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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는 39년간 고려의 수도였으며, 이는 개경의 재현이었다. 하지만 몽골군의 침입이라는 급박한 전시 상황과 강

화도의 지형적인 특징 등으로 인해 개경과는 다소 다른 성곽 체제와 궁궐의 배치를 이루고 있었다. 

강도의 성곽은 외성-중성-내성으로 구성된 3중성(重城)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외성은 가장 먼저 완성한 성곽이

었으며 몽골군의 침입을 최전선에서 최우선으로 방비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었다. 그 구간은 조선시대 외성의 휴암돈

~화도돈이었다고 추정된다. 

중성은 강화산성 외곽의 토축성인 현 ‘중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성곽은 고고학적 조사에서 확인된 축조 수법의 정

교함과 견고성을 통해 볼 때 치밀한 계획 하에 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중성은 강도의 도성으로서 궁궐, 관청, 민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18년이라는 장기간의 축성 과정을 거쳐 『고려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비로소’ 완성되었던 것이다.

내성은 궁성적 성격을 지닌 성곽이었다. 조선시대 강화부의 ‘구성(舊成)’이 이에 해당하며 개경 구성의 규모와 거

의 일치하였다. 내성은 궁궐을 포함한 주요 관부와 부속 시설이 위치한 궁성과 황성의 통합, 즉 복합적 기능 공간을 이

루고 있었다.

한편 궁궐은 개경에 준하였다는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개경 궁궐도와 중첩한 결과, 승평문-선경전에 이르는 건축

물의 중심축이 김상용 순절비각-고려궁지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강도의 궁궐은 기본적으로 개경과 동일한 건축물 배

치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내전과 부속 건물 등은 강화의 지형 조건을 감안하여 배치되었을 것이며, 이

는 관청리 ‘궁골’ 일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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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강도(江都)는 39년간 고려의 수도였고 황도(皇都)

였다. 비록 전시(戰時)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건설된 수

도였지만, 강도는 고려를 상징하는 수도로서 개경의 도

성 체제와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강도의 성곽 

체계를 복원하거나 궁궐과 관부의 위치를 비정하였던 대

부분의 연구는 이와 같은 ‘개경을 재현한 강도’라는 인식 

하에 그 전모를 밝히고자 하였다(김창현 2004, 2005; 윤

용혁 2005, 2010; 신안식 2010; 이희인 2012, 2015, 2018, 

2019; 이상준 2014). 그 결과, 강도의 외성, 중성, 내성은 

개경의 나성, 황성, 궁성과 대비되는 것으로 상정되었으

며, 도성 내의 궁궐, 관청, 사찰 등의 배치도 개경의 그것

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되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을 비롯한 각종 읍지, 문집 등의 기록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축적되고 있는 고고학적 조사 성과는 그 실체를 입

증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마다 강도

의 성곽 체제, 궁궐과 관부의 위치, 규모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료의 부족과 자료 해

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시 상황

과 강화도의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자료를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GIS를 이

용한 강도의 성곽과 궁궐 재구성을 통해 그 면모를 살펴

보고자 한다.

Ⅱ. 강도의 성곽 체계 재검토

1. 연구사 검토

1232년(고종 19)에 개경에서 강화로 수도가 옮겨진 

이후, 개경은 더 이상 수도가 아닌 구도(舊都) 또는 구경

(舊京)이 되었으며, 강화는 고려를 상징하는 강도(江都)

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강도는 궁궐을 중심으로 성곽을 

축조하며 수도로서의 위상과 대외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도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고려의 도성 방어 체제는 개경과 서경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궁성-황성-나성으로 둘러싸인 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개경을 모방하여 건설된 강도 역시 이와 

같은  도성 체제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

은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지리지와 읍지 등의 기

록에 근거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강도의 성곽은 외성, 중

성, 내성이다. 

하지만 이들 사료는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만을 수

록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강도의 도성 체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행히 고고학적 조사에서 성곽의 실체

가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

다. 이로 인해 강도의 성곽 체계와 위치에 대해 연구자마

다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강도의 성곽 위치와 규모(이희인 2017 수정)   

구분 궁성 내성 중성 외성

이병도 조선 행궁지
강화부성

(확장 후)

강화부성 

외곽 토축성
해안 외성

김상기 조선 행궁지
강화부성

(확장 전)

강화부성

(확장 후)

강화부성 

외곽 토축성

김창현
궁골, 

관청리 일대
강화부성 외곽 토축성 해안 외성

윤용혁 강화부성 (확장 전)
강화부성 외곽 

토축성
해안 외성

신안식
강화부성

(확장 전)
강화부성 (확장 후)

강화부성 

외곽 토축성

이희인 궁골 일대 관청리 일원
강화부성 

외곽 토축성

규모1 약 1,240m 

(3,874尺)*

약 12,314m 

(2,960間)**

약 11,864m 

(37,076尺)*

* 『고려사』, ** 『신증동국여지승람』

1 『肅宗實錄』 卷7, 肅宗 4年 10月 23日(庚寅); 卷22, 肅宗 16年 9月 12日(己亥); 金錫胄, 『息庵遺稿』 卷17, 「江都巡審後書啓【與行大司成李元禎同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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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성곽 체제는 1940년대 4중성(重城)으로 상정

