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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의 조달, 공공 건물로서 五里亭과 련하여 -

구 산 우*

1)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유 의 치와 성격, 출토 유물

Ⅲ. 기와 명문의 독과 분석

Ⅳ. 禑王 13년 이 의 동래군 치소성, 五里亭과의 련성

Ⅴ. 맺음말

| 국문 록|

최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에서 고려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 유적

은 전체적으로 건물지가 중심을 이룬다. 두 구역으로 이루어진 이 유적에서 하나

의 구역에서는 대형 건물지가 만들어졌고, 다른 구역에서는 여기에 부속되는 건물

로서 亭子나 그에 준하는 소규모 건물이 지어졌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 중 대부분은 고려시기의 대표적 유물인 靑瓷였고, 총 176점

의 기와 중 銘文이 새겨진 기와가 24점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기와 명문은 禑王 

13년 이전에 만들어진 東萊郡 治所城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 유적은 우왕 13년 이전에 건설된 동래군 치소성과 같은 시점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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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 13년 이전에 조성된 동래군 치소성과 이 유적은 직선으로 5.8km의 먼 거

리에 떨어져 있다. 기와는 동래군의 州縣軍을 동원하여 조달하였을 것이다. 두 명

의 戶長들이 주현군과 白丁 농민, 불교사원의 신도를 지휘하여 동래군 치소성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 기와를 만들고, 또 그 기와를 이 유적까지 운반하여 이 유적의 

건설에 필요한 물자로 공급했을 것이다.

우왕 13년 이전에 조성된 동래군 치소성의 客  건물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과 

鄕吏의 가장 우두머리인 호장의 표기에서 성씨와 이름을 모두 기록한 점을 동시에 

감안하면, 동래군 치소성이 건설된 정확한 시점은 1373년(恭愍王 22)으로 추정된

다. 그 14년 후인 1387년(우왕 13)에 동래군 치소성을 내륙으로 옮겼고, 그것이 조

선시기의 동래 邑城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이 유적은 고려시기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5里의 거리에 있는 공공 건물인 五里

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기의 오리정의 존재와 그 기능은 과거에 급제한 

進士가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거행한 환영 행사인 榮親 를 통해 알 수 있다.

핵심어 : 부산 동래, 고려 유적, 기와 銘文, 東萊郡 治所城, 戶長, 州縣軍, 五里亭

Ⅰ. 머리말

최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 일원에서 고려 유적이 발견

되었는데, 여기서 다수의 유물들과 함께 銘文을 새긴 고려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이 글은 여기서 출토된 기와 명문을 새로이 판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려시기 東萊郡 治所城의 건설과 온천동 330번지 유

적의 성격을 새롭게 검토하려고 작성하였다.

온천동 330번지의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을 분석하면, 이 유적을 

조성할 때 사용한 기와와 동일한 것이 禑王 13년 이전에 건설된 동래군 

치소성에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1) 후술할 <그림 12>에서 보듯이, 

1) 禑王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에 대해서는 구산우, ｢고려시기 

面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30, 2011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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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유적은 직선 거리로 5.8km의 먼 거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유적에서 사용한 기와가 동일한 것이라면, 이 두 유적은 동시에 조성

되었고, 동일한 가마에서 만든 기와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

려시기 동래군 지방사회 운영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

에 이 점은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과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

소성 건설에 내포된 다음의 여러 문제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첫째, 발굴단은 온천동 330번지 유적이 亭子를 포함한 공공 건물이 

조성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견해를 존중하여, 고려시기에 동

래군 치소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된 정자를 포함한 공공 건물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세고고학의 발굴 

결과를 토대로 고려시기 향촌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 건물의 한 사

례를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공공 건물이 어떤 것인

가를 논증하지는 않았다. 고려시기에 科擧에 새로 급제한 사람이 고향

에 돌아올 때, 급제자의 출신지 고을에서 행해지는 환영행사인 榮親

를 거행하는 공공 건물로 五里亭이 있다. 五里亭이란 명칭은 守令의 집

무청에서 五里의 거리에 있는 亭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오리정은 兵馬

使와 지방 수령이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파견된 宰樞나 元帥를 영접하

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온천동 330번지의 유적은 오리정의 실제 운영 

사례와 관련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멀리 떨어진 곳에 각각 조성된 두 곳의 공공 건물에 동일하게 

사용된 기와의 제작과 운반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루어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고려시기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진 치소성의 건

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의 많은 사례에서 달리 찾을 수 없는, 이곳만의 

유일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 고려시기에 지역을 달리하면서 동시에 추

진된 복수의 공공 건물의 건설에 필요한 기와가 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곳으로 공급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동래군 치소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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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하면서 제작한 기와를 이와 지역을 달리하면서도 동래군 치소성과 

동시에 추진한 온천동 330번지 공공 건물의 건립에 공급하여 사용하였

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지금까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동래군 치소성

이 우왕 13년 이전에 조성된 것은 분명하나 자료의 부족으로 그 구체적 

연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 건립 연도에 대해서, 기와 명문

과 선행 연구2)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의 분석을 통하여 

이상과 같은 점을 검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려시기의 치소성의 건설

과 그에 필요한 기와의 생산과 수급, 오리정을 비롯한 지방 관청에서 운

영하는 공공 건물에 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Ⅱ. 유 의 치와 성격, 출토 유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고려 유적에서

는 다수의 유물들과 함께 명문을 새긴 고려 기와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 

발굴 기간은 2013년 10월에서 2014년 6월까지이며, 보고서는 2016년에 

간행되었다. 다음은 그 보고서의 서지 사항이다.

최종혁 외, (부산 온천동 소방안전체험관 건립공사부지 내) 釜山 溫

泉洞 차밭골 遺蹟,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재단법인 부경문물연구

원, 2016, 총 377쪽.

이 유적은 출토된 유물이나 유구의 형태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건물지

2) 이종서, ｢고려시대 성씨 확산의 동인과 성씨의 기능｣, 역사와 현실 108, 2018, 322~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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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중심이 된다. 발굴단은 유적을 Ⅰ구역과 Ⅱ구역의 두 부분으로 나

누어 정리했는데, 이는 두 구역이 갖는 유적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었다.

Ⅰ구역에서는 소토층을 경계로 상층에서 2동의 건물지와 축대, 기단

석렬 등의 부속 시설이, 하층에서는 3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Ⅱ구

역에서는 하층과 상층에 각각 조성된 1동과 2동의 건물지를 합한 총 3

동의 건물지가 있었으며, 아울러 건물지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된 축대

와 담장, 기단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Ⅰ구역 복원도이다.

<그림 1> 온천동 330번지 유 의 Ⅰ구역 복원도



256  항도부산 43

Ⅰ구역 하층에 조성된 3동의 건물지는 단칸 구조의 방형 건물지 2동

(3․4호), 2×1칸 구조의 장방형 건물지 1동(5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건물지는 서로 다른 중심축으로 조성되었는데, 이 중 4호․5호 건물지

는 중복된 상태를 보인다. 주변부의 기단석렬과 축대의 배치 형태로 보

아  3․5호 건물이 먼저 조성된 뒤 5호의 대체 혹은 별도의 목적으로 4

호 건물지를 추가하여 만든 것으로 본다. Ⅰ구역 하층에 조성된 3동의 

건물지는 모두 문을 세운 건물로 추정하고 있다.

Ⅰ구역 상층에 2동의 건물지 중 1호는 이 유적 전체에서 가장 큰 건물

지이다. 1호 건물지는 조사 구역 중앙부 상단 대지에서 발견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방형이고, 도리칸과 보칸이 각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

모는 정면 860cm, 측면 930cm이다. 주심 간격은 정칸 340cm, 협칸 

260cm이며, 측면(보칸)은 3칸 모두 약 300cm이다. 1호 건물지 앞에 조

성된 기단석렬, 축대 등을 비롯한 Ⅰ구역에 있는 유구 대부분의 중심축

이 1호 건물지와 일치한다. 그리고 조사구역 내외부에 설치된 모든 출

입로는 모두 1호 건물지로 집결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런 점을 근

거로, 발굴단은 1호 건물지가 Ⅰ구역 상층 유구의 중심 건물이면서 전

체 유적에서 가장 권위성을 갖는 건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호 건물지는 조사구역 남단의 진입로 변에 있으며, 그 형태는 도리

칸 4칸, 보칸 2칸 형태의 장방형이다. 규모는 정면 930cm, 측면 370cm

이다. 주심 간격은 정칸 260cm, 협칸 230cm, 측면 퇴칸은 180cm, 배후 

퇴칸은 140cm 내외이다.

3호 건물지는 단칸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규모는 정면 550cm, 측면 

450cm이다. 4호 건물지도 단칸 구조이며, 규모는 정면 300cm, 측면 

300cm이다. 5호 건물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형태이며, 규모는 정면 

300cm, 측면 350cm이다.

