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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라는 문무왕 18년(678) 당나라군이 철수함에 따라 명실공히 한반도를 통일한 뒤, 그 판도를 중국 지방행정구획 제도를 모
방하여 아홉 개의 주로 구분하고, 거기에 소경ㆍ군ㆍ현을 배치한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하 다. 이른바 9주5소경(九州五小京)이
라 불리는 지방행정제도이다. 주는 현재의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며, 소경은 광역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수
는「삼국사기」신라본기 경덕왕 16년(757) 겨울 12월조에 의하면 5소경, 117군, 293현에 이른다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인 9주5소경(九州五小京)의 연구는 문헌사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성(州城)과 소경성(小京城)의 위
치와 그 도시구조에 대해서는 지금껏 크게 논의되었던 적이 없어 명확치 않은 점이 많다. 고고학적 도시구조의 복원연구는 박
태우의 논고(『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1987년)와 필자의 논고(『新 の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實態について-統一
新 による計畵都市の復元硏究-』2009년) 정도이다. 

강원도 강릉시는 원래 예(濊)의 고국(古國)으로 고구려의 하서량(河西良)이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선덕왕 8년(639)에 북
소경( 小京; 河西良州)으로 되었는데, 무열왕 5년(658)에 하서주(河西州)로 소경에서 주로 바뀌었다. 이후 경덕왕 16년(757)에
는 명주로 개칭되었고 그 뒤, 고려시대 이후로도 명칭은 여러 가지로 변하 다. 박태우는 나성 흔적이 남은 도시로 분류하여
명주동에 있었던 성지로 비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가지화로 인하여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관동대학교에서는 강릉시
중심부로부터 서남서 약 3km에 위치하는 명주산성을 주치(州治)로 보는 설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일제시대의 측량도에서
볼 수 있는 유존(遺存) 토지구획로 보아 경주시의 신라금경이나 다른 많은 도시와 같이 방격의 가구, 즉 방리(坊里)를 갖춘 도
시로 복원하 다. 다음은 그 구조에 대해 서술하 다. 

강릉의 시가지는 시내를 남서에서 북동으로 흐르는 남대천의 왼쪽 기슭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에 그다지 높은 산은
없으나 시가지의 북측에는 산이 동서로 이어져 있으며, 남대천으로부터의 평지부분 너비는 최대가 1km 정도로 그다지 넓지는
않다. 현재는 강릉시의 중심부로 시가지화가 진행되어 강릉역을 중심으로 한 방사상의 구획정리 등도 이루어져 옛 토지구획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지형도 등을 보면 시가지 중심부인 옥천동, 임당동, 금학동, 명주동 등의 일대에 한
변 약 190m를 기본으로 하는 방격의 토지구획이 북서-남동에 약 0. 8km, 북동-남서에 약 1. 7km의 범위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방격의 유존 토지구획은 다른 9주5소경(九州五小京)의 사례를 통해 보면 통일신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
된다. 단, 방격 한 변의 길이가 190m로 신라의 금경이나 다른 도시유적에서 볼 수 있는 한 변 160m나 140m의 규격과는 다
르다는 점이 앞으로의 검토과제이다. 토지구획의 방위는 지형에 준하여 북서-남동 축에서 북쪽으로부터 약 37. 5°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는 남대천의 방위와 북측의 산지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방격의 유존 토지구획이 잔존하는
범위로부터, 최소로 보더라도 북서-남동 4방×북동-남서 7방 크기라는 장방형으로 복원하 다. 단, 방격의 유존 토지구획이
퍼지는 정도로 보아, 남서측과 북서측에 각각 1방 씩 늘어난 북서-남동 5방×북동-남서 8방(북서-남동 약 950m×북동-남서
약 1520m)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전체의 형상은 장방형으로, 당의 장안성(長安城)이나 일본의 평성경(平城城)과 같은 중축대로
(주작대로)가 상정 가능한 토지구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명주의 도시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이제껏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도시유적 추정지 내부에 위치하는 조선시대의 강릉
읍성이나 관아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기와류, 토기류 중에는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갈만한 것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
한다. 또한, 관아지에서 검출된 조선시대의 건물지는 모두 정방위가 아닌 크게 기울어진 방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강릉에
서 볼 수 있는 방격 유존 토지구획이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명주성」의 명문 막새기와가 출토된 명주산성의 역할로, 이것이 주치 던 것을 필자는 부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고대도
성은 평지성과 산성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신라가 되어도 방리제 도성인 금경 주위로 명활산성, 남산산성, 서형산성
의 산성군이 계속되어 유지되고 있었다. 구주오소경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도 도시유적 부근에 산성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주도 평지의 도시와 산성이 세트가 되어 주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구주오소경과명주(하서주)
- 그 도시구조를 중심으로 -

야마다 타카후미(山田隆文)
일본나라현청(日本 縣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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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신라는 문무왕 18년(678) 당나라 군이 철수함에 따라

명실공히 한반도를 통일한 뒤, 그 판도를 중국 지방행정

구획 제도를 모방하여 아홉 개의 주로 구분하고, 거기에

소경ㆍ군ㆍ현을배치한지방행정조직을정비하 다. 이

른바 구주오소경이라 불리는 지방행정제도이다. 주는

현재의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며, 소경

은 광역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수는『삼국사기』신라

본기경덕왕16년(757) 겨울12월조에의하면도합5소경,

117군, 293현에이른다.

주의설치는통일이전인지증왕6년(505), 지금의강원

도 삼척시에 설치된 실직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후에 설치된 상주ㆍ하주ㆍ신주 등도 행정구획으로서

의 구주와는 달리, 삼국시대 후기의 군사거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 행정구획으로서

새로운 주의 설치나 개편이 반복되어, 신문왕 7 년(687)

사벌주의 재설치를 끝으로 최종적인 구주(九州)가 완비

되었다. 구주는 옛 신라가<그림 1> 구주오소경 위치도

야의 고지(故地)에 사벌주ㆍ삽량주ㆍ청주, 백제 고지에

웅천주ㆍ완산주ㆍ무진주, 고구려및예ㆍ맥고지에한산

주ㆍ우수주ㆍ하서주로 세 개씩 배치하고, 각각에 주치

성(州治城)을조 하 다.

게다가 각 지방의 중심지에 금관ㆍ중원ㆍ서원ㆍ남원

ㆍ북원의 오소경(五小京)을 설치하고 소경성(小京城)을

조 하고 있다. 소경은 지증왕 15년(514)에 설치된 아시

촌(阿尸村) 소경이 최초의 사례로, 그 후 나중에 하서주

로 변경되는 북소경 등이 설치되었는데, 오소경으로서

는 진흥왕 18년(557) 국원을 소경으로 한 중원소경이 최

초의 것으로, 신문왕 5년(685) 서원과 남원이 설치되어 5

소경이완비되었다<그림1>.

현재의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었던 신라의 수도‘금경

( 京)’전체적인 상이 아직 불명확한 부분도 많으나, 방

격(方格) 가구(街區)가 정비되어 있었던 사실이 발굴조

사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경의 전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다수의 복원도가 제시

되고 있는데, 필자도 2009년에 복원안과 변천 안을 발

표하 다.

