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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 해남 군청사 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허가번호 : 제2017-1566호)

2. 조사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3 일원

3. 조사면적 : 8,442㎡

4. 조사기간 : 2017년 12월 06일 ~ 2017년 12월 09일(현장조사 3일)
2018년 07월 09일 ~ 2018년 07월 16일(현장조사 6일)

5. 조사기관 : 재단법인 마한문화연구원

6. 조사경위 : 해남군은 군청사신축과 관련하여 2016년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
과 사업지역 내에 해남읍성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남읍성은 2017년 전라
남도 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읍성의 축조방법에 대
한 트렌치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읍성 북벽 외측의 사업지역에 대한 조사로, 읍
성 동벽과 해자가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해남읍성과 관련된 유구
의 유무를 파악하고,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밝혀 향후 보존대책을 수립하고자 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시굴조사는 2017년 12월 4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 6일에 조사에 착수하였
다. 조사지역은 기존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던 곳으로 인해 2017년 12월 6일~12월 9일까
지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민가 철거가 완료된 2018년 7월 9일에 재착수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7. 조사단 구성
단

장 : 조근우(마한문화연구원 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박미라(마한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조 사 원 : 최석훈, 허재원(마한문화연구원 연구원)
준 조 사 원 : 최희진, 최석훈(마한문화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김영의, 김효영(마한문화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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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근대지형도(1918년 제작, 해남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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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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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위치 및 환경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해남군은 서북쪽으로 뻗은 화원반도, 산이반도와 남쪽으로
뻗은 해남반도와 내륙부로 이루어져 동쪽을 강진만, 동북쪽을 영암군과 강진군, 동남쪽을
완도군과 접하고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진도군과 목포시에 접하고 있다. 군의 수리적 위치
는 북위 34°17′∼34°45′, 동경 126°16′∼126°44′이며 행정구역은 1읍 13면, 도서 수는 71
개(유인도 9, 무인도 62)이고 총 면적은 1,013.1㎢이다.
지형은 소백산맥의 지맥이 해남반도 끝까지 이어지면서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
으나 동북부지역에서는 두륜산, 흑석산(650m) 등이 위치하며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어 지
세는 매우 험준한 편이며 고봉을 이루거나 첨예한 능선을 이루어 하천은 짧은 편이다. 해
남군의 중부 및 서남부는 평야지대로 간척지, 양식장, 염전 등이 이어진다. 해안선은 수많
은 도서들이 산재하고 있는 침강해안으로 심한 굴곡을 이루고 있으며 해침에 의해 가파른
해식절벽을 형성하고 있다. 주요 산들을 보면 동남부에 대둔산(672m), 달마산(489m), 대
흥사를 안고 있는 두륜산(703m) 등이 있으며 중심부에는 삼산면과 현산면 경계에 병풍산
(313m), 마산면과 해남읍 사이에 금강산(481m) 등이 있고, 동북부의 계곡면과 영암군 사
이에 흑석산(650m) 등이 있다. 또 문내면과 황산면 사이에 납석으로 유명한 옥매산
(174m)이 있다.
지질은 화강암과 변성암이 가장 많고 이외에도 화산대 등이 굳어져 생성된 응회암과 분
암 등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한반도의 남부는 중생대 백악기 북서태평양 일원에서
있었던 격렬한 화산-심성활동의 지역 중 하나이며 해남이 여기에 속해있다. 따라서 전라
남도 목포-해남 일원에는 백악기의 화산쇄설성퇴적암과 화산암류, 그리고 이들을 관입한
심성암류가 넓게 분포하며, 현저한 환상지형구조를 형성한다. 해남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
의 변성암복함체, 쥬라기의 편상화강암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백악
기말의 화산쇄설성퇴적암층인 화원층, 우항리층과 화산회류응회암층인 황산회류응회암으
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이를 관입하고 있는 진도 유문암 등의 화산암층과 이들 지층을
관입하고 있는 산이화강암, 월출산화강암 및 남각산미문상화강암 등의 심성암으로 구성되
어있다.
군의 주요 하천을 살펴보면 길이 16.87㎞에 달하는 삼산천을 비롯하여 현산천과 해남
천, 구산천, 산정천, 동해천, 옥천천, 계곡천 등 준용하천 29개소를 포함하여 530여개소의
소하천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북쪽에 있는 금강산에서 발원한 금강천이 해남읍을
가로질러 마산만에 이르고 두륜산에서 발원한 삼산천이 삼산평야를 지나 화산면 해창만에
이른다. 북쪽에는 옥천천과 계곡천이, 남쪽에는 고현천과 구산천 등이 흐른다.
기후는 해양성기후로 온난하며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여름에는 남
동계절풍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며, 겨울은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랭건조한 대륙성기
후를 나타내지만, 해안선 일대는 해양성 영향으로 내륙에 비하여 온난한 기후를 보인다.
농업과 어업을 하기에는 천혜의 땅이라 할 수 있다. 연평균기온은 13.7℃ 이며 강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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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7mm(2013년도 기준)이다1).
조사대상지역은 해남군 해남읍 2-3번지 일원으로 해발 481m인 금강산의 남쪽 평지에
위치한다. 남쪽으로는 해남천이 동서로 곡류하고 있으며 읍성 주변으로 시가지가 형성되
어 있다. 조사지역의 GPS는 북서쪽이 N34°57′42.97″, E126°59′89.60″이고, 남동쪽이
N34°57′26.77″, E126°60′06.35″이다.