다음은 Ⅱ구역 복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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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천동 330번지 유 의 Ⅱ구역 복원도

Ⅱ구역에서 확인된 3동의 건물지는 부지의 최상단 평탄지에 있는 1

호, 谷부의 서쪽 끝 경계지에 있는 2호, 진입로와 연결된 입구부 측면

에 있는 3호 등인데, 조사구역 북․서․동단에 각각 조성되었다. 3동의 

건물 사이에 형성된 마당 서쪽에는 石燈의 기초로 추정되는 원형 적심

석이 1기 조성되었다.

1호 건물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에 가깝고, 주심 간격은 정면 460 

cm, 측면 490cm 내외의 단칸 구조로 만들어졌다. 2호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과 측면 모두 490cm 내외의 단칸 구조였다. 3호 건물지는 발굴 당

시에 모두 삭평되고 초석적심석 5기만 남았는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

었다. 잔존한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고, 그 규모는 주칸 거리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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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0cm, 측면 202cm이다.

발굴단은 이 중에서 1호 건물지가 부지 내 최상지에서 유일하게 확인

되는 건물지로서, 배치 상태만으로 볼 때 Ⅱ구역의 중심 건물로 판단하

고 있다.

1호 건물지가 단칸 구조이고 주심 간격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넓으

며, 이 건물 외곽에 인접하여 길이 1m 내외의 암석이 초석적심석보다 

훨씬 노두된 점을 근거로 일반 건축물보다 마루를 높게 설치한 亭子형 

건물로 추정한다. 

한편 1호 건물지 배후에는 건물과 동시에 사용된 배수로(3호 溝)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사용된 배수로(2호 溝)가 하부에

서 추가로 발견되었다.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2호 구는 바닥면에 피열

과 소결흔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내부의 퇴적토 전체에 다량의 목탄과 

재가 혼입된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Ⅰ구역 소토층 하부의 유구와 같

은 시기에 폐기된 시설로 추정하였다. 이 점을 근거로 발굴단은 1호 건

물지가 2호 건물지 및 선대 배수로인 2호 溝의 주체 건물이 화재로 소

실, 또는 폐기된 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1․2호 건물지가 

거의 동일한 구조와 규모를 갖는 건물이라는 점과 2호 건물지가 화재로

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연유로 내에 조성된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화재가 일어난 후에 계곡부 내부에 있던 2호 건물지를 옮겨 1호 자리에 

재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1호 건물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Ⅱ

구역의 중심 건물은 1호가 되고, 더 이상의 건물 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호 건물지의 형태는 그 동쪽 두 기둥은 자연 유로 내부에 위치하고, 

서쪽 기둥은 유로 밖 경사면에 설치하였다.

이 유적의 景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실은 2호 건물지의 북쪽 구간

에 작은 못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작은 못은 대소의 석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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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유로를 가로지르듯 채워서 물막이를 하였으며, 물막이 북쪽의 유

로는 폭이 약간 넓고, 바닥이 낮고 오목하게 노출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Ⅱ구역 내부로 진입하면 세 동의 건물 사이에 넓고 평탄하게 조성된 

빈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구역은 중심 건물 전면에 있는 마당으로 추

정한다. 이 마당 서쪽에는 石燈의 기초로 추정되는 원형 적심석 1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 규모는 직경 약 3m 범위인데, 할석을 채워 이를 만들

었으며, 내부에는 한 변의 길이가 1.3m 내외의 방형 지대석의 하부 흔적

으로 보이는 U자형 석렬(압흔)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8개의 축대와 19개의 기단석렬이 발견되었다. 이밖에

도 Ⅰ구역에서는 초석적심석 1기, 구들 1기, 석곽 1기, 가마로 추정되는 

시설 1기, 수혈 1기, 주혈군 등의 시설이 발견되었다. Ⅱ구역에서는 추

정 석등지 1기, 배수로[溝] 4기, 수혈 7기, 주혈군 등의 시설이 확인되었

다. 그리고 유적의 지표에서도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Ⅰ,Ⅱ구역이 지닌 공간의 성격에 대해서 발굴단은 다음과 같이 파악

하였다.Ⅰ구역에는 권위성을 갖는 대형 건물지가 중심 건물로서 조영되

어 있고, Ⅱ구역은 중심 건물의 위치에 정자나 그에 준하는 소규모 단칸 

건물만 조성된 점을 근거로 Ⅰ구역에 연계된 부속 공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으로 이 유적의 성격을 정리하였다. 이를 이 유적의 성격을 유추

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景觀의 관점에서, 그 특징을 추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Ⅰ구역에서 권위성을 갖는 대형 건물이 만들어졌고, 

Ⅱ구역은 Ⅰ구역의 부속 공간으로서 여기에는 정자, 마당, 석등 등의 유

휴 시설이 조성되었다. 이는 Ⅰ구역에 있는 권위성을 지닌 대형 건물이 

공공 건물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Ⅱ구역에 있는 정자형 건물

의 북쪽에는 작은 못이 조성되었다. 셋째, Ⅱ구역에 있는 3동의 중심 건

물들 사이에 넓은 마당이 만들어졌다. 넷째, Ⅱ구역의 마당에는 1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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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등이 조성되었다. 이상의 네 요소들이 이 유적이 갖는 경관의 기본 성

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 에서 발견된 건물지 규모와 속성

구역 치 건물 명칭 형태와  규모 비고

Ⅰ

구역

상층

1호 
건물지

방형, 도리칸 3칸, 보칸 3칸, 정면 860cm, 

측면 930cm, 정칸 주심간격 340cm, 협칸 

주심간격 260cm, 측면(보칸) 3칸이 모두 

약 300cm

유적 전체에서 
가장 권위성을 
지닌 건물

2호 
건물지

장방형, 도리칸 4칸, 보칸 2칸, 정면 

930cm, 측면 370cm, 정칸 주심간격 

260cm, 협칸 주심간격 230cm, 측면 퇴칸 

180cm, 배후 퇴칸 130cm 내외

하층

3호 
건물지

단칸 구조, 정면 550cm, 측면 450cm 문으로 추정

4호 
건물지

단칸 구조, 정면 300cm, 측면 300cm     〃

5호 
건물지

정면 2칸, 측면 1칸, 정면 300cm, 측면 

350cm
    〃

Ⅱ

구역

상층

1호 
건물지

정방형, 단칸 구조, 정면 주심간격 460cm, 

측면 490cm 내외
정자로 추정

3호 
건물지

장방형, 잔존 규모=정면 3칸, 측면 1칸, 

정면 주심간격 240cm, 측면 주심간격 

202cm

삭평된 형태로 
잔존

하층
2호 

건물지

정방형, 단칸 구조, 정면 주심간격 490cm, 

측면 주심간격 490cm 내외
정자로 추정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자기류와 기와류의 두 종류로 나뉘

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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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 에서 발견된 유물

종류 유물과  수량

자기류
(총 58점)

청자 52점(접시 14, 발 4, 완 4, 잔 4, 개 4, 병(주자) 1, 호 1, 
불분명 20)

분청사기 4점

백자 2점

기와류
(총 176점)

암키와 89(24)점, *( )의 숫자는 명문 기와임.

수키와 19점

암막새 18점

수막새 19점

적새 29점

귀면와 2점

자기류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자 가운데는 선해무리굽, 중국

식 해무리굽, 해무리굽 청자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

가받는 청자양각죽절문병(주자)은 대나무 마디 사이에 음각으로 댓잎

까지 묘사되었다. 이 유물은 동체부 파편만 출토된 것이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소장한 청자양각죽절문병(국보 제169호)

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한 청자양각죽절문주자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최고급 제품으로 평가되었다. 이밖에도 여기서 출토된 청자 중

에는 우수한 것들과 함께 조질의 청자도 있다.

