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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성곽연구는 해석적 담론이나 주변유적과의 관계, 관방체계 및 교통로 등을 다루
는 거시적 관점과 성곽의 부속시설 및 성벽의 수·개축흔, 그리고 시기적 경관 등을 파
악하는 미시적 관점을 통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크
게 두 가지 정도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토성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다
는 것이 통설이었다. 하지만 영정주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내·외벽은 수직에
가깝고, 성벽 내·외부에 외피토루를 쌓은 것과 쌓지 않은 것, 그리고 기저부를 보강
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외피토루를 구축한 것은 소수였다. 따라서 판축기법이 적용
된 토성벽을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으므로 내·외피토루나 석축부를 부가해야 된
다는 논지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후대에 석축부가 가축되었으며, 그 시기는 성곽마다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토축성벽에 비해 석축성벽의 견고하다는
인식과 선축된 토성벽을 제거하지 않고 수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현실적 문제
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성곽에 대한 조사나 분석을 실시할 경우 잔존성벽은 최후대이거나 아니면 여
러 시기의 성벽이 중복되어 있으며, 내부 역시 이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
이 타당하다.
주제어 : 토성벽, 석축부, 토축부, 가축, 판축, 외피토루, 영정주, 안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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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에 들어 성곽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에 비하
여 많은 자료가 양적·질적으로 축적되었으며, 성곽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왕의 연구는 대부분 성곽의 축조수법이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근거로 축조시기와 국가를 파악한 후 영토 확장 및 지방지배나 국경선, 그리고 교통로 등
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첫
째, 성곽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둘째, 대
상 시기의 정치·경제·문화사에 중점을 둔 연구 경향. 셋째, 전공 국가 위주의 해석. 넷
1)

째, 목적성 없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목적성을 염두에 둔 현장조사 . 다섯째,
문헌기록을 중심에 둔 해석 경향. 여섯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현
장조사와 기왕의 연구 성과나 보고서를 재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부족 등이라고 본
다. 그 결과 성곽을 전공하지 않는 연구자들 중 성곽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섯 가지 정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첫
째, 철저한 현장조사와 유구에 대한 재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상세한 자료를 남겨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유적을 재분석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둘째, 기존의 보고서나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후 분석이 이루어져
야 하지만 이러한 논고나 보고서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기왕의 성과물들에 해석상의 문
제가 있을 경우 잘못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셋째, 성곽 연구자들은 삼국에서 조
선시대까지 시기별 특징과 동일시기 다른 국가-지역-의 성곽에 대한 특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기가 다른 유적을 동시기로 분석하게 될 개연
성이 높다(안성현 2014: 222). 넷째, 성곽 내부의 각 시기별 경관을 구분한 후 성격을 파악
해야 하지만 이러한 논고 역시 찾기 힘들다(안성현 2015b: 68). 마지막으로 성곽유적의 해
석적 담론에 대한 논의 역시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곽연구는 해석적 담론이나 주변유적과의 관계, 관방체계 및 교통로 등을 다루

1) 성
 곽유적에 대한 조사 보고서나 논문들을 살펴보면 성곽의 축조수법이나 유물의 출토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가장 시기가 빠
른 유물을 근거로 축조시기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신라산성과 다른 축조수법을 보이는 성곽에 대해서 백제나 가야의 성곽으로 비정
한 후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특히, 한 지역 내의 성곽을 분석할 경우 시기구분 없이 모든 성곽을 자신의 전공 국
가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 분석 대상 시기의 역사상을 복원하는데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안성현 2015a: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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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시적 관점과 성곽의 부속시설 및 성벽의 수·개축흔, 그리고 시기적 경관 등을 파악
하는 미시적 관점을 통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
2)

에서 이글은 후자가 해당한다. 필자는 소위 석축부가 잔존하는 토성벽 , 즉 성벽의 적심
은 성토 및 판축으로 쌓고 내벽이나 외벽은 석축으로 축조한 형태의 성벽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성벽에서 확인되는 석축부와 토축부는 크게 석축성벽의 회곽
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부와 내벽 사이를 다진 것과 토축부를 절개하고 석축부를 쌓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서영일 2009: 191-241). 이 중 전자는 대체적으로 공정상의 차이로 인
3)

정된다. 따라서 이글의 주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연구사 및 문제제기
토성에 잔존하는 토축부와 석축부에 대해서 동시기와 후대 수·개축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먼저 동시기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박순발, 성정용, 최종택, 양시은,
심광주 등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별다른 비판 없이 따르고 있다.
박순발은 사비도성의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성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나
성의 성벽 중 토축부와 석축부를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박순발 2000:
103-128). 이후 부여 나성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지반이 비교적 견고한 산지나 구릉 지
역을 통과하는 부분에는 먼저 성벽이 지나가게 될 부분의 내측을 성토하여 內托部를 만
든 다음 다시 그 외부의 폭 약 4m 가량 되는 부분에는 할석이나 다듬은 돌로 석축성벽을
쌓아 마감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축성수법을 사비기
백제의 독특한 축성법으로 보았고(朴淳發·董寶璟·山本孝文 2002), 이후 부여나성의 축
조수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다.
성정용은 박순발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듯하다. 백제의 토목기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부여 나성 성벽의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

