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주산성 석성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 개최 계획
ㅇ 일

시

- 학술자문회의 : 2019. 10. 08(화) 14:00시
ㅇ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번지 일원(문화재 발굴조사 현장)

ㅇ 참석대상 : 관람객 20~30명 내외

□ 발굴개요
ㅇ 허가번호 : 제2018-1455호
ㅇ 발굴사유 : 유적 보존 정비
ㅇ 사업시행사 : 고양시장(문화유산과장)
ㅇ 조사기간 : 2019. 07. 16. ~ 2019. 10. 08.(현재)
ㅇ 조사기관 : (재)한양문화재연구원
ㅇ 조사범위 : 발굴조사 3,000㎡
ㅇ 조사결과
- 행주산성 발굴조사 결과 행주산성 정상을 두르는 석성의 범위 및 구조, 석성과 연접하
는 토성이 확인됨.

□ 기타 참고사항
ㅇ 연락처 : 조사단장 강병학(전화:010-8914-2971)
조사원 안성현(전화:010-6495-6786), 김한성(전화:010-5755-4832)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오시는길
대중교통 이용시
고양시청 1082, 82, 85-1 탑승 -> 행주산성 정류장 하차 -> 행주산성 정상까지 도보
이동 –> 발굴조사 현장 도착

자가이용시
올림픽대로-> 개화IC –> 행주대교 고양방면 –> 행주외동 행주산성 방면 –> 행주산성
로 우회전 후 1.3㎞ 이동 –> 행주산성 주차장1 도착 –> 행주산성 정상까지 도보 이동
–> 발굴조사 현장 도착

<도면 2> 조사지역 전체 현황

<도면 3> 발굴조사 현황

<도면 4> 1지점 전경

1지점
· 초축성벽과 초축성벽의 치 확인.
- 치는 지대석을 둔 구조인데 반해 초축성벽은 하부와
상부가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함.
→ 초축성벽과 치는 시기차이가 있음.
<도면 5> 초축성벽 및 개축성벽

· 초축성벽 이후 축조된 개축성벽과 보축성벽 확인.
- 보축성벽은 초축성벽 치의 외부 보강토를 절개하고
축조됨.
→ 보축성벽 역시 치와 시기 차이 있음.
· 테뫼식 토성의 서벽은 덕양산 정상부를 따라 축조되었
을 가능성 높음.

<도면 6> 초축성벽 치

<도면 7> 4지점 전경

<도면 8> 석성-개축성벽-

<도면 9> 석축성벽 및 토성 기단석렬

4지점
· 개축성벽, 보축성벽, 테뫼식·포곡식 토성이 확인됨.
→ 테뫼식과 포곡식 토성의 접합부가 조사되지 않아
내성과 외성 구조의 복합성인지, 시기가 다른 토성인
지 알 수 없음.
· 테뫼식 토성은 석축성벽이 폐기된 이후에 설치됨.
·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된 외성의 축조 시기는
<도면 10> 토성 토층

고려시대로 밝혀짐

<도면 11> 5지점 석성 외벽

5지점
· 석축성벽, 보축성벽, 테뫼식 토성이 확인됨.
· 석축성벽은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한 기단보축이 설
<도면 12> 5지점 석성 및 보축성벽

치됨.
· 토성은 통일신라시대 보축성벽이 폐기된 이후 축조
됨.
· 5지점 남동쪽 부분 토성은 진행방향이 다른 지점과
다름. 석축성벽 외부에서 5m정도 이격된 곳에 기단
석렬이 위치함.

<도면 13> 5지점 토성벽 토층

<도면 14> 7지점 전경

7지점
· 석축성벽, 치, 테뫼식 토성의 치가 확인됨.
· 석축성벽은 선대 유구(단상을 이루는 보축성벽) 상
<도면 15> 토성 외벽부

부에서 축조됨
→ 개축성벽보다 후행할 가능성이 있음.
· 외부에 치가 설치되었으나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없음.
· 테뫼식 토성의 성벽은 덕양산 정상을 따라 축조됨.
· 토성의 치 축조수법은 테뫼식 토성 성벽과 유사함.

<도면 16> 개축성벽 및 성벽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