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호(2018.7)
65~106쪽

성곽(城郭)에서 출토되는
석환(石丸)의 기원과 기능 및 활용＊
박세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연구사
Ⅲ. 석전놀이의 유래
Ⅳ. 석전군의 무기
Ⅴ. 석환의 출토
Ⅵ. 석환의 성격 및 활용
1. 석환의 공급지
2. 석환의 보관
3. 석환의 조성시기 검토
4. 석환의 활용
Ⅶ. 맺음말

* 이 논문은 (재)가람문화재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재)가람문화재연구원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성곽 발굴조사 시 출토되는 석환의 기원과 기능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이다. 필자는 성곽유적을 공부하면서 성 내부에서 석환의 조사내용을 종종 보게
되었다. 이에 석환이 단순한 투석 방어무기를 떠나서 이러한 돌팔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전쟁 시 활용 되었는지 연구 욕심이 생겼다. 따라서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자료를 종합하여 석환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곽유적에서 출토되는 석환의 유래와 기능 및 활용에 대해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연구사를 검토하고 석전의 유래와 투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석전군에 관한 기록과 투석무기에 관한 각종 병서를 탐닉하였다. 이후 성곽에서 확인되는
석환의 출토 사례와 각종 병서에 기록된 내용 등을 한 그릇에 모아 석환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각종 문헌에 석전에 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었다. 석전은 백성들이
즐기던 민속적인 운동이며 왕이 직접 관람하고 즐겼던 국가적인 운동이었다. 또한 돌을
전문적으로 다루던 투석부대가 존재하였고 전쟁 시 직접 편제 되어 활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종 병서에서도 투석도구가 기록되어 있다. 발굴조사 시 성곽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성내, 성벽과 지근거리에 보관되어 있으며 충주장미산성에서 확인되는 석환의
보관방법(석곽)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석환은 공격력과 사정거리를
증대시키는 여러 가지 투석무기에 의해 활용되었다.
고고학조사 중 석환은 그 성곽의 방어체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석환과 함께 사용되는 부대시설인 석포 등의 위치도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 시
석환유구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및 정황을 판단하며 조사를
진행해야 하겠다.
주제어 : 성곽, 산성, 석환, 석환, 석전, 석전군, 투석군, 척석군, 투석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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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반도는 백두산과 지리산을 잇는 백두대간이 형성되어있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중심
으로 여러 정맥(正脈)들이 가지처럼 뻗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는 산지가 매우 발
달한 지형이다. 고대부터 우리 민족은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중요한 거점 산맥 정상
부에 산성을 축조하고 수성전(守城戰)으로 적과 싸웠다. 또한 이러한 입보전술(入保戰術)
로 인하여 삼국시대 당시 한 나라가 상대의 성(城)을 점령하면 곧 영토를 점령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 전개되었다. 수성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이점, 견고한
성벽, 병사들의 사기가 주된 조건이겠지만, 적들의 성벽 접근 시 사용되는 무기 또한 중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성곽은 기본적으로 방어에 적합한 시설물로 성곽 위에 효과
1)

적인 무기를 비치하면 성으로 침입하는 적들을 손쉽게 막을 수 있다 . 대표적인 수성무기
(守城武器)는 아래와 같다.
<표 1> 수성무기의 종류(손영식 저 『한국의 성곽』의 무기 설명을 필자가 표로 제작함)
연번

명칭(한자)

내용

1

노포(弩砲)

2

철질려(鐵蒺藜)

3

지위(地蝟)

4

함마갱(陷馬坑)

성문 앞에 설치하는 함정.

5

벽력온(霹靂薀)

평소에는 진흙을 개어 막아 두었다가 적이 나뭇단을 쌓아 성벽을 오르려 할 때 장창에
화약을 묶어 나뭇단을 태워버리는 시설.

6

현렴(懸簾)

적의 화살을 막을 때 성 위에서 발처럼 늘어뜨리는 시설.

7

애패(挨牌)

여장이 파괴될 시 그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큰 방패 모양의 시설.

8

철제구(鐵提鉤)

성위에 고정시켜 화살이나 돌을 연달아 멀리 쏘는 기구.
성을 공격하는 적을 막기 위해 흩뿌리는 마름 모양의 무쇳덩이(마름쇠).
긴 나무판자에 쇠못을 촘촘히 박아 마치 고슴도치처럼 만들고 흙 속에 묻어 놓는 것.

적이 성벽에 걸치는 거물망 등을 자르는 긴 갈쿠리.

9

옹청(甕聽)

땅굴을 파서 침투하는 적을 막는 기구.

10

약탕(藥湯)

성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독극물.

11

석회(石灰)

적의 눈을 못 뜨게 독한 재를 뿌리는 것.

12

분포(糞砲)

분뇨를 발사하는 무기. 상처가 있는 적에게 2차 감염을 유발 시킬 수 있다.

13

관환(串環)

충차를 방어하는 장비. 올가미로 걸어 옆으로 잡아당겨 전복시킨다.

14

천파(天耙)

성벽에 붙어 기어오르는 적을 제거하는 도구.

15

석환(石丸)

비석, 석탄, 표석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 우며 성곽 주변의 하천 등지에 산재한 돌을
구해 성위에서 던지는 무기.

이처럼 성곽을 방어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무기가 존재한다. 이 중 석환(石丸)은 산성

1)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1판, 서울:주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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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유물이다. 석환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
장 많이 쓰인 방어무기인 동시에 공격무기이다. 이는 석재의 활용성 때문에 연맹∼고대
국가까지 사용된 석관, 석곽, 석실 등의 매장유구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석재는 구석기시대부터 철기가 보급되기 전까지 무기 및 농기구로 사용된 도구이다. 인
류가 정착생활을 하기 전에는 사냥과 채집에 의존했다.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주변에
서 가장 구하기 쉬운 돌을 이용하였다. 사냥감에 돌을 던져 잡고 높은 나무의 열매는 돌
을 던져 채집을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돌을 던지는 행위는 인간의 원초적인 기술이며 살
아남기 위해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기원전 1만 2천 년경 인류 최초로 발명한 병기가 투석
구이고 고대 그리스의 조직된 군대에서도 투석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기원전
2)

4세기의 카르타고에서는 투석병이 배치되었고 그 인원은 2,000명 규모였다 . 원시적인
돌팔매에서 석검, 석촉으로 발전하고 고대국가로 접어들면서 투석기(投石器)가 등장하였
다. 투석기는 화약이 보급되기 전까지 고급무기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석환의 기원은 편
의성 및 활용성이 뛰어난 이유이다. 즉, 생존을 위한 인간의 최초의 돌팔매에 있다고 하
겠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석전(石戰)이란 돌싸움의 풍속을 즐겼고, 고대부터 석환부
대가 운용된 기록들이 남아있어 무기로서의 석환의 출발은 여기서 보아야 하겠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성곽에서 출토되는 석환의 기원과 기능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석환을 고고학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석환을 가지고 행하였던 운동에서 그
의미를 먼저 찾아야 하겠다. 석전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속이었고 군대에 예속 되어 전
시에 활용되었을 만큼 중요한 민속운동이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구순서를 잡고 결
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필자는 먼저 연구사를 검토하고 석전의 유래 등이 기록된 문헌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에 석전의 대중성을 밝히고 석전군의 군대 편제 기록을 검토하여 석환의 병기로서의 기
능을 연구하고자한다. 이 후 산성에서 확인되는 석환의 사례를 검토하고 문헌상에 나오
는 기록과 비교하여 석환의 정확한 기능과 활용을 도출 하고자 한다.

Ⅱ. 연구사
3)

석환의 연구는 석전이란 용어 로 연구되어 왔다. 석전이란 돌팔매라는 행위의 보편적
인 단어이다. 석전이란 용어 안에 석환이란 단어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석전은 대

2)  미즈노 히로키(이재경 역), 2012, 『도해 고대병기』, 1판, 서울:AK Trinia Book.
3)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인 석전과 석환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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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용어이지만 역사적으로 패수희(浿水戱), 투석(投石), 척석(擲石), 석척(石擲) 등 다
4)

양하게 불리 우며 기록되어 왔다 .
석전에 대한 연구는 산성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되는 석환이 유적보고서 고찰에 간략하게
5)

보고된 상태이다 . 이 밖에도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단행본, 논문, 학술지에 소개되고 있다.
6)

김광언의 그의 저서 『동아시아의 놀이』에서 돌팔매싸움을 소개하고 있다 . 중국·한
국·일본의 돌팔매의 역사적인 기록물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한국의 기록은 정사(正
史)를 토대로 삼국시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돌팔매싸움 및 돌팔매부대의 기록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돌팔매싸움의 경험을 가진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돌팔매 방법
을 설명하였다.
도다 도세이는 그의 저서 『무기와 방어구』에서 일본의 무기와 방어구에 대한 내용을 삽
7)