되었다. 이병도(1947)는 궁성이 별도로 존재하고 현 강화

산성을 내성으로 파악하였다. 중성은 내성을 둘러싼 토

성이며, 외성은 불은면 삼성리, 덕성리 등을 가로질러 강

화 동안(東岸)을 따라 이어지는 위요(圍繞) 형태의 토루

로 보았다. 김상기(1948)도 방위 목적의 궁장(宮墻)이 있

고 내성이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이

병도와 달리 조선 강화부성 개축 이전의 성곽을 내성으로 

보았으며 중성은 확장 이후의 강화부성, 외성은 현 중성

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한편 2000년대부터는 개경과 동일한 3중성(重城) 체

제로 강도의 성곽이 설명되었다. 김창현(2004)은 『고려사』

의 기록에 주목하여 내성과 중성은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연강제안(沿江提岸)에 의거하여 강화 동안의 제방을 외성

으로 파악하였다. 윤용혁(2005)은 조선시대 강화부성 개

축 이전의 구성(舊城)을 내성으로 보았으며 이를 궁성과 

동일시하였다. 중성은 현재 중성으로 명명된 강화산성 외

곽의 토축성으로, 외성은 월곶리-화도돈대- 혈구진성으로 

연결되는 성곽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신안식(2010)과 이

희인(2012)의 경우 개경과 같은 궁성의 문이 전해지는 것

으로 보아 궁성이 존재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내성은 

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외성은 강화 동

안의 해안 제방이 아닌 중성의 환축성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이희인은 현 중성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확인된 토

축성의 축조 수준, 견고성, 규모를 감안하여 이를 외성으

로 보았다. 해안 제방에 대해서는 외성과 연계된 성곽이 

아닌 방어선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림 1). 

이처럼 강도의 성곽 체계와 그 위치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헌과 고고 자료 해

석의 한계뿐만 아니라 강도가 개경을 모방하여 건설되었

다는 것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로 생각된다. 고려 강도

는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마련된 수도였다. 또한 시

급히 수도 방비를 위한 관방 체제를 갖추어야 했다는 점

과 지형적 여건이 개경과는 달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경의 재현이라는 관점에서 강도의 성곽 체제를 이해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

에 문헌에 언급된 성곽의 명칭, 규모 등을 근거로 강도의 

성곽 체제를 재구성해보기로 하겠다. 

2. 강도의 성곽 체제 재고

1) 외성

『고려사』에 의하면 가장 먼저 축조된 것은 외성이었

다. 외성의 축성, 규모와 관련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高宗)二十年築江華外城(高麗史 卷82,志35兵2,城堡條)

② 是歲築江華外城(高麗史 卷23,世家23 高宗2,高宗 24年)

③   客使聞外城不壞曰外城猶在可謂誠服乎盡壞乃還國家賂

以重寶卽令都房壞外城時都人以謂內外城盡壞必有以也

爭買船船價湧貴(高麗史 卷24,世家24 高宗3, 高宗 46年 

6月 庚寅)

④   在松岳里距府東十里高麗高宗時所築內外城俱土築外城

周三萬七千七十六尺內城周三千八百七十四尺(新增東

國輿地勝覽 卷12,江華都護府, 古跡, 古宮城條)

⑤ 土築, 外城周回三萬七千七十六(輿地圖書)

⑥ 內外城皆土築外城周一萬六千六十六尺(江華府誌)

⑦ (高宗)二十四年土築外城今府南有古(大東地志)

그림 1 이희인의 강도 성곽 체계안(2012)



177  고려 강도(江都)의 성곽과 궁궐 재고찰

『고려사』에서는 외성이 1233년(고종 20)에 축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세가(世家)에는 1237년(고종 24)으로 

전하고 있다. 이처럼 축성 연대가 다른 이유에 대해 축

조 시작과 증축, 또는 시작과 완성 시점을 의미한다는 주

장이 있는데(김상기 1948; 김창현 2004) 『고려사』의 시기 

표기 방식을 고려하면(신안식 2009), 후자의 주장이 타

당해 보인다. 즉 외성은 강도 천도 직후에 쌓기 시작하여 

1237년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1232년부

터 1234년까지 강도에 궁궐을 짓고 있던 시기와 겹치며, 

결과적으로는 궁궐이 완성되기 이전에 외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왕의 안위를 도모하고 

국가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궁궐이 완성되기 이전에 외

성을 서둘러 축성하였던 이유는 몽골의 침입을 방비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외성의 위치와 규모는 어떠했을까? 이와 

관련한 기록은 『고려사』에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신증동

국여지승람』에 토축으로 쌓았으며 둘레가 37,076척이라

고 전한다. 이 때문에 연구자마다 외성의 위치를 달리 비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성 축성 당시의 정황과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기록, 조선 후기 강화외성의 축성 기록

을 참고하여 위치와 규모를 추정해보기로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성은 천도 직후에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단기간에 축성된 성곽이었다. 이와 같은 

축성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외성은 몽골군의 강화도 진입

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일차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위치에 축조되었을 것이다. 그곳은 강화 동안이었

다고 추정된다. 이희인(2012)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이 

강화로의 접근을 막는 천혜의 방어선이 되므로 해안 방어

선의 구축이 시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동락

천 일대 해안선 추정 결과(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에

서 볼 수 있듯이(그림 2), 강도 시기에 갯벌이 강화읍 부근

까지 형성되어 있었고, 간조 시에도 해안으로 이어진 갯골

을 따라 강도의 중심지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는 개경을 연결하는 주요 포구인 승천포가 위치한 송해면 

일대도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따라서 당시 무인 정권은 해

안 방비를 위한 시설을 최우선으로 갖추지 않으면 수도를 

방어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해안 축성을 단행하였을 것이

며, 이는 『고려사』에 기록된 외성으로 볼 수 있다.

