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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교리토성 성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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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교리토성은 일명 기장 고읍성으로 불리운다. 교리토성은 구릉과 평
지를 이어 축조한 평산성의 석축기단형 판축토성이다. 평면형태는 타
원형을 띤다. 성둘레는 약 1600m로 부산지역 토성 가운데 가장 길다.
특히 성둘레가 여타 토성에 비해 조금 더 긴 것은 인구 및 행정구역
위상과 대왜구방어 등에 따른 군사적 중요성이 반영된 성둘레라 할
수 있겠다. 교리토성과 기장산성은 배후에 입보농성형 내지 피난성 성
격이 짙은 석축산성과 결합된 치소성으로 상호보완 관계를 보이고 있
다.
토성 축조수법 가운데 삭토법에 의한 체성부 축조가 확인된 교리토
성 초축 성벽이 부산지역 토성 가운데 가장 고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리토성 내벽은 수직식으로 시기적으로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체성
부 축조수법 가운데 영정주를 놓는 초석 역할을 하였던 석재들의 간
격은 약 390～400cm 정도로 확인된다. 이 초석 설치는 강화중성(4m
내외), 제주 항파두리성(3m), 충주 호암토성, 마산 회원현성(3.8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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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고려시대 유행한 토성 축조수법이다.
따라서 교리토성 초축은 기장산성과 기장현 설치를 고려하면 적어도

8세기 중반 이후에 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장 교리토성은 최근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문헌으로 살펴보면, 무
석축기단식에서 석축기단식을 거치면서 8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축
조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리토성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고대산성에 설치된 치소성과 관방성 역할이 이전(移轉)된
유적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고려시대, 교리토성, 무석축기단, 석축기단, 판축토성

Ⅰ. 머리말
부산지역에서 확인되는 읍성은 5개소이다. 이 읍성 가운데 조선시대
석축으로 축조된 동래읍성 및 기장읍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망미동토
성, 당감동토성, 교리토성을 각각 동래고읍성, 동평현성, 기장고읍성이
라 하여 “고읍성”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장고읍성으로 알려진 교리토은 최근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그 윤곽이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고고학적 조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교리토성 성둘레, 규모, 축조수법 등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비교
자료 미비로 간과된 점이 새롭게 확인되었다.1)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고고학적 조사에서 확인되
는 요소들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아울러 축조시기를 검토하
1) 이일갑, 釜山성곽,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51집, 2016, 278～297쪽.

기장 교리토성 성격에 대한 검토 / 이일갑 289

여 성곽축성사에 있어 기장 교리토성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학
동배들의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

Ⅱ. 기장 교리토성의 조사현황
교리토성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리 31번지 일원에 위치
한다. 일명 기장 고읍성으로 불리 운다.
교리토성에 대한 조사는 (부산대학교 박물관․부산대학교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1988), (기장군․복천박물관, 2005)의 기장문화유적 지표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경문물연구원, 2012)에 의해 교리토성의 종
합적인 문화재 보존 및 정비 방안을 마련을 위해 비지정문화재 기초조
사가 실시되었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서 고읍성의 잔존상태, 성내시설,
체성부의 축조수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교리토성 문헌기사를 살펴보면, 고려 공양왕 3년 3월조에 “기장군과
해주 옹진에 성을 쌓았다.”2)는 기록이 있어 이때 쌓은 성이 교리토성
으로 추정된다. 고려 우왕 12년 11월 신사일에 “왜적이 진주 명진현에
침입하였고, 또 함안, 양주, 언양, 기장, 고성, 영선 등지를 노략질하고
불살랐다고 하였다.3) 또한 그해 12월에 왜적이 합포영을 불사르고 양
주, 울주와 의창, 회원, 함안, 진해, 반성, 동평, 동래, 기장 등의 현민을
살육하고 재물을 소각하였다고 하였다.4) 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에
왜구에 의한 침탈이 기장지역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2) 城機張郡及海州甕津(高麗史 권82, 병2, 성보 공양왕 3년 3월).
3) 倭寇晉州溟珍縣 又焚掠咸安東萊梁州彦陽機張固城永善等處(高麗史 권
136, 열전49, 우왕 12년 11월).
4) 倭焚合浦營屠燒梁蔚二州及義昌會原咸安鎭海固城班城東平東萊機張等縣
(高麗史권136, 열전49, 우왕 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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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리토성 지형도 및 추정 시설물 위치도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조선시대 태조 5년 8월 9일 갑오에 “왜적의 배
120척이 경상도에 입구하여 병선 16척을 탈취해 가고, 수군만호 이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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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죽였으며, 동래, 기장, 동평성을 함락하였다.”5) 고려에 이어서 조
선 초기에도 계속적인 기장 침탈기사가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기장군 고적조에 “고읍성은 지금의 치소 즉, 기장읍성의 동북 5리에 있
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3208척이다”6)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輿地圖書) 기장현 고적조에 “고읍성은 지금 치소의 동 5리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3208척이다.”7) 기장현읍지(機張縣邑誌) 고적조에
“고읍성은 현의 동 5리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3208척이며 지금은
鄕校가 안에 있다.8)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고읍성은 동 5리