2) 이 글의 대상인 성벽의 적심은 토축이며, 내벽이나 외벽을 석축으로 쌓은 형태를 박태우는 ‘石築附加 版築土城’, 심광주는 ‘土芯石
築工法’이라고 지칭한바 있다. 심광주는 석축부와 토축부를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글의 논지와는 맞지 않다. 그
리고 石築附加 版築土城은 박태우가 분석한 월평동성지와 부여 나성의 토축부가 판축토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석축
부가 부가된 성벽은 판축토성 뿐 아니라 성토토성에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성벽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옮지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이글에서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3) 토성에 잔존하는 수·개축의 흔적은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므로 정확한 초축시기와 수·개축 시기는 개별성곽에 대
한 분석 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글의 목적은 개별 성곽의 초축 및 수·개축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며 토성에 잔존하는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의 정확한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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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점토를 다져 마무리하였다고 추정하였다(성정용 2007: 495-498).
최종택은 아차산 보루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성벽은 치석한 화강암 석재로 쌓았으며,
성벽은 목책→석축성벽으로 변모하였다고 보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루는 2중의
목책성을 축조한 이후 석축성벽으로 개축이 이루어졌다. 석축성벽은 치석한 화강암 석재
로 쌓았으며, 석축부와 토축부는 동시기에 축조하였다. 그리고 성벽에는 1∼2개의 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최종택 2007: 123-125) 보아 성벽과 부속
시설 역시 동시기로 보고 있는듯하다. 이 견해는 이후 아차산보루의 축조수법을 파악하
는데 근거가 되었다. 최근의 논고에서 목책→석축성벽으로 변화되었다는 기존의 견해를
수정하여 목주가 영정주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최종택 2013: 190-209) 석축과 토축부
를 동시기로 보는 것은 기존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
양시은은 최종택의 의견을 따르는듯하다. 남한지역 고구려보루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성벽은 목책→석축성벽으로 변화하였으며,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
었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아차산 보루의 성벽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화강암을 치석
하여 1∼2겹 정도 쌓았으며, 성벽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성벽 안쪽으로는 흙이나 잡석
들을 이용하여 충전한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아차산 보루군의 석축성벽은 높게 쌓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산 정상부의 평탄면 정도까지만 축조하였다고 추정하였다(양시은
2011: 45).
심광주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로써 성벽의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
기에 축조되었다는 것을 전재로 이러한 형태의 축조수법을 ‘土芯石築工法’이라고 지칭하
고 있다. 그는 토심석축공법이 아차산 보루군, 연천 당포성·연천 호로고루 등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심광주 2013a: 63). 최근에 조사가 이루
어진 홍련봉 1보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벽의 축조수법을 4개 공정으로 설명하고 있
다. ① 토축으로 구축할 내벽과 외벽 너비만큼 영정주를 벌려서 세우고, 영정주와 영정
주를 종장목으로 연결한 후 협판을 대고 판축으로 영정주 내부의 토축부를 먼저 조성. ②
이후에 영정주와 종장목은 그대로 둔 채 협판만 제거하고, 외벽과 내벽을 석축으로 마감.
③ 토축 후 석축성벽을 쌓을 때에는 일반적인 석축성을 쌓을 때처럼 비계목을 설치. ④
석축 후에는 석축부의 바깥쪽에 일정한 높이까지 흙다짐을 하여 외벽을 보강하였다(심광
주 2014: 22). 그리고 토심석축공법으로 성벽을 쌓았을 때의 효용성으로 첫째, 축성입지
선정이 자유로움. 둘째, 성 내부 공간의 획기적으로 확장됨. 셋째, 防禦力이 획기적으로
증진된다고 주장하였다(심광주 2013b: 67-68).
이에 반해 박태우는 토축부와 석축부가 결합된 형태의 성벽을 ‘石築附加 版築城壁’이라
고 지칭하였다. 씨는 부여 나성과 대전 월평동산성의 축조수법이나 토층의 중복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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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석축부가 후대에 가축되었음을 밝혔다(박태우 2006: 57-82·2007:
75-100). 또 부소산성을 발굴한 조사단은 토축부가 백제, 석축부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조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석축부는 후대에 가축되었다고 보는듯하다(국립부여문
화재연구소 2000). 필자는 졸고에서 파주 덕진산성의 성격을 논하면서, 후술하겠지만 토
층과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석축부를 통일신라시대에 개축된 성벽임을 밝혔다
(안성현 2015a: 65-91).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성에 잔존하는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는
의견이 후대에 가축되었다는 견해에 비하여 압도적이며, 실제 많은 연구자들에게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의 견해가 통설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토성의 내·외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축조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성벽을
보강해야지만 붕괴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듯싶다
(심광주 2014: 39). 이러한 인식은 내·외피 토루와 토심석축공법 등 다양한 견해의 근거
가 되고 있다(안성현 2015a: 73-76).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
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의 관점이다. 외벽과 내벽을 석재로, 적심을 토축으로 쌓을 때 가장 효율
적인 방법은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을 나동욱은
‘석축형토성’이라고 지칭한 바 있으며(나동욱 1996: 49-57), 필자 역시 이 견해에 동감한
다. 추성산성 남문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석축형토성은 면석과 토축부를 동시에 쌓아
올리므로 절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4). 이에 비하여 토성에 잔존
하는 석축부 중 잔존상태가 양호한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의 성벽은 토축부와 석축부 사
이에 절개선이 확연할 뿐 아니라 홍련봉 1보루와 시루봉 2보루·아차산 4보루 성벽의 경
우 다짐토 상부에 석축의 기저부가 위치한다. 그러므로 토축부의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
하여 덧대어 쌓았다기보다 석축부가 설치된 부분만큼 절게 한 후 성벽을 축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반적인 토성벽의 수축부와 동일하다. 이에 반해 이들을 동시기
에 축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토축부를 먼저 축조한 후 석축부를 덧대어 쌓거나 아니면
잔존 성벽보다 넓은 폭으로 성벽을 축조한 후 토축부를 절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성벽
에 비하여 더 많은 공력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은 순수·기단석축형 판축토
성의 성벽 축조수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축성에 대한 관념은 최소한의 공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
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축성관념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축부를 먼저 쌓고 석축부를 부
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안성현 2015a: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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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방어력과 견고성의 관점이다.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과 같이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에 축조된 성벽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토성 외부에 석축이 부가됨으로써
석축성벽과 토성벽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로 토성보다 방어력이 우수하다고 주장한다(심
광주 2013b: 65-68; 2015: 135).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석축성벽 외벽의
축조수법을 중요시 여기는듯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임진강과 남한지역 고구려
보루 및 토성벽의 토축부와 석축부를 동시기로 보는데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필자는 성벽의 견고성을 높이는 속성으로 외벽의 축조수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
이 적심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적심은 채운다고 기술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면석과 동시에 쌓아올렸으므로 외벽이 붕괴되더라도 적심은 축조 당시의 모
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성곽 전공자들은 자주 목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석축부가 가축된 성벽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견고한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석축부의 폭
이 일반적인 석축성벽보다 좁고, 토축부를 절개한 후 부가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로 인해 외부의 충격과 상부에 흙을 다진다고는 하
지만 연결부는 우수와 같은 습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남한지역 내 고구려 보루
의 성벽 모식도나 토층도를 검토해 보면 석축부는 토축부를 수직 및 완만한 경사로 절개
하고 설치되었으므로 석축부가 슬라이딩 될 가능성 역시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성
벽은 석축성벽과 토축성벽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안성현 2015b: 74).
셋째, 성벽의 구조에 대한 것으로 양시은은 아차산 보루의 석축성벽은 높게 쌓는 것
이 불가능하며, 산 정상부의 평탄면 정도까지만 축조되었다고 보았다(양시은 2012; 112;
2012b: 45). 하지만 씨가 주장한 형태의 석축부는 성벽보다 기단석렬이나 기단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석축부를 성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단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는 석축부의 높이가 아니라 석축 상부에 토성벽의 축조유무에 있다. 기단석축형토성의
기단석렬은 1∼2단정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천토성 및 회원현성지와 같이 상
당히 높게 쌓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석축성벽이라고는 지칭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상부에 성벽이 축조되기 때문이다. 씨의 주장과 같이 석축부를 산 정상부의 평탄
면 정도까지만 축조하였다면 그 상부에 토축성벽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단
석렬이나 기단석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쟁에 대한 입론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 최근에 조사된 홍련봉 2보루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석축부는 산 정상부보
4)

다 높게 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보루의 전 구간을 정상부보다 높게 쌓았다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다. 다만 석축부 위로 여장과 같은 시설로 마무리하였을 것이므로
연접하는 토축부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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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내·외피 토루의 축조 유무에 관한 것으로 심광주는 토심석축공법의 장점 중 입
지 선정의 자유로움을 설명하면서 외피토루를 포함한 토성벽의 경사도는 안식각의 영향
으로 40°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심광주 2014: 39; 2015: 137). 토성벽은 붕괴로 인하
여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피 토루나 석축부를 부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인식하고 있는듯하다.
주지하다시피 안식각의 사전적 의미는 “흙을 자연 상태로 쌓아올렸을 때 그 경사를 유
지할 수 있는 최대의 경사각”을 지칭하는데, 입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25
∼40°내외이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붕괴되지 않은 안식각을 토성벽이나 봉분과 같이
인공적인 구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안성현 2015b: 92). 물론 안
식각은 토목공학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필자는 그
이전 토성벽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왕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크게 2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 있다.
① 판축토성 성벽의 기울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토성의 성벽은 석성에 비해 쉽
게 붕괴되기 때문에 후대의 수·개축으로 인하여 초축 당시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는 것
은 거의 잔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판축기법은 기저부에 기단석렬의 설치 유무와는 상관
없이 사방에 목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 협판을 설치한 후 내부를 다지므로 영정주의 각도
가 성벽의 기울기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지역 토성 중 성벽의 기저부가 잔존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순수판축토성인 정북동토성·부소산성·양산 순지리토성·임당토성·안성 망이산
성 내성, 기단석축형 토성인 목천토성·회진토성, 사천 선진리성·동래고읍성·김해고
읍성 등과 이 이외도 대부분의 판축토성에 잔존하는 영정주의 기울기는 수직에 가깝다.
따라서 외피 토루의 설치 유무를 차치하더라도 토성벽 기울기는 안식각보다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토성의 성벽 기울기는 수직에 가깝게 축조되었으므로 내·외피 토루가 설치되었다
면 성벽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됨에 따라 수축흔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 예로
홍성 신금성(충남대학교박물관 1994)과 거창 정장리토성(경상문화재연구원 2011)의 성벽
은 내·외벽을 쌓은 후 내·외벽쪽에 성벽을 가축한 형태이므로 원성벽에서 수축흔이 나
5)