『고려사』에서 외성을 축성하였다고 기록한 1237년

(고종 24)의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지은 이규보의 『동국이

상국집』에 평장사 이인식이 이규보에게 ‘해변의 신성(新

城)이 장관이니 보러 가자’고 했다고 전한다. 1233년 외성 

축성 기사를 제외하면 『동국이상국집』 편찬 이전에 강화

도에 성곽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인식

이 언급한 신성은 강화 동안에 새롭게 쌓은 외성을 가리

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235년에 연강제언

의 가축(加築)은 외성을 보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한집』 중권에서 최우가 신도(新都)에 연강환첩(沿江環

堞)하였다는 기사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강화 외성의 축성 기사에 근거해 보

더라도 고려 강도 외성은 강화의 동안에 위치하였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691년(숙종 17)에 강화 외성의 

축조 방식을 논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 외성이 토성이었

으므로 토축성으로 건축하기로 결정한다.2 돈대 축성 계

그림 2 강도 시기 고지형(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년 재구성)

2 『肅宗實錄』 卷7, 肅宗 4年 10月 23日(庚寅); 卷22, 肅宗 16年 9月 12日(己亥); 金錫胄, 『息庵遺稿』 卷17, 「江都巡審後書啓【與行大司成李元禎同往】」.



17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4

획을 기록한 『강도설돈처소별단(江都設墩處所別單)』에

서는 돈대 축조에 소요되는 물역(物役)을 아끼고 공기(工

期)를 단축하기 위해 고려시대 성보(城堡)의 기초 위에 

축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

려 강도의 외성은 조선시대 외성이 축성된 동안에 위치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려사』에서 언급한 ‘외성’은 몽골

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화 동안에 최우선으로 쌓은 성곽

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안식(2010)과 이희인(2012)은 이 외성에 

대해 단지 해안 제방으로 인식하였다.  강도 도성의 동쪽 

해안 구간에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성은 

성곽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방을 축조

하였다는 것이다. 즉 강도 동안의 토루는 방어 성격의 제

방이 되는 것인데, 이는 외형적으로 제방에 해당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성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주장한 소위 ‘강도 동안 외성론(江都 東岸 外

城論)’은 이미 이병도(1947), 김상기(1948), 김창현(2003), 

윤용혁(2005)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존재한다. 이병도와 윤용

혁은 강화도 동북쪽의 월곶으로부터 강화 동안을 따라 내

려오다가 불은면 고릉리, 즉 화도돈대 근방에서 서쪽으로 

꺾여 삼동암리의 혈구진성(穴口鎭城)까지 이어졌다고 보

는 반면, 김창현은 북쪽의 승천포 부근에서 강화도 동쪽 

해안을 따라 초지까지 이어지는 조선시대의 외성과 거의 

같은 구간으로 인식하였다. 김상기는 현재 중성이 끝나

는 옥림리와 신정리를 잇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강도 시기의 외성은 기본적으로 조선 숙종대에 축성한 강

화 외성과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구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김창현을 제외한 모

든 연구자들이 외성의 최북단을 휴암돈이 위치한 지점으

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강화전도』(1684년)와 

『비변사등록』(1691년, 숙종 17)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

대 외성의 초축이 휴암돈~초지돈대 구간에서 이루어졌

고 고려 외성을 기반으로 축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

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고려 외성은 염하를 따

라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략적 요충지인 갑곶 

일대를 주요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초지

진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

성이 높다(이희인 2012: 129~130).3 이를 근거로 고려 강

도의 외성은 휴암돈을 최북단으로 하여 갑곶을 거쳐 남

단의 특정 지점에 이르는 구간에 축성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여기에서 남단은 화도돈이 위치한 지점으로 추정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외성의 둘레가 37,076척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환산한 기존 연구를 따르

면(김창현 2004; 이희인 2012) 약 11,300~11,800m에 해

3 이희인은 본문에서 ‘해안 제방’이라고 하였지만 필자는 이를 ‘강도 외성’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외성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림 3 강도 시기 고지형(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7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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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그런데 휴암돈~화도돈으로 연결된 조선시대 외

성의 구간도 약 11,800m로4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

록과 거의 일치한다. 화도돈은 이병도(1948)와 윤용혁

(2005)이 강도 시기 외성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해안 성곽

이 혈구진성과 연결되는 분기점으로 상정한 곳이기도 하

다. 즉 해안 외성의 남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신

증동국여지승람』에서 언급한 외성은 실제 강도의 동안에 

축성한 외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구간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휴암돈~화도돈 사이의 외성과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그림 3). 

2) 중성

『고려사』에서 외성 축성 이후에 등장하는 기록은 중

성에 대한 것이었다. 1237년을 외성이 완성된 시점으로 

보면 그 해로부터 13년이 지난 1250년에 ‘비로소 강도 중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960여 칸이고 대·소문이 모두 17

개였다.’5 이 중성에 대해 선원면 대문현과 북쪽 옥림리 

일대에 위치한 강화읍 외곽의 토성(이병도 1948; 김창현 

2004; 윤용혁 2005) 또는 지금의 강화산성으로 보는 견해

(김상기 1848)가 있다. 이밖에 『고려사』의 내성이 곧 중성

이며, 강화산성의 안팎(신안식 2010) 또는 강화산성 내의 

일부 지역을 중성으로 보는 등(이희인 2012, 그림 1) 다양

한 주장이 공존한다. 