사진 1. 조사지역 일대 지형(출처:브이월드 3D지도)

1) 목포대학교 박물관 1986, 「해남지방의 지리적 특성」, 『해남군의 문화유적』.
해남군청, http://www.hae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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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혁 및 현황
해남읍성은 해남읍 성내리 해남군청 뒤편에 남아 있는 석축성(石築城)이다. 해남의 읍치
소(邑治所)는 세 번에 걸쳐 옮겨 왔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東國輿地勝覽』 海南縣 建置沿革條 “本百濟 塞琴縣 新羅改浸溟(一云投濱) 爲陽武郡
(現康津) 領縣 高麗改今名屬靈岩郡本朝 太宗九年 合于珍島縣爲海珍縣 十二年 徙邑治于
靈岩屬縣玉山之地 世宗十九年 復析爲縣監”
② 同志 古蹟條 “古海南 在頭輪山南 地濱大海 有城基”
③ “玉山廢縣 在縣南十里 古之紗羅鄕 高麗改今名屬靈岩郡 今爲本縣治所”
④ 『東國輿地志』 海南縣 古蹟條 “古海南 在頭輪山南 地濱大海 古海南縣治此 本朝 太
宗時徙今治 今有城基存焉”
고려 때까지의 치소는 기록 ②의 고해남(古海南)으로서 현 현산면 고현리 고현(古縣)을
말하며, 그 후 1412년(태종 12)에는 기록 ③의 옥산폐현지(玉山廢縣址) 즉 현 삼산면 상
가리 계동(桂洞)으로 옮겼다가, 25년 후인 1437년(세종 19)에 지금의 해남읍으로 옮겨온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남읍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지지명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東國輿地志』

간행연도
·
1481년
1656년

저자
·
·
柳馨遠

항목
城郭條
城郭條
城郭條

『輿地圖書』

1759년

英祖命撰

城池條

『大東地志』

1864년

金正浩

城池條

『海南縣邑志』

1871년

高宗命撰

城池條

『海南縣邑志』

1895년

·

城池條

『增補文獻備考』

1908년

·

城郭條

『海南誌』

1925년

·

城郭條

규모 및 부속시설
周回 三百三十六步, 有奇
周同, 高十五尺, 內有十二井
周同, 井同, 四方有門
周同, 高同, 女堞四百五十五, 甕城三, 東·西·南
三門, 內有九井
周同, 甕城三, 城門三, 井十二, 南門曰靖遠樓
周同, 高同, 井同, 女堞四百五十五, 城門東·西·
南三門, 池塘無
周同, 高同, 井同, 女堞四百五十五, 城門東·西·
南三門, 池塘無
周同, 高同, 女堞同, 甕城三, 有四門, 內有井十
二
周同, 高同, 井同, 今廢