타나지 않는다 . 하지만 필자가 토성의 성벽 내·외부를 분석한 결과 기왕에 알려진 바와
달리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5) 거창 정장리토성의 경우 원성벽의 내벽 상부에 수축흔이 잔존한다. 이는 외벽을 덧대어 쌓기 이전의 수축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벽 축조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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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피 토루를 상정하기 힘든 것으로 다양한 형태가 확인된다. ㉠ 수축부가 성벽
의 기저부에 연접되거나 아니면 근접한 부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로 부소산성 북벽(백종
오 2006: 190), 울산 반구동토성지(심봉근 1992), 사천 선진리성(안성현 2004: 93-121, 경남
문화재연구원 2008), 남해 대국산성 외성(경남문화재연구원 2003, 안성현 2008: 181-205)
등과 더불어 대부분의 토성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 부소산성 북벽의 경우 외벽 외부
의 토층을 외벽보강토루라고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보강부로 덮이는 성벽에서 붕괴흔이
확연할 뿐 아니라 외벽의 잔존부는 추정 외벽라인에서 약 100㎝정도 안쪽에 위치하므로
보강부로 보기 힘들다.
㉡ 토성벽에서 석성벽으로 개축된 것으로 부산 구량동성지(동양문물연구원 2011)·파
주 덕진산성(중부고고학연구소 2014)·강릉읍성(강원고고학연구소 2006a·b)·양양읍성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부산 당감동성지(부산박물관 1996) 등과 이외 다수의 토성에
서 확인된다. 특히, 양양읍성의 성벽은 초축 이후 최소 3차례 이상 수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토성벽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는 차이를 보
이지만 정선 고성리산성의 경우 선축된 토성의 성벽을 굴착하여 기저부를 조성한 뒤 석
축성벽을 쌓았으며, 잔존상태로 보아 토성벽에서 석축성벽으로의 전환은 각 구간마다 순
차적으로 이루어졌다(안성현 2013a: 120-126).
㉢ 기장고읍성은 초축 외벽과 인접한 부분을 ‘L’자 형태로 절개한 후 수축성벽을 축조
하였다.(부경문물연구원 2012) 또 회원현성(경남발전연구원 2007)의 수축성벽은 초축 기
단석렬 상부 약 100㎝지점에 위치하지만 성벽보다 외부에 설치된 듯 보인다. 하지만 앞
서 살펴본 거창 정장리토성과 신금성과 같이 수축부의 기저부에서 외피토루의 흔적은 보
이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선진리토성의 북벽은 성벽 외부에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의 유물
들이 150㎝정도의 두께로 순차적으로 퇴적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토성 성벽에서는 외피토루를 상정할 수 없다. 즉 성벽의 내·외부에 외피토루
가 설치되었다면 수축이 이루어질 경우 외피토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수축이 이루어졌다
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수축이 성벽의 일정 높이까지 이루어진 경우인데, 고성고읍성(경남발전연구원
2014; 조신규 2015)·사천 선진리성 남문지 주변(경남문화재연구원 2008)·동래고읍성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대전 월평동성지(충청문화재연구원 2003)·부산 당감동성지
(부산시립박물관 1996) 등이다. 고성고읍성과 사천 선진리성은 성벽 기저부에 사질점토
를 30∼50㎝정도 덧대어 보강하였는데, 고성고읍성은 보강토의 경계지점에 수축흔이 잔
존한다. 월평동성지는 판축토성 기저부 높이 100∼120㎝로 쌓았는데 잔존 성벽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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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26㎝임을 감안할 때 외벽을 피복할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월평동성지의 석
축벽은 보강토를 완면한 경사로 90㎝정도 굴착한 후 설치되었으므로 양자를 동시기로 볼
경우 토성벽과 보강토를 완성한 후 다시 성벽을 절개하고 석축성벽을 쌓은 것이 된다. 따
라서 이들 토성들 역시 외피토루를 상정하기 힘들며,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는 정도였음
을 알 수 있다.
㉰ 성벽에 수축흔이 나타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보이는 경우인데, 청주 우암토성 남
벽(백영종 2015: 23-26)·김해 송정리토성(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등이다. 이들 토
성들은 단면상에서 외벽의 상당한 높이까지 보강토를 쌓았다. 우암산성의 성벽 상부에
수축흔이 잔존하므로 그 이상 쌓았다고 보기 힘들며, 보강부의 토층은 수평하다. 조사단
은 후대에 개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외벽 보강부 상부에만 수축흔이 잔존한다
는 점을 고려 할 때 동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반해 김해 송정리토성은 내·
외벽에 보축을 하였는데, 보강부의 토층은 성벽 내·외부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다만 이들 보강부가 성벽 전체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설치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이외 정북동토성(중원문화재연구원 2013)도 외피토루를 상정할 수 있으나 풍납토성이
나 몽촌토성과 같이 성벽을 덮을 정도로 높게 쌓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토성의 성벽은 기왕의 연구 결과와 달리 수직에 가깝게 축
조하였으며, 성벽에 인접하여 내·외피토루를 쌓은 것과 쌓지 않은 것, 기저부를 보강한
것으로 나누어지지만 내·외피 토루가 확인되는 것은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잔존하는 성벽을 토대로 축조수법을 파악하고 있는듯하다. 성곽과 관련
된 구조물에는 보수·수축·증축 및 개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잔존하는
유구는 성곽이 폐기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여러 시기의 성벽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이다. 성벽의 수·개축에 대해서는 남산신성비가 주목되는데, 비의 첫머리는
“591년(신해) 2월 26일 남산 신성을 쌓을 때, 법에 따라 쌓은 지 3년 만에 무너지면 죄로
다스릴 것을 널리 알려 서약케 한다.”라는 공통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국립경주문화
재연구소 2009: 70-74).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
은 죄를 받는 기간이다. 왕경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성곽 중의 하나인 남산신성이 축조
후 3년 이내에 붕괴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방에 축조된 다수의 성곽이 3년 이내에
무너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벽에는 다수의 수·개축흔과 성곽 내부에는 다양
한 시기의 유구가 잔존하고 있으므로 각 시기별 유구를 구분한 후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안성현 2015a: 90).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파주 덕진산성에 대한 토층과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내성의 시기적 경관을 파악한 바 있다. 내성의 성벽은 고구려에 의해서 토성으로 초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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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취약한 부분에는 석성으로 고쳐 쌓았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내성의 성벽 전
체를 석축성벽으로 개축되었다. 성내부의 경우 초축 당시에는 원지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통일신라시대에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대지가 조성되었고 다수의
와건물지가 축조됨으로써 산성 내부는 상당히 변모하였으며, 현재의 경관은 조선시대 후
기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안성현 2015b: 78-80). 이러한 양상은 다른 산성들에서도 유
사하였을 것이며, 석축부 역시 후대에 가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 국한할 때 판축토성의 성벽은 수
직에 가깝게 쌓았으며, 내·외피토루를 쌓은 것과 쌓지 않은 것, 그리고 기저부만을 보
강한 것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토성에 잔존하는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양자가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의도된 축성으로도 보기 힘들다.