화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 특히 제2장에서 던지기 무기를 상세히 설명하는데 투척무기
의 개념과 투척 보조구로서 투석구에 대한 설명과 사용방식에 대해 기록하였다. 투석구
(投石具)에는 투탄대(投彈帶)와 표석(飄石)이 있는데 투단대는 섬유질의 식물을 엮어 만
들었고 화살의 비거리인 180〜200m를 휠 씬 상회하는 350〜450m라고 하였다. 표석은 매
나무 혹은 보통 나무 봉의 끝에 투단대를 붙인 것이며 사거리가 180〜200m라 하였다.
8)

민승기는 그의 저서 『조선의 무기와 갑옷』에서 투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민
보의』에서 정약용이 성을 지키는데 사용하는 투석방법을 서술하면서 적이 성에 접근하는
거리에 따라 투석기의 종류를 설명한다. 먼저 물풀매는 적이 50〜60보 접근 시 사용하는
무기이며, 표석은 적이 10〜20보 접근 시 사용하는 무기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적이 성
아래까지 공격해 들어오면 중가와 현석을 이용하여 수성을 하였다고 한다.
정찬모는 그의 박사학위논문 「고려시대 체육발달사 연구」에서 석전희(石戰戱)에 대해
9)

자세히 설명하였다 . 먼저 석전희의 유래와 가능에 대하여 기록물을 토대로 글을 풀어 나
갔다. 이 후에 선전희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군사적인 측면에서 무신정권의 붕괴, 병농일

4)  고구려시기→패수희(당나라 『수서』 기재), 신라시대→투석(『삼국사기』 기재), 고려시대→석투(『고려사』 기재), 조선시대→척석,석척(
『조선왕조실록』 기재).
5)  김성범 외, 2014, 『충주 장미산성 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보고서 제14책.
신용민, 배덕환 외, 2017, 『거제 둔덕기성』,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보고서 제99책.
장준식 외, 2017, 『온달산성』,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보고 제67책.
차용걸 외, 2006, 『충주 장미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재)중원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보고서 제21책.
최종모 외, 2006, 『정선 고성리 산성』, (재)강원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보고서 제45책.
6)  김광언, 2004, 『동아시아의 놀이』, 1판, 서울:민속원.
7)  도다 도세이(유준칠 역), 2004, 『무기와 방어구(일본편)』, 제1판, 서울:들녘.
8)  민승기, 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제1판, 서울:가람기획.
9)  정찬모, 1990, 「고려시대 체육발달사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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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화기의 개발에 따라서 전 국민의 민속경기로 발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석전희의 방법에 대하여 문헌을 근거로 자세히 서술하였다.
김영준은 그의 눈문 「고구려 패수희에 대한 고찰」에서 패수희는 지역성 즉 벼농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 행해지며 불교 및 도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통문화라는 점을
10)

강조하였다 .
김창석은 그의 논문 「석전의 기원과 그 성격 변화」에서 석전에 대해서 삼국시대∼조선시
11)

대까지의 자료를 집대성 하였고 이를 근거로 석전의 원형과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석전의 원초적인 기능(주술적, 종교적)이 쇠퇴하면서 민속화, 오락화 되었으며, 무기의
일종이기도 했던 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기능이 주목되어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남도희도 그의 논문 「공인된 전쟁놀이 석전과 관련된 세시풍속 연구」에서 시기별로 석
전의 기록을 소개하면서 고려시대 공인된 석전과 조선조 폐기된 석전을 설명하였다. 마
12)

지막으로 경상도에 남아 있는 석전이 다른 세시풍속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하였다 .
송영대는 그의 논문 「 『삼국사기』를 통해 본 6∼7세기 신라의 무기체계」에서 석전 부대
13)

인 석투당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세시풍속인 석전과 군사적인 돌팔매질을 설명하고 있
다. 기록에 나와 있는 삼국·고려·조선시대의 부대와 발굴조사 시 확인되는 석환을 예
로 들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삼국시대 사설당에 포함된 석투당의 역할에 대해 서술
하였다.
박환규는 그의 논문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석전을 중심으로-」에서 세시풍
속으로서의 석전을 삼국→고려→조선시대 순서로 역사서에 기록된 석전의 유래와 변천
14)

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석전의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이상으로 석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학자들은 석전에 대한 문헌적
정리를 통하여 석전의 유래 및 변천 및 사용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하지만 실제 유형으
로 확인되는 유구에 대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필자는 고고학적 사례를 접목시켜 더욱 심
층적으로 석전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10)  김영준, 2013, 「고구려 패수희(浿水戱)에 대한 고찰」, 『한국한연구』 31, 467-47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11)  김창석, 2003, 「석전의 기원과 그 성격 변화」, 『국사관논총』 101집, 1-31, 국사편찬위원회.
12)  남도희, 2017, 「공인된 전쟁놀이 석전(石戰)과 관련된 세시풍속 연구」, 『무예연구』 11권, 1-25, 한국무예학회.
13)  송영대, 2015, 「『삼국시대』를 통해 본 6∼7세기 신라의 무기 체계」, 『사학연구』 117, 39-83, 한국사학회.
14)  박환규, 1998,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석전을 중심으로-」, 『교양교육논문집』 제3호, 1-9, 한국교육대학교교양교
육연구소.

70

제32호

Ⅲ. 석전놀이의 유래
석전은 근대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 전해졌다. 석전은 두 무리로 나뉘어 서로 돌을 던지
15)

며 싸우는 패싸움이다. 편전(便戰)이라고도 불리 우며 순 우리말로 편싸움이라고 한다 .
석전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석전에 대한 문헌기록을 살펴보았다. 석전에 대해 언
급한 기록물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정사(正
史)류가 있으며 『경도잡지』, 『동국세시기』 등의 사사(私史)가 있다.
가장 먼저 석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중국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수서』이다.
수서는 수나라 외에 주변 나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열전에 보면 고구려에 대한 기
16)

록이 보인다 . ‘매년 초에 패수(浿水)가에 모여 석전놀이를 하는데, 왕이 요여(腰轝)를 타
고 나가 우의(羽儀)를 나열해 놓고 그것을 구경한다. 일이 끝나면 왕이 옷을 물에 넣는데
좌우 2부로 나뉘어 수석(水石)으로 서로 던진다. 소리치며 쫓고 쫓기기를 두 세 번 하고
그친다.’ 석전은 고구려시대부터 왕이 직접 주관하고 참관하는 풍속이며 중국에서 이를
기록한 것은 그 만큼 고구려의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7)

이 후 통일신라시대 821년 7월(헌덕왕 30) ‘가을 7월에 패강 남천의 두 돌이 부딪쳤다 .’
는 기록이 있어 삼국이 통일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석전이 행하여 진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로 넘어 오면서 석전의 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먼저 석전놀이에 대한 위
험성으로 놀이를 금지하게 하였는데 충목왕 원년(1345) 『고려사』 형법에 금지함을 명시
18)

19)

하였다 . 이후 공민왕 23년(1374) 왕이 직접 격구와 석전놀이를 금지하게 하였다 . 하
지만 우왕대로 접어들면서 석전놀이를 직접 왕이 관람한 사례가 5차례나 등장한다. 이
는 우왕이 개인적으로 석전놀이를 좋아하였거나 국가적으로 석전을 장례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필자는 전자에 좀 더 비중을 둔다. 우왕 6년(1380) 5월 기사를 보면 ‘왕
이 석전놀이 보는 것을 말리던 지신사 이존성을 때리게 하고 도망가는 신하를 탄환으로
20)

쏘았다 .’는 기록이 있어 우왕이 석전을 광적으로 좋아 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21)

22)

23)

이 밖에도 우왕 9년(1383) 4월, 우왕 10년(1389) 5월, 우왕 12년(1341) 4월, 우왕 13년

15)  고혜령 외 8인, 2006, 「원시 전쟁의 풍경-석전-」, 『한국문화사』 07, 28-37, 국사편찬위원회.
16)  『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高麗傳 참조.
17)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第10, 憲德王 13 참조.
18)  『高麗史』卷85, 志 卷第39 刑法 2 禁令 참조.
19)  『高麗史』卷44, 世家 卷第44 恭愍王 23年 5月 5日 참조.
20)  『高麗史』卷134, 列傳 卷第47 禑王 6年 5月 미상 참조.
21)  『高麗史』卷135, 列傳 卷第48 禑王 9年 4月 미상 참조.
22)  『高麗史』卷135, 列傳 卷第48 禑王 10年 5月 미상 참조.
23)  『高麗史』卷136, 列傳 卷第48 禑王 12年 4月 26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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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42) 5월,

왕이 석전놀이를 직접 구경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석전은 충목왕시기

금기하였지만 우왕시기 다시 활발하게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더욱 방대하게 석전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태조대 총
25)

3차례 임금이 석전놀이를 구경하였다 . 태조는 무인(武人)으로 활쏘기와 격구 등을 즐긴
임금으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석전을 좋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종 또한 석전놀이를
26)

