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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과 횡천면, 양보면 일원에 위치하는 하동 정
안산성은 고려시대 최씨무신정권기의 실력자이자 고려대장경 판각사
업을 주도했던 하동 출신 정안 선생과 관련된 유적으로 전한다.
이에 하동군과 극동문화재연구원에서는 정안산성의 규모와 구조,
성격을 파악하여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문화재 지정 및
복원․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지표조사와 발
굴(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정안산성은 총 둘레 791.5m,
성내 면적 약 31,667㎡, 남북 최대길이 222.39m, 동서 최대길이

273.11m에 이르는 테뫼식 산성으로, 성내에는 건물지 12동과 문지, 집
수지 등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성벽과 건물지에 대한 발굴(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은
자연경사면을 정지한 후 방형으로 가공한 석재를 5단 정도 쌓아 올린

1차성(통일신라), 그 위에 토성의 형태로 구축한 2차성(고려 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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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3차성(고려 중․후기) 등 세 차례에 걸쳐 축성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건물지에서는 초석과 석열, 배수시설과
기와류가 다수 발견되어 성내에 여러 채의 기와건물이 있었음을 밝혔
다.
아울러 성벽과 문지, 건물지, 집수지 등에서 발견된 토기류와 선
문․격자문․사격자문․어골문 등이 타날된 기와, 명문기와 등을 통
해 정안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된 이래 정안 선생과 그의 선대가
중앙과 지방에서 실력자로 활동했던 고려시대 전․중기를 중심으로
축성․운영된 산성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과 같은 조사를 통해 정안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축성된
이래 고려시대 최씨무신정권기의 실력자이자 고려대장경 판각사업을
주도했던 하동 출신 정안 선생과 관련된 역사적․문화재적 가치가 높
은 산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
금까지 이루어진 지표조사와 발굴(시굴)조사는 매우 제한적인 조사로,
향후 정안산성의 정확한 성격과 정안 선생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
기 위한 전면적인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정안산성, 정안 선생, 성벽, 문지, 건물지, 집수지, 명문기와

Ⅰ. 머리말
하동 정안산성은 고려시대 최씨무신정권기의 실력자이자 고려대장경
판각사업을 주도했던 하동 출신 정안 선생과 관련된 유적으로 전한다.
또한 정안산성은 성벽, 문지, 건물지, 집수지 등 산성 관련 시설이 비
교적 잘 남아 있어서 역사적․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산성으로 평
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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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정안산성 원경(동→서)

이에 하동군에서는 정안산성의 규모와 구조, 성격을 파악하여 역사
적․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문화재 지정 및 복원․정비 계획을 수
립하고자 문화재 조사를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하동군과 본 연구원에서는 먼저 정밀지표조사(2015. 5. 19
～ 2015. 11. 14)를 실시하여 정안산성의 정확한 규모와 범위, 문지․건

물지․집수지 등 다수의 내부시설을 확인하고, 성내에서 채집된 토기
와 기와 등의 유물을 통해 정안 선생과 그의 선대가 중앙과 지방에서
실력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주로 축성․운영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
다.1)
이어 정안산성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제고하고, 정안산성의 정
확한 축성방법과 구조를 파악하여 향후 정안산성의 문화재 지정 및 복
원․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고고학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자 발굴(시굴)조사(2016. 4.1～2016. 5. 20)를 실시하였다.2)
1) 하동군․극동문화재연구원, 하동 정안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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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글에서는 정안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시굴)조사를 통
해 밝혀진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
함으로써 정안산성이 지닌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정안산성은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양보면 장암리, 횡천면 학리
일원에 걸쳐 있는 정안산의 북봉(해발 448.3m)과 남봉(해발 420m)을
둘러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으로, 현재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아 수풀과 잡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상태이다.
산성이 위치한 정안산(鄭晏山)은 하동군의 북동쪽 산지인 우방산(해
발 570m), 두방산에서 옥산(해발 614m)을 거쳐 남남서 방향으로 길게
발달한 산줄기가 섬진강과 만나는 부위에서 높게 솟은 봉우리이다. 정
안산의 동쪽으로는 남북방향의 골짜기가, 서쪽 사면기슭으로는 횡천강
이 남쪽으로 흘러 섬진강으로 합류한다.
정안산 정상에 서면 북쪽으로 지리산 연봉들이, 서쪽으로는 광양 백
운산이, 남으로 금오산 그 오른쪽으로 남해로 흘러드는 섬진강 물줄기
가 한눈에 들어온다. 남쪽으로 산맥이 형성되어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
지며, 하동읍성이 있는 양경산(陽慶山, 해발 149m)에 이른다. 서쪽으로
5.2㎞ 지점에 현 하동읍이, 남쪽으로 5.2㎞ 지점에 하동읍성이 위치하