한편,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인 구주오소경의 주성

이나소경성의위치와그도시구조에대해서는이제까지

그다지 논의된 적도 없거니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지

만, 일부의도시에대해서는방격유존(遺存) 토지구획

이존재한다는점이이미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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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신라본기 경덕왕 16년 겨울 12월 조, 「改沙伐州爲尙州. 領州一, 郡十, 縣三十. 良州爲良州. 領州一, 小京一, 郡十二, 縣三十四. 菁州爲康州. 領州一, 郡十一, 縣

二十七. 漢山州爲漢州. 領州一, 小京一, 郡二十七, 縣四十六. 首 州爲朔州。領州一, 小京一, 郡十一, 縣二十七. 熊川州爲熊州. 領州一, 小京一, 郡十三, 縣二十九. 河西州爲溟

州. 領州一, 郡九, 縣二十五. 完山州爲全州. 領州一, 小京一, 郡十, 縣三十一. 武珍州爲武州. 領州一, 郡十四, 縣四十四. 」

『삼국사기』신라본기지증왕 6년 봄 2월 조, 「王親定國內州郡縣置悉直州. 」

『삼국사기』신라본기지증왕 15년 봄 정월조, 「置小京於阿尸村.」

야마다 타카후미(山田隆文), 2009, 「신라 금경의 구조와 변천과정(新 京の構造と變遷過程)」『연구기요(硏究紀要)』제 14집, 유라 야마토 고대문화연구재단(由良大和古代

文化硏究財團), pp.141~168.

「방격 유존 토지구획」이란, 네모꼴 토지구획의 흔적이 도로나 논의 휴반(畦畔)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경주시의 금경이나 남원시의 남원소경의 방격 유존 토지구

획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井田遺基」라기록되어있다. 일본에서는평성경적이나전국적으로분포하는조리수전등에서많이볼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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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주오소경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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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의연구사개략

구주오소경에 대한 연구는 통일 신라사 연구 중에서

도 그다지 왕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1953년에 발표된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의「신라구주오경고 (新 九州五京攷)」이다. 한국에

서의 연구로는 임병태( 炳泰)의「신구주오경고 (新

九州五京攷)」(1967)가 최초의 것이다. 그 밖에 주보돈

(朱甫暾)（1998）, 최근 (崔根泳)（1990）등이, 개별로는

무라카미 요시오 (村上四男)（1968）나, 다나카 도시아키

(田中俊明)（1996）, 전 래(全榮 )（2004）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문헌사학적 입장을 바탕으로 한 연

구이기 때문에, 관직이나 정치제도에 대하여 논하고 있

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위치비정이나 도시구조의 복원

등에대하여언급한것은거의없다.

한편, 주성이나 소경성의 도시구조에 대한 고고학적

인 연구 또한 적으며, 지금까지 구주오소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박태우(1987)가 있는 정도 다. 박

태우는 구주오소경 중 남원소경과 사벌주, 청주의 3곳

은방격가구를가지는도시로복원하 는데, 이밖에는

나성을 상정하거나 비정지에 존재하는 산성에 소경이

나주치(州治)가설치되었다고추정하 다. 

개별적으로는한국안에서도성곽연구가활발한충청

도에서 서원소경이나 중원소경에 대한 위치비정이나

구조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장준식 (1998) 등이 그것이

다. 단, 이들 중에도 도시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

원 도를 나타낸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구주

오소경이 소재하는 도시에서 간행된 유적지도에 구주

오소경이 유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현상이다. 발굴조사도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이라는 인

식을 바탕으로 실시된 발굴조사는 상주 복룡동 유적 정

09

08

07

06

후지타료사쿠(藤田亮策), 1953, 「신라구주오경고(新 九州五京攷)」『(朝鮮學報)』제 5집, 신라학회(朝鮮學會), pp. 87~125.

임병태(林炳泰), 1967, 「신라소경고(新 小京考)」『역사학보( 史 報)』제 35·36합집, 역사학회( 史 ), pp.456~483; 주보돈, 1998, 『신라지방통치제도의 정비과정

과 촌락』, 신서원; 최근 , 1990,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세력연구』, 신서원; 무라카미 요시오(村上四男), 1968, 「신라의 삽량주(양주)에 대하여(新 の 良州（良州）につい

て)」『조선학보(朝鮮 報)』제 48집, 조선학회, pp.309~331; 다나카 도시아키(田中俊明), 1996, 「신라중원소경의 성립(新 中原小京の成立)」『중원문화국제학술회의 결과보

고서(中原文化 際 術 議結果報告書)』연구총서 제 10책, pp.57~73; 김 래, 2004, 「신라통일 후의 구주제도와 전주」『백제멸망과 고대일본　백촌강에서 오노성으로

(百 滅亡と古代日本白村江から大野城へ)』, 유산카쿠(雄山閣), pp.219~237.

박태우, 1987,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대한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사학과한국사전공석사학위논문. 또한, 같은 제목으로 1987, 『백제연구(百 硏究)』18, 충남대

학교백제연구소, pp.49~97에도 수록되어있다.

양기석(梁起錫)·차걸용( 勇杰)·이우태(李宇泰) 외, 2001, 『신라서원소경연구(新 西原小京硏究)』, 서경문화사; 장준식, 1998, 『신라중원경연구』, 학원문화사.09

08

07

06

그림 2 구주 주치성,  야마다 다카후미(山田隆文) 복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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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밖에없다. 

필자는『신라의 구주오소경의 구조와 실태에 대하여

(新 の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實態について)』（2009）

에서, 현재까지도 유적으로서 전혀 유적지도에 등록되

어있지않은구주오소경에대하여그유구가존재할가

능성이 높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환기할 것을 목적

으로, 주로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측량도

(『朝 鮮總督府作成 一萬分一朝鮮地形圖集成』, 柏書房,

1985) 에기록된유존토지구획을기반으로, 역사지리학

적인 도시구조의 복원을 실시하여, 구주오소경의 대부

분이 신라 금경과 같은 방격 도시구획의 방리제 도시

을가능성이높다는점, 그리고방리제도시에는남북의

중축대로를 갖춘, 전체의 평면형이 정방형에 가까운 것

과, 중축대로가없는, 전체의평면형이장방형인것, 2종

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그들 유적과 주변에서

실시된 발굴조사 성과 중 통일신라시대의 것이 포함되

어 있을 가능성도 지적하 <그림 2＞. 이들 방격 도

시구획이 통일신라시대 도시유적의 흔적임은 경상북도

상복룡동유적에서 방격 도시구획의 바로 아래에서 통

일신라시대의 사벌주(상주)의 도로유구가 검출된 것으

로 처음 실증되었다. 도로유구는 상주의 예시뿐이나, 방

위를 동일하게 갖는 건물 유적이 검출되었음은, 졸고에

서이미지적한바대로이다. 

한층 더 방리의 구획 단위가 왕경과 공통되는 것이나,

전체의 규모도 왕경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라고 하는

법칙성이보이기때문에, 신라의통일직후의수도정비

와 연동해 축조 한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어, 구주오소

경의 정비나 徙民政策은 통일국가로서의 신라의 아이

덴티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한 가능성이 있게도

언급했다.