본고에서는 상기한 『고려사』의 축성 기록에서 성곽

의 규모와 관련한 논쟁을 중심으로 중성의 위치를 추정해

보겠다. 먼저 김창현(2004)은 『고려사』에서 외성과 중성

의 건축이 보이고 외성과 내성의 파괴가 보이는 점에 주

목하여 중성과 내성이 같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최항

이 ‘중성을 쌓아 황도(皇都)를 병풍처럼 둘러쌌다’는 기록

에 의거(김용선 2006)하여 중성은 황도 강도의 도성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중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

지승람』의 외성 37,076척을 『고려사』의 중성 2,960칸과 동

일시하고, 이형상의 『강도지』에서 중성으로 본 대문현과 

장령의 토성이 그 유지(遺址)라고 하였다. 두 문헌에 나

타난 중성의 규모를 비교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신

증동국여지승람』의 외성 37,076척은 조선 전기의 영조척

이 대략 32㎝이므로 약 11,864m로 환산하였다. 한편 『고

려사』의 중성 2,960칸에 대해서는 1칸을 10척으로 할 경

우 9,472m, 13척으로 볼 경우 12,314m라고 하여 『신증동

국여지승람』의 외성과 비슷하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 문헌의 중성과 외성의 규모가 같기 때문에 『신증동국

여지승람』의 외성은 『고려사』의 중성에 관한 기록자의 착

각 혹은 오기로 판단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희인(2012: 137~138)은 『고려사』가 편

찬된 시점인 조선 세종 때에는 주척이 사용되어왔기 때문

에 1칸(間)=10척(尺)은 약 20.6㎝가 된다고 보았다. 이를 

기준으로 중성 2,960칸을 환산해보면 약 6,000m로, 현재 

중성으로 명명된 성곽의 둘레 약 11,390m의 절반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척을 사용하여 계산한 개경 황성 

2,600칸의 둘레 약 5.3㎞가 실측치 4.7㎞와 거의 부합하

므로 영조척을 이용한 김창현의 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

았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언급한 외성의 길

이 37,076척이 현재의 중성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이것이 

실제 강도의 외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희인의 안에 대해 김창현(2017)은 반박 의

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선 칸과 척의 기준은 시기와 장

소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경 

황성은 발어참성 하단부에 형성되었는데 『고려사』 왕경

개성부편 세주는 개경 황성을 발어참성과 혼동 또는 동일

시하여 기록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황성 2,600칸이 발

어참성의 규모를 가리키는 것이며, 1칸을 10척으로 잡고 

영조척(32cm)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3㎞로, 발어참성 

실측치 8.2㎞와 부합한다고 보았다. 즉 그가 산정한 영조

4 GIS의 Geometry calculate 기능을 이용하여 추정한 외성 구간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5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37年 8月; 『高麗史』 卷82, 志36 兵2, 城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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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조척을 적용한 김창현의 주장은 타당해 보

인다. 최근 강화 관청리 657번지 유적에서는 대규모 회

랑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건물지 정면의 주칸 거리가 

3.3~3.5m였다. 1칸을 10척으로 본다면 강도 시기 당시의 

건축물에는 영조척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는 김창

현이 제시한 영조척 기준의 환산 방식이 적절하였다는 것

을 말해준다. 이를 근거로 『고려사』에 언급된 중성 2,960

칸은 길이 9,472m 또는 12,314m로 환산되며, 이는 현재 

중성으로 상정하고 있는 토축성의 실측치 11,390m와 약 

1~2㎞ 차이가 난다. 한편 『고려사』가 편찬된 시기인 조선 

전기에 사용된 포백척도 중성의 둘레를 환산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포백척은 대략 46.66㎝로 환산된다. 

이 경우 중성은 13,811m가 되며, 현 중성의 둘레와 비교

해보면 약 2.4㎞ 더 길다. 즉 조선 전기에 사용된 포백척, 

영조척을 사용하여 환산한 중성의 둘레는 현재 실측치와 

약 1~2㎞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환산 결과

와 가장 부합한 결과이며, 이를 근거로 현 강화산성 외곽

의 토축성은 『고려사』에 기록된 중성으로 상정할 수 있다.  

최항의 묘지명에 ‘중성(中城)을 쌓아 병황도(屛皇都)

하였다’라는 표현도 현 중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중성은 강도를 완전히 둘러

싼 것이 아니라 병풍처럼 감싸안은 형태로 볼 수 있다(김

창현 2004: 153). 이는 현재 중성과 접한 해안의 외성을 

제외한 형상과 유사한 것으로, 현재 중성으로 명명한 성

곽을 묘사하였던 것이다. 이 밖에 『고려사』의 외성 축성 

기록에서 ‘비로소 강도 중성을 쌓았다’라는 표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성 축성 이후 13년 만에 중성을 완성한 것

이다. 이미 이희인(2012: 96)이 말한 것과 같이, 발굴 조사

에서 확인된 중성의 토축은 그 축조 수법의 정교함과 견

고성, 규모를 감안할 때 강도의 도성으로 볼 수 있다. 성

벽의 둘레가 약 11㎞에 달하는 거대한 토성을 고도의 축

조 수법을 이용하여 축성한다는 것은 많은 공력이 투입되

는 대형 토목 사업이며 최소 수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성의 축성은 장기간의 시간

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고려를 상징하는 도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었을 것이