구경하였다 .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잡아 임금에 오른 태종 또한 2차례에 걸쳐 석전놀이
27)

를 구경하였다 . 태종도 석전을 즐겨 구경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종 1년(1401)
석척군이 문하부 낭사 김효공에게 돌을 날리는 일이 일어났고 김효공이 그 사람을 잡으
려 하였으나 놓쳤다. 이에 왕이 되려 돌이 날아 왔다고 화를 낸 관리를 탄핵 시키는 일이
28)

벌어졌다 . 이는 석전이 왕명으로 시행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태종 집권
29)

말기 갑자기 석전을 금지하고 석전에 참여한 관리를 처벌하였다 .
세종대도 석전에 관한 기록이 확인된다. 세종 3년(1421) 5월 2일 상왕인 태종이 이질을
30)

앓고 있음에도 서울로 올라가 석전을 보고 싶다고 하였고 , 다음날인 5월 3일에 상왕인
31)

32)

태종이 석전군을 모집 하였다 . 이후 5월 4일 석전을 관람하고 , 5월 5일에 척석군에게
33)

상을 내렸다 .는 기록이 있다. 세종초기 4년 동안은 태종의 섭정기간이다. 따라서 태조
부터 석전을 보고 자란 태종의 석전관람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다. 세종 8년(1426) 4월 명
34)

나라 사신이 석전의 관람을 언급하였다 . 5월과 다음 해인 5월, 두 차례에 걸쳐 명나라
35)

사신이 석전을 관람하였다 . 이는 명나라 사신에게 석전을 관람시켜 줄 만큼 국가적인

24)  『高麗史』卷136, 列傳 卷第48 禑王 13年 5月 미상 참조.
25)  『太祖實錄』卷3, 太祖 2年 5月 2日(丙午) 첫 번째 기사 참조.
『太祖實錄』卷5, 太祖 3年 5月 5日(癸卯) 첫 번째 기사 참조.
『太祖實錄』卷11, 太祖 6年 5月 5日(丙辰) 첫 번째 기사 참조.
26)  『定宗實錄』卷1, 定宗 1年 4月 27日(丁卯) 두 번째 기사 참조.
『定宗實錄』卷4, 定宗 2年 5月 1日(乙丑) 세 번째 기사 참조.
27)  『太宗實錄』卷3, 太宗 2年 5月 5日(丁亥) 첫 번째 기사 참조.
『太宗實錄』卷7, 太宗 4年 4月 29日(丁亥) 첫 번째 기사참조.
28)  『太宗實錄』卷1, 太宗 1年 5月 5日(丁亥) 세 번째 기사 참조.
29)  『太宗實錄』卷19, 太宗 10年 5月 5日(辛未) 두 번째 기사 참조.
『太宗實錄』卷25, 太宗 13年 5月 5日(癸未) 첫 번째 기사 참조.
『太宗實錄』卷25, 太宗 13年 6月 16日(癸亥) 세 번째 기사 참조.
30)  『世宗實錄』卷12, 世宗 3年 5月 2日(癸亥) 첫 번째 기사 참조.
31)  『世宗實錄』卷12, 世宗 3年 5月 3日(甲子) 첫 번째 기사 참조.
32)  『世宗實錄』卷12, 世宗 3年 5月 4日(乙丑) 첫 번째 기사 참조.
33)  『世宗實錄』卷12, 世宗 3年 5月 5日(丙寅) 첫 번째 기사 참조.
34)  『世宗實錄』卷32, 世宗 8年 4月 28日(辛卯) 첫 번째 기사 참조.
35)  『世宗實錄』卷32, 世宗 8年 5月 1日(甲午) 두 번째 기사 참조.
『世宗實錄』卷36, 世宗 9年 5月 3日(庚寅) 세 번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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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석전은 얼마 못 가 세종 11년(1429) 6월 판
36)

부사 허조의 건의로 폐지된다 . 이 후 왕명으로 금지된 석전을 시행하고 관람한 사람들
37)

38)

을 추방하거나 벌하였다 . 하지만 예종대 다시 석전을 개시하였다 .
조선시대 인문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석전은 돌을 비 쏟아지듯이 던져서 승부가
결정 난 다음에야 그만둔다. 비록 사망자가 나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며 수령도 이를 금지
39)

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
그 밖의 조선후기 사사인 『동국세시기』, 『임하필기』, 『경도잡지』, 『지봉유설』, 『려계명람
40)

집』, 『매천야록』 등에 석전이 기록되어 있다 . 또한 석전은 일제강점기시기 조선을 방문
41)

42)

한 외국인들에 의해 기록되기도 하였고 일본사람들에 의해 조사되었다 .
석전은 이처럼 고대 고구려에서 근대의 일제강점기까지 그 기록이 남아있다. 석전은 우
리 선조의 오랜 전통이자 한 나라의 군주가 직접 주최하고 관람 할 정도로 대규모의 행사
였다. 석전은 하나의 놀이였다. 석전의 위험성으로 금기 했지만 계속 그 명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대중에서 깊숙이 스며든 하나의 문화였다.

<그림 1> 석전(국립민속박물관)

<그림 2> 평양성의 석전(서울대학교 박물관)

36)  『世宗實錄』卷44, 世宗 11年 6月 3日(戊寅) 첫 번째 기사 참조.
37)  『世宗實錄』卷81, 世宗 20年 5月 19日(壬寅) 세 번째 기사 참조.
『成宗實錄』卷30, 成宗 4年 5月 6日(丙申) 세 번째 기사 참조.
『英祖實錄』卷117, 英祖 47年 11月 18日(甲寅) 세 번째 기사 참조.
『備邊司謄錄』冊78, 英祖 1年 12月 참조.
38)  『睿宗實錄』卷5, 睿宗 1년 5月 5日(戊子) 네 번째 기사 참조.
39)  『新增東國輿地勝覽』卷32, 金海都護府 風俗 참조.
40)  『東國歲時記』, 5月 端午, 石戰 참조.
『林下筆記』卷24, 文獻指掌編, 嶺南 二邑 石戰 참조.
『京都雜志』卷1, 風俗 石戰 참조.
『芝峰類說』卷18, 雜技 참조.
『麗季明覽集』牧隱詩 29, 石戰 참조.
『梅泉野錄』卷6, 石戰 禁止 참조.
41)  호레이스N.알렌(윤후남 역), 1996, 『알렌의 조선체류기』, 제1판, 서울:예영.
42)  八木裝三郞, 1917, 「石」戰の石,戰風習」, 人類學雜誌』 32-1, 東京人類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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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산풍속도첩 석전(함무르크 박물관)

<그림 4> 돌싸움(The graphic 삽화)

Ⅳ. 석전군의 무기
석전군은 석환을 이용하여 적을 공격하는 병사이다. 가장 원초적인 팔매 기술로 돌을
던져 목표물을 공격하지만 석환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고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척 보조구의 출현으로 석환을 보다 강하고 멀리 던짐으로써
위력을 높일 수 있었다.
병사가 직접 던지는 도구는 두 종류가 있는데 달걀만 한 돌을 사용하는 투석구(投石具)
와 주먹만 한 돌을 사용하는 표석(飄石)이다. 투석구는 순 우리말로 물풀매, 영어로는 슬
링(Sling), 일본어로 투단대(投彈帶)라고 불린다. ‘돌줄’ 이라고도 불리는데 식물의 섬유질
을 이용하여 엮어서 만든다. 중앙 부분은 삼태기 모양의 돌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의 폭이 넓은 곳에 석환을 넣고 감싼다. ② 양쪽 끈 끝
을 한 손으로 잡는다. ③ 시계방향으로 돌리고(소프트볼에서의 투구 동작과 같다.) 손목
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충분히 속도가 붙인다. ④ 목표물을 겨냥하고 던진다. 투석구는 일
반적인 당시 화살의 비거리인 180〜200m를 휠씬 상회하는 350〜400m미터였다.