명주의도시구조복원

현재의 강원도 강릉시는 원래는 예(濊)의 고국(古國)

으로, 고구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을 시대에는 하서량

(河西良)이라 칭해지고 있었다. 선덕왕 8년(639)에 하서

량에 북소경이 설치되게 되는데, 무열왕 5년 (658)에 하

서주(河西州)로 소경에서 주로 변경되어, 신라의 한반도

통일이후에지방행정구분인구주중하나로자리매김하

게된다. 이후경덕왕16년(757)에는다른주와함께개칭

되어, 명주가 되었다. 고려시대 이후, 명칭은 여러 가

지로 변천을 겪은 후, 현재의 강원도 강릉시가 되었다.

동해에 면해있는 도시로, 시의 중심부는 해안으로부터

조금내륙쪽에위치한다.

다음으로 명주의 도시구조와 주치(州治)의 소재에 관

한선행연구를소개하고자한다.

현재의 강릉을 그린 고지도로는, 『동여비고』(1699)

나『해동지도』(1727~1776)등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넓

은 범위를 그린 것으로, 고지도가 그려진 당시의 중심

지인강릉읍성도실제의평면형태와는차이가있는원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읍성과 그 주변의 방격 토지

구획의존재를나타내는표현도찾을수가없다. 또한,

문헌사료에서도, 경주나 남원과 같은 방격 유존 토지

구획을나타내는「井田遺基」등에대한문헌기술은특

별히지적되어있지않다.

박태우는, 명주를 나성 흔적이 남은 도시라 추정하며,

명주동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성터로 비정하고 있

는데, 현재는 시가지화가 이루어져 확인할 수가 없다고

11

10

야마다 다카후미(山田隆文), 2009, 「신라의 구주오소경 성곽의 구조와 실태에 대하여 - 통일신라에 의한 계획도시의 복원 연구 (新 の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 態につ

いて－統一新 による計 都市の復元硏究－)」『고고학논고 (考古 攷)』, 가시하라 고고학 연구소 기요 제 31권( 原考古 硏究所紀要第31冊), pp.11~46; 야마다 다카

후미(山田隆文), 2010,「일본의 도성제와 신라 금경 연구(日本の都城制と新 京 究)」『삼국~조선, 발굴조사와 성과 한국의 도성』국립 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개소 20주년 기념국제심포지엄, pp.169~202.

『삼국사기』신라본기 선덕왕 8년 봄 2월 조, “以何瑟 州 小京, 命沙飡 珠 ”이 문장을 통해 보면 소경의 설치 이전에 이미 주로서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되는데,

그에 대해 명기한 사료는 없다: 『삼국사기』태종무열왕 5년 봄 3월 조, “王以何瑟 地連靺鞨, 人不能安. 罷京 州.”: 『삼국사기』잡지 지리지, “溟州. 本高句麗河西良. 一作

何瑟 . 後 新 . 賈耽古今郡 志云. 今新 界溟州. 蓋濊之古 . 前史以扶余 濊地. 蓋誤. 善 王時 小京, 置仕臣. 太宗王五年, 唐 慶三年, 以何瑟 地連靺鞨, 罷

京 州, 置軍主 之. 景 王十六年改 溟州. 今因之.”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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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관동대학교 박물관은, 명주산성 보고서에서 강

릉시 중심부로부터 서남서 방향 약 3km 에 위치하는 명

주산성을주치(州治)로보는설을제시하고있다.

필자는2008년에앞서서술하 듯이 구주오소경의 도

시구조 복원을 시도하 는데, 명주의 도시구조는 일제

시대의 측량도에 보이는 유존 토지구획으로부터, 경주

시의 신라 금경이나 다른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방격

가구, 즉방리(坊里)를갖춘도시라고복원하 다.

이하, 필자가 생각하는 명주의 방리제 도시구조에 대

하여 서술하고, 주치의 소재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강릉의 시가지는 시내를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흐

르는 남대천의 왼쪽 기슭 평지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에는 그다지 높은 산은 없으나, 시가지 북측에 해

발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지가 동서로 이어져 있

고, 남대천과의 사이가 평탄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폭은 제일 넓은 곳이라 하더라도 1km 정도로, 그다

지 넓지는 않다. 현재는 강릉시의 중심부이므로 시가지

화가 진행되어, 철도 강릉역을 중심으로 한 방사상의

구획정리 등이 이루어져, 옛 토지구획이 거의 소멸되어

버렸다.

그러나일제시대의지도등을보면, 현재의시가지중

심부인 옥천동·임당동·금학동·명주동 등의 일대에,

한 변을 약 190m를 기본으로 하는 방격 유존 토지구획

이 북서 - 남동으로 약 0.8km, 북동-남서로 약 1.7km의

범위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릉 읍

성이 있었던 구 시가지보다도 더 동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논에 그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3, 4>. 

이방격유존토지구획은, 과연정말로필자가추정하

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에서 유래한 것일까. 물론 다른

시대의 것일 가능성도 있으며, 새롭게는, 일제시대의

것일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구주오

소경의 사례를 보는 한, 일제시대나 현대에 방격 가구

를 정비한 예도 있으나, 그 이전에는 통일신라시대 이

외의 시대(즉,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방격 가구를 채

용한 사례는 없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의 것

또한 통일신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단, 방격의한변의규격이190m로, 신라금경이나다른

도시유적 등에서 볼 수 있는 한 변 160m나 140m인 규

15

14

13

12

그림 3 강릉의 지형 그림 4 강릉의 方格遺存地割

前 註 8）, pp. 50~52.

관동대학교·강릉시, 2009, 『강릉 명주산성－지표조사보고서－』, 관동대학교박물관학술총서 43책.

前 註 10）p. 28.

고려시대나조선시대에지방의중심지가된도시에서는, 통일신라의구주오소경소재지에서볼수있는것과같은규모범위에서의방격유존토지구획은확인되지않았다.15

14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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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는 다르다. 190m규격인 것은 명주가 유일한데,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필자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앞

으로의검토과제로두고자한다.

각설하고, 토지구획의 방위는 자연지형의 방향에 준

하여 북쪽으로부터 약 37.5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북서-남동방향이다. 이는남대천의방위와북측의산지

에 제약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방격 유존

토지구획이 잔존하는 범위로부터, 최소한 북서-남동 4

방(坊)×북동-남서 7방 규모의 장방형으로 복원하 다.

단, 방격 유존 토지구획의 면적으로 보아, 남서 측과 북

서 측에 각각 1방씩 늘어난 북서-남동 5방×북동-남서 8

방 (북서-남동 약 950m×북동-남서 약 1520m) 이었을

가능성도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림5>

도시전체의평면형상은장방형으로, 당의장안성(長

安城)이나 일본의 평성경(平城京)과 같은, 그리고 사벌

주와남원소경등에서도볼수있는중축대로(주작대로)

의존재를보여주는토지구획은확인되지않아, 중축대

로는존재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된다.