고 있다. 동쪽의 곡부를 따라 형성된 고전천을 따라가면 하동읍성의 서
문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에서 좀 더 내려가면 주교천을 만나 섬진강

2) 극동문화재연구원, ｢하동 정안산성 발굴(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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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합류하여 남해로 갈 수 있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정안산성 위치도(A, 출처: Daum 지도)

정안산성은 정안산에 있는 성이라는 의미이지만,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와 군현지도 등에는 하동의 지역명과 산천, 도로 등이 기록
되어 있으나 정안산 또는 정안봉이라는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동여지도와 동여도 등에 양경산의 내맥으로 표기되어 있는 안심산이
옛 지명이라는 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현재 전하는 자료 중에서 정안산성과 관련된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
한 것은 1910년 경이 아닌가 한다. 그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1년
에 발간한 한국지명유래집-경상편-에 “정안봉(鄭晏峰)이라는 이름
은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마전면(馬田面) 산 지명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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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안산성과 관련된 지
명인 ‘정안봉’은 조선지명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조
선지지자료가 발간된 1910년 경 당시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리고 ‘정안산(鄭晏山)’과 ‘정안성(鄭晏城)’이라는 명칭은 국립건설
연구소에서 1963년에 간행한 1/50,000 지도(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
고, 이후 한글학회에서 1980년에 발간한 한국지명총람 하동군 산천
조에 정안산은 “횡천면 학리와 양보면 장암리, 고전면 성천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다른 이름으로 성지매”라고 하며, 정안성은 “정안산에 있
는 성”이라고 하여 정안산과 정안성의 유래와 위치를 분명히 하였다.3)

[그림 2] 정안산성 위치도(출처: 국립건설연구소)
3)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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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1년에 발간한 한국지명유래집-경상
편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안봉(鄭晏峰)이라는 이름은 조선지지
자료(朝鮮地誌資料)에 마전면(馬田面) 산 지명의 하나”로 기재되었음
을 밝히고, 정안봉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기 정안(鄭晏)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다 한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정안 장군은 고
려 중기인 13세기 최씨 정권 때 최우가 집권하자 고향인 하동으로 낙
향해 노모를 모시면서 산 정상에 산성을 쌓았는데, 이 산성이 바로 정
안산성이라고 한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정안산성이 고려시대 무신
정권 시기의 정안과 관련된 산성임을 밝혔다.4)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
쳐 ‘정안봉’․‘정안산’․‘정안산성’ 등은 공식적인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안산과 정안봉, 정안산성과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정안
선생에 대해서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동사
강목 등 여러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의 대강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안(鄭晏)은 처음 이름이 정분(鄭奮)으로, 성품이 총명하고 지
혜로웠으며 젊어서 과거에 급제했다. 또 음양(陰陽)․산술(算
術)․의약(醫藥)․음률(音律)에 두루 정통했다.
진양(晋陽)의 수령으로 나갔다가 늙은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사
직하고 하동으로 돌아왔다. 최이가 그 재능을 아껴 왕에게 아뢰
어 국자좨주(國子祭酒)로 임명하였으나 정안은 최이가 권력을
전횡하면서 남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를 입지 않
기 위해 남해(南海)로 은둔해 버렸다. 불교를 좋아하여 명산에
있는 이름난 사원을 두루 찾아 다녔으며, 국가와 절반씩 분담하
는 조건으로 사재를 내어 대장경(大藏經)을 간행하기도 했
다.”5)
4)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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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최이의 아들 최항(崔沆)이 정권을 잡고는 소환하여
참지정사로 삼았다. 최항이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자 하여 정안
을 대해서, 겉으로는 비록 예우하는 모습을 갖추었으나 내심으
로는 실상 시기하였다. 그리하여 근정을 비방하고 난을 꾸몄다
는 것으로써 백령도(白翎島)에 귀양보냈다가 사람을 보내어 물
에 빠뜨려 죽였다.”6)