<그림 5> 투석구 및 용법( 『무기와 방어구-일본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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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은 순 우리말로 팡개, 영어로는 스태프 슬링(Staff sling), 중국어로는 비석삭(飛石
削), 일본어로 투탄장(投彈杖)라고 불린다. 1560년대 명나라시기 척계광이 왜구(倭寇)를
43)

소탕하기 위해 편찬한 병서인 『기효신서』 에서 소개 및 삽화로 그려져 있다. 『기효신서』
수초편(守哨篇) 즉 성을 방어하는 병사에서 쓰이는 무기로 표석을 소개하고 있다. ‘길이
5척(1.5m)의 대나무에 새끼줄 두 가닥으로 하나는 대나무 윗부분에 묶고 하나는 고리 한
개를 써서 새끼줄 가운데에 가죽 주머니를 지름 5촌(15㎝)으로 하여 달아맨다. 사용법은
한 손으로 장대를 잡고 형세를 가하여 한번 던져 발사하니 성을 지킴에 있어서 쓰기에 매
우 편리하다. 표석은 재료를 구하기 쉽고 반드시 평시에 익숙하게 연습하되 수성을 하는
자들은 적당한 시기에 가가호호에 소년들을 나오도록 명령하여 빈터에서 여러 날 동안
44)

가르쳐서 익히게 하면 숙달된다.’고 하였다 . 중국의 병서이긴 하지만 표석에 대한 제원
과 제작방법 및 사용방법까지 저술되어 있다. 표석은 수성하는데 효과적인 무기이고 제
작하기 쉽지만 다루기 어려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투석구를 투척막대에
결합한 도구로 공성무기인 포차(砲車)를 소형화 한 것이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투석구 중앙에 석환을 넣는다. ② 양 손으로 투척막대를 잡는다. ③ 팔과 허리를 뒤
를 젖혀(낚시 미끼를 바늘에 꽂고 던지는 자세와 같다.) 무게를 싣는다. ④ 목표물을 향해
45)

휘두른다. 보통 비거리는 180∼200m 전후이다 . 이처럼 석전군은 돌의 크기에 따라 투석
구와 표석의 두 가지 도구를 병행하며 사용한다고 판단된다.

<그림 6> 표석 및 용법( 『무기와 방어구-일본편-』, 2004)

그 밖에 석환무기는 기계화 및 대형화 되어 활용된 중가(重架), 현석(懸石)과 투석기(投
石機)가 있다.

43)  『紀效新書』卷15, 布城諸器圖說篇 飄石 참조.
44)  이양구, 2013, 『紀效新書 下』, 제1판: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45)  도다 도세이(유준칠 역), 2004, 위의 책에 서술한 사용방법을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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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와 현석은 적이 성 밑까지 접근하였을 때 사용하는 수성무기이다. 중가에 대한 기
록은 위에서 언급한 『민보집설』에 적이 성 밑에 바짝 붙으면 큰 돌을 사용하고 적의 충차
및 병사를 압사시킨다. 중가는 저울대에 매달린 저울추와 같이 마음대로 돌이 움직이게
매달아 적에게 미는 것이다. 혹 나무를 휘인 다음 돌을 실어두고 적이 건드리면 돌이 날
46)

아가게 한 장치라 하였다 . 현석에 대한 그림은 조선후기 병서인 『무비요람』에 삽화로 그
47)

려져 있다 .
투석기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투석구나 표석에 비해 크기가 큰 석환을 날리는 무
기이다. 투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인(多人)의 병사의 힘이 필요하다. 투석기의 구조
는 석환이 투척되는 힘을 견디기 위해 받침대를 만들고 받침대 위에 설치해서 회전하도
록 되어있는 포축(砲軸)을 얻는다. 포축을 관통시켜 긴 장대인 초(梢)를 끼우고 한쪽은 병
사들이 잡아당기는 끈을 묶어 늘어트리고 다른 한쪽에는 석환이 놓일 주머니를 만든다.
투석기는 성벽 위에 설치할 시 여장과 회곽로의 협소함으로 발사하기에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내성벽 지근거리에 설치하여 성 밖으로 투사하였을 것이다.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이 목표물의 위치를 잡아준다. ② 주머니에 석환을 장전한다. ③
여러 사람이 밧줄을 잡는다. ④ 신호에 맞추어 밧줄을 잡아당겨 발사한다.
투석기는 포(砲)라고도 불리우며 기계의 힘과 많은 병사들의 힘이 합쳐져 발사되는 투척
기계이다. 따라서 1인의 병사가 사용하는 투척도구에 비해 더욱 무겁고 대형의 석환을 투
척할 수 있다. 보통 포 1문의 조작인원은 투석기의 크기 및 석환의 중량에 따라 달라지며
중국 송나라 당시 사용하였던 칠초포(七梢砲)의 경우 252명이 운용하였다. 즉 250명의 병
사가 125개의 밧줄을 당기고 2명의 포반장이 줄 하나를 이용하여 조준 및 발사를 지휘한
다. 54〜60㎏의 석환을 발사 하며 사정거리가 77m이상이다. 투석기는 이동하기에 제약이
크며 대인살상 보다는 적의 시설을 파괴할 때 주로 쓰인다. 수정 전 시에는 성벽 위 보다
48)

는 성안에도 설치하여 성벽 위에 관측 위 지휘관에 의한 간접 조준을 하는 경우도 있다 .

46)  『民堡輯說』 “礌石······然須用擧重架(三條木) 懸石 加衡棦物 乃可随意低仰 或設機括 使賊觸 則石脫 見茅志.”
47)  조우석, 1982, 『武備要覽』, 제1판, 서울:일조각.

48)  도다 도세이(신동기 역), 2001, 『무기와 방어구(중국편)』, 제1판, 서울: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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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중국 송나라 때 투석기(칠초포)( 『무기와 방어구-중국편-』, 2001)

<그림 8> 투석기 및 용법( 『도해 고대병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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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석환의 출토
49)

석환은 성곽(城郭)유적에서 빈번하게 출토된다 . 지금까지 확인된 석환은 전국에 25개
소이며 군집을 이루며 성 내부에서 확인된다. 일부 성곽에서는 조사 중 지표에서 수습되
는 경우고 있다. 필자는 먼저 고고학적으로 조사된 석환 중 유구의 위치가 명확하고 정확
한 성격을 규명 할 수 있는 대표 10개소를 선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25개소의 석
환을 모두 분류하여 연구를 하였다.

1) 정선 고성리성지
강원도 정성군 고성리마을에 위치한 테뫼식산성이다. 이 유적은 1994년 9월 23일 강원
도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5회 정비를 추진하여 일부
붕괴된 성벽을 제외하고 비교적 온전한 상태이다. 성곽의 둘레는 약 700m로 남한강의 상
류에 위치하여 영월-정선-강릉과 삼척, 평창-태백-안동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

49)  이동준 외2, 2017, 『양주

태봉산 보루Ⅱ-고구려유적 태봉산 보루 2차 발굴조사 보고서-』, 겨레문화유산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52책.
배기동 외3, 2003, 『이성산성-10차 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학술보고 제55집.
장경호 외3, 2005, 『여주 파사성 3차 발굴조사』, 기전문화재연구원.
지현병 외3, 2006, 『정선 고성리산성』,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술보고 45책.
지현병 외2, 2006, 『정선 송계리산성 발굴조사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학술보고 51책.
김진형 외3, 2017, 『영월

정양산성Ⅱ-사적 제446호 영월 정양산성4〜6차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보고
47책.
김진형 외3, 2016, 『원주

영원산성Ⅰ-사적 제447호 원주 영원산성 1·2차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보고
44책.
오종길 외2, 2016, 『예산

임존성 건물지 유적-예산 임존성 우물지 주변 유적정비사업부지 내-』, 백제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 학
술보고 제73책
정영호, 1980, 「단양 가은암산성에 대한 소고」, 『군사』, 1:58-78.
장준식 외4, 2017, 『온달산성-2015년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보고 제67책.
김병희 외3, 2017, 『단양적성-북문일원 보수공사 서벽구간 시굴조사 보고서 (2015)-』, 한성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5책.
조순흠 외4, 2013, 『증평 이성산성Ⅲ-남성 1·2·3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서 제157책.
김호준 외2, 2014, 『증평 추성산성-4차(북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조사보고서 제167책.
이원근, 1980, 「삼국시대 성곽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차용걸 외1, 2006, 『충주 장미산성-1차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조사보고서 제2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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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다. 성은 4개의 석축과 4개의 토루로 나누어져 있어 특이한 양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석환은 석축 내벽부에서 3m 이격되어 군을 이룬다. 작은 것은 10∼20㎝내외이고 큰 것은
30∼40㎝ 정도 된다. 본 보고서의 조사자는 내벽 보강용 또는 방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영월 정양산성
영월 정양산성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사적 제446
호로 지정되었다.
성곽은 2000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5∼6세기 산성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2007년
영월군은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0년 1차 시굴조사를 시작
으로 2016년까지 7차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문지의 구조, 증축된 외성, 출수구 등이 조
사되었다.
석환은 서문지 인근 1곳, 남문지 2곳, 곡성 1곳, 북문지 곡성 1곳, 성벽 상면 4곳, 성벽
내벽 1곳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자는 전투 시 문으로 접근해 오는 적을 행해 던졌던 공격
용 무기로 파악하고 있다.