다. 바꾸어 말하면, 중성은 몽골군이 침입할 수도 있는 급

박한 정세 속에서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외성을 먼저 축조한 이후 오랜 기간의 축성 과정

을 거쳐 ‘비로소’ 중성 축조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3) 내성

『고려사』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기록은 내성과 관련

된 것이다. 여기에는 축성과 관련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

지만 1259년(고종 46) 6월 몽골 사신의 지휘 하에 강도

의 내성을 파괴하였다는 사실만이 언급되어 있다.6 이 내

성에 대해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 강화부성 확장 이후의 

성곽, 즉 현 강화산성으로 보는 견해(이병도 1948)와 궁

성적 성격을 강조하며 강화부성 확장 이전의 구성(舊城)

6 『高麗史』 卷24, 世家24 高宗 46年 6月; 『高麗史』 卷24, 世家24 高宗 46年 6月.

그림 4   A: 강화전도(1684, 영남대학교 박물관), B: 강화지도(1696, 이형상 『강도

지』), C: 강화지도(18세기 초, 국사편찬위원회), D: 동여비고(18세기 초, 

양산 대성암)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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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정한 견해(김상기 1948; 윤용혁 2005)가 있다. 반

면에 내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의 중성이 곧 내

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창현 2004; 신안식 

2010; 이희인 2012).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강도가 

개경의 성곽 체제를 답습하여 3중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전자의 경우는 『고려사』, 『신증동국

여지승람』의 기록에 따라 내성-중성-외성으로 상정한 반

면, 후자는 내성을 별도의 성곽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

문에 궁성-중성(내성)-외성 체제로 인식한 것이다. 

필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려사』, 『신증동국여지

승람』에서 언급한 외성, 중성에 대한 기록을 신뢰하며 현

재 명명된 성곽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

한 연장선에서 내성의 기록도 믿을 수 있다고 본다. 이 두 

문헌에 기록된 성곽의 명칭으로 추론컨대 1232~1234년

에 강도 궁궐이 건립될 당시에는 궁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33년 외성의 축조가 시작된 이후 궁장

으로 둘러싸인 궁궐 주변으로 성곽이 축조되었을 것이고, 

이는 이미 ‘외성’으로 불리고 있던 성곽의 상대적 개념으

로서 ‘내성’이 되었다고 본다. 이 ‘내성’은 실질적으로 궁궐 

외곽에 설치된 성곽, 즉 궁성의 역할을 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성’은 이와 같이 내성과 외성의 중간에 자

리하는 성곽이라는 의미에서 명명되었을 것이다. 즉 『고

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강도의 내성은 궁

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성은 주거 공간을 포함하는 도

성, 그리고 외성은 방어성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윤용혁 2002). 

여기에서 내성은 김노진의 『강화부지』에서 말한 ‘구

성(舊城)’으로 추정된다. 김창현(2004)은 이를 황성일 가

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윤용혁(2005)은 강도 시기의 잔

적(殘跡)이며 강도의 ‘내성’으로 간주하였다. ‘구성’은 조

선 숙종대에 강화부성을 확장하기 이전의 성곽에 해당한

다. 조선 초기의 강화부성은 견자산과 남산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숙종실록』에 의하면7 당시의 강

화부성은 강화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남산이 부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방어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

에 확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확장 이전

의 강화부성의 실체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제기한 바

와 같이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작성된 고지도에서 확인

할 수 있다(그림 4). 그림에서 강화부성은 현재 북산으로 

명명된 송학산과 동락천 사이에 축조된 성곽으로, 견자

산과 현 강화산성의 서성벽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와 같은 고지도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고려대

학교 박물관 소장 강화지도이다(그림 5A). 이 지도는 18

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숙종 이후에 확

장된 강화부성과 함께 부성 안에 별도의 작은 성곽을 그

려 넣었다. 아마도 이 성이 강화부성 축성 과정에서 언급

된 ‘구성’이며 강도 시기에 축성된 이른바 ‘내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언급한 ‘옛 궁성’의 

‘내성’임이 거의 틀림없다(윤용혁 2005: 9). 

따라서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하는 강

도의 내성은 궁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성은 주거 공간

을 포함하는 도성, 그리고 외성은 방어성의 개념으로 파

악할 수 있다고 본다(윤용혁 2002). 『강화부지』에서는 이 

‘구성’의 둘레가 1,658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윤

용혁(2005)은 360보를 1리로 환산할 경우 2.4㎞에 해당한

다고 보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성 규모 3,874척을 감

안하여 최소 1.2㎞~최대 2.4㎞, 대략 2㎞ 안팎으로 상정하

였다. 김창현(2003)은 1보는 6척이므로 부성은 9,948척이 

되며 주척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2.08㎞이 된다고 하였

다. 한편 이희인(2012)은 영조척을 적용하여 약 3,060m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앞서 중성의 둘레 환산에 적용한 포

백척을 기준으로 하면 약 1.8㎞에 해당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강도 시기 ‘내성’으로 상정되는 ‘구성’의 규모는 2~3

㎞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연구자마다 규모 추정에 있어서 

7 『肅宗實錄』 卷22 肅宗 16年 5月; 『肅宗實錄』 卷46 肅宗 34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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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강화부 구성(舊城) 남동 성벽 추정

A

강화지도(고려대학교 박물관)

B

1866년 측량도

C

지적원도

차이가 나는 것은 각기 적용한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여 내성의 규모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고지도에 표현된 강화부성