이와 같은 기록을 근거로 정안 선생에 관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7)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안은 하동 출신으로, 최우와 처남․매부지간이라는 관계를
비롯하여 그의 선대(조부 정세유, 부친 정숙첨)부터 이어져 온 중앙권
력내에서의 정치적 위상 등을 배경으로 최씨무신정권기의 실력자로 활
동했다.
둘째, 식읍지인 하동에 원찰인 양경사, 남해에 사제인 강월암을 운영
하면서 당대 고승인 진각국사 혜심, 일연 등과 교유하면서 중앙집권세
5) 고려사(高麗史) 권100, 열전 13, 정세유(鄭世裕) 부(附) 정안(鄭晏).
晏初名奮, 性聰慧, 少登第. 陰陽․算術․醫藥․音律, 無不精曉. 出倅晋陽, 以
母老, 辭歸養河東. 怡愛 其才, 奏授國子祭酒. 晏見怡專權忌克, 欲遠害, 退居
南海. 好佛, 遊遍名山勝刹, 捨私貲, 與國家, 約中分 藏經刋之.
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31권, 경상도(慶尙道) 하동현(河東
縣). ‘인물조’ 참조.
7) 정안 선생과 관련된 논고는 여러 편이 있으나 몇 편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池內宏, ｢高麗朝의 大藏經｣, 滿鮮史硏究 中世 2, 길천홍문관, 1937 ; 김광
식, ｢정안의 정림사 창건과 남해 분사도감｣, 건대사학 8, 건국대학교사학
회, 1993 ; 민영규, ｢고려대장경 신탐｣, 사천강단, 민족사, 1997 ; 최영호,
｢南海地域의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사업 참여｣, 石堂論叢 25, 1997 ;
최정간, ｢고려대장경 판각과 하동인 정안(鄭晏)의 역할｣, 하동인 정안과
대장경 문화의 재조명, 하동문화원․진주교육대학교경남권문화연구소,
2011 ; 김경수, ｢정안, 그에 대한 사실과 구전 그리고 진실｣, 하동 정안산
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하동군․극동문화재연구원, 2015 ; 주영민, ｢정안
가의 세계와 불교활동｣, 하동 정안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하동군․극동
문화재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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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과 함께 사상적 후원세력으로 불교계와 밀접
한 관계를 가졌다.
셋째, 이를 배경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몽
골 침략 시 최씨무신정권이 불교계의 지지를 얻고 국난 극복을 위해
고려대장경 판각 사업을 추진하자 막대한 사재를 출연하는 등 대장경
간행을 주도하였다.

Ⅲ. 조사범위와 방법
정안산성은 2015년에 실시한 정밀지표조사 결과 정안산성의 총 둘레
는 791.5m, 성내의 면적은 약 31,667㎡(9,580평), 남북 최대길이
222.39m, 동서 최대길이 273.11m로 평면 반월형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산성은 북고남저의 지세로 성내가 높고 성 바깥쪽은 급경사를
이룬 자연지형을 따라 적절하게 굴착․절토한 후 성벽의 외벽만을 돌
로 쌓고, 내부는 흙이나 돌로 채워 넣어 축성한 것으로 파악되며, 성벽
안쪽에는 성벽을 만들면서 파낸 흙으로 조성된 내환도와 건물지 12개
소, 문지 4개소, 집수지 2개소 등 다수의 시설물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굴조사는 우선 성벽 및 건물지를
대상(면적: 7,955㎡)으로 하여 성벽은 2개소에, 건물지는 13개소에 폭
1m의 트렌치를 설정하고, 그 내부를 층위에 따라 제토하면서 성벽과 건

물지의 잔존상태와 구축방법, 범위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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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정안산성 근경(북서→동남)

[그림 3] 정안산성 현황 측량도

하동 정안산성 조사 성과와 과제 / 류창환 11

[그림 4] 정안산성 종․횡단면도

[그림 5] 발굴(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Ⅳ. 조사내용
1. 성벽
1) 서북쪽 성벽
서북쪽 성벽은 북문지에서 서문지로 이어지는 급경사부에 위치한 성
벽으로, 조사결과 현재 지표에 드러나 있는 성벽을 비롯하여 모두 3차
에 걸쳐 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축성은 자연퇴적층을 기반으로 하여 상부에 약황갈색과 암갈색토
로 정지한 후 축조하였다. 외벽면석은 약 100～110㎝ 높이로 현재 5단
정도 확인 되며, 현재 잔존하고 있는 3차 성벽과 약 6.5m 떨어져있다.
외벽면석은 세장방형 혹은 방형으로 가공한 석재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5단 정도 쌓았는데, 이는 통일신라시대 성벽에서 흔히 보이는 축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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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알려져 있어 초축성이 통일신라 중․후기에 축성되었음을 시사
한다. 성벽 내부에는 할석으로 채운 적심이 확인되며, 초축 성벽은 한
차례 정도 수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차성은 초축 성벽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흙을 쌓아올려 구축한

토성으로, 수습된 명문기와로 보아 고려 초에 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축성벽의 적심 상부에 다량의 기와를 포함한 갈색토의 기저부 층을
조성하고, 외면에 기초석열을 놓고 내부에 흙을 쌓아 축성하였다. 외벽
기초석열이 2단으로 확인되는데, 사이에 간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
어도 한 차례 이상 수축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3차성은 현재 지표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최상부의 성벽으로 수습되