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3208척이며 지금은 폐했다.”9) 라고 기록되
어 있다.
교리토성은 3차례에 걸쳐 지표조사와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다.10) 정
밀지표조사 시, 산지구간인 토성 동북쪽에서 서쪽구간은 체성의 폭은
8m 내외, 높이 2.3-2.6m 정도의 규모로 확인된다. 평지구간은 도시화

가 진행되면서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체성이 구릉
정상부를 따라 축조되어 있다. 잔존 규모는 둘레 906m 정도이며, 유실
된 구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둘레 1,596-1,611m 정도이다. 확인된 유
구는 추정문지 2개소, 건물지 1개소, 추정 수문 1개소, 중심도로망 등이
다.

5) 倭百二十尺入寇慶尙道 奪兵船十六尺 殺水軍萬戶李春壽 沒東機張東平城
(太祖實錄 5년 8월 9일 갑오).
6) 古蹟 古邑城在今治東北五里 土築周三千二百八尺(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3, 기장현).
7) 古邑城在今治東五里 土築周三千二百八尺(輿地圖書 機張縣 古蹟).
8) 古邑城在縣東五里 土築周回三千二百八尺 今鄕校在內(機張縣邑誌 古蹟).
9) 古邑城在縣東五里 土築周回三千二百八尺 今廢(增補文獻備考 권27, 기장
현).
10) 부산대학교 박물관․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8 ; 기장군․복천
박물관, 2005 ; 부경문물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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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축성벽 축조상태

[그림 3] 1차수축성벽 축조상태

[그림 4] 영정주 초석

[그림 5] 횡장목 거치대 세부

추정문지는 직선형의 개거식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자는 파악
하고 있으며, 토성 서쪽 곡부에서 수문으로 추정되는 석축시설이 확인
되었다. 한편 1차 수축 판축토 하부에서 판축시 횡장목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추정되는 장방형 갱(길이:90cm, 너비:30cm 내외)이 확인되었다.
외벽 기단석열에는 이와 대응하여 영정주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평면
방형의 판상 석재가 노출되었다.11)

11) 기장군, (재)부경문물연구원,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보고서, 교리토성 보
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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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교리토성 위성사진

[그림 7] 내벽 기단부 석열

[그림 8] : 석축기단 및 보강토

[그림 9] 체성부 주변 기와노출상태

[그림 10] : 판축시 보강토 축조상태

[그림 11] : 토성벽 축조상태

Ⅲ. 기장 교리토성 구조와 축조수법
여기에서는 교리토성 고고학적 조사 특징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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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평면형태에 있어 부산지역 토
성 가운데 망미동토성12), 구랑동성13)은 제형에 속하고, 교리토성, 당감
동토성14)은 타원형이다.(표1. 참조)
[표1] 부산지역 판축토성 평면형태 및 규모
유적명

구랑동토성
(둘레 :
180m)

평면형태

유적명

평면형태

당감동
토성
(둘레 :
1,360m)

망미동토성

교리토성

(둘레 :

(둘레 :

1,400m)

1,600m)

12) 동의대학교박물관, 釜山 望美洞 東萊古邑城, 동의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
12, 2006.
13) 동양문물연구원, 부산 구랑동성지, 조사연구보고 제12집, 2013.
14) 부산광역시립박물관, 堂甘洞城址Ⅰ,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연구총서 제10
책, 199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堂甘洞城址Ⅱ,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연구
총서 제15책, 1998.