과 주변 지형의 공간적 맥락, 연구자들이 환산한 부성의 

규모 등을 참고하여 강도 내성의 범위와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그림 5A>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은 북쪽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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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송악산을 따라 성벽이 둘러져 있었으며8 여기에 연

장되는 동성벽은 증축된 강화부성의 안쪽을 따라 있었고, 

이는 남문, 동문을 따라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

럼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강화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성’ 성벽을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측량한 지도에 나타

내보면(그림 5B) 현 강화초등학교 동편의 구릉 정상부를 

따라 강화 성공회성당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간은 1866년 측량도상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이

를 다시 <그림 5C>의 1911년 지적원도 도로망에 의거하

여 추정해보면 김창현(2004)이 말한 것처럼, ‘구성’의 남

문이 있었다고 전하는 김상용 순절비각을 지나 강화성광

교회가 위치한 구릉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구성’의 서성벽 구간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고려대학

교 박물관 소장 강화지도에 그 흔적이 지워져 있어 명확

히 확인할 수 없다. <그림 5>의 도면들을 종합해보면 서

성벽도 동성벽과 마찬가지로 구릉 정상부를 따라 축조되

었을 것으로 보인다. 1911년에 측량한 지적원도에서 확

인되는 강화성광교회 북쪽의 지적 경계선과 1954년에 촬

영한 항공 사진의 소로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

림 6). 한편 현 ‘고려궁지’ 북편의 북산(송악산)에는 강화

산성 북장대를 기점으로 좌우 사면을 따라 능선이 형성되

어 있는데,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이 능선상에 성

8 <그림 4>의 고지도를 보면 증축 이전의 강화부성 북쪽 성벽이 송악산(현 북산) 정상부를 감싸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구성’의 북성벽은 송악산 정상

부 북편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곳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경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축성 입지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

는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구성의 북성벽’이라는 주장을 유보해두고자 한다.

그림 6 강화부 구성(舊城)의 위치와 범위 추정도(배경 지도: 1954년 항공 사진) 그림 7 강도 내성 추정도(배경 지도: 위- 1954년, 아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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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7>은 이상의 추정 결과를 종합하여 강화부 

‘구성’을 재구성해본 것이다. 송악산 남쪽에 형성된 능선 

정상부를 따라 성벽이 축조되었으며 남문은 김상용 순절

비각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상정된다. 앞서 보았듯이 강

화부의 ‘구성’이 고려의 내성에 기반하여 축조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강도의 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재구성

한 내성의 추정 둘레는 2.2㎞이다. 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강화부지』 성곽조에서 언급한 ‘구성’의 규모와 부합되며 

개경의 궁성과도 유사한 규모이다. 앞서 이희인은 옛 부

성의 둘레가 3㎞ 내외로 개경의 궁성보다 클 수 없기 때

문에 궁성이 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추정한 부성의 규모

로 볼 때 개경의 궁성 정도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하면, 강화부의 옛 부성이 강도의 내성이고 개

경의 궁성과 같은 규모이며, 궁궐을 방어하는 궁성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윤용혁(2005: 6)은 이에 

주목하여 강도 내성이 ‘궁성’의 성격이었다고 하였고, 이

는 단지 왕궁만의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 구

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주요 관서와 시설이 위치한 중심 

구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즉 강도의 내성은 

개경의 궁성과 황성의 통합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복합

적인 기능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강도 

궁성에 대한 축조 기록이 없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강도의 성곽 체제는 개경의 궁

성-황성-나성과 동일한 체제는 아니었지만 <그림 8>처

럼 몽골군의 침입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안 외성-중성-내성의 3중성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강도 성곽의 중층 구조를 3D GIS를 이

용하여 <그림 9>처럼 재구성해보았다. 바닷물이 들어오

는 썰물 때를 상정해보면 간조 시의 갯벌은 바닷물에 잠

겼을 것이고, 이는 곳곳에서 대형 해자 같은 역할을 하여 

몽골군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림 8 강도 성곽 체계 추정도 (배경 지도: 일제강점기 지형도) 

그림 9 강도의 성곽 체계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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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도의 궁궐 재고찰

1. 궁궐의 위치에 대한 제견해

강도의 궁궐은 고종 19년(1232) 6월 강화 천도가 결

정된 직후 건축되기 시작하여 약 2년의 기간을 거쳐 고

종 21년(1234) 2월에 완성되었다. 이 궁궐에 대한 기사

는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강화부의 동쪽 10리 지점의 송악리에 있다’라고 기록되

었을 뿐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동안 강도 궁궐의 위치는 조선시대 행궁과 유수부 

동헌이 있는 지금의 ‘고려궁지’가 유력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고려궁지’ 발굴 조사(한림대학교 박물관 

200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에서 궁궐과 관련한 건

물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재고되었다. 최근에는 관청리 

657번지 일대(그림 10)의 ‘궁골’에서 고려시대 대규모 회

랑 건물지와 청자, 기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곳을 궁궐

의 중심 구역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김창현 2005; 

이희인 2012; 이상준 2014). 특히 고고학적 성과를 정리

한 이희인은 657번지의 회랑 건물지가 궁궐, 관청 같은 

최상위 위계의 건축 형태라는 점과 이 일대의 지형을 고

려할 때 강도 본궐은 궁골 일대에 있었다고 추론하였다. 