기와류는 총 176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 암키와가 89점으로 전

체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암키와의 수량 중에서 ( ) 속에 있는 

것은 명문 기와의 수이다. 암키와 89점 중에는 24점의 명문 기와가 있는

데, 이들 기와 명문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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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와 명문의 독과 분석

1. Ⅰ구역의 기와 명문

Ⅰ구역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는 모두 10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 3> Ⅰ구역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3)

번호 출토 유구 명문 외면 ․ 바탕 문양 보고서 쪽수

1 1호 건물지 △鄭子/鄭子 포목흔 53, 250

2 2호 건물지 △同(?)/△同(?)/△同正   〃 60, 253

3    〃 △/△/△   〃 63, 254

4 1호 축대 鄭子赫/鄭子赫/鄭子   〃 74, 266

5    〃 △/△   〃 74, 266

6    〃 田/田/田 사격자문 76, 267

7    〃
戶長同正鄭/戶長同正鄭

/戶長同/△△
어골문 76, 267

8    〃 田 사격자문 77, 267

9 4ㆍ5호 축대 田 포목흔 연철흔 83, 271

10     〃 △/△/△/△       〃 84, 272

1번과 2번 자료의 탁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본고에서 만든 <표>의 번호는 필자가 분류한 것이다. <표> 속의 명문은 다음 기준으로 

판독하였다. 명문 항목의 /는 행이 구분되는 것을 뜻한다. 행의 판독 순서는 오른쪽부

터, 그리고 위에서부터 시작한다. △는 판독되지 않은 글자, (?)는 (?) 앞의 글자가 판독

상의 의문이 있는 글자, …부분은 이곳에 글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글자가 명확

히 판독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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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번(좌), 2번(우) 자료의 탁본

1번 자료의 탁본을 보면, 1행의 글자가 △鄭子임이 확인된다. 鄭자 앞

에 첫째 글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판독되지 않는다. 2행

의 글자도 1행과 같은 鄭子로 판독된다. 후술하듯이 1번 자료의 鄭子는 

4번 자료의 鄭子赫의 세 글자 가운데 셋째 글자인 赫자가 떨어져나간 

것이다. 그리고 1행의 鄭子 앞의 판독되지 않은 글자는 7번 자료의 1행

의 넷째 글자인 長자일 가능성이 크다. 2번 자료의 3행을 보면, 둘째와 

셋째 글자가 同正임이 확인된다. 2번 자료 3행의 첫째 글자는, 후술할 

<그림 5>의 7번 자료, <그림 11>의 10번 자료를 참조하면, 長(?)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타날판으로 찍은 같은 글씨라는 점에 대해서

는 후술할 것이다. 

4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번 자료의 탁본을 보면, 모두 4행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중에

서 1행의 글자가 가장 선명하다. 탁본과 사진을 대조하면서 1행의 글자

를 판독하면 鄭子赫임을 알 수 있다. 4번 자료의 사진에서 1행의 셋째 

글자가 赫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1행~3행의 첫째와 둘째 글자

가 鄭子라는 것은 앞서 <그림 3>에서 제시한 1번 자료의 탁본을 대조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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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번 자료의 탁본(좌), 사진( ), 東萊郡 治所城 

출토의 동일 자료 탁본(우)

1번 자료와 2번 자료는 같은 글자 타날판을 사용하여 찍은 글씨이므

로, 글자의 모양이 똑같다. 그런데 4번 자료의 鄭子赫이라는 세 글자는 

<그림 4>의 오른쪽에 제시한 글자와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4>의 오른쪽에 제시한 명문의 탁본은 현재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

미동 640-1번지 일대에 있었던 고려시기의 東萊郡 治所城에서 출토된 

기와에 새겨진 글자이다.4) 후술하듯이 동래군 치소성은 禑王 13년 이

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640-1번지 일대에 있었으며, 우왕 13년 

이후에는 현재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이 있는 동래구 복천동, 수안동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점에서 4번 자료의 기와 명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온천동 330번지의 유적은 망미동 일대에 있었던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

군 치소성의 건설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온천동 330번지 유적

에서 사용된 기와는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사용된 기와

와 같은 공방에서 운영하는 가마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본고의 논지 전개에서 여러 번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온천

4) 구산우, 앞의 논문, 2011a, 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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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330번지 유적과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7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7번 자료의 탁본(좌), 사진( ), 동래군 치소성 출토의 

동일 자료 탁본(우)

7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대조하면서 글자를 판독하면, 1행과 2행의 

글자가 戶長同正鄭의 다섯 글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7번 자료 1행의 첫

째와 둘째 글자인 戶長과 똑같은 글씨의 기와 명문이 <그림 5>의 오른

쪽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

소성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이다.5) 이는 앞서 소개한 4번 자료와 같은 

경우로써, 두 자료가 같은 타날판으로 찍은 것임이 눈으로 보아도 분명

히 확인된다.

4번 자료와 7번 자료는 원래 동일한 기와 명문인데, 출토될 당시에 잔

존한 명문의 글자가 각각 다르게 나온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같은 글씨

를 새긴 동일한 타날판으로 찍은 글씨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새겨진 완전한 형식의 글자를 복원하면, 戶長同正鄭子赫이었을 것

이다.

5) 구산우, 앞의 논문, 2011a, 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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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8번, 9번 자료는 田이라는 글자 하나만을 새겼다. 3번, 5번, 10번 

자료는 글자가 정확히 판독되지 않는다.

2. Ⅱ구역의 기와 명문

Ⅱ구역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은 모두 3점인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Ⅱ구역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

번호 출토 유구 명문 외면 ․ 바탕 문양 보고서 쪽수

1 1호 溝
同正鄭子赫/同正鄭子赫/

長同正鄭諧(?)
포목흔 연철흔 160, 323

2   〃 長(?)同正鄭/△△△     〃 160, 323

3 4호 구 △△ 복합문 182, 340

1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1번 자료의 탁본(좌), 사진( ), 동래군 치소성 

출토의 련 자료 탁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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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대조하면서 글자를 판독하면, 1행과 2행은 

同正鄭子赫의 다섯 글자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3행은 다섯 글자임은 분

명한데, 1행의 글자와는 다르다. 3행의 첫째 글자는 長자이고, 둘째, 셋

째, 넷째 글자는 同正鄭자임이 확인된다. 3행의 글자 중에서 1행, 2행과 

다른 글자가 다섯째 글자인데, 다섯째 글자의 오른쪽의 부분 글자가 

임은 확인되지만, 그 왼쪽 부분의 글자는 선명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보고서에서는 3행의 다섯째 글자를 諧로 판독했는데, 필자도 이 글자

를 동일한 글자로 판독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글자를 諧로 판독한 이유

는 이것을 <그림 6>의 오른쪽에 제시한 기와 명문과 동일한 글자로 파

악하기 때문이다. <그림 6>의 오른쪽에 제시한 명문은 앞의 자료와 마

찬가지로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출토된 기와에 있는 것

이다.6) 우왕 13년 이전 동래군 치소성에서 나온 기와 명문 중에서 鄭諧

를 새긴 기와가 3점이 나왔는데, <그림 4>의 오른쪽에 제시한 기와 명

문은 그 중의 하나이다. 

2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2번 자료의 탁본(좌), 사진(우)

6) 구산우, 앞의 논문, 2011a, 536~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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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본과 사진을 대조하면서 2번 자료의 글자를 판독하면, 1행의 첫째 

글자가 長(?)이고 둘째~넷째 글자가 同正鄭임을 알 수 있다.

3번 자료는 글자가 정확히 판독되지 않는다.

3. Ⅰ․Ⅱ구역 표토  지표에서 수습된 기와 명문

Ⅰ․Ⅱ구역 표토 및 지표에서는 11점의 명문 기와가 수습되었다. 이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Ⅰ․Ⅱ구역 표토  지표에서 수습된 기와 명문

번호 명문 외면 ․ 바탕 문양 보고서 쪽수

1
同正/長同正/戶長同正鄭/戶長同正鄭

/戶長同正鄭子赫/戶長…
포목흔 209, 361

2 戶長同正鄭/長同   〃 209, 361

3 戶長/戶(?)長   〃 209, 362

4
△鄭子赫/正(?)鄭(?)諧(?)/正鄭子赫

/△鄭諧(?)/鄭子赫
포목흔 연철흔 210, 362

5 長同正/長同 포목흔 210, 363

6 △△△/鄭子赫   〃 210, 363

7 救(?)△△/△△ 포목흔 사절흔 211, 363

8 救(?)△/救(?)△ 사절흔 211, 363

9 東/東(?) 포목흔 211, 364

10 長(?)/戶長同(?)/△△△/△長同   〃 212, 364

11 ㅈ 어골문 212, 364

1번, 2번 자료의 탁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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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번(좌), 2번(우) 자료의 탁본

1번 자료의 기와 명문은 모두 6행인데, 이들은 원래 모두 戶長同正鄭

子赫의 일곱 글자를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 글자를 모두 판독할 수 

있는 행은 5행뿐이다. 탁본의 상태가 선명하지 않아서 판독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서 제시한 <그림 4>의 4번 자료, <그림 5>의 7번 자료를 아울

러 대조해서 살펴보면, 1번 자료의 5행은 戶長同正鄭子赫의 일곱 글자

임을 판독할 수 있다. 6행은 처음의 두 글자인 戶長 이외의 글자는 뭉개

져서 판독하기 어렵다. 5행 이외의 다른 행들의 글자는 모두 7개 글자 

중에서 몇 글자가 떨어져나가거나 뭉개져서 판독되지 않는다. 2번 자료

의 1행은 희미하나마 戶長同正鄭이라는 다섯 글자임을 알 수 있다.

