성해응

명태조가 운남을 평정하고 양왕의 가속들을 탐라로 옮기었다.
제주 중 梁, 安, 姜, 對씨는 모두 그 후예이다.
본토박이 梁姓은 본래 良씨가 후에 梁으로 고쳤다.

成海應, 1840, 『硏經齋全集』外集
권61 「筆記類 ○ 蘭室譚叢耽羅梁姓」

김태능

화순리에는 ‘양왕자터’라는 곳이 있다. 또 양씨들이 많이 살고 있으나 서로 촌수를
댈 수 없는 양씨들도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양을나 후손 양씨가 있고 양왕의
후손 운남 양씨들도 있었던 까닭인 듯 하다

김태능, 1976, 「군산 및 주변지역
– 지명유래와 전설」, 『南濟州』
33호, 남제주군청

박용후

양왕자 유허(遺墟)는 안덕면 화순리 마을변에 있으니 노인들이 말하기를
‘그곳을 양왕자밭(梁王子田)’이라고 한다. 명나라는 운남을 평정하여 양왕 자손
백백태자와 그 아들 육십노 등을 제주에 안치하였다.
그들의 거주지가 아닌가 추측된다

박용후, 1978, 『南濟州郡誌』
「28. 古蹟 및 史蹟」, 상조사

다시 말하면 서남부지역의 경우 탐라시대 후기까지는 예래동과 색달동유적을 제외하고
는 유물산포지와 취락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기를 전후해서 4
개의 속현이 배치되는 것은 원지배기 이후 이주민들이 새롭게 조성하면서 성장한 취락임
을 추정케 한다. 결론적으로 서남부지역의 4개 속현은 원지배기 이전에는 소규모 촌락이
었지만 몽골 이주민과 왕족 가속이 정착하면서 마을의 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였
음을 웅변해 준다.
앞서 언급했던 서남부지역의 취락은 동서도현의 속현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원나라 이
주민의 취락이 행정구조 개편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서남부의 속현은 원
지배기 동안 그들의 다양한 이주민과 함께 통혼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구성원들이 거주하
면서 조성된 거점취락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취락은 고려의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하
나의 속현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서남부지역 일대의 구전과 문헌기록을
참고하면 ‘대궐터’와 ‘왕자묘’ 그리고 ‘양왕자터’ 등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것은 고고자료
를 통해서도 살필수 있는데 법화사를 중심으로 강정동을 비롯한 하원동, 감산리 주변에
밀집분포하는 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목호의 난이 발생한 이후 고려 최영장군에 의해 토벌 당시의 경로<그림 18>를 살피면
명월포에 상륙후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다. 주목할 부분은 어음리와 상명리 그
리고 금악리와 봉성리 일대의 산발적인 전투 이후 서남부지역으로 축소되면서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목호의 토벌 경로를 참고하면 그들의 중심적인 생활무대가 서남부지역이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만일 동아막 일대가 그들의 핵심 활동무대였다면 아마도 최후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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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공민왕 23년(1374) 목호의 난과 최영장군의 토벌 경로

전지는 수산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목호들의 최후 항전지인 범섬을 평정하기 위해 최영장군의 군대가 법환동 일대에서 주
둔하였는 바 이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최영장군이 숙영하
였다는 데서 유래된 ‘막숙(幕宿)’, 성을 쌓았던 ‘군자왓(軍城)’, 활쏘기를 연마했던 ‘사장(射
場)앞’, 병기를 만들었던 ‘병듸왓’, 범섬을 공격하기 위해 나무로 배를 엮어 범섬까지 연이
었던 ‘배염줄이’, 군사를 조련 시켰던 ‘오다리’등 마을 전체가 목호를 토벌하기 위해 주둔
했던 군대와 관련된 지명들이 잔존하고 있다(법환마을회 2000).
홍무(洪武) 5년(1372년) 명나라 군대가 북원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면서 전투력이 크게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주원장의 입장에서는 양왕의 역할에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양왕의 가속과 위순왕의 아들 백백태자를 탐라에 유배를 보
낸 것은 북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취한 조치이다. 바꾸어 말하면 홍무 5년
명군을 크게 대파했던 북원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운남세력과의 연계를 방해하기 위한 목
적으로 운남지역의 제왕들과 그 가속들을 고립된 탐라에 유배를 보냈던 것이다. 왜냐하
면 명왕조의 통제 이후에도 운남지역에서 몽골인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T.테무
르 2017: 37).
명나라가 북원을 정벌한 후 귀순한 달달친왕(達達親王) 등 80여호를 모두 탐라에서 살
게 하고자 고려를 통해 거처로 사용할 방을 수리하도록 명하므로 고려에서는 사신을 파