3) 단양 온달산성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온달산성은 사적 264호로 지정되어 있다. 단양군은
온달산성의 성격 규명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989년 산성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02년 충북대학교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8년 단양군은 온달산성의 체계적인 정비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 2차 발굴조사를 필두로 2012년 3차 발굴조사를 통해 북벽 입
수구 주변 및 성내 시설을 확인하였다. 2015년 4차 발굴조사는 수구지 일원, 집수시설을
조사하였다.
석환은 온달산성 동쪽 내벽에서 안쪽으로 3m, 남에서 북으로 2m 범위에 분포하고 있
다. 석환은 강돌이며 크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작은 것은 10〜15㎝, 중간 것은 20〜
25㎝, 큰 것은 30〜50㎝ 정도이다. 조사단은 석환이 성벽 다짐층에서 확인되어 성벽 축조
당시에 외부에서 성안으로 옮겨 온 것으로 보고 있다.

4) 단양 적성
단양 적성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일원에 위치한다. 사적 제265호로 지정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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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적성은 1978년 단국대학교 고적조사반에 의해 성내에서 ‘단양 적성비’가 발견됨으
로서 학계에 크게 주목 받았다. 적성비는 국보 제198호로, 적성은 사적 제265호로 지정
되었다.
1991년 충북대학교에서 지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고 2011년 충주대학교에 의해 종합
정비계획을 세웠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성벽 보수공사 외에 고고학적 학술조사는 없
었다. 이후 2015년 한성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성벽하부 다짐토,
토축 성벽의 흔적, 석축성벽 등의 조사되었다.
석환은 내벽 지표면에 노출되어 확인된다. 조사단은 내벽에의 석환이 확인되는 층이
교란된 층위로 보고 1993년 성벽 보수 당시 주변에서 이곳으로 가져다 놓은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5) 충주 장미산성
장미산성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에 위치한다. 사적 제400호로 지정되어
있다.
장미산성은 남한강변에 있는 장미산 정상부에 축조된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는 2,940m
에 이른다. 산성은 남한강수로와 근처 탑평리에서 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육로까지 감
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
장미산성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1984년 예성동호회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1992년 충북대학교가 지표조사결과 산성은 백제 한성기에 축조되었을 가능
성을 시사하였다. 2001〜2002년 시굴조사에서는 조사단은 성곽의 초축 이전에 판축된 토
축 성벽의 존재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2003〜2004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산성의 초
축 부터 석성의 형태로 축조된 것이 밝혀졌다. 2012년 시굴조사에서는 성벽 일부,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장미산성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2004년도 발굴조사 당시 동벽 내부에서 4〜9.5m 간격으
로 조성된 석곽 내에서 다양한 크기로 비치되어 확인되었다. 성벽과 맞닿는 곳에서는 석
곽의 한 면을 계단식으로 만들었다. 석곽의 규모는 240㎝×240㎝ 정도로 판단된다. 확인
되는 석환의 크기는 작은 것은 8∼13㎝, 큰 것은 15∼20㎝ 정도이다. 2012년 남벽 시굴조
사에서도 석환이 확인되었다. 석곽시설은 없고 2개소에서 무더기로 확인된다. 1개소는
내벽과 인접한 곳, 다른 1개소는 내벽에서 3m 정도 이격 한 곳에 있다. 성벽과 이격된 석
환의 규모는 5∼10㎝의 소형이고 성벽 부근의 석환의 규모는 15∼20㎝의 중형이다. 조사
단은 석환의 차이는 기능이나 용도로 구분하여 별도 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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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제 둔덕기성
둔덕기성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우봉산 해방 326m 지점에 위치하며 사적
제509호로 지정되어있다. 전체 둘레는 526m로 퇴뫼식 석축산성이다. 2006년 시굴조사
를 시작으로 2009년 집수지, 2011년 동문과 건물지를 조사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 2016
년까지 총 5차례 조사를 진행 하였고 성 내부 건물지, 문지, 북쪽과 남쪽 성벽 등이 조사
되었다.
둔덕기성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성내 남서쪽 가장 정상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자연암반
이 노두된 지역으로 지근거리에서 요망대가 함께 확인되었다. 암반의 남서쪽에서 상부의
흑갈색 사질토를 걷어내자 자연암반층 상부에 장타원형에 가까운 군집상태로 노출되었
다. 개별 석환의 크기는 직경 약 10〜20㎝ 정도의 원형 및 타원형이다. 석환은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고 내부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고려시대 사용된 것으로 판
단된다. 조사단은 유사시 성내 농성에 이용된 방어용 투석재로 판단한다.

7) 김해 신기산성
신기산성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산10-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신기산성(해
발 110m)은 고도가 낮은 해발 70〜100m 선상에 소곡을 끼며 축성된 포곡식 산성이다. 산
성의 입지는 남쪽으로는 김해평야(고김해만)와 낙동강 하구를 조망할 수 있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진례와 삼랑진 방향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관망할 수 있는 요충지에 축성된
성곽이다.
신기산성은 지표조사와 입회조사를 통하여 석축산성과, 수혈유구, 집석군 등이 확인되
었다. 이후 발굴조사결과 가야시대 목책성이 초축 된 후 서진하는 신라에 의하여 석축성
으로의 신축이 판단되는 성곽이다.
석환은 조사구역 상단과 중단 4곳에서 확인된다. 석환은 호박돌이 아닌 할석이다. 작은
것은 10㎝내외, 중간 것은 20㎝내외, 큰 것은 40㎝내외이다. 석환 지근거리에 채석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조사단은 집석군으로 명시하였고 채석장에서 채굴한 성돌을 치석하였
거나 적재하였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8) 남해 임진성
남해 임진성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상가리 29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현재 도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성곽은 기왕산 정상부(해발 108m)에 축조되어 졌으며 성곽의
규모는 둘레 286.3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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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성은 2012년도 지표조사를 통해 성의 규모, 문지 등이 조사되었다. 이후 2014년도
에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벽의 토축부, 집수지, 추정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성 내부 집수지 와 건물지 부근 발굴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결과 집수지
와 건물지의 정확한 면모를 확인하였다.
석환은 체성의 토축부에서 확인된다. 토축부는 성벽의 내벽에서 5〜6m 지점에서 확인
된다. 표토를 제거하면 토축부가 확인되는데 상면에서 석환이 노출되어 있다.

9) 합천 대야성
합천 대야성은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산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90m의
취적상 쌍봉에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2003년, 2004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체성 및 부대시설, 추정문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2009년 3차 시굴조사를 통하여 대야성 북·서쪽 체성을 비롯한 건물지, 고분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석환은 체성부 뒤편 건물지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석환의 규모는 10∼20㎝내외로 1∼2단
가량 깔려져 분포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 석환은 두 가지 용도로 추측하고 있다. 첫째는 건
물지의 난방과 관련된 고래 형태의 유구, 둘째는 수성 시 투 석전에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
으로 배치해 놓은 용도이다. 이는 체성과 인접하고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어 멀리 던져 적에
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용도로 판단하였다.

10) 문경 고모산성
문경 고모산성은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산30-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산성은
신현리 북동쪽에 솟은 오정산(해발812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영강과 만
나는 지점에서 다시 솟은 구릉성 야산 해발 231m에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성곽의 규
모는 총 둘레 1,300m이다. 산 동쪽으로 영남대로가 지나가며 영강이 흐른다. 고모산성 아
래로 신현리 고분군이 넓게 분포한다. 이렇듯 고모산성은 산성과 고분군, 교통로 등의 문
화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고모산성은 2003년 지표조사를 계기로 2004년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조사결과 서문
지 및 남문지 일대 성격을 규명하였고 2006년 2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남문 및 성내
벽, 남동곡성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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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석환 출토 성곽 분포도(필자 자체제작)

석환은 남문 내벽 동측벽에서 확인되었다. 석환 1개의 크기는 10㎝내외로 석환무지 범
위내의 총 개수는 1,000개 이상이다. 조사단은 투석용 석환으로 판단하며 고모산성 주변
의 강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강돌들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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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주요 석환 출토 성곽(제공 연구원은 각주47에 서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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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석환 출토 성곽
연번

지역

유적명

형태/위치

1

경기도

양주 태봉산 보루

할석/성내

2

〃

하남 이성산성

강돌/내성벽

3

〃

여주 파사성

강돌/내성벽

4

강원도

정선 고성리산성

강돌/내성벽

5

〃

정선 송계리산성

강돌/내성벽

6

〃

영월 정양산성

강돌/성내

7

〃

원주 영원산성

할석/성내

8

충청남도

예산 임존성

할석/성내

9

충청북도

단양 가은암산성

강돌/성내

10

〃

단양 온달산성

강돌/내성벽

11

〃

단양 적성산성

강돌/내성벽

12

〃

증평 이성산성

할석/성내

13

〃

증평 추성산성

할석/내성벽

14

〃

청주 당이산 내성 (와우산 토성)