탁본이나 사진을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3번 자료는 戶長임이 

판독된다. 4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번 자료의 탁본과 사진을 대조해서 살펴보면, 2행은 正(?)鄭(?)諧(?), 

3행은 正鄭子赫으로 판독된다. 탁본 상태를 보면, 4행은 판독하기 어려

우나, 사진을 보면 △鄭諧(?)로 판독될 수 있다. 셋째 글자인 諧자의 오

른쪽 부분은 불분명하나, 사진을 보면 왼쪽 부분의 글자가 이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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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4번 자료의 탁본(좌)과 사진(우)

이 부분을 중시하여, 조금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보고서의 견해처

럼 4행의 셋째 글자를 諧로 판독하고자 한다. 탁본을 보면, 5행은 鄭子

赫임이 확인된다. 탁본이나 사진을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6번 

자료는 鄭子赫임이 확인된다.

7번, 8번, 9번 자료의 탁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0> 7번(좌), 8번( ), 9번(우) 자료의 탁본

7번 자료와 8번 자료는 같은 글자를 새긴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째 글

자는 救로 보인다. 7번 자료의 둘째와 셋째 글자는 판독되지 않는다. 9

번 자료는 육안으로 보아도 東자임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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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11번 자료의 탁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10번(좌), 11번(우) 자료의 탁본

10번 자료의 2행의 글자가 戶長同(?)임을 알 수 있다. 10번 자료의 4

행의 첫 글자는 알 수 없으나, 둘째와 셋째 글자가 長同임은 분명히 확

인된다. 11번 자료는 ㅈ자임이 확인된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 발견

된 기와 명문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기와 명문을 내용에 따라 분

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 에서 발견된 기와 명문

명문 출토된 유구

戶長同正鄭子赫 계열
Ⅰ구역 1호․2호 건물지, Ⅰ구역 1호 축대, Ⅱ구역 
1호 구, Ⅰ․Ⅱ구역 표토 및 지표

戶長同正鄭諧 계열 Ⅱ구역 1호 구, Ⅰ․Ⅱ구역 표토 및 지표

田 계열 Ⅰ구역 1호 축대,Ⅰ구역 4․5호 축대

救△△ 계열 Ⅰ․Ⅱ구역 표토 및 지표

東                        〃

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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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長同正鄭子赫 계열의 명문을 새긴 기와는 이 유적 전체에서 골고

루 출토되었다. 戶長同正鄭諧 계열의 명문은 두 곳의 유구에서만 출토

되었다. 나머지의 명문 기와들도 제한된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검토한 대부분의 기와 명문은 戶長同正鄭子赫 계열의 

명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와의 어느 부분이 떨어져나거나 뭉개져서, 戶

長同正鄭子赫의 일곱 글자 가운데 몇 글자만 남긴 형태의 기와가 대부

분 출토되었다고 판단된다.

戶長同正鄭子赫 계열의 명문의 글씨체를 보면, 여기서 출토된 기와 

명문은 모두 같은 타날판으로 찍어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戶長

同正鄭諧를 새긴 두 기와의 글씨도 같다. 따라서 이는 이 유적에서 사용

한 기와가 같은 시기, 같은 공방의 가마에서 구워낸 것임을 명확하게 말

해준다. 그리고 앞서 戶長同正鄭子赫, 戶長同正鄭諧 계열의 기와 명문

이 우왕 13년 이전 동래군 치소성에서 사용한 기와의 명문에 새겨진 글

씨와도 같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

소성에서 사용된 기와와 같은 시기, 같은 공방의 가마에서 만든 기와를 

동래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도 같이 사용하였음을 말해준다.

Ⅳ. 禑王 13년 이 의 동래군 치소성, 

五里亭과의 련성

앞서 온천동 330번지의 고려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의 글씨가 우

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출토된 기와의 명문 글씨가 같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두 유적이 매우 밀접한 연관 속에서 조성되었음

을 말해주는데,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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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온천동 330번지 유 (①), 禑王 13년 이후의 東萊郡 治所城(②), 우왕 

13년 이 의 동래군 치소성(③)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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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온천동 330번지 유적의 위치와 이와 관련되는 두 곳의 

유적인 우왕 13년 이전과 이후의 東萊郡 治所城의 위치를 같은 지도에

서 표기한 것이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온천동 330번지의 유

적은 <그림 12>의 맨 왼쪽 상단에 ①로 표시하였고,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은 오른쪽 하단의 ③으로, 그리고 우왕 13년 이후의 東萊

郡 治所城이면서 조선시기의 동래 邑城이었던 곳을 중앙의 ②로 표시

하였다.

① 유적과 ② 유적의 직선 거리는 <그림 12>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2km이며, ② 유적과 ③ 유적의 직선 거리는 3.8km이다. ③ 유적은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으로서 부산 해운대와 가까운 바닷가 연안

에 조성되었으나, 恭愍王 이후의 고려말기에 격화되는 왜구의 침략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고려 조정은 ③보다 더 내륙에 있는 ②

의 지점으로 동래군 치소성을 옮겼다.7)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려말의 성

곽 축조 상황을 살펴보면, 왜구의 침략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土

城에서 石城으로 성곽 축조의 재료가 바뀌었고, 지역내에서 보면 성곽

이 축조된 구체적 지점도 연안에서 더 내륙으로 이동하는 추세였다.8) 

이런 당시의 추세를 반영하여 우왕 13년에 새로 축조한 동래군의 치소

성이 ②에 있는 유적이다.

高麗史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우왕 13년 이전에 동래군의 치소성

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동래군 치소성은 顯宗 12년에 修築되었다.9) 같

은 내용의 기록이 김정호의 大東地志에서도 확인된다.10) 최근에 이

루어진 ③의 발굴 결과를 보면, 문헌 기록에서 현종 12년에 실시한 동래

군 치소성의 수축은 初築이 아니었으며, 초축은 8~9세기의 통일신라기

7) 구산우, ｢高麗時代 釜山地域의 地方行政構造｣, 港都釜山 20, 2004, 8~11쪽.
8) 구산우, ｢고려말 성곽 축조와 향촌사회의 동향｣, 역사와 경계 75, 2010.
9) 高麗史권82, 兵2 城堡 顯宗 12년.
10) 大東地志권7, 東萊 典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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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1) 따라서 ③의 위치에 동래군 치소성이 처

음 만들어진 것은 통일신라기였고, 현종 12년에 수축이 한번 이루어졌

으며, 그것이 우왕 13년까지 존속하였던 것이다. 동래군 치소성은 왜구

의 침략이 격화되는 우왕 13년에 새로 석축으로 축조되었는데, 그 당시

의 규모는 둘레 3,090척, 높이 13척, 그 내부에 井이 6개 있었다.12) 우왕 

13년에 축조한 동래군 치소성이 ②의 위치에 있는 유적이며, 축조한 사

람은 元帥 朴葳였다. 

본고의 중심 대상이 되는 ①과 ③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

다. ①과 ③의 직선 거리는 5.8km의 먼 거리이다. 이처럼 먼 거리에 있

는 두 유적이 같은 시기에 같은 공방의 가마에서 만든 기와가 사용되었

다. 이 점이 ①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첫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이다. 둘째, 두 유적의 조성에 지방관과 屬官을 제외하면 향촌사회에서 

가장 최상위의 위치에 있는 향리집단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戶長․同

正의 직위를 지닌 두 사람인 鄭子赫과 鄭諧가 중심 인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셋째, 앞서 지적했듯이 ①의 유적은 권위성을 띤 

공공 건물이면서 유휴 시설로 건설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발굴단은 ① 

유적의 중심 건물은 Ⅰ구역의 1호 건물지이며, 가장 권위를 지닌 공공 

건물로 파악했다. 아울러 Ⅱ구역의 중심 건물인 1호와 2호 건물지는 정

자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①과 ③에서 같은 시기, 같은 공방에서 운영한 가마에서 구워진 동일

한 기와를 사용한 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①의 

유적에서 고려시기에 사용된 기와 가마로 추정되는 유구가 1기 발굴되

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발굴단은 이 기와 가마에서 만든 기와가 ① 유

적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③의 유적에서

11) 朴東百 외, 東萊 古邑城址 2책,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12) 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城郭 邑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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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와 가마가 발굴되지 않았다.13) 따라서 현재로서는 ①의 유적에서 

발견된 기와 가마에서 만들어진 기와가 ①의 유적이나 ③의 동래군 치

소성에 사용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③의 건설에 사용된 

기와를 구운 가마가 ③의 동래군 치소성 유적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

로, ①의 유적에서 사용된 기와가 동래군 치소성에서 공급되었다고 확

언하기도 어렵다. 다만 ①의 유적에서 사용된 기와가 ③에서도 같이 사

용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①과 ③ 유적의 규모나 

기본 성격을 비교했을 때,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이 ①보다는 더 대규

모이고 공공성이 더 큰 건축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기와의 수

요도 ③이 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와

의 수급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③에서 만든 기와가 ① 유적의 건설에도 

공급되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 즉 ③ 유적을 건설하면서 만든 기와

를 ①의 유적에 공급했다고 보았을 때, 이와 관련되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①과 ③에서 사용된 기와를 만든 노

동력이 어떻게 조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③에서 만든 기와를 직

선 거리 5.8km의 먼 거리에 있는 ①의 유적까지 어떻게 운반하여 공급

했는가의 문제이다.