기장 교리토성 성격에 대한 검토 / 이일갑 295

고읍성으로 알려진 치소성에 해당하는 토성의 입지는 평지나 완만한
구릉성 지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교리토성 역시 기장지역 치소성에 해
당하는 관계로 동일한 입지에 축조되어 있다. 또한 교리토성과 기장산
성은 배후에 입보농성형 내지 피난성 성격이 짙은 석축산성과 결합된
치소성으로 상호보완 관계를 보이고 있다.15) 이러한 것은 강화중성과
강화산성, 김해고읍성16)과 분산성, 거제 둔덕기성과 거림리유적17), 함
안 성산산성과 괴산리유적18) 등의 관계를 상정하여 생각해 볼 때도 마
찬가지이다.
교리토성 성둘레는 약 1600m로, 망미동토성(약 1400m), 당감동토성
(약 1350m), 김해고읍성(약 5,400m), 마산 회원현성(약 1,400m), 사천

선진리성(약 1,300m), 울주 화산리토성(약 450m), 울산 반구동토성(약
400m) 등과 비교할 때19) 고읍성으로 알려진 토성 가운데 성둘레가 가

장 길다. 이것은 치소성에 해당하는 김해고읍성, 마산 회원현성, 사천
선진리성 성둘레가 김해고읍성을 제외하면 대체로 교리토성 성둘레 길
이와 유사하거나 조금 작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리토성 성둘
레가 고려시대 지방 주군현 치소성 성둘레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
다.20) 특히 교리토성 성둘레가 여타 토성 가운데 조금 더 긴 것은 인구
및 행정구역 위상과 대왜구방어 등에 따른 군사적 중요성이 반영된 성
둘레라 할 수 있겠다.
토성 체성부 축조수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살펴
15) 이일갑, 위의 책(2016), 287～288쪽.
1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김해 고읍성, 발굴조사보고서 제26호, 2008.
17)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거제폐왕성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 발굴조사보
고서 제7집, 2006, 거제둔덕기성동문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제51집,
2011.
18) 동서문물연구원, ｢咸安槐山理遺蹟｣, 조사연구보고서 제47집, 2011.
19)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 고읍성지｣, 경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연구총서
제60집, 2007.
20) 이일갑, ｢부산지역 토성 연구｣, 『문물연구』제32호, 2017,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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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교리토성 체성부는 기본적으로 30cm～50cm 가량 반가공한 석재
를 이용한 기단석을 설치한 석축기단형 판축토성이다. 이때 기단에 사
용된 기단석은 길이에 비해 두께가 큰 장방형 성석을 사용하였고 허튼
층쌓기로 축조되어 있다. 이는 부산지역 토성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남
지역 판축토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일정 축조시기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21)
교리토성에서는 내벽 석축기단이 확인된다. 즉 1, 2차 수축과정에서
각각 2단과 1단으로 확인되고 있다. 내벽 석축기단은 당감동토성 1차
성벽은 5～6단, 2차 성벽은 2～3단 석축이 확인되고, 망미동토성에서는
2～3단의 계단식 석축, 구랑동 토성에서는 약 3～4단 계단식 석축이 확

인되었다.22) 이러한 양상과 비교해 볼 때 교리토성 내벽 기단석축은
1,2단으로 축조되어 당감동, 망미동토성에 비해서 석축기단 높이가 낮

았다. 또한 부산지역에서 확인되는 계단식과 수직식 가운데 수직식으
로 축조된 것으로 분류되어 시기적으로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2차 수축 내벽기단

1, 2차 수축 내벽기단석렬

체성 기단부 절개상태

[그림 12] 고고학적 조사된 교리토성의 내벽 축조수법

교리토성 체성부 축조수법 가운데 기단석에 사용된 석재를 횡방향이
21) 이일갑, 위의 논문(2017), 84쪽.
22) 동양문물연구원, 부산 구랑동성지, 조사연구보고 제12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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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종방향으로 놓아 외부로 돌출시킨 것이 있다. 외벽 기단 석열에서
는 길이 70cm가량의 평면 방형의 판석이 맞물려 있고 판석은 기단 석
열 면석에서 30cm 정도 바깥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다. 간격은 약 390
～400cm 정도로 확인된다. 이러한 초석은 당감동토성, 구랑동성 초축

기단부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시기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축조수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초석은 당감동토성, 구랑동성 등에서는 1단 혹은 2단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석재들 앞이나 측면으로 영정주공이 확인된다. 이들을 연결
하는 석열 및 초축 토성 축조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횡장목 거치
갱과 호응하고 있다. 이 둘 간격은 250cm 내외이다.23) 특히 강화중성
일부인 옥림리유적(4m내외), 제주 항파두리성(3m), 충주 호암토성24),
마산 회원현성(3.8m) 등에서도 확인되어 고려시대 유행한 토성 축조수
법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겠다.25)
[표 2] 부산지역 판축토성 속성표 (이일갑, ｢부산지역 토성 연구｣ 전재)
성곽명