강돌/내성벽

15

〃

충주 장미산성

강돌/내성벽

16

경상남도

거제 둔덕기성

강돌/성내

17

〃

김해 신기산성

할석/성내

18

〃

남해 임진성

강돌/내성벽

19

〃

합천 대야성

강돌/성내

20

경상북도

문경 고모산성

강돌/내성벽

21

〃

상주 견훤산성

강돌/지표수습

22

전라남도

여수 고락산성

강돌/성내

23

부산광역시

기장 죽정왜성

할석/성내

24

울산광역시

울산 화산리 성지

강돌/성내

25

창원시

진해 구산성지

강돌, 할석/지표, 성내

Ⅵ. 석환의 성격 및 활용
석환은 이처럼 성곽유적에서 빈번하게 축토되는 유구로 돌의 재질은 둥글게 다듬어진
강돌과 할석으로 대별된다. 석환의 위치는 내성벽에 덧대어 무지를 이루거나 성안에서
위치하더라도 내성벽과 지근거리에 위치하는 곳에서 확인된다. 다음에서는 산성 주변의
석환 공급지의 검토와 고고학 자료를 통한 성곽에 석환 보관방법, 석환을 통하여 석환유
구의 조성시기를 알아 볼까 한다. 마지막으로 석전군의 편제 기록을 통하여 실제 석환이
어떻게 활용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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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환의 공급지
성곽유적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강돌이 18개소, 할석이 8개소로 타원형의 강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투석무기로 환(丸) 모양의 강돌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그란 돌이 공기
의 저항에 균형을 유지하게 해줘 원하는 목표에 정확히 명중 할 수 있고 지면에 떨어 졌
을 때 마찰력을 덜 받기 때문에 장시간 굴러가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할석
의 경우 성돌 부재를 깨어 내거나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기반암의 활용하여 사용 하였
50)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례는 김해 신기산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의 중요성으로 많은 산성들이 한강 주변에 축조되며 고대 교통
51)

로는 강을 따라 발전하여 자연스럽게 성곽 또한 수계를 따라 축조된다 . 따라서 수성 전
에 활용되는 석환은 주변에 입지하는 하천에서 조달하게 된다. 석환이 대규모로 확인되
는 성곽은 주변에 큰 하천이 흐르며 해안가에 축조된 성곽은 주변에 몽돌해변이 입지하
는 것을 지도상에서 확인하였다.
단양 온달산성은 내성벽에 맞닿아 대규모의 자갈돌이 조사되었다. 산성 북쪽으로 곡류
하는 남한강이 흐른다. 따라서 하천의 대규모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범람원이 있고 이곳
에서 다량의 자갈돌의 조달이 가능하다.
충주 장미산성도 성내에서 대규모의 자갈돌이 확인되었다. 온달산성과 마찬가지로 전
면에 남한강이 흐르며 동쪽으로 대규모의 하중도가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미산성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여기서 조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경 고모산성 또한 서쪽에 연접하여 영강이 흐르며 대규모의 범람원이 있다. 산성에서
이격 거리는 100m에 불과하다.
거제 둔덕기성에서 확인되는 석환군은 조사보고서에 석환군의 암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둔덕기성에서 확인되는 좋은 원마도를 가지는 자갈은 대규모 하천의 하류 또는
대규모 범람에 의해 퇴적이 발생 하여야 생성 한다고 하였다. 거제도는 대규모로 발단된
하천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서에서는 거제 주변에 형성된 자갈해수욕장(몽돌해수욕장)이
52)

수급지로 판단하였다 .
남해 임진성은 남해 해안가 부근에 축조된 성곽으로 성내부에서 대규모의 자갈돌이 확
인되었다. 산성에서 서쪽으로 1.5km 이격하여 형성되어 있는 ‘구미동 몽돌해변’이 있으며

50)  조사단은 용도미상의 집석군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내성벽 지근거리에 할석을 모아 놓은 것은 투석용 무기로 쓰기 위한
용도로 판단하고 있다.
51)  이반섭, 2005, 「삼국시대 산성과 고대 교통로에 대한 고찰」, 『호서고고학』, 13:81-113.
52)  천영범, 2017, 「거제 둔덕기성 발굴현장 내 석성 및 석환군 석재 암석동정」, 『거제둔덕기성』 99:37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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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을 조달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이처럼 성곽에서 확인되는 석환의 공급지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강이 연접하
고 있는지와 해안가 자갈의 분포 여부 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성내에 분포하는 석환
의 양과 모양, 크기에 따라서 주변의 석환 조달 및 공급지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성내의
석환의 암석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수급지를 판단할 수 있다.
화기(火器)가 출연하기 전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석환을 탄(彈)으로 사용하는 무기
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자연스럽게 궁시의 화살처럼 석환의 수요가 많아 자갈돌의 수
급은 성곽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였다. 석환을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관리하고 운영
하는 것은 성곽관리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주요 성곽 석환 공급지(출처: 네이버지도)

2. 석환의 보관
석환의 보관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지표면에 돌을 쌓아 무더기를 이루는
지표보관, 둘째 땅을 굴착하여 보관하는 수혈보관, 셋째 석환을 보관하는 구조물을 만들
어 보관하는 시설물 보관, 넷째 성벽 내측에 덧대는 성벽보관 방법이다. 석환의 성내 보
관은 성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보관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두 돌을
한곳에 모아 놓은 돌무더기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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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석환 보관방법 분류
지표보관

수혈보관

시설물보관

성벽보관

기타

1

태봉산 보루

하남 이성산성

장미산성(석곽)

고성리 산성

화산리 성지
(연못 내부)

2

정양산성

영원산성

고락성지(석열)

파사성

견훤산성
(지표수습)

3

임존성

죽정리 왜성

-

송계리 산성

당이산 내성

4

가음산 산성

구산성지

-

온달산성

-

5

증평 이성산성

-

-

적성산성

-

6

둔덕기성

-

-

추성산성

-

7

신기산성

-

-

임진성

-

8

대야성

-

-

고모산성

-

합계

8개소

4개소

2개소

8개소

3개소

구조

지표보관

수혈보관

시설물보관

성벽보관

영월 정양산성

하남 이성산성

충주 장미산성

단양 온달산성

도면

명칭

<그림 12> 석환 보관방법 종류

석환 보관방법의 분류결과 지표 8개소, 수혈 4개소, 시설 2개소, 성벽 8개소, 기타 3개소
로 나뉜다. 지표보관과 성벽보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위치가 성벽과 가까운 곳에
있다. 따라서 위급 상황 시 석환을 바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중 장미산성 1곳에서만 확인
되는 구조는 내벽 각 구간마다 성벽에 맞물려 석곽시설을 만들고 석환을 채워 넣은 형식
이다. 시설을 만들고 구조적으로 활용한 것은 석환이 수성 방어수단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석환 보관시설인 석곽이 성벽의 방어시설인 옹성(甕城), 여장(女墻),
현안(懸眼), 치성(雉城) 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시설물 보관방식은 충주 장미산성에서 확인되는 석곽보관과 여수 고락산성에서 확인
되는 석열내 보관방식이 있다. 장미산성의 석곽보관은 성내벽에 덧대어 석곽을 조성하고
그 내부에 돌을 채워 넣었으며 성벽 구간마다 규칙적으로 설치하여 방어력 손실을 줄였
다. 여수 고락산성은 석환 저장시설이 제한적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면모는 파악하기 힘
들다. 다만 석환을 저장하는 보관소를 조성 하였다는 점은 장미산성과 같이 석환투석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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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보관 방식은 성내벽에 맞물려 석환을 한곳에 모아 놓은 것이다. 출토된 성곽을 살
펴본 결과 정선 고성리산성, 여주 파사성, 정선 송계리 산성, 증평 추성산성, 문경 고모산
성에서 조사된 석환은 모두 성벽의 문지 및 추정문지 부근에서 확인되었다. 단양의 온달
산성과 증평의 추성산성의 석환은 성내의 유수(流水)와 관련된 입수구(入水口)와 출수구
(出水口) 인근에서 확인되었다. 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문과 물이 흐
르는 입수구와 출수구이다. 이에 석환을 이곳에 모아 방어력의 공백을 메운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으로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석환의 보관방식의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
다. 지표·수혈식은 일반적으로 석환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어떠한 시설물(석곽)
을 축조하여 계획적으로 석환을 관리하는 방식은 수성전 시 석환의 중요성에 대하여 입
증 할 수 있다. 석환의 보관 방법은 성내벽에 덧대어 모아 놓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성벽은 공성 전 시 적들과 직접 조우하게 되는 방어시설이다. 성벽의 방어력을 증대시키
기 위해서는 여러 수성 무기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벽지근거리에 석환을 모아
놓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손쉽게 석환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3. 석환의 조성시기 검토
석환의 조성시기를 검토하려면 석환과 함께 확인되는 공반유물과 유사한 성격의 유구
사례를 파악하여야 한다. 필자는 석환이 확인되는 25개소 성곽유적 중 석환의 조성시기
를 석환과 공반 되어 확인되는 유물의 유·무와 중복된 유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산정
하여 검토하였다.
충주 장미산성에서 확인되는 석환의 석곽보관 방식은 고구려 산성에서 다수 확인된다.
주동(柱洞) 또는 돌 구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시설의 형태는 정방형으로 평균 규모는
23∼50㎝, 깊이 50∼70㎝, 간격 1∼2m이다. 하지만 고구려 산성에서 확인되는 주동에서
석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사례는 ‘오녀산성’, ‘환도산성’, ‘성자산산성’, ‘대흑산상성’,
‘낭낭산성’, 등에서 조사되었다.
돌 구덩이의 사용목적은 굴림 통나무를 매다는 구덩이, 쇠뇌를 설치하는 돌 구덩이, 목
책을 박는 구덩이, 깃대자리라는 설이 유력하다. 하지만 네 가지 설 중 쇠뇌는 발사 시 여
장에 부딪히는 문제, 목책 설치 시 시야확보 및 화공의 취약 문제, 깃대의 불필요한 설치
53)