성곽 건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의 분석을 통해 최근 연구된 성과에 따

르면, 성곽 건설에 동원된 노동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14) 고려시기 

성곽 건설에는 白丁 농민과 지방군의 군인이 동원되었다. 특히 성곽 건

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을 살펴보면, 백정, 木工, 州縣軍과 사원 신도 등

이 성곽 건설에 동원되었다. 주현군을 구성하는 부대인 保勝軍, 一品軍, 

13) 朴東百 외, 앞의 책.
14) 구산우, ｢고려시기의 성곽 건설과 주민 동원-기와 銘文을 통한 새로운 접근｣, 한국

중세사연구 60,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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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品軍, 三品軍 등과 함께 養戶도 성곽에 사용되는 기와의 제조에 참여

하는 형태로 성곽 건설에 참여하였다. 예컨대 原縣(지금의 창원시 마

산합포구)의 치소성에 일품군이 동원되었으며, 東平縣(지금의 부산광

역시 부산진구)의 치소성에 삼품군이 동원되었다.15) 그리고 固城縣의 

치소성에는 보승군, 일품군, 이품군, 양호가 동원되었다.16)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에도 동래군의 백정 농

민과 주현군, 사원 신도 등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왕 13년 

이전에 만들어진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에서 사원 신도를 뜻하는 卍

을 새긴 명문 기와가 많이 나왔다.17) 특히 주현군은 기와의 제작과 성곽

의 건설 뿐만 아니라 동래군 치소성 건설에 사용한 기와를 먼 거리에 있

는 ①의 지점까지 운반하는 노동력으로도 차출되었을 것이다.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은 官船의 제조, 벌목에도 동원되었으며, 일품군은 開

京과 江都 등 수도에서 일어난 성곽, 궁궐, 제방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

의 인력이 필요한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18) 특히 일품군의 경우는 출

신 고을을 벗어나 멀리 수도까지 동원되었던 사실을 참조하면, 비록 먼 

거리이지만 동래군이라는 같은 관내의 공공 시설인 ③에 사용되는 기와

의 운반에 동원되었다고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동래군의 백정 농민과 주민,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는 ①과 ③에서 출

토된 기와 명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명의 戶長인 鄭子赫과 鄭

諧가 담당했을 것이다. 호장은 향리집단 가운데 최정상에 있는 직위이

다. 현종 9년에 제정된 향리 직제의 정원에 따르면, 동래군이 속한 5道

의 경우에 향리 전체와 호장의 정원이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최소가 31

15) 구산우, ｢고려 一品軍 三品軍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분석｣, 역사와 경계 78, 
2011b.

16) 구산우, ｢고려 치소성 건설에 동원된 지방군에 관한 새로운 기와 명문-固城의 保勝軍 

一品軍 二品軍 養戶의 기와 명문 사례｣, 木簡과 文字 21, 2018.
17) 구산우, 앞의 논문, 2011a, 536~537쪽.
18) 구산우,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활동과 지휘｣, 한국중세사연구 63,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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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장 4명), 다음이 51명(호장 5명), 그 다음이 61명(호장 7명), 마지막

으로 84명(호장 8명)이었다.19) 그런데 당시에 실제로 설치된 향리직은 

현종 9년의 규정보다 더 많았음이 밝혀진다.20) 그렇다면, 호장의 지위

는 다른 향리에 비해 훨씬 오르기 어려운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호장은 

해당 고을의 수많은 향리들 중에서 오직 서너 가문만이 배출하였다. 호

장과 부호장은 弓科의 시험을 거쳐 주현군의 장교를 겸직하였다.21)

향리가 향촌사회에서 노동력과 조세 수취 등 국가에서 필요한 제반 

세금의 수취를 담당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호장을 비롯한 향

리 집단은 고려시기에 향촌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사적 역사를 주

도하였다.22) 따라서 동래군 치소성과 공공 건물의 건설에 사용된 기와

에서 호장 이름이 새겨진 명문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기와의 제

조와 조달을 통해 동래군 치소성과 본 유적의 공공 건물을 건설하는 데

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자혁과 정해는 바로 그런 지위에 있는 동래군의 최상층 향리들이

었다. 한편 ③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 중에는 직책이 표기되지 않은 형태

로 宋守(?)라는 또 다른 인명이 나타난다.23) 鄭씨와 宋씨는 모두 동래군

의 土姓이었다.24) 戶長과 同正의 직위를 가진 최상층의 향리인 정자혁

과 정해, 동래군의 토성인 송수가 중심이 되어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을 

주도하였고, 이들이 지휘하는 가운데 동래군의 주민인 백정과 주현군 

등이 동원되어 기와의 제작, 치소성의 건설을 완성하였다. 한편 여기에 

동원된 일품군 등은 동래군 치소성에 사용한 동일한 기와를 ①의 유적

19) 高麗史권75, 選擧3 銓注 鄕職 顯宗 9년.
20) 具山祐, 高麗前期 鄕村支配體制 硏究, 혜안, 2003, 483~484쪽.
21) 구산우, 앞의 논문, 2020b.
22) 고려시기 향리가 향촌사회에서 공적, 사적 역사를 주도한 점에 대해서는 具山祐, 앞

의 책, 486~530쪽 참조.
23) 구산우, 앞의 논문, 2011a, 537쪽.
24) 世宗實 地理誌東萊縣 本縣土姓.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  279

까지 운반하여 ①의 유적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발굴단은 ① 유적에서 공공의 권위를 지닌 건축물이 그 중심이

라고 판단했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Ⅰ구역의 1호 건물지가 바로 그

것이다. 그리고 <그림 2>에서 보듯이 Ⅱ구역은 정자와 석등, 연못이 있

는 공공의 휴게 시설이 중심이라고 파악했다. ① 유적이 공공의 권위를 

지닌 건물이라는 점은 동래군 치소성이라는 공공 건축물에 사용된 기와

가 여기에도 사용되었고, 또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의 향리인 

정자혁과 정해의 인명이 새겨진 기와가 동래군 치소성과 동일하게 여기

서도 발굴된 사실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된

다. 그렇다면 ③ 유적은 어떤 성격을 지닌 공공 건물로 만들어진 것인가

의 문제가 남는다.

먼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발굴단이 제시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Ⅰ구역의 중심 건물이자 이 유적 전체의 중심이 되는 1호 건

물지는 그 구체적 용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가장 권위를 지닌 공공 건물

로 파악했고, Ⅱ구역의 건물은 정자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참조

하면서 여기서는 이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인 ③ 유적에서 발견된 기와 명문 중

에는 客 와 간지를 새긴 것들이 나왔다. 다음이 그것이다.

<표 6> 우왕 13년 이 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발견된 客 , 간지 명문

번호 명문 번호 명문

1 …癸丑… 5 客…/ …

2 客… 6 …

3 客癸丑 7 △癸丑

4 客癸…/ … 8 客癸…/ …

<표 6>에 있는 기와 명문은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을 건설



280  항도부산 43

하면서 같이 건축한 객사를 癸丑년에 만들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것은 ③의 지점에 있었던 동래군 치소성이 우왕 13년 이전의 계축년에 

수축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표 6>의 계축년은 우왕 13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계축년을 뜻하지만, 구체적인 연도를 확정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같

이 출토된 기와 명문에 나타나는 호장 두 사람의 이름이다.

최근 이루어진 고려시기 계층별 성씨 사용의 시기에 관한 연구 성과

를 활용하면, 이에 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25) 금석문을 통해 살펴

보면, 11세기 이전에는 호장조차도 성씨를 기록한 경우는 찾아지지 않

으나, 11세기에 이르면 戶長으로서 武散階를 지닌 사람은 모두 성과 명

을 동시에 기록하였음이 확인된다. 11세기 사례의 구체적 연도는 1011

년부터 1085년까지이고, 여기에는 네 명의 호장들이 해당한다. 11세기

의 이 사례들은 무산계를 지닌 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어 성씨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다가 1183년 이후에는 호장, 부호장들은 무

산계를 지니지 않았더라도 모두 성씨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으

로 변화하였다. 이는 다섯 사례 이상의 인명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무산계를 지니지 않은 호장, 부호장이 성씨를 표기한 첫 사례는 1183년

의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추세가 12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이런 연구 성과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호장의 성씨 표기에 관한 이런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면, ③의 유적에

서 두 명의 호장 성씨를 정씨로 표기하면서 무산계를 표기하지 않은 것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중시한다면, 이 기와는 12세기 

이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장인 정자혁과 정해를 

새긴 기와가 <표 6>에 제시한 명문을 새긴 기와와 동시에 만들어진 것

이라면, 객사가 조성된 연도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겠다. 그것은 

25) 이종서, 앞의 논문, 322~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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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이후이고, 동시에 우왕 13년(1387) 이전의 癸丑年이 될 것이다. 