는 기와로 보아 고려 중․후기에 구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토성 상
부에 회황갈색 점질토를 이용하여 기저부를 조성한 후 외벽에는 30～
50㎝ 크기의 할석을 쌓으면서 내부는 흑갈색토를 내탁하여 축성하였

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성벽은 4～5단 정도이지만, 성 바깥쪽으로 무
너져 내린 다수의 성돌로 보아 당초 성벽은 현재보다 더 높았을 것으
로 보인다.
유물은 초축성의 외벽면석 퇴적토와 2차 성의 기저부 조성층에서 통
일신라시대 토기편과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이외 유물은 선문, 격자문
등의 고려시대 기와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서남쪽 성벽
서남쪽 성벽은 서문지에서 남문지로 이어지는 급경사 지역에 위치한
다. 성벽 외곽에는 다수의 성돌이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로, 서북쪽 성
벽과 같이 3차에 걸쳐 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축성은 성돌이 대부분 붕적되어 있어 현재 그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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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성은 다량의 기와를 포함한 암갈색토의 기저부 층을 조성하고 그

위에 토성으로 축성하였다. 내면의 기초석은 확인되지만 외면의 기초
석은 현재 성돌의 붕적으로 인해 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서북쪽
성벽 토층에서 보이는 기저부 조성층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한 수
축과 관련된 토층양상이 서남쪽 성벽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성의 축
조는 유사한 공정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3차성은 2차성 상부에 흑갈색 점질토의 기저부 층을 조성한 후 외벽

에는 30～50㎝ 크기의 할석을 쌓으면서 내부는 암갈색토로 내탁하여
축성하였다.
유물은 3차성의 외벽 퇴적층에서 명문기와가 확인되었고, 내부 성토
층에서 통일신라시대 장경병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외 유물은 승문, 선
문, 격자문 등의 고려시대 기와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 3] 서북쪽 성벽 내부 전경

[사진 4] 서북쪽 성벽(3차 성) 외벽 세부

[사진 5] 서북쪽 성벽 외부 수축면 세부 [사진 6] 서북쪽 성벽 초축성벽 외벽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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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서남쪽 성벽(3차성) 외벽 세부

[사진 7] 서남쪽 성벽 외벽 세부

[사진 9] 서남쪽 성벽 내부 세부

2. 문지
1) 동문지
1호와 4호 건물지의 동쪽에 위치하는 문지로, 산성 동쪽 자락에 있는

양보면 장암리 중하쌍마을쪽으로 가는 길이 나 있으나 현재는 사용되
지 않는 것 같다.
개거식 형태로, 폐성 이후 부분적으로 무너지고 흐트러지긴 했으나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지의 좌․우벽 끝
은 평면 ‘⊐⊏’자 모양으로 거의 일직선상으로 배치하였다. 대체로 크
고 작은 할석으로 허튼층 쌓기하여 축조하였는데, 현재 1～2단 정도 남
아 있으며, 개구부의 바닥에는 납작한 할석이 부분적으로 깔려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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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규모는 좌․우벽의 폭 2.3～2.7m, 높이 0.6m이며, 개구부의 폭은
2.8m 정도이다.

한편 동문지의 외벽 아래쪽은 급경사로 이어지는데, 급경사면의 일
부에는 크기가 30㎝ 정도 되는 장방형의 할석을 ‘品’자상으로 4～5단
정도 바른층쌓기로 쌓아올린 성벽이 남아 있다.

2) 서문지
성벽의 서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는 문지로, 동쪽으로는 2․3호 건
물지로 이어지는 길이, 서쪽으로는 모구재로 가는 길이 나 있다. 주민
들의 전언에 의하면 ‘모구재에서 서쪽으로 가면 횡천면 학리 구학마을,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고전면 성천리 상성마을로 간다’고 한다.
개거식 형태로, 내외벽 모두 크기 20～35㎝ 가량의 할석을 이용하여
4～5단 정도 쌓고 그 사이에 할석을 채워 넣어 구축하였다. 문지의

좌․우벽은 대체로 ‘⊐⊏’자 모양을 이루나 0.8m 정도 어긋나 있고 각
모서리는 말각으로 처리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높이는 약 0.7～0.84m
이다. 개구부의 폭은 1.65m이며, 바닥에는 크고 작은 납작한 할석을 한
벌 깔았다. 현재 서문지는 여러 문지 중 가장 잘 남아 있고 규모도 큰
편인데, 지금도 등산객들의 출입이 잦고 쉼터로 이용되고 있어 등산객
들에 의해 일부가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축성 당시의 모습인지는
불분명하다.