문헌기록을 토대로 해남읍성의 초축연대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왜구의 창궐로 말미암
아 현재의 읍성으로 치소를 옮긴 1437년(세종 19) 전후의 시기로 세종대 연해읍성(沿海邑
城)의 축조와 때를 같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읍성은 대부분의 조선시대 읍성들과 마찬가지로 평지에 세워진 읍성이다. 남아있는
성축은 읍성의 북벽에 해당하며, 해남군청 뒤뜰과 성내리 54-1번지 민가의 담장으로 이용
되고 있다. 옹성이나 문지는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성벽의 하부는 90×60㎝의 장방형의 할
석으로 쌓고, 상부로 올라 갈수록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협축법으로 축성하였다. 수직에
가까운 석축의 높이는 가장 양호한 부분이 420㎝, 그 외는 280~300㎝이며, 현존하는 성
축의 길이는 99.2m 정도이다2).

2) 목포대학교박물관 1986, 「해남지방의 관방유적」, 『해남군의 문화유적』.
해남군청, http://www.haenam.go.kr

- 9 -

Ⅳ.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조사지역은 군청, 상가, 민가가 조성되면서 기반층이 많이 훼손되거나 교란된 것으로 파
악되었다. 트렌치는 임의의 기준점을 정하고, 기준점을 중심으로 읍성 성벽 및 해자와 직
교하는 방향으로 3×10m 크기의 트렌치를 구획하였으며, 현 지형의 상태, 지장물 등 현장
상황에 맞추어 위치와 크기를 부분적으로 달리 설정하였다.
트렌치 번호는 조사 진행방향에 따라 서에서 동으로 N0E0, N0W1…의 순서로 명명하였
다.
트렌치 조사는 서쪽에서부터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층을 확인하면서 하강조사를 실시하
였다.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트렌치의 경우 지반면이 노출될 때까지 제토하여 토층 양상
을 파악하였다. 유구 및 층위 확인이 필요한 곳은 인력으로 바닥과 벽면을 정리 작업하였
다. 모든 트렌치는 토층도를 작성하고, 평면과 단면 층위를 사진 기록으로 남겼다. 사진
촬영은 전경과 근경, 조사과정 및 각 유구에 대한 촬영을 기본으로 하였다.
유구로 추정되는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탐색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완료 후 1/20의 축척으로 토층도와 평·단면도를 작성하고
기록과 사진촬영을 하였다. 모든 조사 완료 후 전체 트렌치 배치도 및 조사후 사진 촬영
을 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3번지 일원으로 평지에 해당하며, 최근까지
민가, 상가가 여러 채 조성된 곳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철거하여 공터로 남아 있었다.
조사는 트렌치 20개를 구획한 후 서쪽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층위는 전체적으로 단일층이다. 층번호는 퇴적된 순서대로 아래부터 Ⅰ, Ⅱ, Ⅲ…의 순
서대로 명명하였다.
기반층은 사질+자갈이 섞인 점토층이며, 기반층에 성벽 및 해자를 축조하였다. 기반층
상부로는 민가, 상가 조성 등으로 인해 삭토 및 교란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조사지역의 현 지형은 대체적으로 평탄하다. 트렌치 조사결과 20개의 트렌치 중 동쪽에
위치한 3개의 트렌치에서 성벽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었고, 북쪽에 위치한 9개의 트렌치
에서는 해자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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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 일대 인공위성 사진(출처:Daum지도)

사진 3. 조사전 전경(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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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전 근경(동쪽일대)

사진 5. 조사전 근경(북쪽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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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조사후 전경(직상에서)

사진 7. 조사후 근경(북쪽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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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지형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 GRS80 세계측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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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트렌치 현황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GRS80 세계측지계)
- 15 -

사진 8. 조사 현황도

1) 동쪽일대
동쪽 일대는 현재 성벽이 남아 있지 않고, 민가가 조성되어 있던 곳으로 총 3개의 트렌
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3개의 트렌치에서 성벽과 관련된 기저부와 지대석이 일부 확
인되었다. 층위는 단일층으로 전체적인 퇴적양상은 기반층 상부로 소형 할석과 자갈, 폐기
물이 섞인 교란층이 확인되었다.
Ⅰ : 흑갈색사질점토(10YR 3/1)+소형 할석+자갈+폐기물 → 교란층