Ⅲ. 유적의 재분석
토성에 석축부가 잔존하는 성곽들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도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다양하므로 모든 유적을 분석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장
에서는 이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유적을 중심으로 재분석하여 양자가 동시기에 축조
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은대리성(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서영일 2009: 219∼241)
은대리성은 외성과 내성의 복합식성곽이며, 외성벽이 내성벽에 비하여 높고 정교하게
축조되었으며,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외성의 동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벽 기초부를 조성하기 위해 구지표층을 정리 후 그 위로 황갈색 점토를 30∼50㎝
정도 다져서 기저부를 조성.
② 기저부 위로 중심 토루를 적갈색 점토 및 모래와 5∼15㎝크기의 작은 현무암을 섞어
서 다져올렸고 중심토루의 바깥으로는 내외에 석축부를 둠. 북벽과 접합부에는 외벽 기
단부에 할석을 사용하여 2단으로 축조한 기단석렬이 조사됨. 각단은 폭 50㎝정도이고 할
석의 바른 면을 전면에 놓고 그 뒤에는 이보다 작은돌을 엇물려 쌓음.
이상이 은대리성에 대한 조사내용이다. 하지만 도면이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심
토루와 석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석축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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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위치이다. 남벽의 단면 사진이나 동벽·동벽 2의 단면도를 보면 석축부는 토축부의
기저부보다 상부에 위치한다. 만일 석축부가 토축부를 보강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토축부
의 기저부 부터 쌓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석축부는 토축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둘째, 보고서상의 토층도나 단면 사진에서 확인되는 석축부의 단면은 ‘」’자상이나 거의
수직에 가깝다. 양자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면 중심토루를 선축한 후 석축부를 덧붙였거
나 아니면 토축부를 성벽보다 넓게 쌓은 후 절개한 다음 석축부를 가축한 것이 된다. 성
벽이 양자 중 어떠한 방법으로 축조된 것이든 일반적인 토성벽보다 더 많은 공력이 드는
데 반해 외벽과 적심의 축조수법이 조잡하므로 동시기에 축조되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토축부인 다짐토와 석축부 내 점토의 색조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평면상에
서 굴착선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토성의 수축부에서 주로 나타난다. 만일 석
축부와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면 토축부와 유사한 흙을 사용한 석축부가 잔존해
6)

야 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성곽 중 그러한 예는 확인된 바 없다 .

2. 무등리 2보루(양시은 2012: 114-124)
무등리 2보루는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산 34-0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테뫼식 산성이다.
임진강을 따라 나란히 들어선 무등리 1보루와는 직선거리로 300m정도 이격되어 있고, 둘
레는 325m, 면적 3,877㎡이다. 보고자는 성벽이 목책과 석축성벽으로 구분되는데, 목책
의 경우 석축 성벽의 내부나 기단석 바로 아래에서 확인되고 있어 목책을 폐기한 후 석축
성벽을 쌓았다고 보았으며, 보루의 축조수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점토층을 일정 간격으로 파서 목책 축조.
② 목책 폐기 및 석축 성벽을 쌓기 위한 기초면 조성(보강 및 정지).
③ 치 내지는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나무 기둥을 박고 판재를 댄 다음 성 내부를 구역
별 성토.
④ 치석된 석재로 성벽 기초 조성, 성돌을 점토와 채워 넣으면서 성벽 축조(마치 덧붙
이는 방식으로 성벽 축조). 일부 구간에는 뒷채움과 관련 없이 성벽을 지지해주는 나무
기둥을 성벽 안쪽에 세움. 성벽 외면에는 점토를 발라 보강.
⑤ 점토를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성벽 바깥의 기초부에 불을 지름.
이상이 무등리 2보루의 축조수법에 대한 설명인데, 필자는 납득하기 힘들다.

6) 이러한 양상은 이번 분석대상의 다른 성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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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①의 과정에서 기술한 점토층의 성격문제이다. 이층을 석축성벽 이전의 자연퇴
적층이냐, 아니면 다짐층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무등리 2보루의 원지형 파악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무등리 2보루의 정상
부에서 암반이 조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잔존 석축부의 기저부에서는 암반이
확인되는 점은 분명하며, 구릉정상부와 석축 외벽과의 거리는 조사 현황도를 참조할 경
우 대략 10∼25m내외이므로 자연퇴적층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상부와 석축성벽 사이의 점토층 높이는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부분이 2.5m
이상 일 뿐 아니라 보고자 역시 성토층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자연퇴적층으로 보기
힘들고, 인위적인 다짐층이 분명하다. 따라서 보고자가 목책으로 본 나무기둥들은 토축
부를 쌓기 위한 영정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최근에 발굴 조사된 홍련봉 2보루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보고자가 설정한 목책→석축성벽으로 변화했다는 주
장은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며, 토성벽→석축성벽(수축·개축)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석축부와 영정주 간의 중복관계인데, 조사자는 “치 내지는 일부 구간은 나무 기
둥을 박고 판재를 댄 다음 성내부를 구역별로 성토하였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뒤채움과
관련 없이 성벽을 지지해주는 나무 기둥을 성벽 안쪽에 세웠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전
자의 경우 보고자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성벽의 축조가 판축공법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 후자는 석축부와 별도인 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
할 수 없으나 전자와 유사한 구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조사에서
석축부를 축조하기 위하여 석축부 내부에 별도의 목주를 세운 예는 당포성이 유일하며,
후술하겠지만 무등리보루의 목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석축부는 외벽을 기
준으로 할 때 영정주의 상부나 내부 등 다양한 곳에 위치하므로 토축부에 석축부를 가축
한 것이 공정상의 차이가 아니라 토축부를 선축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석축부를 축
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석축부 내부의 목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의문과 연동되
는 측면이 있다. 보고자는 목주를 석축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세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며,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석축부
와 동시기로 보는 경우로 목주가 적심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석
축부의 적심은 할석과 잔돌을 혼합하여 다졌으므로 목주는 토축부와 석축부의 유기적인
결합을 방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등리 2보루와 같이 석축부의 외벽과 토축부
사이의 간격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목주를 세운다면 석축부의 붕괴를 가속시켰을
것이므로 석축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목주를 세웠다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석축부 축조 이전에 세워진 목주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인데, 조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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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도 일정 부분 부합한다. 이 경우 석축부는 선축된 영정주를 뽑아내고 쌓기 힘들므로
이전에 설치된 영정주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석축부와 인접하여 굴착선이 확연하다는 점이다. 굴착선과 석축 사이의 정확한
간격은 알 수 없으나 면석의 뒷뿌리와 인접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0∼50㎝정도
이격되어 있다. 이정도 두께의 적심으로 성벽에 가해지는 횡압력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석축은 후술하겠지만 토성벽의 수축부에서 주로 확인된다.
다섯째, 석축부의 기저부 위치는 풍화암반이나 다짐토 및 목주상부 등 다양한데, 이러
한 양상은 은대리성과 동일하다.