3) 남문지
남쪽 성벽의 중앙부에 위치한 문지로, 성내에서 확인된 4개의 문지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북쪽과 남쪽으로는 각각 11호 건물지와
1․2호 집수지로 가는 길이 나 있다. 남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며 고전

면 성천리 상성마을로 가는 산길이 나 있는데, 지금도 산성 아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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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거식 형태로, 외벽은 할석, 내벽은 할석과 흙으로 평면 ‘⊐⊏’ 자
모양으로 쌓은 문지로, 현재 1단 만이 남아 있다. 잔존 규모는 좌․우
측벽 폭 2.2～2.3m, 높이 1.5m이다. 개구부는 폭 2.7m 정도이다. 바닥
에서 급경사면 아래쪽까지는 40×60㎝ 정도 크기의 할석으로 들여쌓아
만든 15단 정도의 계단이 남아 있는데, 이는 급경사로 이어진 문지로
용이하게 출입하도록 설치한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사진 10] 동문지 외벽 전경(동→서)

[사진 11] 동문지 주변 성벽(북→남)

[사진 12] 서문지 외벽 전경(서→동)

[사진 13] 서문지 내벽 전경(동→서)

4) 북문지

북문지는 산성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추정봉수지 서쪽 가까
이에 위치한다. 북문지는 현재 인근 주민이나 등산객이 가장 많이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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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는 등산로와 이어져 있으며, 이 길을 따라 가면 마치고개 서쪽의
횡천면 학리 마치마을과 그 동쪽의 양보면 장암리 쌍상 마을 일원에
이른다고 한다.
개거식 형태로, 좌․우 측벽의 폭 2.2～3.3m, 높이 0.7m 정도로 남아
있어서 문지로 추정되지만, 그 형태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아 확정하
기 어렵다. 한편 이곳은 다른 문지와 달리 건물지군과 멀리 떨어져 있
으나 성내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남쪽으로는 금오산과 남
해 바다, 북쪽으로는 적량면 동산리와 횡천면 학리, 양보면 장암리와
감당리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보는 연구자도 있는데, 향후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 14] 남문지 외벽 전경(남→북)

[사진 15] 남문지 성벽 전경(서→동)

[사진 16] 북문지 외벽 전경(북→남)

[사진 17] 북문지 내벽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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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지

발굴조사에 앞서 2015년에 실시된 정밀지표조사를 정안산성 내에는
모두 12개소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그림 4 참조). 그리고 자연지형을
굴착하여 조성한 건물지와 그 주변에서는 다수의 기와류가 다수 채집
되어 기와를 얹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건물지 12는 산성의 주방어선인 동쪽과 서쪽, 남쪽을 한 눈에
조망하기에 가장 유리한 남봉에 위치하고 있어 전황을 살피고 군사들
을 지휘하는 장대 또는 멀리까지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는 망대와 같은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파악되었다.
발굴조사는 정밀지표조사에서 파악된 2․3․5․6호 건물지를 대상
으로 폭 1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7동의 건물지와
초석, 석열, 와적, 배수구 등을 확인하고, 수습된 기와를 통해 대개 고
려시대에 조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하 발굴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트렌치
6호 건물지 내 서쪽 가장자리에 설정한 트렌치로, 북쪽에는 배후경

사면을 ㄴ자형태로 굴착한 후 30㎝ 크기로 치석된 방형의 석재를 이용
하여 5단 정도 쌓아 만든 옹벽이 확인되었다. 석재의 치석 및 축조방법
에서 서북쪽 성벽부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의 초축성벽과 같은 것이
어서 주목된다.
트렌치의 중앙부와 남쪽에는 건물지와 관련된 집석이 확인된다. 일
부 석재에서 성돌을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확인되고, 건물지
는 옹벽 폐기 이후 다량의 기와를 포함한 암갈색 토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정지를 한 후 조성하였다. 유물은 건물지 조성을 위한 정지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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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문, 명문기와, 선문, 어골문, 격자문, 복합문 등의 고려시대 기와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2) 2트렌치
6호 건물지 내 동쪽 가장자리에 설정한 트렌치로, 북쪽에서는 상면

을 편평하게 가공한 암반이 2곳에서 인되는데, 건물지의 시설물로 이
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렌치 중앙부분과 남쪽 부분에서 치석된 석재
는 흑갈색토를 이용한 건물지 조성을 위한 정지층 위에서 확인되고, 정
지층은 초석 상면 아래까지 확인된다. 유물은 퇴적층에서 선문, 격자문
등의 고려시대 기와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사진 18] 1트렌치 전경

[사진 19] 1트렌치 옹벽 세부

[사진 20] 2트렌치 전경

[사진 21] 2트렌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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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트렌치
3트렌치는 지표조사 5호 건물지 내 2트렌치의 동쪽에 설정한 트렌치

로, 내부에서 건물지와 관련된 토층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
은 자연퇴적층에서 선문, 격자문, 복합문 등의 고려시대 기와편이 일부
확인되었다.