명주의 도시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이제껏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명주산성이나 굴산사지 등 주변의

복수유적으로부터「명주성(溟州城)」명(銘)의 막새기와

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또한, 필자의 도시유

적 추정 지 내부에 위치하는 조선시대의 관아 터나 강

릉 읍성의 발굴조사 에서 출토된 기와 편, 토기 류 중

에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이 있다. 특히 관아지 제 1차 조

사의 교란이나 객사문 주변에서 출토된 평행타날문(平

線紋叩き)기와 편이나 장경호, 고배편은, 통일신라시

대의 것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또한, 같은 관아지 제

1차 조사에서 출토된「大草」명의 명문 기와편도 관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닌 자료이다. 그 이와의 출

토 유물도 보다 상세한 재검토를 거치면, 통일신라시대

로 거슬러 올라갈 자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관아 터에서 검출된 조선시대 건물 터

는, 전부 정 방위가 아니라 크게 기울어진 방위를 보이

고 있다. 이는 강릉에 보인 방격 유존 토지구획이 예부

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6> 

다음으로는 명주의 주치의 소재지에 대해 생각해보

고자 한다. 명주 도시유구의 존재가 실증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억측으로 말할 수 밖에 없으나, 필자의 상정

17

16

그림 5 명주성,  야마다 타카후미(山田隆文) 복원 안 그림 6 강릉 관아지

한 변 140m 규격은 전주(완산주)·금관소경·서원소경에서 볼 수 있고, 한 변 160m 규격은 상주(사벌주)·강주(청주)·무주(무진주)·남원소경에서 볼 수 있다. 왕도인 금

경에서는 160m, 140m, 120m의 3종류의규격이병존하고있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강릉시, 2005, 『강릉관아지』,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36책;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江 城 洞11 - 1番地遺蹟 掘調査報告書』, 강원문화재

연구소 학술총서 39책

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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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야기해 보겠다. 이외의 구주오소경 추정 지의 대

부분에서 방격 유존 토지구획이 분포하는 범위 일부에

고려시대 이후의 성곽이 축조되어 있다. 그 지구로부터

관아와 관련할 가능성이 있는 명문 기와가 출토되는 경

우가 많다. 기와는 재이용을 위하여 원래 사용되었던

장소에서 이동되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필자는

통일신라시대의 도시의 중심이었던 범위에 고려시대

이후의 도시가 축소된 예가 복수 있을 것이라 추정한

다. 명주의 경우도, 읍성이 축조된 범위 안에 주치가 설

치된 것이라 추정한다. 지금까지 읍성 내부에서 이루어

진 발굴조사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

았으나, 조사 건수도 적어, 아직 존재를 부정할 수 있을

만한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주치의 후보지로는, 관동대학교 박물관이 제시하고

있는 명주산성이 있다. <그림 7> 앞서도 서술하 듯이

명주산성은 시가지의 서남서 약 3km 떨어진 남대천 북

쪽 기슭에 위치하는 산성이다. 해발 117.7m의 산지에

축조된 성 둘레 1,624m의 남측으로 두 개의 골짜기를

거두어 들이고 있는 포곡식(包谷式) 산성인데, 비고 차

80m정도로 그다지 높지는 않다. 현지를 답사해 보면,

남문지로부터 들어오는 동쪽 골짜기와 그 동쪽의 능선

상에 꽤 넓은 평탄 면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규모로 보아, 이 곳에 주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수긍 가능하다. 그러나 지표조사를 통해 채집한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말부터 고려시대의 것이 중심으

로, 명주가 하서주로서 설치되었던 시기의 유구나 유물

은확인되지않은듯하다.

필자는 명주산성이 주치 을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

는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도성은 평지성과 산

성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통일신라가 되어도 경주에

서는, 방리제 도성인 금경 주위에 명활 산성 명활 산

성·남산 산성·서형 산성의 산성 군이 계속하여 유지

되고 있다. 구주오소경 이외의 도시에서도 도시유적

인근에 산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주도 마

찬가지로 평지의 도시와 산성이 세트가 되어 주치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삼국의 혼란

기에 군사시설인 명주산성의 중요성이 높아져, 주치기

능이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후삼국기에는

김순식( 順式)이 명주를 거점으로 일대세력을 형성하

음이 알려지는데, 이에 따라 명주의 군사거점으로서

의 기능강화의 필요성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와 함께 주치기능이 군사시설인 명주산성으로 이전되

었을가능성도생각해볼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맺음말

본고에서는 강릉시의 중심부에 통일신라시대의 명주

유적이묻혀있을가능성을지적하 다. 현재, 필자가추

정하는 도시유적의 범위는 시가지화가 진행되어, 유적

으로서의 인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필자가

18

그림 7 강릉 명주산성

야마다 다카후미(山田隆文), 2011, 「고대 조선의 도성(古代朝鮮の都城)」『궁도 아스카(宮都飛鳥) 』, 나라 현립 가시와라 고고학연구소 부속 박물관 편( 良 立 原考

古 硏究所附 博物館編), 가쿠세이샤( 生社), pp.1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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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주오소경위치도, 2011, 『江 山寺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p.5.

그림 2. 구주 주치성, 야마다 타카후미(山田隆文) 복원 안, 2010,『韓國의 都城』국립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개소 20주년 기념 심포

지엄, 국립 경주·부여·가야문화재연구소, p.188. 그림 9

그림 3. 강릉의 지형, 야마다 타카후미(山田隆文) , 2009, 『新 と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 態について』, p.30, 그림 24

그림 4. 강릉의 方郭遺存地割, 前 註 그림 3, p.31. 그림 25

그림 5. 명주성, 야마다 타카후미(山田隆文) 복원 안, 前 註, p.31., 그림 26

그림 6. 강릉 관아지, 2005, 『江 官衙址』, 강릉문화재연구소, p.43. 그림 7

그림 7. 강릉 명주산성, 2009, 『江 溟州山城』, 관동대학교박물관, p.57. 그림 11

27 Yamada Takahumi 구주오소경과 명주(하서주)

현지를슬쩍본한, 시가지화가진행되고는있으나저층

주택이 많으므로, 지하유구가 파괴되지 않고 있을 가능

성은높을것으로사료된다. 앞으로, 발굴조사가실시되

는 등으로 하여 유구의 유무가 검증될 것,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지방도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

한연구의진전을기대하여본다.

본고는 2011년 10월 20일, 21일에 개최된 강릉 굴산사

지 국제학술대회“고대도시 명주와 굴산사”에서의 발

표원고에 가필과 수정을 더한 것이다. 대단히 귀중한 기

회를 주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및 강릉시의 모든 분

들께깊이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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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抄

新 は文武王18年（678）の唐軍の撤退によって名實ともに韓半島を統一したのち、その範圖を中國の地方 政區畵の制度に倣っ
て九つの州に區分し、そこに小京·郡·縣を配した地方 政組織を整備した

。
いわゆる九州五小京と稱される地方 政制度である

。州は現在の大韓民國（以下、韓國）でいう道に相當し、小京は廣域市に相當するものである
。
その は『三國史記』新 本紀景 王16年

（757）冬12月條によると合計５小京·117郡·293縣にのぼる
。統一新 時代の地方都市である九州五小京に關する硏究は文獻史學を中心に われ、州城と小京城の位置やその都市構造につい

てはこれまであまり議 されることもなく、不明な点が多い
。
考古學的都市構造の復元硏究としては 朴泰祐の 考（『統一新 時代

の地方都市に對する硏究』（忠南大學校碩士學位 文）1987年2月）や筆者の 考『新 の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實態について』
（2009）程度である