3. 홍련봉 1보루(이정범 2013: 103-139: 2014: 180-182)
홍련봉 1·2보루는 아차산 일대 보루군(사적 제 455호) 중 가장 남단에 위치하며, 현재
까지 4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양 보루의 성벽은 유사한 축조수법을 보
이므로 이글에서는 홍련봉 1보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조사자는 보루의 축성과
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산 정상 및 사면부를 절토 또는 정지.
② 낮은 지대에 기초부 성토다짐.
③ 종장목을 세우고 목주 사이에 판재를 설치한 후 항토하여 대지 조성.
④ 바깥쪽에 목주를 일정한 간격으로 세우고 목주사이에 면을 맞추어 1차 성벽 조성 및
안쪽 목주 사이에 공간을 사질토로 뒤채움 함.
⑤ 1차 성벽에 덧대어 2차 성벽 축조 후 기단부 보강.
⑥ 치성 및 출입시설 축조, 배수시설 조성 및 건물지, 상부시설 조성.
이상이 홍련봉 1보루의 축조수법에 대한 설명인데, 기존에 알려진 아차산 보루군의 변
화단계인 목책→석축성벽과는 달리 목책단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정범 2014: 180182)이 주목된다. 목책 단계를 설정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아마 홍련봉 2
보루에서 확인된 횡장목흔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필자 역시 이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첫째, 1차 성벽에 덧댄 2차 성벽을 기단부의 보축으로 여기는듯하다. 보루의 2중 성벽
과 동일한 형태는 증평 이성산성 남수문지에서도 확인되는데, 수축성벽으로 보고하였다
(백영종 2011: 25-40; 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필자 역시 수축성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2차 성벽을 보축으로 보기에는 성벽과의 간격도 좁고, 석축이
높다는 감이 든다. 성벽을 보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단보축은 단면형태와는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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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지점에서 축조되며, 홍련봉 2보루와 같이 보축을 높게 쌓
을 경우 성벽쪽으로 경사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예는 파주 덕진산성(중부고
고학연구소 2014), 연천 대전리산성(고려문화재연구원 2014), 양주 대모산성(한림대학교
2006) 등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홍련봉 1보루의 원성벽 외부 석축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상당한 높이까지 쌓고 있다는 점에서 기단보축보다는 수축성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둘째, 석축의 기저부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성곽과 동일하므로 토
축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축조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다. 보루의 석축부는 1·2차로 나
누어진다. 이중 2차 석축은 다짐토나 암반위에 축조되었는데, 다짐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다짐토를 1차 석축의 기저부 보강토로 볼 경우 1차 석축을
축조한 후 마감한 것이 되므로 2차 성벽은 1차 석축과 시기차이가 있으며, 토축부와 관련
된 것이라면 1차 석축 역시 수축부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은 1차와 2차 석축의 축
조수법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반증된다.
셋째, 보고자는 내부토를 판축이나 성토, 그리고 항토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정범 2014: 191-195). 하지만 석축부 외벽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의 정연한 목주흔과
횡장목흔이 확연하다는 점에서 판축토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성벽 내·외
의 목주흔은 영정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홍련봉 1보루에서는 석축부 외벽의
바깥으로 목주흔이 위치하므로 선축된 토축부를 절개한 후 석축부를 축조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넷째, 홍련봉 2보루의 석축성벽 상부에는 토축부를 굴착한 흔적이 확연하다. 이는 판
축부를 절개한 후 석축부를 쌓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토축성벽의 수축부에서 주로 확
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사에서 확인된 결과는 보고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
축부를 완성한 이후에 석축부를 덧대어 쌓은 것이 아니라 토축부를 절개한 후 석축부를
쌓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석축부와 토축부를 공정의 차이로 보기 힘들다.

4. 연천 당포성(경기도박물관·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8)
당포성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82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강안 평지성이며, 자
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직 단애를 이루지 않는 동쪽에만 석축 성벽을 쌓았다. 성벽
의 축조수법은 보고서에 기술된 동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내부와 외부의 구지표가 약 1m정도 차이가 남. 따라서 고도가 낮은 외벽쪽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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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따져서 내벽의 구지표와 수평을 맞춤.
② 내벽 기저부의 아래 구지표에서 지름 30㎝, 깊이 30㎝정도의 기둥구멍 1기가 확인되
는 것으로 보아 내벽 다짐 시에 일정 간격으로 기둥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음. 또 내벽선
에서 성내부쪽으로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완만하게 다짐.
③ 석축부는 두 시기로 나누어지며, 이 중 1차 성벽의 내벽은 내벽 토루를 굴토 후 모래
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방형의 현무암을 3∼4단 정도 쌓음. 또 동벽의 외벽과 상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구멍이 확인됨.
④ 마지막 단계는 내벽과 외벽으로 나눌 수 있음. 외벽에는 1차 보축성벽이 축조되는데,
①의 기저부를 굴토한 후 보축성벽을 쌓음. 잔존하는 1차 보축성벽의 정확한 기저부는 알
수 없으나 일정 높이까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다가 경사를 이루며 체성벽과 연결됨.
이상이 보고서에 기술된 당포성 동벽의 축조수법이며, 보고자는 성벽의 축조시기와 석
축부 및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
는 성벽의 잔존상태를 고려할 때 여러 시기의 성벽이 잔존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조공정이 너무 복잡한듯하다. 성벽에 대한 기술과 도면으로 축조공정을 복원
하면 기저부 조성→토축부 축조→내벽쪽 다짐부 축조→토축부 절개 후 석축부 축조→보
축성벽 설치 순이다. 이러한 공정으로 축조된 성벽은 연천 호로고루와 파주 덕진산성의
내성을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다. 이중 호로고루는 석축부와 토축부를 공정상의 차이로
보지만(심광주 2014: 45), 덕진산성의 경우는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덕진산성에 대한 2015년도 조사결과 석축부 적심의 전역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출토
되어 이 시기에 개축되었음이 분명해졌다(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안성현 2015a: 66-68).
뿐만 아니라 호로고루 동벽에서 확인된 석축성벽 기저부는 토축부의 중단 정도에 위치한
다(경기도박물관 2001). 따라서 이 세 성곽의 성벽은 여러 시기의 성벽이 중복되어 있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토축부 내벽에서 보이는 목주와 내벽 바깥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다짐층의
문제인데, 2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조사자는 내벽 기저부에서 확인되
는 목주를 영정주라고 보고하였다. 목주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내벽의 기울기로
보아 보고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토축부는 순수 판축토성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외벽쪽 영정주가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석축부 하부에 위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토축부와 석축부의 축조 시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가
능성이 높다.
② 내벽과 연접하는 다짐층에 대한 사진이나 정확한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자세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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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법을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다짐층의 단면은 성내부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지만
내부의 토층은 수평하다는 점에서 토축부의 붕괴층으로 보기 힘들며, 상층인 통일신라시
대 등성시설과도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토축부와 관련이 있는 시설임은 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구조는 파주 덕진산성에서도 확인되는데, 토축부의 붕괴 방지와 등성을 위
한 시설로 보고하였으며(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필자 역시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 따라서 내벽과 연접하는 다짐층은 토축부의 보강시설이고,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부로 석축부를 설치하였다.
셋째, 외벽과 석축부에 잔존하는 기둥홈의 해석문제인데, 이 기둥이 가설목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둥의 범위이다. 기둥은 외
벽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석축부의 적심까지 이어지지만 토축부의 상면에서는 보이지 않
는다. 만일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면 석축부와 토축부를 견고하게 연결
시키기 위하여 횡장목이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토축부 상부에 목주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석축부를 축조하기 위한 가구목일 뿐이지 석축부와 토축부를 결합시키기 위한 것으
로 보기 힘들다.
최근 당포성의 석축부를 후대 개축으로 보는 견해가 발표되었는데(권순진 2012: 169)
필자 역시 이에 공감하며, 양자를 시기차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5. 월평동산성(충청문화재연구원 2003; 박태우 2006: 75-100)
월평동산성은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산 20-1번지 일원에 축조된 테뫼식
산성으로 2000과 2001년도 발굴조사 결과 산성이 축조되기 이전부터 유적이 조성되었음
과 성벽의 축조수법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었다. 성벽의 축조는 基盤造成→體城造成
(內托土壘造成→外部石築城壁 築造)→城壁頂上部 磨勘施設의 순서로 조성되었다.
① 기저부조성은 성벽 폭보다 3배 정도 넓게 수평으로 성토 다짐하여 기반을 조성하였
는데 크게 상하 2층으로 나누어 2m정도 쌓음.
② 체성은 토루와 석축성벽으로 나누어짐. 먼저, 토루는 기초다짐 위에 성벽의 안쪽과
바깥쪽에 판목을 세우고 크게 상하 2층으로 토루를 조성. 하층 토루를 조성하면서 안쪽
(내벽 보강다짐)과 바깥쪽(외벽 보강다짐)도 함께 수평상으로 성토다짐. 상층은 정교하게
수평상으로 판축.
③ 석축부는 외벽 성토다짐 보강토를 ‘U’자상으로 약 90㎝ 파내고 그 안에 기초석을 3∼
4단 놓은 다음 석축부를 쌓아 올렸으며, 뒤채움도 비교적 정교하게 처리. 석축성벽의 잔
존부 규모는 15단(3.1m), 전체적으로 약 75° 가량 내측으로 경사지게 들여쌓기 함. 외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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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형의 다듬은 성돌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고 ‘그렝이공법’확인됨. 상부로 갈
수록 소형의 석재를 사용.
④ 정상부 마감시설은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성벽 가장자리에
할석을 깔고 내부를 토석으로 다짐한 시설이 잔존.
이상이 월평동산성의 성벽 축조수법에 대한 내용이다. 석축부와 토축부의 시기에 대해
서는 박태우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되었고(박태우 2006: 75-100), 필자 역시 석축부의 가
축시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은 없다. 따라서 기존의 논고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보고서의 도면이 모식도와 같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
라 성벽 전체를 촬영한 사진 역시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재분석은 어렵다. 다만 보고서에서
토축부와 석축부, 상부의 마감시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성정용의 견해와 유사하다.
조사자는 토루의 축조수법에 대한 설명 중 내·외벽쪽 판목을 세웠다고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판축토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 역시 내벽의 기울기가 70°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판축토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월평동산성은 순수판축토성
이며, 외벽 기저부에 보강을 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벽의 잔존부를 근거로 축조공정을 복원하면, 석축부는 토성벽과 하부 보강부
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토성벽 뿐 만 아니라 하부 보강토 상부까지 ‘