이를 찾아보면, 1133년(仁宗 11), 1193년(明宗 23), 1253년(高宗 40), 

1313년(忠肅王 즉위), 1373년(恭愍王 22)이 해당된다. 그런데 선행 연

구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1183년 이후부터 호장이 성씨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나오므로, 이 중에서 1133년일 가능성은 먼저 제외해야 할 것 같

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일단 1193년~1373년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왜구의 침략 

시기 문제인데, 이는 ③의 지점에서 ②의 지점으로 동래군 치소성이 옮

겨가는 시점은 왜구 침략이 본격화되어 연안 지대에 있던 치소성이 내

륙으로 옮겨서 새로이 축성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고려에

서 왜구 침략이 격화되어 치소성을 새로이 축조한 시기는 공민왕대 이

후부터 공양왕대까지이다.26)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한다면 <표 6>에 나

타난 객사가 건립된 계축년은 결국 1373년일 가능성이 크다.27) ③의 유

적에서 객사와 동래군 치소성이 건립된 시기가 같다면, 다음과 같은 추

정이 가능하다.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 즉 ③의 유적은 1373

년(공민왕 22)에 수축되었다가, 이로부터 14년 후인 1387년(우왕 13)에 

왜구의 침략이 격화되자 ②의 위치로 옮겨가게 되었다.

객사는 고려시기에 치소성의 내부 혹은 치소성과 가까운 지점에 만

든 대표적인 공공 건물이었다. 그런데 ① 유적은 동래군 치소성으로부

터 매우 먼 거리에 조성되었으므로, ① 유적의 대표적 건물인 Ⅰ구역의 

26) 구산우, 앞의 논문, 2010, 250~251쪽.
27) 이는 ③ 유적 즉 禑王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에서 客  건물이 새로 건립된 시점

이 1373년임을 뜻한다. 동래군의 객사는 1373년 이전의 고려전기부터 늘 존재하였

다. 어느 지역이든 지방단위의 객사는 필수불가결의 공공 건물이었다. 이는 李奎報의 

시 가운데, ｢東萊에 들러 客 가 壯麗함을 보고 이상히 여겼더니 朴君이 전날 이 고

을을 지킬 때 건축했노라 말하기에 한동안 감탄하다가 시 한 편을 지어 드리다｣는 제

목의 시(東國李相國全集 권12)에서도 알 수 있다. 시 제목에 있는 朴君은 朴仁碩

(1144~1212)이고, 이 시는 이규보가 雲門賊을 진압하기 위해 동래에 내려온 1202년 

무렵에 지었다. 이 사실을 지적해준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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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건물지가 객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앞서 검토했듯이, ③ 

유적에 객사가 있었던 점에서도 ① 유적의 건물이 객사가 아니라는 사

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객사가 아니면서 호장이 사용하거나 

건설할 수 있는 공공 건물로 다른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을까?

발굴단은 ① 유적의 중심 건물은 Ⅰ구역의 1호 건물지이며, 이는 권

위를 지닌 공공 건물로 파악했다. 아울러 Ⅱ구역의 중심 건물인 1호와 2

호 건물지는 정자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발굴 결과를 토대로 한 발굴단

의 이런 견해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당시 동래군의 치

소성이었던 ③ 유적으로부터 5.8km나 멀리 떨어진 지점에 두 명의 호장

이 역사의 중심 인물로 참여했던 동래군의 공공 건물로 과연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이 참조된다.

㉮ 新及第進士가 州에 들어오는 날, 州官은 먼저 校․伶人을 경계 

근처에 보낸 다음 州吏들을 거느리고 五里亭까지 나가 公服을 갖춰 

입고 香卓 및 拜位를 진설한다. 新及第進士가 도착하여 말에서 내리

면 州官은 문으로 나가 揖하고 亭子로 들어가는데, 新及第進士가 동

북쪽 구석에 서면 州官은 問上禮를 행한다. 이를 마치면 新及第進士

가 서쪽 계단으로 먼저 나가고 判官도 나간다. 副使가 동쪽 벽으로 옮

겨 서면 新及第進士는 參狀을 올리고 正廳에 올라 북쪽을 향해 자리

를 옮겨 再拜한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 다시 再拜하고 다시 조금 앞으

로 나아가 문안 인사를 나눈 다음, 再拜하고 잠시 엎드렸다가 곧 나간

다. 副使가 몸을 숨기면 判官은 돌아와 正廳에 들어가 동쪽 벽에 서고 

新及第進士는 다시 서쪽 俠門을 따라 正廳에 올라 일렬로 예를 행하

기를 위의 의식과 같게 한다.

㉯ 끝나면 新及第進士가 먼저 가고 州官이 뒤를 따르는데, 本家에 이

르러 술과 과일을 간단하게 차리고 新及第進士로 하여금 부모에게 

祝壽의 술잔을 올리게 한 다음 나간다. 州官이 뒤를 따라가고 부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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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 館 의 南廳에 이르러 그 부친은 북쪽 끝에, 新及第進士는 남

쪽으로 가는데, 부친이 鄕吏이면 바로 접한 방에 있는다. 新及第進士

는 북쪽 끝에, 副使는 동쪽 벽에, 判官은 북쪽 벽에 적당히 앉는다. 첫 

순배의 술은 州官이 몸소 부어 부모에게 올리고 다음으로 술과 음식

을 올리는데, 이때 음악을 연주하고 雜技를 행한다. 잔치가 끝나면 新

及第進士는 사례하며 再拜하고 문안을 드린 다음 다시 再拜하고 나

간다. 만약 兩親이 없으면 養父母․妻父母로 대신하고 모두 없으면 

伯父나 叔父가 대신해 예를 행하는데, 위의 의식과 같다.28)

위의 기록은 고려시기에 새로이 科擧에 급제한 사람인 新及第進士가 

고향에 금의환향했을 때 친부모를 영접하는 의례를 기술한 것이다. 의

례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는 新及第進士가 고향에 

거의 다 왔을 때, 출신지의 지방관과 속관, 지방군 장교, 향리 등이 치소

성으로부터 5里의 거리에 있는 정자, 즉 五里亭까지 나아가서 그를 맞

이하는 禮를 서술하고 있다. ㉯는 新及第進士가 本家와 치소성에 이

르러 부모에게 올리는 예를 기술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서 州官은 지방장관(수령), 校는 지방군의 지휘관, 伶

人은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사람, 副使는 지방장관 다음의 지방차관, 判

官은 지방관을 돕는 속관, 州吏는 고을의 鄕吏를 말한다. 이들은 당시 

향촌사회의 운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망라한 것으로서, 이는 위의 기

록이 당시에 실제로 행해졌음을 잘 보여준다. ㉯에서 新及第進士의 아

버지가 鄕吏일 경우의 예를 서술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당

시에 실제로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에 많이 급제한 사실29)을 반영한 대

목이라고 판단된다.

28) 高麗史권68, 禮10 嘉禮 新及第進士榮親 .
29) 許 植, 高麗科擧制度史硏究, 일조각, 1981. 朴龍雲,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硏究, 일지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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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에서 반영된 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볼 때, 여기서의 신급제진

사는 고려의 과거 종목에서 가장 영예스럽다고 생각하는 兩大業 중의 

製述業 합격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위의 기록에서 지방장관 

이하 향촌사회를 주도하는 여러 관직자들이 모두 깍듯이 예를 갖추어 

新及第進士를 대접하는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進士라는 

명칭이 고려시기에 정통 관료가 되는 과거 종목인 製述業의 본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표기한 것30)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世宗實 에도 새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베푸는 영친의를 서술

하면서 오리정이 나타나는데, 위의 高麗史기록과는 조금 다른 부분

이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新及第가 還鄕하여 五里亭에 이르면, 그 고을의 人吏가 冠帶를 갖추

고 나와서 맞이한다. 신급제는 公服을 입고 서울에서 遊街하는 의식

과 같이 한다. 鄕校에 이르러 文廟에 참배하고 다음에 守令廳에 나아

가서 首再拜를 행한다. 그 다음에는 부모의 집으로 가면, 수령이 그 

집까지 따라가고, 신급제의 부모와 함께 客 에 돌아와 향교의 生徒

들로 하여금 慶賀하게 하고 이내 榮親宴을 베풀되, 남자와 여자는 大

廳을 달리하고 그 饌具는 적당히 供辦한다.31)

세종실록에서는 위의 서술에 이어서 신급제자의 부모가 없는 경

우의 영친의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고려사와 비교하여 살펴보

면, 세종실록에서는 영친의가 행해지는 장소가 五里亭이 아닌 鄕校

와 守令廳으로 되어 있고, 수령이 오리정까지 나아가지 않는 점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사에 서술된 신급제자에 대한 

영친의가 조선 세종 때와는 다른 형태로 고려시기에 실제로 행해졌음

30) 朴龍雲, 앞의 책, 141쪽.
31) 世宗實 권44, 世宗 11년 4월 庚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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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해준다.