。現在の江原道江 市は、もとは濊の古國であり、高句麗の支配下にあった時は河西良と稱されていた
。
『三國史記』によると善 王

8年(639) 小京になったが、武烈王5年(658)河西州として小京から州に變 された
。

のち景 王16年（757）には 溟州と改稱され、
高麗時代以後になってもその名稱は何度も變 された

。
朴泰祐は、溟州を 城痕跡が殘る都市と推定し、溟州洞にあったとされる城

址に比定しているが、現在は市街地化のために確認できないとしている
。
さらに關東大學校博物館は、江原市中心部から西南西約３

㎞に位置する溟州山城を州治とする說を提示している
。
筆者は、日帝時代の測量圖に見える遺存地割から、慶州市の新 王京やほか

の多くの都市と同じく方格の街區すなわち坊里を備えた都市であると復元した
。
次はその構造についての敍述である

。江 の市街地は市內を南西から 東へ流れる南大川の左岸の平地部に位置している
。

付近にそれほど高い山はないが、市街地の
側には山地が東西に連なっており、南大川との間が平坦な地形となっているが、その幅は最大でも1㎞程度と、あまり廣くはない

。現在は江 市の中心部であるために市街地化が進み、鐵道の江 驛を中心とした放射狀の區畵整理などがおこなわれたために、古い
地割がほとんど消滅してしまっている

。
しかし日帝時代の地圖などをみると、現在の市街地中心部である玉川洞、林塘洞、錦鶴洞、溟

州洞などの一帶に、一邊約190ｍを基本とする方格遺存地割が 西－南東に約0.8㎞、 東－南西に約1.7㎞の範圍に遺存しているこ
とが確認できる

。方格遺存地割はほかの 九州五小京 の事例からにて 統一新 によるものである可能性が高いと考える
。
ただし、方格の一邊の規

格が190ｍで、新 京などと同樣に他でみられる一邊160ｍや140ｍの規格とは なるという点が今後の檢討課題である
。

地割の
方位は自然地形の方向に則して から約37.5度西に傾いている

。
これは南大川の方位と 側の山地に制約を受けたためと考えら

れる
。
方格遺存地割の遺存する範圍から、最低でも 西－南東４坊× 東－南西７坊ある長方形に復元した

。
ただ、方格遺存地割の

廣がりから、南西側と 西側にそれぞれ１坊ずつ增えた 西－南東５坊× 東－南西８坊（ 西－南東約 950ｍ× 東－南西約
1520ｍ）であった可能性もあると考える

。
都市全體の平面形狀は長方形であり、唐の長安城や日本の平城京のような、中軸大 （朱

雀大 ）の存在を示す地割は確認できない
。溟州の都市遺跡に對する考古學的調査はこれまでおこなわれていないが、都市遺跡推定地の內部に位置する朝鮮時代の官衙址や

江 邑城の發掘調査17)で出土した「大草」という銘文瓦片やその他の瓦片、土器類の中には統一新 時代にさかのぼりうるものがあ
ると筆者は考える

。
また、官衙址で檢出された朝鮮時代の建物址は、すべて正方位ではなく大きく傾いた方位を示している

。
このこ

とは、江 に見られた方格遺存地割が古くから存在していたことを示す傍證となると考えられる
。また「溟州城」銘の軒丸瓦が出土している 溟州山城の役割で、これが州治であったことを筆者は否定しない

。
韓國の古代都城は平

地城と山城のセットで構成されており、統一新 になっても坊里制都城である 京の周圍に明活山城·南山新城·西兄山城の山城
群が繼續して維持されている

。
九州五小京の他の都市でも都市遺蹟の近隣に山城が分布していることから、溟州も同樣に平地の都

市と山城のセットで州治として機能していたものと考える
。

九州五小京と溟州（河西州）
- その都市構造を中心に -

山田隆文
日本 縣廳

투고일자 : 2012. 04. 04 · 심사일자 : 2012. 05. 11 · 게재확정일자 : 2012. 05. 21

※ 주제어 : 구주오소경(九州五小京), 주치(州治), 방격 유존 토지구획(方格遺存地割), 도시구조, 지방행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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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じめに

新 は文武王18年（678）の唐軍の撤退によって

名 ともに韓半島を統一したのち, その範 を中

の地方 政 の制度に倣って九つの州に 分し,

そこに小京·郡· を配した地方 政組織を整備

した
。

いわゆる九州五小京と される地方 政制度

である
。

州は現在の大韓民 （以下, 韓 ）でいう道

に相 し, 小京は?域市に相 するものである
。

その

は『三 史記』新 本紀景 王16年（757）冬12月

によると合計５小京·117郡·293 にのぼる
。

州の設置は, 統一以前の智證王６年（505）に現在

の江原道三陟市に設置された悉直州にはじまる
。

しかし, その後に設置される上州·下州·新州など

も 政 分としての九州とは なり, 三 時代後期

の軍事 点としての性格を持つものとされる
。

その

後, 政 としての新たな州の設置や改編を繰り

返し, 神文王7年（687）の沙伐州の再設置をもって最

終的な九州が完備している
。

九州は古新 および伽

耶の故地に沙伐州· 良州·菁州, 百 の故地に熊

川州·完山州·武珍州, 高句麗および濊·貊の故地

に漢山州·牛首州·河西州と三州ずつ配置し, それ

ぞれに州治城を造 した
。

らに各地方の中心地に 官·西原·南原· 原·

中原の五小京を設置し, 小京城を造 している
。
小

京は, 智證王15年（514）に設置された阿尸村小京が

最初で, その後のちに河西州に される 小京な

どが設置されるが, 五小京としては 興王18年

（557）に 原を小京とした（中原小京）が最初で, 神

文王5年（685）の西原と南原の設置で五小京が完備

された＜ １＞
。

現在の慶 道慶州市にあった新 の都「 京」

は, 全 像が未だ不明確な部分も多いが, 方格の

街 が整備されていたことが 掘調査などで確

認されている
。

京の全 像については, これま

で多くの硏究がなされ, 多 の復元 が提示され

ているが, 筆者も2009年に復元案と 遷案を 表

している
。

一方, 統一新 時代の地方都市である九州五小京

の州城や小京城の位置とその都市構造については,

これまであまり議 されることもなく, 不明な点が

04

03

02

01

『三 史記』新 本紀景 王16年冬12月 ,「改沙伐州 州
。
領州一, 郡十, 三十

。
良州 良州

。
領州一, 小京一, 郡十二, 三十四

。
菁州 康州

。
領州一, 郡十一, 二

十七
。
漢山州 漢州

。
領州一, 小京一, 郡二十七, 四十六

。
首 州 朔州

。
領州一, 小京一, 郡十一, 二十七

。
熊川州 熊州

。
領州一, 小京一, 郡十三, 二十九

。
河西

州 溟州
。
領州一, 郡九, 二十五

。
完山州 全州

。
領州一, 小京一, 郡十, 三十一

。
武珍州 武州

。
領州一, 郡十四, 四十四

。
」

『三 史記』新 本紀智證王6年春2月 ,「王親定 州郡 。置悉直州
。
」

『三 史記』新 本紀智證王15年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
」

山田隆文, 2009, 「新 京の構造と 遷過程」『 究紀要』第14集, 由良大和古代文化 究財 ,pp.141~168.