’자 형태로 굴착한

후 설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굳이 완성된 토성을 굴착하고 석축부를 부가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뿐 아니라 다른 토성에서 이러한 례가 확인된 바 없다.
즉 석축부를 공정상의 차이로 이해한다면 석축을 먼저 설치한 후 기저부를 보강하는 것
이 효율적이므로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 석축성벽
기저부의 위치와 색조의 차이, 그리고 단상으로 굴착한 것은 다른 성곽과 동일하다.

6. 증평 이성산성(백영종 2012: 25-40; 심정보 2013: 41-60; 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1) 남성
이성산성의 남성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산 74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식 토축산성이다. 2009년도 조사결과 서벽과 동벽, 그리고 남수
문지의 축조수법을 확인하였다. 남성의 성벽은 크게 4개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① 1차 공정은 먼저 정지된 기반암 위에 암갈색 사질토를 이용하여 경사를 이루는 바
닥면 위에만 다짐. 그 위로 황색사질점토와 흑갈색사질점토를 이용하여 교대로 다지면서
수평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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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공정은 다시 성벽의 바깥쪽에만 황색 점토와 마사토를 교대로 판축하여 수평을
맞추면서 토루를 축조함. 그리고 2차 공정의 마지막은 적갈색 점질 덩어리와 짚(또는 갈
대)으로 40㎝정도 덮어서 마무리.
③ 3차 공정은 황갈색 사질토와 회백색의 고운 모래를 이용하여 내측에서 외측방향으
로 곡선을 그리면서 덧붙여가면서 조성. 이 토층은 성내측 바닥면까지 확인됨.
④ 4차 공정은 성벽의 중심부를 포함하여 주로 안쪽에만 수평을 맞추어 판축하였으며,
잔존하는 토루 상부로 올라갈수록 모래의 비중이 커짐. 그리고 가장 위층에 황갈색 사질
토를 성토하여 마무리.
이와 달리 남수문지는 남쪽 성벽 계곡부의 정중앙에 조성되었는데 성내에서는 가장 낮
은 곳에 해당된다. 수문의 양 측벽은 석축성벽이 잔존하며, 축조수법은 다음과 같다.
① 양쪽 성벽과 연결되는 바닥에 기초시설. 즉 바닥에 20㎝내의 작은 석재를 놓아 지반
을 단단히 한 후, 그 위에 점토 다짐.
② 수문의 측벽을 조상하면서 석축의 뒤채움을 점토와 사질토 다짐으로 판축하면서 동
시에 쌓음. 수문의 바닥은 문지 조성 이전에 형성된 뻘층과 모래층 위에 소토층과 적갈색
점질토로 다짐. 바닥에는 주공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음.
③ 후대에 증축부는 선축된 석축에 덧붙여 축조. 바깥쪽은 초축된 석축을 이용하거나
증축된 수문의 석축시설과 동일한 방향의 석렬을 조성.
이상이 남성의 성벽과 남수문의 축조수법이며, 보고자는 성벽을 판축토성이라고 하였
다. 하지만 외벽 기저부에 토제가 잔존할 뿐 아니라 성벽 내·외벽쪽에 영정주흔이 확인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토토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축조공정이나
개축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다. 특히, 외벽부를 완만한 경사로 절개한 부분을 동시
기가 아닌 후대의 개축이라고 보는 점은 필자의 주장과 동일하다.
남수문의 경우에도 2차 성벽을 선축된 석축부와 공정상의 차이가 아니라 후대의 성벽
으로 보는 것 역시 이견이 없다. 다만 선축된 석축부와 내부의 토축부를 동시기로 보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의 소지가 있다. 물론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
성이 있지만 토층사진과 토층도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석축부와 토축부 사이에는 완만한
경사로 절개한 흔적이 잔존할 뿐 아니라 석축과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색조 차이가 확연
하다. 따라서 보고된 1차 석축부 역시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북성
북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남성과 달리 사뭇 흥미로운데, 남문지와 성벽에서 남성과는
전혀 다른 축조수법이 확인되었다. 남문지는 2차례 정도의 수·개축이 이루어졌으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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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문지의 통로부 바닥은 암반 위에 점토를 깔아 조성하였다. 양 측벽에는 다른 곳의 성벽
과 달리 할석으로 마감하였으며, 측벽과 성벽의 연접부에서 굴착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문지의 양 측벽은 할석과 성벽을 동시에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벽의 축조
수법은 2트렌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사진 원지형을 2∼3단 계단상으로 굴착한 후 정지하여 기저부 조성.
② 외벽쪽에 점질토를 주로 다져서 단면 삼각형 태의 토제를 조성하였는데, 내부에 석
재도 포함되어 있음.
③ 내벽쪽에 석재를 포함한 점토를 주로 다져서 중심토루를 구축.
④ 중심토루의 외연을 ‘L’자상으로 삭토한 후 중심토루에 의지하여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다져서 체성을 축조. 이에 달리 1트렌치의 성벽 단면에서 2트렌치와 같이 중심토
루를 삭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필자는 북성의 성벽 토층에 대한 설명 중 ‘L’자상의 절토부를 수축으로 보는 것으로 제
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은 없다. 즉 남문지의 측벽은 할석을 쌓아가면서 점토를 다졌으므
로 동시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상은 남성의 서벽 트렌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지만, 외벽 가장자리의 절개부에 대해서 조사단은 개축흔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북
성의 외성 트렌치 성벽에 잔존하는 굴착흔 역시 개축시 성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토성에 잔존하는 석축부는 공정상의 차이로 볼 근거는 어디
에도 없으며, 대부분 후대에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가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
는 석축부의 성격과 직결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Ⅳ. 토성의 수축흔 검토
이글의 대상인 ‘石築附加 版築土城’이나 ‘土芯石築工法’으로 축성된 성벽을 어떠한 관
점으로 보는 것과는 별개로 토축부와 석축부로 나누어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와
유사한 토성벽의 수축흔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토성벽의 수·개축흔을 살필 때에는 두 가지 정도를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첫째, 선축된 성벽을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였을까? 물론 수축이 이루어질 경우 선축
된 성벽을 최대한 활용하였을 것이며, 이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었음은 쉽게 추
정할 수 있다. 필자는 성벽의 수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결과 최소 6가지 형태
임을 밝힌 바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수축은 선축된 토성을 절개한 후 외벽을 석축으