고려사의 ㉮에서 지방관이 신급제진사를 처음 맞이하는 공간에 있

는 건물이 五里亭으로 나타난다. 고려시기에 오리정은 각급 지방관이 

兵馬使를 영접하는 의례, 병마사와 각급 지방관이 국왕의 명령을 받든 

宰樞와 元帥를 영접하는 의례에서도 등장한다.32) 牧使, 都護府使, 知州

事 등의 각급 지방관은 병마사가 올 때, 오리정까지 나아가 맞이한 후 

영접 의례를 거행하고, 국왕의 명령을 받은 재추와 원수가 도착하면 병

마사는 別銜, 지방관과 함께 오리정까지 가서 영접하였다. 

이를 동래군의 실정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당시의 치소성이 있는 ③

에서 ①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5.8km이므로 ①에 세워진 정자는 五里

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①의 위치는 당시 동래에

서 개경으로 연결되는 驛路선상에서 보면, 梁州(지금의 양산시)를 거쳐 

密城(지금의 밀양시)으로 연결되는 지점과 가까운 곳에 있다.33) ①의 

지점은 지금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최단거리에 있

다. 이는 개경에서 출발한 新及第進士가 양주에서 낙동강 하구 쪽으로 

龜浦까지 남진하다가 오늘날의 북구와 동래구의 경계에 있는 萬德山을 

거쳐 동래군 관내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①의 위치

는 치소성에서 五里 이상의 먼 거리에 있는 곳이지만, 역로선상에 있는 

지리적 위치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신급제진사를 처

음 맞이하는 의례를 거행하거나, 동래군의 수령이 국왕의 명령을 받든 

병마사, 재추, 원수 등을 영접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오리

정이라는 명칭 속에 반영된 五里라는 거리 규정은 군현의 지역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항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高麗史권68, 禮10 嘉禮 外官迎兵馬使及兵馬使外官迎銜命宰樞 .
33) 鄭枖根,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5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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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기에 지방관이 국왕의 詔書를 영접할 때, 치소성 밖에 있는 정

자에서 이를 거행하는 의례를 기술한 대목에서도,34) 정자가 향촌사회

의 공공 건물로 건설되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군현의 정자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樓亭조가 

가장 자세한 기록인데, 여기서 동래현의 누정으로는 유일하게 靖遠樓가 

기재되었으며, 정원루는 당시 客館의 북쪽에 있었다.35) ①이 조선시기 

동래현의 치소로부터 동쪽에 있었으므로, ①에 있는 정자가 정원루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의 ㉮에서 五里亭에서 행한 첫 번째 행사를 마친 후에 이어

지는 의례의 거행 과정에서 新及第進士가 正廳에 올라서 나머지 일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다. 그 뒤에는 判官도 正廳에 들어가서 동쪽 벽에 선

다고 하였다. 여기서 正廳이란 일반적으로 치소성 내부에 있는 수령과 

속관의 執務廳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의미에서 말한다면, 정청은 

오리정에 있는 건물은 아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서는 정청이 오리정

에서 시행하는 수령 등과 신급제진사의 첫째 대면에 이어서, 가까운 곳

에서 의례가 행해지는 장소로 나온다. 그러므로 ㉮에 나오는 정청은 수

령과 속관의 근무처인 집무청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 기사가 오리정에서 정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누락된 형태로 

기록되어 자료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보면, 新及第進士가 本家로 이동하여 부모

에게 祝壽의 예를 올리고, 수령과 부모가 館 의 南廳에 간다고 하였다. 

㉯에 나오는 관사의 남청이란 곧 치소성 내부에 있는 공공의 행정 건물

을 말하는 것으로서, ㉮에 있는 정청과는 다른 공간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정청은 바로 ㉯ 부분의 관사 등과 가까

34) 高麗史권68, 禮10 嘉禮 外官迎本國詔書 .
35) 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樓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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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곳에 있는 건물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 부분의 정청은 치소성 내부에 있는 수령과 속관

의 집무청이 아니라 오리정과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공공 건물을 지칭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의 정청이 그런 의미로 사

용되었다고 했을 때, 이를 ① 유적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① 유적의 중

심 건물인 Ⅰ구역의 1호 건물지일 가능성이 있다. 오리정의 정자 건물

은 Ⅱ 구역의 1호, 2호 건물지이다.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에 있는 ①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 

명문을 보면, 여기서 사용된 기와는 우왕 13년 이전에 동래군 치소성이

었던 ③의 유적을 만들 때 사용된 기와와 같은 것이었다. 이 점을 실마

리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점을 유추할 수 있다. ① 유적에서는 고려 기와 

가마로 추정되는 유구가 1기 발견되었으나, 여기서 만든 기와를 ① 유

적에 사용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③ 유적에서는 기와 가마가 발견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①과 ③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와가 어

느 가마에서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①과 ③ 유적의 규모나 

기본 성격을 비교했을 때,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이 ①보다는 더 대규

모이고 공공성이 큰 건축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기와의 수요

도 ③이 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와의 

수급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③에서 만든 기와가 ① 유적의 건설에도 공

급되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왕 13년 이전의 동래군 치소성, 즉 ③ 유적을 건설하면서 만든 기와

를 ①의 유적에 공급했다고 보았을 때, 이와 관련되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첫째, ①과 ③에서 사용된 기와를 만든 노

동력이 어떻게 조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③에서 만든 기와를 직

선 거리 5.8km의 먼 거리에 있는 ①의 유적까지 어떻게 운반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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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가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고려시기 성곽 건설에는 白丁 농민

과 지방군 군인이 동원되었다. 특히 성곽 건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을 살

펴보면, 白丁, 木工, 州縣軍과 사원 신도 등이 성곽 건설에 동원되었

다.36)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에도 동래군의 백정 

농민과 주현군, 사원 신도 등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우왕 13년 이전에 

만들어진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에서 사원 신도를 뜻하는 卍을 새긴 

명문 기와가 많이 나왔다. 특히 주현군의 동원은 기와의 제작과 성곽의 

건설 뿐만 아니라 동래군 치소성 건설에 사용한 기와를 먼 거리에 있는 

①의 지점까지 운반하는 노동력으로도 차출되었을 것이다.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은 官船의 제조, 벌목에도 동원되었으며, 

일품군은 開京과 江都 등 수도에서 일어난 성곽, 궁궐, 제방의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한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37) 특히 일품군

의 경우에는 출신 고을을 벗어나 멀리 수도까지 동원되었던 사실을 참

조하면, 비록 먼 거리이지만 동래군이라는 같은 관내의 공공 시설인 ③

에서 사용한 기와를 ① 유적으로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보는 것

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래군의 백정 농민과 주민,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는 ①과 ③에서 출

토된 기와 명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명의 戶長인 鄭子赫과 鄭

諧가 담당했을 것이다.

③ 유적의 客  건물에 사용된 기와에 癸丑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것이 8점 발견되었는데, 이는 객사 건물과 ③ 유적이 만들어진 구체적 

연도를 추정하는 단서가 된다. 거기에 ③ 유적에 나온 기와 명문에서 두 

명의 호장을 표기하면서 武散階가 기록되지 않고 姓과 名을 모두 기록

36) 구산우, 앞의 논문, 2020a.
37) 구산우, 앞의 논문,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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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 그리고 ③에서 ②로 동래군 치소성이 옮겨가게 된 근본적 이유

라 할 수 있는 왜구의 침략 양상을 종합하여 유추하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③의 유적에서 두 명의 戶長을 표기할 때, 姓과 名을 모두 기입하

면서 武散階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기와가 12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왜구의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공민왕대 

이후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객사가 만들어진 계축년은 1373년(공민왕 

22)일 가능성이 크다.

객사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해에 ③ 유적이 건설되었다면, 다음과 같

은 점이 추정된다. ③의 유적은 신라통일기에 동래군의 치소성으로 만

들어졌고, 현종 12년에 1차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1373년(공민왕 22)에 

2차로 수축되었다. 그러다가 왜구의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년 후인 1387년(우왕 13)에 더 내륙에 있는 ②의 위치로 동래군 치소

성을 옮겼다.