「方格遺存地割」とは, 方形の土地 の痕跡が道 や水田の畦畔として 存しているものである
。
慶州市の 京や南原市の南原小京の方格遺存地割は, 『新 東 輿地勝 』

に「井田遺基」として記 されている
。
日本では平城京跡や全 に分布する 里水田などで多くみることができる

。

05

04

03

02

01

1 九州五小京位置



3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5, No. 2

多いが, 一部の都市については方格遺存地割 が存

在していることがすでに指摘されていた。

九州の硏究史 略

九州五小京についての硏究は統一新 史硏究の中

でもそれほど盛んなものとはいえないであろう。最

も古いものは1953年に 表された藤田亮策の「新

九州五京攷」である。 韓 での 硏究では, 林炳泰

の「新 小京考」（1967）が最初である
。

ほかに 朱甫

暾（1998）, 崔根泳（1990）などが, 個別には村上四男

（1968）や, 田中俊明（1996）, 全榮 （2004）などがあ

る。 しかし, これらは主に文 史 の立場から

の硏究であるため, 官職や統治制度について じら

れているものの, 具 的な位置比定や都市構造の復

元などについて言及されたものはほとんどない
。

一方, 州城や小京城の都市構造についての考古

的な硏究も少なく, これまで九州五小京の全 をあ

つかったものは 朴泰祐（1987）がある程度であっ

た
。

朴泰祐は九州五小京のうち, 南原小京と沙伐

州と菁州の３カ所は方格の街 をもつ都市である

と復元しているが, それ以外は 城を想定したり,

比定地に存在する山城に小京や州治が設置された

と推定した
。

個別には, 韓 の中でも城郭硏究が盛んな忠 道

で, 西原小京や中原小京について位置比定や構造に

ついて じられている 張俊植（1998）などがある
。

ただ, これらの中にも都市構造について具 的に復

元 を 示したようなものは未だ 表されていな

い
。

また, 九州五小京の所在する都市で刊 された

遺蹟地 に九州五小京が遺蹟として登載されてい

るものが全くないのが現 である
。

掘調査も統

一新 時代の都市遺蹟という認識のもとで 施さ

09

08

07

06

05

藤田亮策, 1953, 「新 九州五京攷」『朝鮮 報』第5輯, 朝鮮 , pp.87~125.

林炳泰, 1967, 「新 小京考」『 』第35·36合輯, ,pp456~483; 朱甫暾, 1998, 『新 地方統治 制의 整備過程과 村 』新書院; 崔根泳, 1990, 『統一新 時

代의 地方勢力 究』新書院; 村上四男, 1968, 「新 の 良州（良州）について」『朝鮮 報』第48輯, 朝鮮 , pp.309~331; 田中俊明, 1996, 「新 中原小京の成立」『中原文

化 際 術 議結果報告書』 究叢書第10冊, pp.57~73; 全榮 , 2004, 「新 統一後の九州制度と全州」『百 滅亡と古代日本　白村江から大野城へ』, 雄山閣,

pp.219~237.

朴泰祐, 1987, 『統一新 時代의 地方都市에 한 究』忠南大 校大 院史 科韓 史 攻碩士 位 文; また, 同名で, 1987, 『百 究』18, 忠南大 校百 究

所, pp.49~97. にも されている
。

梁起錫, 勇杰, 李宇泰ほか, 2001, 『新 西原小京 究』書景文化社.; 張俊植, 1998, 『新 中原京 究』, 文化社.09

08

07

06

2 九州州治城(山田隆文復元案)

尙州(沙伐州)

康州(菁州)

武州(武珍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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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たものは 州伏龍洞遺蹟ぐらいしかない
。

筆者は

『新 の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 態について』

（2009）で, 現在まで遺跡として全く遺蹟地 に登

されていない九州五小京についてその遺構が存在

する可能性が高いことを喚起することを目的とし,

主に日帝時代の朝鮮 督府が作製した測量 （『朝

鮮 督府作成 一万分一朝鮮地形 集成』1985, 柏書

房）に記 された遺存地割をもとに, 史地理 的

に都市構造の復元をおこない, 九州五小京の大半が

新 京と同 の方格街 を持つ坊里制都市であ

った可能性が高いこと, そして坊里制の都市には南

の中軸大 を備えた全 の平面形が正方形に近

いものと中軸大 がない全 の平面形が長方形も

のの２種類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

また, それら

の遺蹟や周 で 施された 掘調査の成果の中に

統一新 時代のものが含まれている可能性を指摘

した＜ ２＞
。

これらの方格遺存地割が統一新

時代の都市遺蹟の痕跡であることは, 慶 道 州

市の伏龍洞遺蹟で方格遺存地割の直下から統一新

時代の沙伐州（ 州）の道 遺構が 出されたこ

とで初めて された。道 遺構は 州の例のみで

あるが, 方位を同一にする建物跡が 出されている

ことは, 拙稿で に指摘したとおりである
。

さらに坊里の區畵單位が王京と共通することや,

全體の規模も王京の２分の１や３分の１という法

則性がみられることから, 新 の統一直後の首都整

備と連動して造營した可能性も考えられ, 九州五小

京の整備や徙民政策は統一國家としての新 のア

イデンティティ一形成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可

能性があることにも言及した
。

溟州の都市構造の復元

現在の江原道江 市は, もとは濊の古 であり,

高句麗の支配下にあった時は河西良と されてい

た。善 王8年(639)河西良の地に 小京が設置され

るが, 武烈王5年(658)河西州として小京から州に

され, 新 の韓半島統一後に地方 政 分の九州

のひとつに位置づけられた。のち景 王16年（757）

には他の州とともに改 され, 溟州となった。 高

麗時代以降, 名 はさまざまに 遷し, 現在は江原

道江 市となった。東海に面した都市であるが, 市

の中心部は海岸からやや 陸に位置する。

次に溟州の都市構造や州治の所在に する先

硏究を紹介する。

現在の江 を描いた古地 としては, 『동여비고』

（1699）や『해동지도』（1727~1776）などが知られる

が, いずれも 範 を描いたもので, 古地 が描か

れた 時の中心地である江 邑城も 際の平面形

態とはかけ離れた円形 を呈しており, 邑城やその

周 に方格地割の存在を示す表現も見出せない
。

ま

た, 文 史料でも, 慶州や南原のような方格遺存地

割を示す「井田遺基」などの記述は特に指摘されて

いない
。

朴泰祐は, 溟州を 城痕跡が る都市と推定し,

溟州洞にあったとされる城址に比定しているが, 現

在は市街地化のために確認できないとしている
。

東大 校博物館は, 溟州山城の報告書で江原市中

12

11

10

山田隆文, 2009, 「新 の九州五小京城郭の構造と 態について－統一新 による計 都市の復元 究－」『考古 攷』 原考古 究所紀要第31冊, pp.11~46; 山田

隆文, 2010, 「日本の都城制と新 京 究」『三 ~朝鮮， 掘調査と成果　韓 の都城』, 立慶州·扶余·伽耶文化財 究所開所20周年記念 際シンポジウム,

pp.169~202.