4) 4～6트렌치
4～6트렌치는 지표조사 2호 건물지 내 동쪽 가장자리에 설정한 트렌

치로, 4트렌치 중앙과 북쪽에서는 건물지 시설로 보이는 집석이 확인
되었다. 집석은 기와가 다량 포함되어있는 성토층위에 조성되어있다.
5트렌치는 4․6트렌치 사이에 위치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설정하였다. 5트렌치 중앙에서는 적심으로 추정되
는 집석이 성토층 위에서 확인되었다.
6트렌치의 북쪽에서는 초석이 확인되었으며, 4, 5트렌치와 마찬가지

로 와적된 성토층위에 위치하고 있다.
4～6트렌치 내 초석과 집석은 기와가 다량 포함된 성토층 위에서 확

인되고, 4, 6트렌치 내 초석과 집석이 대칭으로 확인되는 점 그리고 중
복양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1동의 건물지로 볼 수 있다. 유물
은 선문, 격자문, 복합문 등의 고려시대 기와편이 성토층에서 다량 확
인되었다.

5) 7트렌치
7트렌치는 4～6트렌치의 서쪽에 설정한 트렌치로, 트렌치 중앙에서

기단석열과 적심이 확인되어 이곳에 건물지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
되는데, 4～6트렌치와 마찬가지로 기와가 다량 혼입된 성토층위에 위
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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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은 명문기와, 격자문, 복합문 등의 고려시대 기와편이 성토층에
서 다량 확인되고, 퇴적층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사진 22] 4트렌치 전경

[사진 23] 5트렌치 전경

[사진 24] 6트렌치 전경

[사진 25] 7트렌치 전경

6) 8트렌치
3호 건물지 내 동쪽 가장자리에 설정한 트렌치로, 남쪽에는 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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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시설은 치석된 석재로 남쪽으로 면을 맞
춘 기단석열 위에 조성되어있고, 그 아래에서도 같은 형태의 석열이 확
인되었다.
트렌치 북쪽에는 치석된 석재로 북쪽으로 면을 맞춘 1단의 기단석열
이 확인된다. 건물지의 석열은 기와가 포함되어있는 성토층위에 조성
되어있다. 유물은 성토층에서 선문, 격자문 등의 고려시대 기와편이 다
량 확인되었다.

7) 9～11트렌치
3호 건물지 내 서쪽 부분에 설정한 트렌치로, 9트렌치 남쪽에는 성돌

로 추정되는 치석된 석재를 이용하여 동-서방향으로 을 맞춘 2열의 기
단석열과 이와 직교되는 남-북방향의 기단석열 1기가 확인되었다. 기
단석열은 1단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북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석재가
집적되어 있다.
9트렌치 중앙부와 10트렌치

에서는 황갈색토를 기반으로 하
는 집석이 확인되는데, 이는 9
트렌치의 기단석열과 시기차가
존재한다. 집석은 앞선 건물지
가 폐기된 이후 기와를 포함한
[사진 26] 9트렌치 기단석열 세부

황갈색토를 이용하여 정지를 한
후 건물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

인다.
11트렌치에서는 2개의 초석이 확인되는데, 초석은 상층 건물지에 해

당하고, 9, 10트렌치에서 확인되는 하층 건물지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
는다. 유물은 상부 건물지의 성토층인 황갈색 토와 퇴적층인 암갈색토

하동 정안산성 조사 성과와 과제 / 류창환 23

에서 명문기와, 선문, 격자문, 승문, 복합문 등의 고려시대 기와편이 다
량 확인되었다.

[사진 27] 8트렌치 기단석열과 배수구

[사진 28] 8트렌치 기단석열

[사진 29] 9트렌치 전경

[사진 30] 10트렌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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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트렌치
12트렌치는 지표조사 3호 건물지 내 11트렌치의 남쪽 평탄지에 설정

한 트렌치로, 트렌치 중앙에서는 4단의 석축이 확인되었는데, 북측에
조성된 조선시대 무연고 1기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묘는 수직으로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축조하였는데, 그 상부에는
기와가 다량 포함된 암갈색토가 퇴적되어있다. 유물은 퇴적층에서 고
려시대 기와편이 다량 확인되었다.