체성
둘레(m)

영정주
간격(㎝)

체성폭(㎝)

유형

평면형태

당감동토성

1350

420～430

950

치소성

타원형

망미동토성

1400

435

980

치소성

제형

교리토성

1600

390～400

800～1000

치소성

타원형

구랑동성

193

380～400

550

보루성

제형

23) 기장군․(재)부경문물연구원,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보고서, 교리토성 보
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2012, 55쪽.
24) 신용민․심종훈․구형모, ｢충주 호암지구 토성유적의 초보적 연구｣, 韓國
城郭硏究의 新傾向, 한국성곽학회 초대감사 심정보교수 퇴임기념 논총,
한국성곽학회, 2014.
25) 이일갑, 위의 논문(2017),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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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축토성에서 시기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영정주
의 간격이다. 일반적으로 간격이 좁을수록 축조연대가 빠르고, 넓을수
록 축조연대가 늦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지성 구릉에 입
지하고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교리토성은 고고학적 조사 결과 영정주
간격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영정주를 놓는 초석 간격이 대략 3.9～4m
임을 감안하며 4m 기준으로 축조가 이루어진 듯하다.(표2 참조)
따라서 교리토성은 남한지역 토성이 대략 3～6세기 중․후반까지 영
정주 간격은 1～1.5m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7세기 이후부터는 3m
이상으로 넓어지는26) 영정주 간격만을 두고 보면 축조시점이 통일신
라시대 전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비슷한 성둘레를 가진
망미동토성, 당감동토성 등에서 확인되는 영정주 간격이 400cm를 기준
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체성부 폭에 있어서도 10m 전후로 동일하게 확
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영정주 초석(좌: 교리토성, 우: 구랑동토성)

교리토성 초축과 관련하여 토성벽 조성시 절개한 풍화암반에서는 추
정 횡장목 거치갱이 깊이 90cm, 폭 35cm로 평면 장방형 형태로 굴착
26) 고용규, ｢고려시대 성곽의 축성법｣, 한국성곽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한국성곽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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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기장군, (재)부경문물연구원, 2012) 보
고서에는 영정주 초석과 횡장목 거치갱과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였으며 이 둘 간격은 250cm 내외임을 밝혔다.27) 그러나 이것은 좀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장 교리토성 초축성벽을
무석축기단으로 축조된 순수판축토성으로 파악하면서 외벽에 축조한
영정주 초석과 동시기 축조로 파악한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축
조수법에 있어서는 선후시기가 뚜렷하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보
고자의 주장대로라면 성토법을 사용한 양산 순지리토성과 더불어 삭토
법을 사용한 교리토성 초축성벽이 부산지역 가장 고식 토성축조수법이
아닌 적어도 10세기 이후 고려시대 유행하던 축조수법으로 파악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

Ⅳ. 기장 교리토성 축조시기 검토
이 장에서는 교리토성의 특징요소에 의거하여 토성 축조시기 및 요
인을 살펴본다.
현재까지 토성 체성부 기단에 있어서 석축기단이 없는 무석축기단식
과 석축기단식이 중복되어 유행하다가 점차 석축기단식이 대세를 이루
며 가장 오랜 동안 유행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8)
따라서 삭토법에 의한 토성 체성부 축조가 확인된 교리토성 초축 성
벽이 부산지역 토성 가운데 가장 고식으로 추정되고 있다.29) 이 교리
27) 기장군․(재)부경문물연구원,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보고서, 교리토성 보
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2012, 55쪽.
28) 이일갑, 위의 논문(2017).
29) 기장군․(재)부경문물연구원,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보고서, 교리토성 보
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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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과 더불어
양산 순지리토
성30)에서 확인
되는 유사판축
혹은 성토법에
의한 성벽이 영
남지역에서 가
장 고식에 해당
[그림14] 교리토성 제1탐색갱 토층도(1/40)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부산 교리토성 초축 성벽은 적어도 그 축조 년대가 6세기 중후반
이전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31) 그러나 남한지역 토성이 대략 3～6
세기 중․후반까지 영정주 간격은 1～1.5m를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7
세기 이후부터는 3m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32)도 있
어 교리토성에서 확인된 영정주 간격이 약 3.9～4m 정도로 임을 감안
한다면 6세기 중후반보다 축조시기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접한 곳에 7세기 전반 경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는 기장산
성이 있고 그 북벽과 서벽일대에 걸쳐서 통일신라, 고려 초로 편년되는
유적명