의 문제가 있어 굴림통 설치가 가장 유력하다 . 필자는 위와 같은 기능 외에 석환의 저장

53)  서길수, 2009, 『고구려 축성법 연구』, 제1판, 서울:학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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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관 장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는 장미산성에서 확인되는 석곽시설의 성내 위
치와 간격 등에서 고구려 산성의 돌 구덩이와 유사점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
① 성벽이 곡선으로 굽이치는 부분에 구간별로 위치한다는 점.
② 석곽 사이의 거리가 1∼2m 비교적 정형화 된 점.
③ 돌을 정방형으로 축조한 점.
④ 수성 전에서 직접 공격하는 제 1선인 성곽 위에서 확인 된 점.
성곽 정상부에 설치된 석곽은 성벽이 곡을 이루는 곳에 설치되어 포위 하듯이 석환을
투석하는 방어법이 사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석곽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 있는
것은 성 내부에는 궁수부대와 병행하며 활동한 전문적인 투석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
54)

증한다 .
장미산성이 위치하는 충주는 고구려 전성기(5세기 후반 대)의 남진 정책으로 신라 7성
을 함락하고 중원고구려비를 세운 곳이다. 장미산성에는 목책치성의 흔적, 끌 모양 화살
촉, 성벽 하단석 들여쌓기 등의 고구려의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장미산성 주변의 중원
고구려비, 두정리 고분군, 탑평리 온돌유구에서도 고구려 유물이 확인된다. 충주는 신라
55)

와 가야를 공격 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서의 요충지이다 . 위와 같은 역사적인 부분과 고
고학적인 증거를 미루어 볼 때 장미산성의 석환을 보관하는 석곽 시설은 고구려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남 이성산성의 석환은 성내벽 3.2m 지점에서 1기, 8m 이격된 거리에서 1기 총 2기가
군을 이루며 확인되었다. 석환과 공반되어 확인된 유물은 완, 합, 고배, 개, 옹, 병이 있으
며 유물들의 출토양상과 기종별, 기형상의 특징을 볼 때 토기류의 연대를 6세기 중엽에서
9세기로 조사자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석환군 2기는 통일신라시대에 운영되고 활용된 것
으로 판단된다.
정선 고성리성지의 석환은 성내부 평탄지에서 다수 확인되는데 석환 사이에서 확인된
유물은 단경호 구연부편, 대각편, 저부편이 있다. 조사자는 유물의 기형이나 기종을 살펴
본 결과 일단이나 이단 투창의 대각편, 파상집선문의 호형토기류 등을 보아 신라 영향이
짙은 6세기 이후 유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성리 성지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6세기 이후
통일기 즈음 조성되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월 정양산성의 석환은 문지 내벽과 곡성 내벽에서 확인된다. 전체적인 층위와 석환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로 보아 조사자는 통일신라〜고려시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따라

54)  신라시대 석투당이 존재하였다.
55)  홍기성, 2012, 「고구려의 국원성 설치와 운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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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구려 성곽 돌구덩이와 충주 장미산성의 석곽시설 비교
(『고구려 축성법 연구』, 2009, 「충주 장미산성」, 중원문화재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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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양산성의 석환은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초반에 조성되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양 온달산성의 석환은 성벽의 내벽 안쪽에 덧대어 군을 이룬다. 공반된 유물은 토기
동체부, 구연부편 등이 있다. 조사자는 전제적인 유물의 기형과 기종을 판단한 결과 9〜
10세기 유물들로 보았다. 또한 상부에서 확인되는 수혈주거지의 시기도 9〜10세기로 본
다. 따라서 온달산성에 조성된 석환은 통일신라 말에 조성되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거제 둔덕기성에서 확인된 석환은 성내 최북단 가장 높은 지대에 군집을 이룬다. 석환
과 함께 공반되어 확인된 유물은 고려시대 기와 및 도기편이며 고려시대 문화층에 형성
되어 있다. 따라서 석환은 조성 및 활용 시기는 고려시대로 판단된다.
합천 대야성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체성과 인접하고 있는 건물지 내부에서 군을 이룬다.
따라서 건물지와 동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지 내부에서는 매납유물인 유개
합이 출토되었다. 유개합은 편년결과 7세기 중엽으로 판단되며 신라가 대야가를 병합하
고 자연스럽게 대야성을 거점 성으로 마련하면서 성의 대대적인 증·개축을 하면서 조성
된 석환시설로 판단된다.
여수 고락산성의 석환은 노출된 암반 사이의 홈 부분과 암반의 남쪽 가장자리 부분에서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공반 유물로는 삼국시대 단경호와 고배편이 확인되었다.
이상으로 석환의 조성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유구를 확인해 보았다. 충주 장미산성은
석환보관 장소의 구조를 통하여 고구려산성과 비교·검토하여 장미산성의 고구려 영향
을 받았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하남 이성산성, 정선 고성리성지, 영월 정양산성, 단
양 온달산성, 거제 둔덕기성, 합천 대야성, 여수 고락산성의 석환의 조성시기에 대해 공
반유물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4. 석환의 활용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모두 성벽과 지근거리에서 군을 이루며 조사되었다. 석
환의 규격은 크게 소형 5〜10㎝, 중형 10〜20㎝ 대형은 30㎝이상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곽에서 확인되는 석환 중 계측이 가능한 것을 정리하여 어떠한 투석무기에 사
용되었는지 추론하고자 한다.
<표 4> 성곽출토 석환 규모와 투척무기(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자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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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명 가나다기재

연번

성곽명칭

석환위치 / 규모(㎝)

추정사용 투척무기

1

거제 둔덕기성

성내 정상부 / 10〜20내외

표석, 투석기

2

김해 신기산성

성내 평탄지 / 30〜50내외

투석기

3

남해 임진성

내성벽 / 10〜20내외

표석, 투석기, 중가

제32호

연번

성곽명칭

석환위치 / 규모(㎝)

추정사용 투척무기

4

단양 온달산성

내성벽 / 小: 10〜15, 中: 20〜25,
大: 30〜35

표석, 투석기, 중가

5

단양 적성산성

내성벽 / 20〜40내외

투석기, 중가

6

문경 고모산성

내성벽 / 8〜15내외

투석구, 표석

7

여수 고락산성

성내 평탄지 / 5〜10내외

투석구

8

영월 정양산성

남문지 내벽 2곳, 곡성 내벽 1곳
서문지 문지 1곳, 북문지 성벽 상면 4곳,
북문지 내벽 1곳 / 회곽로: 5〜20내외
문지: 10〜16내외, 곡성: 30내외

성벽 회곽로 : 투석구, 표석
문지 : 표석
곡성 : 투석기, 중가

9

정선 고성리산성

내성벽 / 小: 10〜15, 中: 20〜30,
大: 30〜50

표석, 투석기, 중가

10

증평 추성산성

성내 평탄지 / 10〜30내외

표석, 투석기

11

충주 장미산성

내성벽 / 小: 14×8, 中: 15×15, 大:
20×15

표석, 투석기, 중가

12

하남 이성산성

내성벽 적석유구1 / 20내외
성내 평탄지 적석유구2 / 5×10내외

적석유구 1 : 표석
적석유구 2 : 투석구

이렇듯 발굴조사 결과 석환의 위치와 규격에 따라 사용 되었던 투척무기가 상이 하였을
것이다. 10㎝ 이하의 달걀만 한 크기의 석환은 슬링인 투석구에 사용되었고, 10〜20㎝의
주먹크기와 인두(人頭)크기의 석환은 힘의 영향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루가 달린 표
석에 사용되었다. 20〜30㎝이상의 석환은 인력으로 힘을 전달하기 불가능 하므로 지렛대
의 투석기나 도르래의 중가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투석무기의 활용은 석환의 규격 및 중
량과 가장 상관관계가 크지만 돌이 저장 되어 있는 성내 위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수 고락산성은 성내 평탄지에 5〜10㎝내외의 석환이 위치하고 있어 평탄지에서 투석
병사들이 대열을 이루고 탄을 보충하면서 투석구로 적을 공격하였을 것이다.
단양 온달산성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석환이 혼재하며 성내벽에서 확인되었다. 작은 것
은 10〜15㎝, 큰 것은 30㎝ 이상이다. 이는 석환의 규모에 따라 탄을 성 위로 보급하고 표
석, 투석기, 중가에 사용 하였을 것이다.
영월 정양산성은 서문지 내벽 1곳, 남문지 내벽 2곳, 곡성(曲城) 1곳, 북문지 내벽 1곳,
성벽 상부 회곽로(廻郭路)에서 4곳이 확인되었다. 정양산성에서 주목할 점은 석환이 성벽
의 여장 근처인 회곽로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가장 적을 먼저 공격하는 회곽로
의 위치와 석환의 규격이 작은 것은 5㎝, 큰 것은 20㎝내외인 점을 감안 하였을 때 투석구
나 표석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성벽 근처에 접근한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발굴조사를 통한 석환의 투석무기 방식은 각종 병법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정약용
의 『민보의』에서 수성전을 하는데 사용하는 투석 방법을 세 가지 제시하였다. 적이 50〜6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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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있으면 가죽 끈 사이에 돌을 넣어 던진다. 적이 10〜20보 밖에 있으면 메줏덩이만한
돌을 나무자루가 달린 것에 넣어 던진다. 마지막으로 성 아래까지 적이 도달하면 중가(重
56)