① S5E1트렌치(도면 5, 사진 9~11)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2×10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
다. 층위는 단일층으로 확인된다. 퇴적양상은 기반층 상부로 80~110㎝의 두께로 폐기물이
섞인 교란층(Ⅰ)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성벽관련 기저부와 지대석이 확인되었다. 잔존범위는 외벽에서부터 270㎝ 정
도까지이다. 기저부는 20~40㎝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고, 지대석은 120×80㎝
크기의 대형 석재를 사용하여 기저부 위에 축조하였다. 성 외벽으로부터 80㎝ 정도까지
소형할석을 이용하여 잡석지정을 하였다. 성벽 상부는 민가 조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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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S5E1트렌치 조사후(동에서)

사진 10. S5E1트렌치 남장벽 토층

사진 11. S5E1트렌치 기저부·지대석 세부

도면 5. S5E1 Tr 평면도 및 남장벽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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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4E1트렌치(도면 6, 사진 12~14)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3×12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
다. 층위는 단일층으로 확인된다. 퇴적양상은 기반층 상부로 120~150㎝의 두께로 작은 석
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란층(Ⅰ)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성벽 기저부가 확인되었다. 잔존범위는 외벽에서부터 390㎝이다. 기저부는
20~60㎝ 크기의 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기저부 상부는 민가 조성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2. S4E1트렌치 조사후(동에서) 사진 13. S4E1트렌치 남장벽 토층

사진 14. S4E1트렌치 기저부 세부

- 18 -

도면 6. S4E1 Tr 평면도 및 남장벽 토층도

③ S3E1트렌치(도면 7, 사진 15~17)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2×9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층위는 단일층으로 확인된다. 퇴적양상은 기반층 상부로 80~12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란층(Ⅰ)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성벽 기저부가 확인되었다. 잔존범위는 외벽에서부터 320㎝이다. 기반층위에
20~50cm 크기의 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성 외벽쪽으로 380㎝ 정도 소형
할석을 사용하여 잡석지정을 하였다. 기저부 상부는 민가 조성으로 인해 교란·훼손되었다.

사진 15. S3E1트렌치 조사후(동에서) 사진 16. S3E1트렌치 남장벽 토층

- 19 -

사진 17. S3E1트렌치 기저부 및 목책

도면 7. S3E1 Tr 남장벽 토층도

2) 북쪽일대
북쪽 일대는 현재 성벽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이고, 민가와 상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
던 곳으로 총 17개의 트렌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9개의 트렌치에서 해자와 관련된 굴
광선 및 석열이 확인되었다.
층위는 2개층으로 나뉜다. 전체적인 퇴적양상은 기반층 상부로 소형 할석과 자갈, 폐기
물이 섞인 암갈색사질점토층(Ⅱ)이 확인되었고, 해자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Ⅰ)가 퇴적
되었다.
Ⅰ : 흑갈색사질점토(10YR 3/2) → 해자 내부 퇴적층
Ⅱ : 암갈색사질점토(10YR 4/4)+소형 할석+자갈+폐기물 → 교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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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0W1트렌치(도면 8, 사진 18·19)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3×20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층위는 2개층으로 나뉜다. 퇴
적양상은 해자 내부에 흑갈색사질점토(Ⅰ)가 퇴적되었고, 기반
층 상부로 70~9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
란층(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자와 관련된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추정 성벽으
로부터 18.9m 정도 떨어져 해자의 외측열이 확인되었다. 내
측열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
다.