이상준(2014)도 강도 궁궐이 개경의 그것을 모방하였다

고 보고 개경 궁성의 입지와 도로, 연못 등의 공간 구성과

의 비교, 지적원도의 고찰 등을 통해 관청리 ‘궁골’ 일대에 

강도 궁궐이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즉, 현 시점에서 관청리 ‘궁골’ 일원에 본궐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장은 고고학적 자료, 

지형 조건, 지적원도 분석, 개경의 궁성과의 비교에 기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고려사』의 기록에 주

목하여 강도의 궁궐 위치를 비정해보고자 한다. 

2. 궁궐의 위치 추정

『고려사』에 의하면 1234년(고종 21)에 고종은 ‘여러 

도의 장정을 동원해 궁궐 및 백사(百司)를 조영하도록 했

는데, 무릇 구정(毬庭), 궁전(宮殿), 사사(寺社)의 호칭이 

모두 송도에 준하였다’9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강도의 

궁궐 역시 개경의 궁성과 유사한 규모의 건축물이 궁성 

내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9 『高麗史』 卷23, 高宗 21年 正月 2月.

그림 10 관청리 657번지 유적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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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이러한 개경 수준의 강도 궁궐의 규모와 

배치를 추정하기 위해 GIS를 이용하여 중첩 분석을 시도

하였다. 먼저 개경 궁궐과 성곽 배치도는 숙명여자대학

교 개경연구사업단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기초하여 작

성한 도면10을 참고하여 <그림 11>처럼 본고에서 추정

한 강도 내성과 중첩해보았다. 이 그림은 개경 궁성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동일 축척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강

화부 ‘구성’의 남문과 개경 궁성의 정문인 승평문을 기준

점으로 설정하고 남성벽이 일치하도록 편집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두 성곽의 규모와 형태가 거의 유사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경의 궁궐 건축물도 강도 내

성 안에 모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김창

현(2005: 11~12)은 개경 궁궐의 정전인 선경전(회경전)이 

현 ‘고려궁지’에 위치하고 승평문은 ‘구성’의 남문 근처에 

자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처럼 김창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강도의 궁궐 배치 역시 개경의 그것과 유사한 구

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개

경 궁궐의 전각들을 추출하여 <그림 11B>처럼 현재의 

강화읍 항공 사진과 중첩해보았다. 

개경 궁궐에서 승평문-구정-창합문-회경전으로 이

어지는 남북 중심축은 현 김상용 순절비각에서 ‘고려궁지’

로 이어지는 북문길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

정의 경우 이 남북축 선상에서 북문길과 관청길이 교차하

는 ‘용흥공원 사거리’ 중심점에 위치한다. 이곳은 조선시

대 후기 고지도에 사창(司倉), 포창(砲倉) 같은 창고가 자

10 정학수(2017)의 논고에 수록된 도면을 인용하였다.

그림 11 개경 궁성과 강도 추정 내성 중첩도(A), 개경 궁궐의 강화읍 항공사진 중첩도(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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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던 대지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강도 궁궐의 

구정에 해당하는 너른 대지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창합문은 강화읍 북문길과 북문4길의 교차로상에 위

치하며 선경전으로 들어서는 문은 현 ‘고려궁지’의 입구

에 걸린 ‘승평문’ 현판을 지나게 된다. 이 중심축의 좌우에 

해당하는 강화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 부지 내 유적, 관

청리 405번지 유적, 관청리 소로 2-86호선 개설 공사 부지 

내 유적 등에서 고려시대 건물지와 유물들이 발견되어 있

어 이러한 배치 관계를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개경과 강도의 궁궐 중심축이 일치한다고 본

다면 정전에 부속된 내전은 현 ‘고려궁지’의 서편에 자리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청은 내전의 남쪽, 즉 관청리 

657번지 유적이 확인된 궁궐 일대 또는 구정 동편의 성공

회 강화 성당 부근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그림 12>

에서 볼 수 있듯이 성당 부근과 ‘고려궁지’ 서편의 내전 추

정지는 대부분 15° 이상의 가파른 급경사지를 이루고 있

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대지 확보가 어려운 입지 조

건이다. 반면 개경의 경우(그림 12B) 궁성 내부 전체의 

경사도가 최대 18° 이하이고 내전의 대부분도 5°의 완경

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경과 강화의 지형적인 조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전각들의 배치가 개경과 동일하지 않았

을 것이다. 강화의 궁궐은 기본적으로 개경의 공간 배치

를 기준으로 구상하되 강도 내성 안의 지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였을 것이다. 특히 개경처럼 내전이 위치

한 지점에 급경사지가 발달한 강화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

형 조건을 피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을 조성할 수밖에 없

었을 것이다.

<그림 13>은 내전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읍 관청리 궁골 일대의 지형 단면을 분석한 결과이

다. 먼저 남북 단면을 보면 관청리 657번지를 가로지르는 

지형 면이 매우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뿐

그림 12 강도 추정 내성(A)과 개경 궁성(B) 경사도 분석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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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동서 단면도 궁골 일대에 너른 수평 면을 형성

하고 있다. 즉 궁골 일원은 완경사지 또는 평지를 이루고 

있어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는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을 고려해볼 때 내전 같은 정전의 북서

편 전각들은 대형 회랑 건물지가 확인된 관청리 657번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이곳에서

는 다수의 고려시대 건물지들과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강도에서 궁성의 역할을 하였던 내성과 개경

의 궁성을 중첩한 결과, 거의 동일한 형태와 규모를 이루

고 있었고 궁궐 건축물들도 모두 성곽 안에 배치된 점으

로 보아 『고려사』에 기록된 것처럼 송도에 준하는 수준에

서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한편 개경 궁궐의 승

평문과 선경전이 ‘구성’의 남문, 현 ‘고려궁지’와 일치되는 

점을 볼 때, 강도 궁궐의 중심축은 개경의 그것과 동일하

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전을 비롯한 부속 건축물

은 강도의 지형 조건을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위치는 ‘궁골’ 일대로 추정된다. 