9) 13트렌치
13트렌치는 12트렌치와 인접하여 나란히 설정한 트렌치로, 1트렌치

내에서 확인된 옹벽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길이 6m 정도로 하여 조
사하였다. 조사 결과 트렌치 내에서 옹벽, 건물지와 관련된 토층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은 자연퇴적층에서 소량의 고려시대 기
와편이 확인되었다.

[사진 31] 11트렌치 전경

[사진 32] 12트렌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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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수지
1) 1호 집수지
성의 내부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남문지에서 서쪽으로 60m 정
도 떨어진 곳에 입지한다. 1호 집수지가 위치한 곳은 성의 내부에서도
가장 낮은 지점으로, 지형상으로 계곡부에 해당된다. 지금도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 등산객들이 식수로 이용할 정도로 성내에서 물이 가장 많
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사진 33] 1호 집수지 전경

[사진 34] 1호 집수지 세부

[사진 35] 1호 집수지 출수구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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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집수지는 평탄면을 조성하고 생토면을 굴착하여 내부의 바닥을

다지고 그 위로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평면 원형에 가깝게 호안
석축을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호안석축은 최하단석 1단만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그 위로 남아 있는 할석은 이후에 교란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호안석축의 바깥쪽에는 호안석축을 중심
으로 둘레돌이 돌려져 있는데, 직경은 약 6.2m이다. 한편 집수지의 남
쪽 성벽쪽으로 물이 흘러 나가는 배수시설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파
괴․훼손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후술하는 2호 집수지와 같
은 구조의 암거 형태로 추정된다. 출수구는 성벽의 외벽에서 확인되는
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여서 정확한 형태와 크기는 알 수 없다.

2) 2호 집수지
2호 집수지는 1호 집수지에서 서쪽으로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현

재 수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다.
1호 집수지와 마찬가지로 평탄면을 조성한 후 생토면을 굴착하여 내

부의 바닥을 다지고 그 위로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평면 원형에
가깝게 호안석축을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호안석축은 최
하단석 1단만 남아 있다. 그리고 호안석축의 바깥쪽은 1호 집수지와 마
찬가지로 직경 4.8m 정도 범위로 둘레돌을 돌렸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관련 할석은 남아 있지 않다.
한편 집수지의 남쪽에는 집수지에서 2.6m 정도 떨어져 있는 성벽쪽
으로 물이 흘러 나가는 배수시설이 만들어져 있다. 생토면을 굴착하고
그 내부의 양측에 판석을 세워 폭 25㎝ 정도의 배수로를 만들고 그 위
에 80×40㎝ 정도 크기의 판석으로 복개한 암거 형태로 추정되는데, 현
재 대부분 파괴․훼손되고 일부만 남아 있다. 출수구는 남쪽 성벽을 축
조하면서 함께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무너진 상태여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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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크기는 파악하기 어렵다.

[사진 36] 2호 집수지 전경

[사진 37] 2호 집수지 세부

[사진 38] 2호 집수지 암거

5. 유물
정안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시굴)조사 과정에서 체성과 문지,
건물지, 집수지, 그리고 성내 곳곳에서 기와류를 중심으로 토기류 여러
점이 채집되었다.
이중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유물도 몇 점 있으나 고려시대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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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기와류가 대부분으로, 특히, 격자문과 사격자문, 어골문 등이
타날된 기와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안산성이 고려시대 전․중기
를 중심으로 축성․운영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 39] 정안산성 수습 기와류 각종

이와 함께 체성과 건물지의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몇 점의 명문기와
도 수습되었다. 비록 깨어진 채로 수습되었으나 ‘甲午’․‘年甲午四月
三’․‘五年甲’ 등이 새겨진 기와는 ‘五年甲午四月三’으로 연결되는 것으

로 판독되고, 이는 북송(北宋) 태종(太宗: 재위 976～997)의 네 번째 연
호인 순화(淳化: 990～994)와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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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8) 명문기와의 제작기법과 부합되는 연대로, 이로써 정안산성
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이래 고려 초에도 하동지역의 중요한 산성
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안산성 내 곳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정안산성의 축성
과 운영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향후 이에 대한 자세
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Ⅴ. 맺음말: 조사 성과와 과제
정안산성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 1-1번지, 횡천면 학
리 산 173-2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산성으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지표조사를 통해 정안산성은 총 둘레 791.5m, 성내 면
적 약 31,667㎡(9,580평), 남북 최대길이 222.39m, 동서 최대길이
273.11m에 이르는 테뫼식 산성으로 파악되었고, 성내에는 건물지 12동