사진 18. N0W1트렌치 조사후(북에서)

사진 19. N0W1트렌치 서장벽 토층

도면 8. N0W1 Tr 평면도 및 서장벽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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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1W2트렌치(도면 9, 사진 20·21)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
다. 3×10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층위는 단일층이다.
퇴적양상은 80~10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
인 교란층(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자와 관련된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해자 내
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추정 성벽으로부터
19m 정도 떨어져 해자의 외측열이 동-서 방향으로 확인
되었다. 내측열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확인할수 없었다.
사진 20. S1W2트렌치 조사후(북에서)

사진 21. S1W2트렌치 서장벽 토층

도면 9. S1W2 Tr 평면도 및 서장벽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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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1W3트렌치(도면 10, 사진 22~24)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
다. 3×11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층위는 단일층으로
퇴적양상은 60~7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란층(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자와 관련된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해자 내
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성벽으로부터

12.3m 떨어져 해자의 내측열이 동-서 방향으로 확인되었
다. 해자 내부에 민가 조성 시 축조되었던 시멘트벽이 남
아 있다. 외측열은 근대 이후에 조성된 민가 구조물과 도
로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22. S1W3트렌치 조사후(북에서)

사진 23. S1W3트렌치 서장벽 토층

사진 24. S1W3트렌치 해자 내측 굴광선

도면 10. S1W3 Tr 서장벽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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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1W4트렌치(도면 11, 사진 25~29)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3×13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층위는 2개층으로 나뉜다. 퇴
적양상은 해자 내부에 흑갈색사질점토(Ⅰ)가 140㎝ 정도 퇴적
되었고, 그 상부로 40~6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란층(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자 굴광선과 호안석축이 확인되었다. 석축은 성
벽에서 14.3m 떨어져 확인되었는데, 굴광선까지의 거리는
13.4m이다.

내측

호안석축으로

추정된다.

호안석축은

22~45cm 크기의 세장한 할석으로 면을 맞추어 쌓았으며, 1단
만 확인된다. 호안석축의 상부는 교란으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자의 깊이는 대략 130~150㎝ 정도이다. 외측열은
근대 이후에 조성된 민가 구조물과 도로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

사진 25. S1W4트렌치 조사후(북에서)

다.

사진 26. S1W4트렌치 서장벽 토층

사진 27. S1W4트렌치 해자 내측 호안석축

사진 28. S1W4트렌치 해자 내측 호안석축 세부 사진 29. S1W4트렌치 해자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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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S1W4 Tr 평면도 및 서장벽 토층

⑤ N0W5트렌치(도면 12, 사진 30~32)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3×23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
다. 층위는 단일층이다. 퇴적양상은 55~7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란층
(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자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해자의 내부퇴적은 흑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졌다.
해자의 내측열로 추정되는 굴광선은 성벽으로부터 10.1m, 외측열의 굴광선은 19.5m 떨
어져서 확인된다. 해자의 폭은 약 9.4m 정도로 확인된다.

도면 12. N0W5 Tr 평면도 및 서장벽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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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N0W5트렌치 서장벽 토층

사진 30. N0W5트렌치 조사후(북에서)

사진 32. N0W5트렌치 서장벽 토층세부

⑥ S1W6트렌치(도면 13, 사진 33~35)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3×12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
다. 층위는 단일층이다. 퇴적양상은 60~95㎝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란층
(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자 굴광선과 호안석축이 확인되었다. 해자의 내부퇴적은 흑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졌다. 해자의 내측 호안석축은 성벽으로부터 14.6m 떨어져 확인되고, 굴광선까지의
거리는 13.5m이다. 석축은 25~52cm 크기의 할석으로 면을 맞추어 쌓았으며, 석축 뒤쪽
으로는 소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뒤채움을 하였다. 외측열은 근대 이후에 조성된 민가 구
조물과 도로로 인해 교란이 심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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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S1W6트렌치 조사후(북에서)

사진 35. S1W6트렌치 해자 내측 석열

사진 34. S1W6트렌치 서장벽 토층

도면 13. S1W6 Tr 평면도 및 서장벽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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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S2W8트렌치(도면 14, 사진 36~39)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3×14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층위는 단일층이다. 퇴적양
상은 100~13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
란층(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자 내측 호안석축이 확인되었다. 해자의 내부
퇴적은 흑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졌다. 해자의 호안석축은
성벽으로부터 12.6m 떨어져 확인되고, 굴광선까지의 거리
는 11.5m이다. 석축은 25~45cm 크기의 할석으로 면을 맞
추어 쌓았으며, 석축 뒤쪽으로는 소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뒤채움을 하였다. 외측열은 근대 이후에 조성된 민가 구조
물과 도로로 인해 교란이 심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37. S2W8트렌치 서장벽 토층