  

Ⅵ. 맺음말

강도는 39년이라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려의 

수도였다. 『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사료에서 당시 강도는 

개경의 재현을 구상하며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몽골군의 침입이라는 

급박한 정세와 강화의 지형적인 특징으로 인해 개경과는 

다소 다른 성곽 체계를 이루고 있었고 궁궐의 배치, 규모

도 개경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고려사』, 『신증동국여

지승람』의 외성, 중성, 내성에 대한 기록을 재해석하였다. 

먼저 강도의 외성은 강도 천도 직후부터 축성되기 시작하

여 가장 먼저 완성된 성곽이었다는 점을 볼 때 몽골군의 

침입을 최전선에서 최우선으로 방비하기 위해 축조되었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성은 몽골군의 도강(渡江)을 막

을 수 있는 동안에 시설되었을 것이다. 그 구간은 조선시

대 외성과 돈대의 축성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숙종대에 

축성한 외성의 일부였을 것이며 휴암돈~화도돈 구간이었

다고 본다. 

한편 중성은 『고려사』의 2,960칸 기록을 신뢰하여 약 

11㎞로 추정되며, 이는 현 ‘중성’과 부합한다. 그리고 중성

은 최근 조사된 고고학적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축조 수

법의 정교함과 견고성을 갖추고 있어 고려를 상징하는 도

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치밀한 계획 하에 축성이 이루

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중성은 강도의 도성으로서 국

왕이 기거하고 있던 궁궐과 관청, 사찰, 일반민들의 생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의 축성 과정을 거쳐 ‘비로

그림 13 강화 관청리 궁골 일대의 남북(A)·동서(B) 지형 단면도

A B

남북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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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완성되었던 것이다. 

내성의 경우 최근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의 

중성이 곧 내성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내성의 궁성적 성격

에 주목한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강도의 내성

은 조선시대 강화부의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신

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내성의 둘레와 부합하며 개경

의 궁성과도 거의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내성은 궁

궐을 포함한 주요 관부와 부속 시설이 위치한 궁성과 황

성의 통합, 즉 복합적 기능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

된다. 결국 강도의 성곽 체제는 전쟁 정국을 반영한 해안 

외성-중성-내성의 3중성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상정

할 수 있다.

한편 궁궐의 위치는 최근 관청리 657번지 유적에서 

정전의 일부로 추정되는 대규모 회랑 건물지가 발견되면

서 ‘궁골’ 일대가 중심 구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일대와 

개경의 궁성도를 중첩해보면 ‘고려궁지’를 비롯한 ‘궁골’ 

일원이 강도의 궁궐이 위치한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 즉 

강도가 개경의 궁궐과 동일한 건축물 배치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궁궐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

경의 그것을 염두에 둔 입지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문헌 사료와 고고 조사 자료를 기초로 GIS

의 시각화 기법과 공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강도의 성

곽 체제와 궁궐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강도의 실체

를 밝히려는 시도는 문헌 사료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현실

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목할 만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가 

보고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앞으로 관련 유적에 대한 

기획 학술 발굴 조사 등을 통해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기

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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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evaluation of the castles and palaces of  Goryeo 
Gangdo (江都) using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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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do (江都), a reproduction of  Gaegyeong, was the capital of  Goryeo for 39 years. However, due to the 

urgent wartime situation of  the Mongol invasion 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Ganghwa Island, the castle system 

and palace layout we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Gaegyeong.

Gangdo's castle can be understood as a triple castle system consisting of  outer castle, middle castle, and inner 

castle. First, the outer castle was the first to be completed, and it was built at the forefront to prevent the Mongol 

army from invading in the first place. It is presumed that the section was between Huamdon and Hwadodon in the 

outer castle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middle castle can be seen as the present ‘Middle Castle’, a castle built of  earth on the outskirts of  the 

Ganghwa-mountain Castle. Considering the sophistication and robustness of  the construction method confirmed 

in the archaeological research, this castle is thought to have been built under a meticulous plan. In other words, as the 

capital city, it was completed ‘at last’ as recorded in the Koryo History, after a long 18-year construction process to 

protect palaces, government offices, and private houses.

The inner castle was a castle with the character of  a palace. This corresponds to the Old Castle of  Ganghwabu (江

華府)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it almost coincided with the scale of  the composition of  Gaegyeong’s palace 

castle. It was a complex functional space, featuring the integration of  the palace and the imperial castle, where the 

main government offices and ancillary facilities, including the palace, were located.

Based on the documentary record that these palaces were similar to Gaegyeong’s palace, the palace map 

was overlapped with that of  Gaegyeong. The central axis of  the building from Seungpyeongmun (昇平門) to 

Seongyeongjeon (宣慶殿) coincided with Kim Sangyongsunjeol Monument in Ganghwa- Goryeo Palace.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alace of  Gangdo had the same basic structure as that of  Gaegyeong. However, the inner palace 

and annexed buildings must have been arranged in consideration of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of  Ganghwa, and 

this is estimated to be the Gunggol area in Gwancheon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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