과 문지, 집수지 등 관련 시설물이 다수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2016년 성벽 및 건물지를 대상(면적: 7,955㎡)으로 실시한 시굴
조사를 통해 성벽은 자연경사면을 정지한 후 방형으로 가공한 석재를
5단 정도 쌓아 올린 1차성(통일신라), 그 위에 토성의 형태로 구축한 2

차성(고려 초), 현재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3차성(고려 중․후기) 등
세 차례에 걸쳐 축성된 사실을 밝히고, 건물지(2호․3호․6호)에서는
초석, 석열, 와적, 배수구와 함께 다수의 기와류를 확인함으로써 산성
내에 많은 기와 건물이 존재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8) 명문기와를 판독하고 의견을 주신 국립경상대학교 사학과 윤경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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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벽과 문지, 건물지, 집수지 등에서 발견된 토기류와 선문․
격자문․사격자문․어골문 등이 타날된 기와, 명문기와 등을 통해 정
안산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된 이래 정안 선생과 그의 선대가 중앙
과 지방에서 실력자로 활동했던 고려 전․중기를 중심으로 축성․운영
된 산성임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굴조사 트렌치에서 수습
된 명문기와의 ‘五年甲午四月三’명은 북송(北宋) 태종(太宗: 재위 976～
997)의 네 번째 연호인 순화(淳化: 990～994), 즉 ‘淳化五年甲午四月三’

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정안산성이
고려 초에도 하동지역의 중요한 산성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정안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통해 정안산성
은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축성된 이래 고려시대 최씨무신정권기의 실력
자이자 고려대장경 판각사업을 주도했던 하동 출신 정안 선생과 관련
된 역사적․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산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
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표조사와 발굴(시굴)
조사는 매우 제한적인 조사로, 향후 정안산성의 정확한 성격과 정안 선
생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전면적인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안산성의 역사적․문화재적 위상과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대회, 그리고 정안산성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고 역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안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1일에 투고 되어,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3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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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utcomes and Tasks of the
Investigation into Hadong
Jeongan-sanseong Fortress
Ryu, Chang-Hwan
Hadong Jeongan-sanseong fortress extends over Gojeon-myeon,
Hoengcheon-myeon and Yangbo-myeon of Hadong-gun county,
Gyeongsangnam-do province. This fortress is said to be relics
related to Jeong An, a native of Hadong, who acted as an influential
person under the Choe military regime of the Goryeo Dynasty and
also led the carving of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Hadong-gun County and the Far East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conducted a surface survey and an excavation (or
trial digging) and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of Jeongan-sanseong fortress by understanding its siz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and to obtain basic data for the
designation as cultural properties as well as restoration and
maintenance.
As the result of the surface survey, the following facts were
confirmed for Jeongan-sanseong fortress: It is a hilltop fortress with
a circumference of 791.5 m, an area inside the fortress of
approximately 31,667 ㎡, a maximum length of 222.39 m from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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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orth, and a maximum length of 273.11 m from east to west;
there remained 12 building sites as well as gate sites and catchment
sites.
As the result of the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fortress
wall and building sites, it was confirmed that the fortress was built
through three stages: The 1st fortress-building was built by
stacking about five rows of stones cut in square or rectangular
shapes on the graded natural slope (the Unified Silla Kingdom); the
2nd fortress-building was built by creating an earthen wall on the
first built fortress (the early Goryeo Dynasty); the 3rd fortressbuilding was built by establishing walls currently seen on the
ground surface (the mid-to-late Goryeo Dynasty). There were
cornerstones and stone rows, drainage facilities, and a large number
of roof-tiles found in the building sites, suggesting that there were
several buildings with roof-tiles inside the fortress.
In addition, there were earthenwares, roof-tiles with linear
pattern, square lattice pattern, oblique lattice pattern, fish bone
pattern and other patterned roof-tiles found in fortress wall sites,
gate sites, building sites, and catchment sites. This indicates that
Jeongan-sanseong fortress was built and operated mainly in the
early and middl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 when Jeong An and
his ancestors acted as influential persons in the central and
provincial regions, since it was first built in the Unified Silla period.
The result of the aforementioned investigation provided the
evidence that Jeongan-sanseong fortress has a high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s it is related to Jeong An, a native of Hadong, who
acted as an influential person under the Choe military regim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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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yeo Dynasty and led the carving of the Tripitaka Koreana
Woodblocks, since it was first built in the Unified Silla period.
However, the investigation has limitation in that surface surveys
and excavation (or trial digging) and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in a limited scal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a further precise
full-scale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be carried out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Jeongan-sanseong fortress and its relation with
Jeong An.
Key Words : Jeongan-sanseong fortress, Jeong An, fortress wall,
gate site, building site, catchment site, patterned
roof-ti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