『三 史記』新 本紀善 王8年春2月 ,「以何瑟 州 小京, 命沙飡 珠
。
」この文からは小京の設置以前に に州として設置されていたことになるが, そのことを

明記した史料はない
。
; 同, 太宗武烈王5年春3月 ,「王以何瑟 地連靺鞨, 人不能安

。
罷京 州

。
」; 同, 志地理, 「溟州

。
本高句麗河西良

。
一作何瑟

。
後 新

。
賈耽古今

郡 志云
。
今新 界溟州

。
蓋濊之古

。
前史以扶余 濊地

。
蓋誤

。
善 王時 小京, 置仕臣

。
太宗王五年, 唐 慶三年, 以何瑟 地連靺鞨, 罷京 州, 置軍主 之

。
景

王十六年改 溟州。今因之
。
」

前 註8）pp.50~52.1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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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部から西南西約３㎞に位置する溟州山城を州治と

する を提示している
。

筆者は, 2008年に先述したように九州五小京の都

市構造の復元を試みたが, 溟州の都市構造は日帝時

代の測量 に見える遺存地割から,  方格の街 すな

わち坊里を備えた都市であると復元した
。

以下, 筆者の考える溟州の坊里制都市の構造につ

いて述べ, 州治の所在についても考察してみたい
。

江 の市街地は市 を南西から 東へ流れる南大

川の左岸の平地部に位置している
。

付近はそれほど

高い山はないが, 市街地の 側に標高はそれほど高

くない山地が東西に連なっており, 南大川との間が

平坦な地形となっているが, その幅は最大でも1㎞程

度と, あまり くはない。現在は江 市の中心部であ

るために市街地化が進み, 道の江 を中心とし

た放射 の 整理などがおこなわれたために, 古

い地割がほとんど消滅してしまっている
。

しかし日帝時代の地 などをみると, 現在の市街

地中心部である玉川洞, 林塘洞, 錦鶴洞, 溟州洞など

の一 に, 一 約190ｍを基本とする方格遺存地割

が 西－南東に約0.8㎞, 東－南西に約1.7㎞の

範 に遺存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
。

特に江 邑

城があった 市街地よりもその東側に がる水田に

その痕跡が明瞭に 存していたことが見てとれる
。

＜ ３·４＞

この方格遺存地割は, はたして本 に筆者が推定し

ている統一新 時代に由 するものであるのか
。
もち

ろん なる時代のものである可能性もあり, 新しくは,

日帝時代のものであ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

しか

し, 他の九州五小京の事例を見る限り, 日帝時代や現

代に方格の街 を整備した例もあるが, それ以前は統

一新 時代以外の時代（すなわち高麗時代や朝鮮時

代）に方格街 を採用したものは無いようである
。

そのため, 江 のものも統一新 によるものである可

能性が高いと考える
。

ただし, 方格の一 の規格が

190ｍで, 新 京などと同 に他でみられる一 160

ｍや140ｍの規格とは なる
。

190ｍ規格であるのは

溟州が唯一であるが, それがなぜか, 筆者はまだ答え

を持ち合わせていない
。
今後の 討課題としたい

。
さて, 地割の方位は自然地形の方向に則して か

16

15

14

13

東大 校·江 市, 2009, 『江 　溟州山城－地表調査報告書－』, 東大 校博物館 術叢書43冊.

前 註10）pp.28.

高麗時代や朝鮮時代に地方の中心地となった都市では, 統一新 の九州五小京の所在地に見られるような; 規模範 での方格遺存地割は確認されなかった
。

一 140m規格は全州（完山州）· 官小京·西原小京にみられ, 一 160m規格は 州（沙伐州）·康州（菁州）·武州（武珍州）·南原小京にみられる
。
王都である 京では

160m, 140m, 120mの３種類の規格が 存している
。

16

15

14

13

3 江 の地形 4 江 の方郭遺存地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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ら約37.5度西に傾いている 西－南東方向である
。

これは南大川の方位と 側の山地に制約を受けた

ためと考えられる
。

方格遺存地割の遺存する範 か

ら, 最低でも 西－南東４坊× 東－南西７坊ある

長方形に復元した
。

ただ, 方格遺存地割の がりか

ら, 南西側と 西側にそれぞれ１坊ずつ えた

西－南東５坊× 東－南西８坊（ 西－南東約950

ｍ× 東－南西約1520ｍ）であった可能性もあると

考える
。
＜ ５＞

都市全 の平面形 は長方形であり, 唐の長安城

や日本の平城京のような, また沙伐州や南原小京な

どでもみられる中軸大 （朱雀大 ）の存在を示す

地割は確認できず, 中軸大 は存在しなかったと考

えられる
。

溟州の都市遺跡に する考古 的調査はこれまで

おこなわれていないが, 溟州山城や掘山寺址など

周 の複 遺蹟から「溟州城」銘の軒丸瓦が出土して

いることは注目される
。

また, 筆者の都市遺跡推定

地の 部に位置する朝鮮時代の官衙址や江 邑城

の 掘調査 で出土した 瓦片, 土器類の中には統一

新 時代のものがある
。

特に官衙址第１次調査

の や客 門周 から出土した平 線紋叩きの瓦

片や, 長頸壺片や高杯片は, 統一新 時代のものとみ

てよかろう
。

また, 同じ官衙址第１次調査で出土し

た「大草」銘の銘文瓦片も役所に 連する可能性のあ

る資料である
。

その他の出土遺物もより詳細な再

討をおこなえば, 統一新 時代に遡りうる資料は

加するものと筆者は考える
。

また, 官衙址で 出さ

れた朝鮮時代の建物址は, すべて正方位ではなく大

きく傾いた方位を示している
。

このことは, 江 に

見られた方格遺存地割が古くから存在していたこと

を示す傍 となると考えられる
。
＜ ６＞

次に溟州の州治の所在地について考えてみたい
。

溟州の都市遺構の存在が されていないため, 憶

測でしか言えないのだが, 筆者の想定を述べておこ

う
。

他の九州五小京の推定地の多くで方格遺存地割

が分布する範 の一部に高麗時代以降の城郭が築か

れている
。

その地 から官衙に 連する可能性があ

る銘文瓦が出土することが多い
。

瓦は再利用のため

の本 使用された場所から移動することも考えられ

るが, 筆者は統一新 時代の都市の中心だった範

に高麗時代以降の都市が縮小した例が複 あると推

定する
。

溟州の場合も, 邑城が築造された範 に州

治が設置されたと推定する
。

これまで邑城 でおこ

17

江原文化財 究所·江 市, 2005, 『江 官衙址』, 江原文化財 究所 術叢書36冊; 江原文化財 究所, 2006, 『江 城 洞11 - 1番地遺蹟 掘調査報告書』, 江原文化

財 究所 術叢書39冊.

17

5 溟州城 6 江 官衙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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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われた 掘調査では統一新 時代の遺構は確認さ