사진 36. S2W8트렌치 조사후(북에서)

사진 38. S2W8트렌치 해자 내측 석열(동에서)

호안석축

사진 39. S2W8트렌치 내측 호안석축(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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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S2W8 Tr 평면도 및 서장벽 토층도

⑧ S1W9트렌치(도면 15, 사진 40~43)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3×14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층위는 단일층이다. 퇴적
양상은 90~11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
란층(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자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해자의 내부퇴적은
흑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졌다. 해자의 내측열로 추정되는
굴광선은 성벽으로부터 11.9m, 외측열의 굴광선은 19.3m
떨어져 확인된다. 해자 폭은 7.4m 정도이다. 해자 내부는
최근 소로가 조성되면서 교란되었다.

사진 41. S1W9트렌치 서장벽 토층세부
사진 40. S1W9트렌치 조사후(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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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S1W9트렌치 해자 내측 굴광선

사진 43. S1W9트렌치 해자 외측 굴광선

도면 15. S1W9 Tr 평면도 및 서장벽 토층도

⑨ S1W10트렌치(도면 16, 사진 44~46)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가 조성되었던 곳이
다. 3×8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층위는 2개층으로 나
뉜다. 퇴적양상은 해자 내부에 흑갈색사질점토(Ⅰ)가 100
㎝ 정도 퇴적되었고, 그 상부로 90~10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란층(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해자 외측 호안석축이 확인되었다. 외측 호안
석축은 성벽으로부터 19.4m 정도 떨어져 확인되고, 굴광
선까지의 거리는 19.7m이다. 내측열은 근대이후에 조성
된 민가와 도로로 인해 교란이 심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44. S1W10트렌치 조사후(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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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S1W10트렌치 서장벽 토층

사진 46. S1W10트렌치 해자 외측 석열

도면 16. S1W10 Tr 평면도 및 서장벽 토층도

⑩ N0E0, N0W3, N0W4, N0W7, S1W8, N0W9, S2W10, N0W11트렌치(도면 17·18,
사진 47~50)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민가나 상가가 조성되었던 곳이다. 층위는 단일층이고, 퇴
적양상은 30~70㎝의 두께로 작은 석재와 폐기물이 섞인 교란층(Ⅱ)이 확인되었다. 조사결
과 대부분 해자 외측열의 바깥에 위치한 트렌치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17. N0W7 Tr 서장벽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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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N0W11 Tr 서장벽 토층도

사진 47. N0W7트렌치 조사후(북에서)

사진 48. N0W7트렌치 서장벽 토층

사진 49. N0W11트렌치 조사후(북에서)

사진 50. N0W11트렌치 서장벽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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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사결과
이번 시굴조사는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군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지구인 해남읍성의 성벽
과 해자 관련시설의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결과 트렌치 20개 중 12개의 트렌치에서 성벽 기저부와 해자가 확인되었다.

2. 해남읍성의 동쪽일대에 위치한 트렌치(S3E1, S4E1, S5E1)에서 성벽 기저부와 지대
석이 확인되었다.
기저부는 20~60㎝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고, 지대석은 120×80㎝ 크기의 석
재가 확인되었다. 성벽 외벽으로부터 80~380㎝ 까지 소형할석을 이용하여 정지한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읍성의 북쪽일대에 위치한 트렌치(N0-W1·W5·, S1-W3·W4·W6·W8~W10)에서는 해
자의 호안석축과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해자 굴광선은 성벽으로부터 10.1m~13.5m 떨어져 확인되며, 굴광선의 폭은 7.4~9.4m
로 파악된다. 특히 S1W6 트렌치는 성벽에서 내측 굴광선까지의 거리가 13.5m로 다른 해
자 굴광선 이격거리보다 길게 떨어져 확인되는데, 이는 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안석축의 폭은 약 5~6m 정도이고, 잔존깊이는 약 1.3m 정도이다. 석축과 굴광 사이
에는 할석과 점토를 이용하여 뒷채움을 하였다.
해자 내부에서는 암갈색사질점토만 확인되고 있어 담수를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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