24

제25호

로 쌓거나 아니면 기단석렬을 두고 그 위로 흙으로 다진 형태이며, 적심은 흙이나 할석으
로 나누어진다(안성현 2013b: 122-123). 수축성벽은 시기가 늦을수록 성벽 중앙부로 이동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김갑진 2013: 49), 이 이외에도 내·외벽과 동일선상이나 상
부와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경향 역시 보인다.
둘째, 수축부의 외벽을 어떠한 형태로 마감하였을까? 판축성벽은 석축성벽과 달리 외
벽을 쌓기 위하여 판축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축된 토축성벽과 같이 외벽부
에 판재를 사용하였다면, 수축된 외벽의 기저부에는 판재를 고정시키기 위한 영정주흔이
잔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석재로 마감하였다면 영정주의 흔적이 없더라도 무방하다.
기저부에 기단석렬 및 아무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하였는지는 현
재까지 밝혀진 자료로는 정확한 양상을 밝히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토성의 수축흔은 다양하게 잔존하지만 이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
7)

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성토토성에서 수축부가 확인되는 경우로 화성 길성리토성(중부고고학연구소
2014)과 의령 호미산성(경상문화재연구원 2010), 증평 이성산성(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등이다. 이중 의령 호미산성은 선축된 토축부를 절개한 후 석축성벽을 축조하였으며, 석
축부와 관련된 층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어 대략의 축조시기를 파악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길성리토성은 11-1트렌치에서 2차례의 수축흔이 잔존하는데, 조사지역 전
구간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수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다. 보수된 부분은 선축된
성벽을 ‘L’자 형태로 절개한 후 사질점토를 층층이 다졌으며, 선축된 성벽에 비하여 목탄
과 소토가 다량 혼입된 흙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초축성벽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
지만 외벽부의 유실이 심해 정확한 축조수법은 알 수 없다.
둘째, 판축토성에서 석축부가 확인되는 경우로 Ⅱ장에서 다룬 성곽들을 포함한 대부분
의 토성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적심은 석재와 흙으로 나누어지지만 시기적으로나 분포상
에서 정형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에는 대체적으로 1∼5차례 이상의 수축흔이 잔존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천 선진리토성의 경우 최소 5차례 이상의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수축부의 외
벽은 기단석렬과 석축으로 나누어지지만 시기상으로 정형성을 찾을 수 없다. 수축된 성
벽은 선축된 성벽을 ‘L’자나 ‘ノ’상으로 절개한 후 성벽을 쌓았는데, 적심은 흙으로 다졌다
(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이와 유사한 형태의 토성은 부산 당감동성지·동래고읍성, 마

7) 성벽에 잔존하는 수축흔은 성곽이 시기별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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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회원현성지, 고성고읍성 등이다. 수축부는 보강토의 유무에 따라 기단석렬의 직상부
에 위치하는 것과 일정부분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파주 덕진산성의 경우 고구려에 의해서 축조된 토성을 통일신라시대에 개축되었
으며(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강릉읍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된 토성을 조선시대에 읍
성이 축조되면서 토성벽을 절개하고 석축성벽이 축조되었음이 밝혀졌다(강원문화재연구
소 2006).
셋째, 선축된 성벽에 덧대어 가축한 것으로 홍천 신금성, 거창 정장리토성, 김해 송정
리토성에서 확인된다. 이중 정장리토성의 절개 트렌치에서 초축성벽 상부에서 ‘ノ’자 형
태로 절개부가 확인되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성벽을 가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토성벽에서 확인되는 석축부는 후대의 수축 성벽과 동
일함을 알 수 있다.