① 유적의 기본 성격은 동래군 치소성에서 五里의 거리에 있는 공공 

건물인 五里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리정의 존재와 그 기능은 고려

시기에 과거에 급제한 進士가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행한 榮親 를 통

해 알 수 있다. ① 유적은 ② 유적으로부터 5리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으

나, 지리적 위치는 開京에서 東萊로 올 때 거쳐야 하는 역로선상에서 보

면, 密城과 梁州를 거쳐 낙동강 하구를 따라 지금의 부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낙동강변의 큰 포구인 龜浦까지 와서 萬德山을 넘어 동래 관내로 

오는 길목에 있다. 과거 급제자의 榮親 에서 오리정의 인근에 있는 正

廳이 ① 유적에 있는 Ⅰ구역의 1호 건물지이고, 오리정이 ① 유적의 Ⅱ

구역에 있는 정자 건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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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이상으로 최근 발굴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0번지 일원에서 

조성된 고려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 여기서 출토된 기와 명문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유적은 출토된 유물이나 유구의 형태로 보아서 전체적으로 건물

지가 그 중심이 된다. 발굴단은 유적을 Ⅰ구역과 Ⅱ구역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Ⅰ구역에는 권위성을 갖는 대형 건물지가 중심 건물

로서 만들어졌고, Ⅱ구역은 중심 건물의 위치에 亭子나 그에 준하는 소

규모 단칸 건물만 조성된 점을 근거로 Ⅰ구역에 연계된 부속 공간으로

서 유휴 시설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Ⅰ구역에 있는 

1호 건물지가 이 유적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를 지진 공공 건

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이 유적이 고려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총 58점이 출토된 자기류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靑瓷였다. 그리고 기와류는 총 176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24점의 銘文 기와가 나왔다. 대부분의 기와 명문은 禑王 13년 이전에 만

들어진 동래군 치소성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명문을 새긴 것들이라는 

점에서, 이 유적은 우왕 13년 이전에 조성된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 시점

과 동시에 만들어졌음을 잘 말해준다.

이 유적에서 나온 대부분의 기와 명문은 戶長同正鄭子赫 계열의 명

문이다. 기와의 어느 부분이 떨어져나거나 뭉개져서, 戶長同正鄭子赫의 

일곱 글자 가운데 몇 글자만 남긴 형태의 기와가 대부분 출토되었다. 戶

長同正鄭諧 계열의 명문은 두 곳의 유구에서만 출토되었다. 나머지의 

명문 기와들도 제한된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본고에서 검토한 유적을 ①, 우왕 13년 이전에 조성된 동래군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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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유적을 ③, 그리고 우왕 13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동래군 치소성

을 ②라고 명명했을 때, ①과 ②, ③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 

①과 ③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기와가 어느 가마에서 만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기와의 수급 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③에서 만든 

기와가 ① 유적의 건설에도 공급되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

럽다.

성곽 건설에 사용된 기와 명문을 살펴보면, 白丁, 木工, 州縣軍과 사

원 신도 등이 성곽 건설에 동원되었다. 동래군 치소성의 건설에도 동래

군의 白丁 농민과 州縣軍, 사원 신도 등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우왕 13

년 이전에 만들어진 동래군 치소성 유적인 ③에서 사원 신도를 뜻하는 

卍을 새긴 명문 기와가 많이 나왔다. 특히 주현군의 동원은 기와의 제작

과 성곽의 건설 뿐만 아니라 동래군 치소성 건설에 사용한 기와를 먼 거

리에 있는 ①의 지점까지 운반하는 노동력으로도 차출되었을 것이다. 

고려시기에 一品軍이 출신 고을을 벗어나 멀리 수도까지 동원되었던 사

실을 참조하면, 비록 먼 거리이지만 동래군이라는 같은 관내의 공공 시

설인 ③에서 사용한 기와를 ① 유적으로 운반하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본다.

동래군의 백정 농민과 주민, 주현군의 동원과 지휘는 ①과 ③에서 출

토된 기와 명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명의 戶長인 鄭子赫과 鄭

諧가 담당했을 것이다.

③ 유적의 客  건물에 사용된 기와에 癸丑년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사실,  ③ 유적에 나온 기와 명문에서 두 명의 戶長을 표기하면서 武散

階가 기록되지 않고 성과 명을 모두 기록한 사실, 그리고 ③에서 ②로 

동래군 치소성이 옮겨가게 된 근본적 이유라 할 수 있는 왜구의 침략 양

상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③ 유적에서 객사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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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계축년은 1373년(공민왕 22)일 가능성이 크다.

객사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해에 ③ 유적이 건설되었다면, 다음과 같

은 점이 추정된다. ③의 유적은 신라통일기에 동래군의 치소성으로 만

들어졌고, 현종 12년에 1차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1373년(공민왕 22)에 

2차로 수축되었다. 그러다가 왜구의 침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년 후인 1387년(우왕 13)에 더 내륙에 있는 ②의 위치로 동래군 치소

성을 옮겼다.

① 유적의 기본 성격은 동래군 치소성에서 五里의 거리에 있는 공공 

건물인 五里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오리정은 고려시기에 科擧에 급

제한 進士가 고향으로 되돌아올 때 행한 榮親 를 거행하는 공공 건물

이었고, 牧使, 都護府使, 知州事 등의 각급 지방관이 兵馬使나, 국왕의 

명령을 받든 宰樞와 元帥를 영접하는 공공 시설이었다. 이를 통해 고려

시기 오리정의 존재와 기능을 알 수 있다. ① 유적은 ② 유적으로부터 5

리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으나, 오리정일 가능성이 있다. ① 유적의 지

리적 위치가 開京에서 東萊로 올 때 거쳐야 하는 驛路선상에서 보면, 

密城(현재의 밀양시)과 梁州(현재의 양산시)를 거쳐 낙동강 하구를 따

라 지금의 부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낙동강변의 큰 포구인 龜浦까지 와

서 萬德山을 넘어 동래 관내로 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급제

자의 榮親 에서 오리정의 인근에 있는 正廳이 ① 유적에 있는 Ⅰ구역

의 1호 건물지이고, 오리정이 ① 유적의 Ⅱ구역에 있는 정자 건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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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New Goryeo Inscribed Rooftiles Excavated from 

Dongnae, Busan

Koo, San-Woo

Recently, Goryeo ruins were excavated at 330 Oncheon-dong, 

Dongnae-gu, Busan. The building site is situated at the heart of the ruins. In 

this two-zone ruins, a large building site was built in one zone, and in the 

other zone, a pavilion or similar small buildings were built as a building 

attached to it.

Most of the relics excavated here were celadon, a representative relic of 

the Goryeo Dynasty, and 176 rooftiles, 24 of which were inscribed. Most of 

the rooftile inscriptions were the same as those used in Chiso Castle in 

Dongnae-gun, which were made before the 13th year of King Wu's reign.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is relic was built at the same time as Chiso 

Castle in Dongnae-gun, which was built before the 13th year of King Wu's 

reign.

These ruins and Chiso Castle in Dongnae-gun, built before the 13th year 

of King Wu's reign, are 5.8km away in a straight line. The rooftiles might 

have been made and carried by mobilizing Juhyeon-gun(州縣軍). Two 

Ho-jang(戶長) might have led Juhyeon-gun, Baekjeong(白丁) farmers, and 

Buddhist worshippers to make tiles used to build Chiso Castle in 

Dongnae-gun, and carry them to the ruins as necessary suppli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se ruins.

Considering that both the family name and name were recorded in the 

rooftile inscription excavated from the guesthouse building in Chiso Castle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 기와 명문  295

in Dongnae-gun, which was built before the 13th year of King Wu's reign, 

and the notation of Ho-jang, the head of Hyangni(鄕吏), it is estimated that 

the exact time of the construction of Chiso Castle in Dongnae-gun was 1373 

(the 22nd year of King Gongmin’s reign). Fourteen years later, in 1387 (the 

13th year of King Wu's reign), Chiso Castle in Dongnae-gun was moved 

inland, and it continued to be used as Dongnae-eupseong(邑城)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is possibly argued that this relic was Orijeong(五里亭), a public 

building located 5-ri(里) away from Chiso Castle in Dongnae-gun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existence and function of Orijeong in the Goryeo 

Dynasty can be seen through Yeongchinui(榮親 ), a welcoming event held 

when Jinsa(進士), who passed the state exam in the past, returned to his 

hometown.

Key Words : Dongnae Busan, Goryeo ruins, rooftile inscriptions, Chiso 

Castle in Dongnae-gun, Hojang, Juhyeon-gun, Orije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