れていないが, 調査件 も少なく, まだ存在を否定で

きるものではないと考える
。

州治の候補地としては, 東大 校博物館が示し

ている溟州山城がある
。
＜ ７＞ 先にも述べたよう

に溟州山城は市街地の西南西約３㎞の南大川 岸に

位置する山城である
。
海 117.7ｍの山地に築かれた

城周1,624ｍの南側にふたつの谷を取り んだ包谷式

山城であるが, 比高差80ｍ程度とそれほど高くはな

い
。

現地を踏査してみると, 南門址から入る東側の谷

とその東側の 線上にかなり い平坦面が形成され

ていることがわかる
。

その規模から, ここに州治を推

定することも首肯できる
。

しかし, 地表調査で採集さ

れた遺物は統一新 時代末から高麗時代のものが中

心で, 溟州が河西州として設置された時期の遺構や遺

物は未確認のようである
。

筆者は溟州山城が州治であった可能性も否定しな

い
。
韓 では三 時代以 , 都城は平地城と山城のセ

ットで構成されており, 統一新 になっても慶州で

は, 坊里制都城である 京の周 に明活山城·南山

新城·西兄山城の山城群が して維持されてい

る
。

九州五小京の他の都市でも都市遺蹟の近隣に

山城が分布していることから, 溟州も同 に平地の

都市と山城のセットで州治として機能していたもの

と考える
。
また, 後三 の混 期に軍事施設である溟

州山城の重要性が し, 州治機能が移 した可能性

もあろう
。

後三 期には 順式が溟州を 点として

一大勢力を形成していたことが知られるが, これによ

って溟州の軍事 点として機能 化の必要性は高ま

ったと推定され, それに伴って州治機能が軍事施設で

ある溟州山城に移 した可能性もあると考えられる
。

むすび

本稿では江 市の中心部に統一新 時代の溟州の

都市遺蹟が埋もれている可能性を指摘した
。

現在, 筆

者の推定する都市遺跡の範 は市街地化が進み, 遺

蹟としても認識されていないが, 筆者が現地を垣間見

る限り, 市街地化が進んでいるものの低層住宅が多い

ことから, 地下遺構が破 を免れている可能性は高

いと考える
。
今後, 掘調査が

施されるなどして遺構の有無が されること, ま

たこれを契機として韓 でも地方都市に する

な手法による硏究が進展することを期待したい
。

本稿は, 2011年10月20日, 21日に開催された江

山寺址 際 術大 “古代都市溟州と 山寺”での

表原稿に加筆修正したものである
。
大 貴重な機

を えていただいた 立中原文化財硏究所ならびに

江 市の皆 に厚くお 申し上げ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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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田隆文, 2011, 「古代朝鮮の都城」『宮都飛鳥』 良 立 原考古 究所附 博物館編 生社, pp.108~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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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withdrawal of military troops of Chinese Tang dynasty in the 18th year of King Moon-moo's reign(678), the Silla
Kingdom had actually unified the Korean peninsula and had divided the territory into 9 states benchmarking the
China's local administrations adjustment system. He had established local administrative units by deploying secondary
capitals, counties and prefectures in the nine states. 

The so-called 「9 Provinces and 5 Secondary capitals」are what constitutes the local administrations system. The
provinces can be compared to current provinces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Korea), and secondary capitals to
megalopolises.

According to a chapter of the Samkuksaki(三?史記) which had recorded the achievements of king Kyoungdeok in
December in his 16th year on the throne(757), the local administrative units had amounted to 5 secondary capitals, 117
counties and 293 prefectures. 

There are still lots of ambiguous points since there have never been any consultation on locations of provinces and
secondary capitals' castles, and on structures of cities because the researches for local cities inside the 9 Provinces and 5
Secondary capitals in the Unified Silla Kingdom has been conducted centering on the historic literatures only. 

The research for restoring structures of cities seen from an archeological perspective are limited to the studies of
Taewoo Park(『A study on the local cities in the Unified Kingdom Age』1987) and that of the author(『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planned cities for the Unified Silla Kingdom in terms of the structures and realities of the castles in the 9
Provinces and 5 Secondary capitals』2009).

The Gangneung city of Gangwon province was originally called Haseoryang(河西良) of the Gogureo Kingdom as an
ancient nation of Ye(濊). According to『Samkuksaki』, it had evolved from Haseoju(河西州) to a secondary capitals in
the 8th year of King Seonduk(639).

Afterwards, it had been renamed as Myeongju(溟洲) in the 16th year of King Kyoungduk(757), and then several
other names were given to it after Goryo dynasty. Taewoo Park claims that it is being defined as a sanctuary remaining
in Myoungjudong because of the vestige of bare castle, and this cannot be ascertained due to the on-going urbanization
processes. 

Also, the Kwandong university authority is suggesting an opinion of regarding Myeongju mountain castle located 3
Kms southwest of the center of Gangwon city as commanding post for the pertinent state. 

The author has restored the pertinent area into a city composed of villages within a lattice framework like Silla
Keumkyoung and many other cities. The structure is depicted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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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wntown of Gangneung is situated on a flat terrain at the west bank of Namdaecheon stream flowing
southwest to northeast along the inner area of the city.

Though there isn't any hill comparatively higher than others in the vicinity, hills are continuously linked east to west
along the northern area of the downtown, and the maximum width of flat terrain is about 1 Km and is not so large. 

Currently, urbanization is being proceeded into the inner portion of Gangneung city, the lands in all directions from
the hub of Gangneung station have been readjusted, and thus previous land-zoning program is almost nullified. 

However, referring to the topographic chart drawn at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it can be validated that land-
zoning program to accord the lattice framework with the length of its one side equaling to 190m leaves its vestige about
0.8Km northwest to southeast and about 1.7Km northeast to southwest of the vicinity of Okcheondong, Imdangdong,
Geumhakdong, Myeongjudong, and etcetera which comprize the hub of the downtown.

The land-zoning vestige within the lattice framework, compared to other cases related with the '9 states and 5
secondary capitals', is very much likely to be that of the Unified Silla Kingdom.

That the length of a side of a lattice framework is 190m as opposed to that of Silla Geumkyoung and other cities with
their 140m or 160m long sides is a single survey item in the future. 

The baseline direction for zoning the lands is tilting approximately 37.5 degrees west of northwest to southeast axis
in accordance with the topographic features. It seems that this phenomenon takes place because of the direction of
Namdaecheon and the geographic constraints of the hills in the north.

Reviewing minimally, a rectangular size of zoned land by 4 Pangs(坊) on the northwest to southeast side multiplied
by 7 Pangs(坊) on the northeast to southwest side had been restored within a lattice framework . 

Otherwise, considering the extent of expansion of the existing zoned lands in the lattice framework and one more
Pang(坊) being added to each side, it is likely that the size could have been with 5 Pangs(坊) on the northwest to
southeast side multiplied by 8 Pangs(坊) on the northeast to southwest side(950 M on the northwest to southeast side
multiplied by 1,520m on the northeast to southwest side). 

The overall shape is rectangle, but land-zoning programs reminiscent of rebuilt roads(red phoenix road) like Jang-an
castle(長安城) of Chinese Tang dynasty or Pyoungseong castle(平城城) in Japan is not to be validated. 

There are some historic items among the roof tiles and earthen wares excavated at local administrative office sites or
Gangneung's town castle in Joseon dynasty inside the area assumed to be containing municipal vestiges even though
archeological survey for the vestige of Myeongju has not been made yet, and these items deserve dating back to the
Unified Silla Kingdom age.

Also, all of the construction sites at loc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the Joseon dynasty are showing large degrees of
slant in the azimuth.

This is a circumstantial evidence indicating the fact that the inherited land-zoning programs to be seen in Gangneung
in terms of the lattice framework had ever existed in the past. 

Also, the author does not decline that Myeongju mountain castle had once been the commanding post when
reviewing the roof tiles at the edge of eaves in this stronghold. 

The ancient municipal castles in the Korean peninsula are composed of castles on the flat terrain as well as hilly areas
and the cluster of strongholds like Myounghwal, Namhan, Seohyoung mountain castles built around municipal castle of
Geumkyoung based on a lattice framework program.

Considering that mountain castles are spread in the vicinity of municipal vestiges in other cities other than the 9 states
and 5 secondary capitals, it is estimated that Myeongju was assuming the function of commanding post incorporating
cities on the flat terrain and castles on the hil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