Ⅴ. 토성벽 내 석축부의 성격
이제까지 토성에 잔존하는 석축부와 토성의 수축성벽의 구조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석축부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축부와 토축부
가 동시기에 축조된 것과 후대에 가축된 것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욱 명료하다
고 생각된다.
먼저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된 예는 증평 이성산성 북성의 남문지에서 확
인된다. 남문지의 석축부와 토축부의 토층은 단절 없이 연결되므로 동시기로 볼 수밖에
없다(심정보 2013). 성벽은 아니지만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된 예로 복천동
31·32호분을 들 수 있다. 이들 고분의 벽석은 석재로 마감하였고 내부는 흙으로 다졌으
나(김두철 2007), 토층을 자세히 살펴보면 할석과 흙을 동시에 다지면서 단벽을 쌓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와는 차이를 보인다.
석축부가 후대에 가축된 경우로 대부분의 성벽이 여기에 속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토심석축공법’이나 내·외피 토루가 설치되었다는 견해는 ‘토성은 안식각 이상
으로 쌓을 수 없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듯하지만 정작 토성의 성벽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의 분석결과 판축토성의 성벽 기울기는 수직에 가깝고 내·외피
토루를 쌓지 않은 것과 쌓은 것, 그리고 기저부만 보강한 것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성의 성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다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석축부의 기저부 위치인데, 풍화암반이나 토축부의 하·중단까지 다양하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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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다시피 석축부가 토축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축조되었다면 석축부는 토축부의 기저
부부터 쌓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연천 은대리성이나 아차산 보루군, 부여나성과 같
이 토축부의 상부에 위치하는 성곽들은 토축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석축부를 축조하였다
고 보기 힘들다.
셋째, 목주흔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기왕의 연구와 같이 토축부나 토성벽을 축조한 후
석축부를 부가하였다면 목주흔은 석축부 내부에 위치하는 셈이 되므로 석축부가 유실되
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남한지역 고구려 보루에서는 이와 다
른 양상이 확인된다. 즉 영정주는 석축부의 하부나 외부 등 다양 곳에 잔존하며, 각 유적
마다 정형성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외부의 목주흔을 토축부를 축조하기 위한 가설목이었
을 개연성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성벽 진행라인과 일치할 뿐 아니라 가설목이 설치된 당
포성이나 호로고루 성벽의 간격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목주흔은 토성벽을 축조하기
위한 영정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석축부를 동시기로 볼 수 없고 후대에 수축된 성벽으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토축부인 다짐토와 석축부의 색조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므로 평면 및 단면상
에서 윤곽선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토성벽에 석축부가 잔존하는 대부분의
성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장하리 5층 석탑 기저부
에서 석축부에서 토축부와 동일한 흙이 보인다(홍대한 2011: 53-102). 석탑의 기저부는
유구의 특성상 동시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면
토축부의 다짐층과 유사한 흙을 사용한 부분이 잔존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성벽은
확인된 바 없다.
다섯째, 석축부의 규모와 폭, 그리고 축조수법이 다양하며, 정형성을 찾기 힘들다. 즉
석축부의 규모는 파주 덕진산성·연천 호로고루·당포성 등 2∼3m가 넘는 것에서부터
아차산 보루군이나 연천 무등리 보루와 같이 폭이 100㎝ 미만인 것까지, 축조수법 역시
바른층쌓기부터 허튼층쌓기까지 다양하다. 석축부에서 출토된 유물 역시 초축과 다른 것
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축성은 당대의 관념을 반영하므로 동일한 국가가 동시기에 축조한 성곽
들은 성격에 따라 형태나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축조수법은 유사하였을 가능성
이 높다(안성현2013a: 40).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석축부의 축조수법에서 정형성을 찾
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국가에 의해서 단기간에 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수·개축의 흔적임을 반증한다.
여섯째, 무등리 보루와 아차산 보루군 등에서 확인되는 목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인데
전술한바와 같이 목주는 토축부를 축조하기 위한 영정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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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토축부와 석축부의 폭이 좁은 경우 목주는 서로 성질이 다른
토축 및 석축부와의 결합을 방해하였을 것이다. 특히, 석축부와 목주가 중복되어 있을 경
우 목주 상부에 석축부가 축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축부를 축조한 후 석축부를 가축
하였다는 논지를 전개하기 어렵다. 최근의 홍련봉 2보루에 대한 조사결과 횡장목흔이 확
인되었다는 점에서 토성을 축조하기 위한 영정주흔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경우
역시 석축부와 토축부를 동시기로 보기 힘들다.
일곱째, 석축부와 토축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어떠한 구조물도 확인된바 없다.
연천 당포성의 경우 석축부를 축조하기 위한 기둥구멍이 조사되었다. 이 기둥구멍은 석
축성벽과 진행방향이 동일하므로 석축성벽을 축조하기 위한 시설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토축부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특히 석축부 폭이 좁은 성벽의 경우 토축부와 유기적인 결
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붕괴의 우려가 높으므로 토축부와 석축부를 결합시키기 위한 횡
8)

장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구조의 성벽이 조사된 바 없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토성에 잔존하는 석축부와 토축부를 공정의 차이로 보기는
힘들고, 후대에 가축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모든 성벽에는 적용시키기는 힘들여, 그
예로 증평 이성산성 북성 문지의 석축부는 토축부와 동시기에 축조된 것이 분명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토축부를 절개하고 설치된 석축부는 후대에 가축된 것으로 이와 달리
석축부와 토축부의 토층이 단절 없이 연결될 경우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토성의 외벽에 석축부를 축조한 목적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전술한바와 같
이 성벽에 수축이 이루어질 경우 선축된 성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이전 시기의 성벽
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성벽을 축조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토성벽에 수축
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외벽을 석축으로 마감하는 편이 영정주를 세운 후 판축하는 것 보
다 편리할 뿐 아니라 견고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석축부가 성벽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토
축성벽에 비해 석축성벽의 견고하다는 인식과 선축된 토성벽을 제거하지 않고 수축하는
9)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

8) 이글에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토성에 잔존하는 석축부와 동일한 형태로 알려진 조선시대 읍성 및 산성에 적용된 내탁식 성벽의 단
면형태는 석축부를 기준으로 할 때, 삼각형이나 제형에 가까우므로 공정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토성에 잔존하는 석축
성벽은 선축된 성벽 및 원지형을 굴착한 산탁식 성벽이나 토성의 수축부와 유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공정상의 차이로 볼 수 없다.
9)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토성벽과 석성벽의 효율성이나 견고성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토성벽에서 수축이 이루어진 부분만을 한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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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성곽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는 성벽의 축조수법이나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축조
시기와 국가를 파악한 후 영토 확장이나 지방지배, 그리고 국경선과 교통로 등을 분석하
는데 집중되었다. 즉 정치사적 해석에 중점이 두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
석 이전에 성곽유적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는 해석적 담론이나 주변유
적과의 관계, 성벽의 구조적인 문제와 수·개축흔, 그리고 경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성벽이나 성곽 내부의 시기적 경관에 대한 분석이 선결되
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사적 해석은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크
게 두 가지 정도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토성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다
는 것이 통설이었다. 하지만 영정주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내·외벽은 수직에
가깝지만, 성벽 내·외부에 외피토루를 쌓은 것과 쌓지 않은 것, 그리고 기저부를 보강
한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외피토루를 구축한 것은 소수였다. 따라서 판축기법이 적용된
토성벽을 안식각 이상으로 쌓을 수 없으므로 내·외피토루나 석축부를 부가해야 된다는
논지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기에 축조된 경우도 있으나 대
부분 후대에 석축부가 가축되었으며, 그 시기는 성곽마다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형태의 성벽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토축성벽에 비해 석축성벽의 견고하다는 인식과
선축된 토성벽을 제거하지 않고 수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성곽 유적은 특성상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힘들뿐 아니라 축성 이후
재사용됨으로써 초축성벽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울 경우가 많다. 개별 성곽이나 한 국
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공시기 뿐 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축성된 성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재되어야 하며, 그 토대를 근거로 축성사
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한 지역 내 성곽을 동일한 국가
가 특정시기에 축성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분석대
상 시기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안성현 2014: 222). 따라서 성곽에 대한
분석은 잔존성벽은 최후대이거나 아니면 여러 시기의 성벽이 중복되어 있으며, 내부 역
시 이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논문접수일(2015.12.24) ▶심사완료일(2016.2.11) ▶게재확정일(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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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Stone-made part of earthen
ramparts Southern Korea
Seong-Heun An

(Korea Institute of Heritage)

Perhaps, it is reasonable to take advantage of different scales of research approaches

for ancient castles in Korea. – An interpretive discourse, a macroscopic approach and
a microscopic approach. The macroscopic approach tends to focus on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among the neighboring sites and military defensive system, while the

microscopic approach concerns the building methodology for wall and attached facilities
and understanding of the past landscape.

This paper attempted to explore the stone-building part of the earthen ramparts under

the microscopic approach. As a result, the research arrived two conclusions. First of all,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the earthen ramparts cannot be built up more than angle of repose,

but the wall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the wall does not have covering-earthwork and the
base of wall are reinforced though the angle of inside and outside of wall is closely vertical

considering the angle of the post which was installed for building up. It means that the above
awareness can be modified.

Although the stone-made part in the earthen wall was possibly built up with the

earthen part at the same time, often the stone-part was added to the earthen wall and the time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castles. It is believed that this type of wall, which is the stone-

made part of wall was added to the earthen wall, is a result of awareness which the stonemade wall is stronger than earthen wall and it is efficient to build up the stone-made wall
without removal of former earthen wall.

Consequently, the survived wall is possibly the last feature of the wall or is overlapped

by different times of walls in the excavation on the wall. It is, therefore, reasonable premise
that the inner part of castle are identical with the wall.

Key words : earthen wall, stone-made part, earthen-made part, banchiku, outer earthwork,
angle of re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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