58

제37호

25)

견하여 신구의 방 85개소를 수리하였다. 문헌기록을 참고하면 달달친왕의 유배 이전에
이미 탐라에는 기왕에 유배된 몽골족의 거점취락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기존 주거지를 증
개축하여 이들과 함께 생활했음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강정동 대궐
터의 회랑식 건물지 조성은 일시적으로 여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다가구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원나라 이주민이 생활했던 거점취락은 법화사가 위
치한 하원동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취락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강정동 대궐터 역시 원
나라 이주민들의 취락중 하나이며 원명교체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을이 크게 성장하였
다고 생각된다.
명나라 정권에 대항했던 북원은 고려와 연합하여 명을 공격하려 하였다. 북원과 고려의
사신 왕래가 홍무 10년(1377년)에 11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양국
의 우호관계가 이때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윤은숙 2006: 210-211). 이와 같이
고려 정부는 북원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77년까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홍무 20년(1387년) 명나라가 북으로 진격하여 압박하자 북원의 군사력이 크게 약
화된다. 결국 14세기 후반 이후 고려와 북원의 관계는 소멸되고 명나라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원의 왕족과 그 후예들은 고려정부의 대우가 축소되었고 조선
26)

건국 이후에는 재지민과 함께 정착하게 된다. 백백태자의 아들 육십노가 명나라의 소환

을 받고 가기 전에 고려조정에 ‘내가 제주에 이미 5∼6년 있었으나 제주에는 좋은 말이 매
27)

우 적다’ 라는 기사를 통해 14세기 후반(1390년)에는 목호세력이 대부분 재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성씨조에는 원에서 온 10개 성(趙·李·石·肖·姜·鄭·張·
宋·周·秦)과 운남에서 온 4개의 성씨(梁·安·姜·對)가 조선 초기까지 제주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원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제주에 남겨진 14개 성씨는 조
선 초기 제주도 43개 성씨중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이개석 2006: 115-116). 또한 하원리
의 『호적중초』를 살피면 대원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확인된다(배숙희 2012b). 이로 보건
대 원나라의 이주민과 그 후예들은 제주 서남부지역의 법화사를 거점으로 재지민들과 동
화되어 제주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원나라는 탐라를 정치적으로는 유배지, 군사적으로는 남송과 일본 정벌의 전초기지, 군
사기지화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군수산업기지화하여 운남∼고려∼일본으

25)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신우 14年 12月.
26) 주원장이 1389년 백백태자의 아들 육십노를 소환한 것은 운남을 토벌한 이유와 무관치 않다.
27) 『고려사』 공양왕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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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는 동아시아의 교역거점으로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법화사의 중
창을 통해 불교의 성지화를 구현하기 위한 원의 직할지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원나라 이주민들이 대거 서남부지역으로 옮겨와서 정착하였고 그들은 재지민들
과 융합되면서 점차 재지화 과정을 거쳐 제주인으로 변해 간다.