성토식

유적명

삭토식

기와유물이 수습되
고 있으며33), 신라

순지리
토성

교리
토성

경덕왕 때 군현제
도 개편으로 기장

[그림15] 무석축기단식 축조형태
30)
31)
32)
33)

東亞大學校博物館, 梁山蓴池里土城, 古蹟調査報告 第七冊, 1983.
이일갑, 위의 논문(2017), 90쪽.
고용규, 위의 글(2009).
기장군․蔚山文化財硏究阮, 機張山城, 울산문화재연구원학술조사보고
제117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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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설치되면서 치소성이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참고한다면34),
적어도 8세기 중반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때 당시
토성축조는 군현제 확립과 외부로부터 위협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산성에서 평지성으로 치소 이동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다.
다음 축조단계인 교리토성 수축 1차 성벽은 구랑동 토성 초축 성벽
과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단계의 축조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구랑동성35) 출토 기와 및 자기36) 제작 시기는 고려 전기인 11세
기 초로 추정된다. 또한 교리토성 와적층 기와 시기 역시 11세기로 추
정되고 있어 수축 1차 성벽 조성 및 사용 시기는 11세기로 추정된다.
이때에 이르러 교리토성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
략 3가지 요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시기적으로 고려 현종
대에 해당하는 이때 중앙집권적 군현제의 골격을 완성하며 그 중심지
로서 치소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다. 두 번째
는 이 시기 거란과의 거듭된 전쟁으로 인한 각 지역 성곽들에 대한 정
비, 수축작업이 이루어졌음이다. 세 번째는 목종-현종 년간에 해안지역
에 창궐하였던 동여진 해적에 대한 방어에 입각한 축성이다.37)
이 가운데 세 번째 동여진 해적 창궐에 따른 성곽 개수축이 가장 관
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高麗史 “목종 8년(1005) 봄 정월
에 동여진이 등주를 노략질하여 주진과 촌락을 30여 곳 불사르고 가니
장수를 보내어 막았다.”38)는 기사와 “현종 2년 청하, 흥해, 연일, 울주,
34) 심봉근, ｢釜山地域 古代城址의 性格檢討와 課題｣, 문물연구 제31호 2017,
34쪽.
35) AMS 분석을 통해 구랑동성은 10～12C에 해당하는 연대측정 결과가 확인
된다.
36) 강경숙, 한국도자사, 2012, 전기 제2기 10세기말～1070년.
37) 김갑진, ｢慶尙道 沿海地域 版築土城 硏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아
대학교, 2010, 49～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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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에 성을 쌓았다.”39)는 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당시 동해 연안
지역에 동여진 해적의 피해가 극심하여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성곽을
축조하고 있어 기장 역시 이때에 교리토성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이
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단계는 고려 공양왕 3년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기장군과 해주 옹진에 성을 축조하고 있는데40) 이때
축조되는 성곽은 기장읍성이 아닌 교리토성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파
악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고려 후기 이후 기와퇴적층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교리토성 조사 보고자는 부분적인 수축으로 파악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용 시기는 대략 14세기 중반에서 14세기 후반
까지 극히 짧은 기간에 걸쳐서 보수 사용된 것이라는 점이다.41) 그리
고 이때에 이르러 보수된 교리토성은 조선 전기 기장성 함락(1396년)
이후 폐성된 것으로 판단되며42) 기장읍성이 신축될 때까지 그 상태로
방치된 듯하다. 이 당시 기장군 치소성은 인접한 기장산성이 활용된 것
으로 추정되며 기장읍성 축조 이후 행정치소가 이전된 듯하다. 따라서
기장 교리토성은 고대산성에 설치된 치소성과 관방성 역할이 이전(移
轉)된 유적임을 알 수 있다.

高麗史 권3, 세가 목종 8년 정월.
高麗史 권82, 병2, 성보 현종 2년.
高麗史 권82, 병2, 성보 공양왕 3년3월.
古邑城在今治東北五里 土築周三千二百八尺(新增東國輿地勝覽, 機張縣古
蹟).
東平縣城 在縣南二十理雲浦 東南石築 西北土築 周三千五百八尺 今頹
(新增東國輿地勝覽, 東萊縣 古蹟).
42) 기장군․(재)부경문물연구원, 앞의 책(2012).