Ⅴ. 맺음말
삼별초 평정후 원나라는 군사를 주둔시키면서 탐라를 군사기지로 삼고 1세기 동안 직
할령으로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원나라 주민들이 제주에 이주하
여 취락을 형성하고 생활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원나라 주민들의 이주와 취락을 조성하
면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원 지배기 이전의 탐라시대 후기 취락과 고려시
대 이후의 취락분포정형을 검토하고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탐라시대 후기의 제주사회는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심취락이 형성되었고 동북부
의 교역중심유적과 서북부의 물류생산 및 유통을 위한 취락권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탐라 후기 사회는 서북부와 동북부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
다. 서남부지역은 철기시대 이래 형성되었던 거점취락이 해체되면서 소규모적인 촌락으
로 축소된다. 반면 동남부지역에서는 고고학적 유적과 취락분포가 찾아지지 않는다.
고려시대 취락의 분포현황을 살피면 서북부의 경우 탐라시대 후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확
인된다. 하지만 서남부지역은 이전 시기에 비해 유물산포지가 급증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원 간섭기 이후 원나라 이주민들의 취락이 서남부지역에 조성되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충렬왕 26년 서남부지역에 동서도현의 속현이 설치된 것은 원나라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조성된 마을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의미하는 증거인 셈이다.
충렬왕 2년 수산평에 말을 방목하면서 국립목마장이 운영되기 시작하는데 당시 양마와
관련된 목호와 그 가족구성원들이 대거 제주에 이주하게 된다. 이들은 말을 키우고 원나
라와의 교역을 위해 서남부지역의 포구를 활용하였고 근처에 취락을 형성하여 생활하게
된다. 강정 대궐터는 원나라 이주민들의 거점취락으로 상정되며 주변에 분포하는 법화사
지, 왕자묘, 왕자터 등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문헌기록을 취신하여 수산평이 동
아막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지만 고고자료를 분석해보면 정합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산리를 동아막의 거점취락으로 단정짓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나라 주민들은 서남부지역에 이주하여 거점취락을 조성하였고 또한 그들의 분묘는
탐라민의 양식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이질적인 묘제를 축조하고 있다. 원명교체기에 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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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쇠퇴하면서 고려정부는 명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에 거주했던
목호세력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최영장군의 토벌군에 의해 평정된다. 목호세력이 소멸되
면서 기존에 탐라에 거주하던 이주민들은 토착화되고 재지화 과정을 거쳐 점차 제주인화
되어 간다.
▶논문접수일(2019.12.9) ▶심사완료일(2020.2.12) ▶게재확정일(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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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migration and Settlement of People from
Yuan Dynasty through Archaeological Sources
Kim Kyoungju
(Je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After quelling Sambyelcho, Yuan Dynasty dispatched its own army in Tamra,
made it its military station, and ruled directly the island for a century. Therefore, people
from Yuan Dynasty with various classes moved to Jeju Island, formed towns and live
there. In the late age of Tamra, towns and communities were formed centering on the
original downtown, and then those for exporting and importing in East-north and those for
producing and distributing goods in West-north were build in Jeju. However, there were
no downtowns in West-south, and East-south regions. In the era of Goryeo, the situations
were not largely different from the late Age of Tamra, and yet, there were increasing
relic distributed areas in West-south region. It implies that the towns developed by the
immigrants from Yuan Dynasty were concentrated in these areas. In particular, in the 26th
year of King Chungryeol, a sub-county in West-south region was installed, and it is an
evidence to show that the towns of the immigrants were largely developed.
In the second year of King Chungryeol, as horses were grazed in Susanpyeong, and
national horse raising farm started to be operated, and Mokhos for raising horses, and their
family members moved to Jeju Island. They used the ports in West-south region for raising
horses and exchanging with Yuan Dynasty, and lived in nearby areas, forming towns. The
site of Gangjeongdong Palace seems to be the center of the immigrants from Yuan Dynasty,
and the sites of Beobhwasa, Prince's tomb, and Prince's space seem to prove the fact. In the
time between Yuan and Ming Transition, North Yuan lost its power and Goryeo government
starte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Ming Dynasty. Accordingly, Mokho communities
in Jeju Island rose in revolt but General Choi Young's punitive force put down them. As the
community of Mokho disappeared, the existing immigrants from Yuan Dynasty became
assimilated into Jeju people through the process of relocation.
Keywords : Immigrant, Mokho, the Site of Beobhwasa, Prince's tomb, Centering t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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