38)
39)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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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기장 교리토성은 최근 고고학적 조사성과와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삭토법에 의한 토성축조에서 토성 기단부에 석축이 이루어지는 석
축기단식으로 축조수법이 전환된다. 이후 계속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지
며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 전 기간인 8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인접한 고대산성인 기장산성은 배
후에 입보농성형 내지 피난성 성격이 짙은 석축산성으로 교리토성과결
합되어 상호보완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8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치
소성과 관방성 역할이 평지 치소성으로 이전(移轉)된 유적이 교리토성
임도 알 수 있다.
교리토성 구조와 축조수법을 살펴보면 구릉과 평지를 이어 축조한 평
산성 석축기단형 판축토성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을 띠며 성둘레는
약 1600m로 부산지역 토성 가운데 가장 길다. 특히 성둘레가 여타 토
성에 비해 조금 더 긴 것은 인구 및 행정구역 위상과 대왜구방어 등에
따른 군사적 중요성이 반영된 성둘레라 할 수 있겠다. 토성 축조수법
가운데 삭토법에 의한 체성부 축조가 확인된 초축 성벽이 부산지역 토
성 가운데 가장 고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벽은 수직식으로 축조수법
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체성부 축조수법 가운데
영정주를 놓는 초석 역할을 하였던 석재들 간격은 약 390～400cm 정
도로 확인된다. 이 초석 설치는 강화중성(4m내외), 제주 항파두리성
(3m), 충주 호암토성(3m), 마산 회원현성(3.8m) 등에서 동일한 간격으

로 설치되는 고려시대 유행한 토성 축조수법이다. 따라서 교리토성 초
축성벽은 기장산성과 기장현 설치를 고려하면 적어도 8세기 중반 이후
에 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교리토성을 살펴보았다. 물론 한정된 일부분에 대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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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조사로 교리토성 특징과 축조수법을 모두 파악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여기에서는 최근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져 새롭게 파악된
1차적 자료와 기존 조사 자료 가운데 간과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교리토성 축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14세기
중반 이후부터 15세기 초 기장읍성으로 전환과정을 다루지 못하였다.
아울러 교리토성과 기장산성의 관계규명 역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밝히며 이 모든 것을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고 더욱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맺음말에 대신한다.

이 논문은 2018년 2월 13일에 투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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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Earthen
Fortifications of Gyori
Lee, il-Gab
The earthen fortification of Gyori is also called the Goeupseong
Fortress of Kijang. The earthen fortification of Gyori is a masonry
based type stamped earthen fortress of Pyeongsan, which was
constructed between hill and flatland. The shape of the plane
surface is elliptical. The fortress is about 1600m long, making it the
longest within the Busan area. In particular, the fortress is slightly
longer than other fortifications because its military importance, such
as protecting a large population,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defense against Japanese raiders and etc were reflected in
this fortification. The earthen fortification of Gyori and mountain
fortress of Kijang demonstrates complementary relations between a
governing fortress and a masonry fortress that was obviously
intended for protection and shelter.
Among construction methods of earthen fortifications, the earthen
fortification of Gyori, the body of which has been confirmed was
constructed by the carving method, is estimated to be the most
ancient among the earthen fortifications within the Busan area. It
can be seen that the earthen fortification of Gyori was built very
long ago due to the perpendicular style of the inner wall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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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methods for the body of the fortress, intervals of
stones, which played the role of the cornerstone of the crossbeam,
were

confirmed

to

be

about

390～400cm.

The

cornerstone

installation was a popular construction method of the Koryo
Dynasty, where cornerstones, such as Gangwha Middle Fortress
(within 4m), Jeju Hangpaduseong Fortress (3m), Hoam earthen
fortification of Chungju, Masan Hoewonhyeon Fortress(3.8m) and
etc were installed with equal interval measur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arthen fortification of Gyori was constructed at least
after the middle of the 8thcentury, considering the installation of the
mountain fortress of Kijang and KijangHyu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cent archaeological surveys and
literature research, it can be known that the Kijang earthen
fortification of Gyori was constructed and managed during the
8thtothe14century,undergoingtheprocessfromnon-masonry

stylobate

type to masonry stylobate type.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earthen
fortification of Gyori underwent continuous change after the unified
Silla period and throughout the Koryo Dynasty.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role of a governing fortress and the military
defense fortress installed at Ancient Mountain Fortress were
transferred remains of historic interest.
Key Words : Koryo Dynasty, earthen fortification of Gyori,
non-masonry stylobate type, masonry stylobate type,
stamped earthen for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