架)와 현석(懸石)을 사용하여 적군과 공성 무기를 부숴야 한다고 했다 .
57)

고종4년(1867) 병서인 『민보집설』 에도 『민보의』와 마찬가지로 수정 시 거리에 따라 석
58)

59)

환의 사용방법을 기술하였다. 조선후기 병법서 『풍천유향』 과 『수성윤음』 에서도 대나
무 막대에 물풀매를 달고 돌을 담아 돌리다가 던지면 힘이 강하고 모두 부실 수 있다고
했다.
위와 같은 문헌기록을 입증하는 발굴사례는 단양 온달산성, 정선 고성리산성, 충주 장
미산성 등에서 확인되는 내성벽 부근의 석환의 군집과 관련이 있다. 이는 수성 전이 중심
이 되는 성벽 부근에 석환을 모아 놓았다가 적의 동태(動態)를 살피고 거리에 따라 투석
무기를 사용 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성곽에서 확인되는 석환군(돌무더기)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확인된다. 신라 남해차
차웅(11년) 신라는 침입한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이동시킨다. 이 틈을 노려 낙랑
군이 금성에 쳐들어오고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낙랑군의 주둔지에서 돌무더기를 확인
60)

하고 적이 많다고 여겨 추격을 중단하였다 .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석환군은 기록에서
보듯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활용한 석전군이 존재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 밖에 ‘진흥
61)

왕 19년(558)에 신득이 노포(弩砲)를 제작하고 바치니 그것을 성위에 설치하였다 .’ 태종
무열왕 8년(661)에는 ‘고구려가 술천성을 공격하자 산라군이 성내에 노포를 설치하여 막
62)

아냈다 .’ 고려시대 덕종 원년(1302) 3월에는 ‘상사봉어 박원작이 뇌등석포(雷騰石砲)를
63)

제작하여 성에 설치하였다 .’ 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노포와 석포는 투석기로 판단되며
64)

성위 및 성내에 고정 시켜서 사용한 무기임을 짐작 할 수 있다 . 성곽에서 확인되는 석환
군은 기록에서 보듯이 수정 전의 중요한 방어무기로 신라군이 고구려 군에 승리할 정도
로 결정적인 무기이다.

56)  『民堡議』, 民堡守禦之法 참조.
57)  『民堡輯設』, 擂石 참조.

58)  『風泉遺響』 卷1, 登陴指掌 참조.
59)  『守城綸音』 卷1, 守城節目 참조.

60)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南海 次次雄 11年 참조.
61)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19年, “奈麻身得作砲弩上之, 置之城上.”
62)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 第5 太宗 武烈王 8年夏 5月 9日, “·····, 高句麗將軍惱音信與靺鞨將軍生偕合軍, 來攻述川
城, 不克. 移攻北漢山城, 列抛車飛石, 所當陴屋輙壞. 城主大舍冬陁川, 使人擲鐵蒺藜於城外, 人馬不能行, 又破安養寺廩廥,
輸其材, 隨城壞處, 卽構爲樓櫓, 結絙網, 懸牛馬皮·綿衣, 內設弩砲以守. ······.”

63)  『高麗史』 卷81, 志 卷第35, 兵1 兵制, 5軍 참조.

64)  김기웅, 2000, 『무기와 화약』, 제2판,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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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성곽내 석환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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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석무기는 투석구, 표석, 투석기, 중가로 나뉘며 여타 석환을
이용하여 수정 전을 펼치는 무기가 존재하였다. 석전군과 관련된 군 편제 기록을 『삼국사
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의 정사류를 살펴본 결과 신라시대에는 석투당(石投幢)이
라는 병과가 존재한다. 큰 범주에서 보면 신라시대 군부대인 법당(法幢)안에 속한 사설당
65)

(四設幢) 내에 속해있는 부대로 법당에 소속된 무관인 법당주(法幢主)를 중심으로 법당
66)

감(法幢監), 법당화척(法幢火尺)등이 6∼18명씩 배속되어 운영된 부대이다 .
67)

고려시대에는 별호제반(別號諸班) 이란 신라시대 사설당과 같은 부대가 존재하였다.
68)

별호제반은 고려시대 5군(五軍)에 포함되어 있는 부대이다 . 도령(都領)과 지유(指兪)의
무관이 지휘관하였다. 이러한 5군은 평상시에 편제상으로만 존재하고 비상시가 되면 징
69)

집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후 고려 숙종 때 여진을 정벌하기 위하려 편성
70)

된 별무반으로 계승되어 활용되며 별무반 내에 여전히 석투라는 병과가 존속한다.
이렇듯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정식부대로 편성되어 운영되었던 특수부대로 각각 특
수무기를 다루고 운영하였던 병과였다. 신라시대 사설당은 투석부대 외에 공성전 시 사
용되는 운제(雲梯), 충차(衝車)등의 기계를 사용하는 병과가 공존하여 사설당의 투석부
대는 투석기를 이용하던 현재의 포병과 같은 병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별호제반은 투
석부대 외에 기병(騎兵), 보병, 궁병, 군악대 등의 육지전의 병과도 존재하지만 철수(鐵
水)라는 쇳물을 운영하던 병과와 강노(剛弩)등의 특수노를 사용하던 병과가 존재하여 별
호제반에 속했던 석투(石投)는 투석구에서 투석기를 고루 사용하던 병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문헌에서 보듯 성곽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위와 같은 투석부대인 석투군이 활용하
였을 것이다.

65)  신라 때 특수부대를 가르킴.
쇠뇌부대 노당(弩幢), 사다리부대 운제당(雲梯幢), 충차부대 충당(衝幢), 석투부대 석투당(石投幢)의 특수한 기계와 병기를 다루
는 네 개의 부대를 말한다.
66)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武官 第軍官 法幢主 참조.
『三國史記』, 卷第41, 雜志 第9, 武官 法幢監 참조.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武官 法幢火尺 참조.
『三國史記』, 卷第40, 雜志 第9, 武官 四設幢 참조.
67)  『高麗史』 卷81, 志 卷第35, 兵1 兵制, 別號諸班 참조.
고려시대 조직된 특수부대. 마병인 신기(神騎), 보병인 신보(神步), 궁수인 경궁(梗弓), 쇠뇌병인 정노(精弩), 돌을 던지는 부대
인 석투(石投), 군악대인 대각(大角), 쇳물부대인 철수(鐵水), 정노보다 강력한 노를 사용한 부대인 강노(剛弩), 돌격 부대인 도
탕(跳盪), 궁수인 사궁(射弓), 화약부대인 발화(發火)로 구성되어 있다.
68)  『高麗史』 卷81, 志 卷第35, 兵1 兵制, 5軍 참조.

69)  이기백·김용선, 2011, 『고려사 병지 역주』, 제1판, 서울:일조각.
70)  『高麗史』 卷96, 列傳9, 諸臣 尹瓘 참조.

96

제32호

<그림 15> 표석( 『기효신서』 )

<그림 16> 현석( 『무비요람』 )

<그림 17> 투석기( 『무경총요』 )

<그림 18> 투석기( 『기효신서』 )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척석군은 태조, 세종이 석전놀이의 관람을 통
71)

72)

하여 척석군을 편성한 기록 이 확인되며 왜구 토벌을 목적으로 편성된 척석군의 기록

성종과 중종, 명종, 중종, 선조 때 삼포왜란 및 을묘왜변, 임진왜란 당시 척석군의 편성과

71)  『太祖實錄』 卷2, 太祖 1年 9月 24日(壬寅) 첫 번째 기사 참조.
『太祖實錄』 卷5, 太祖 3年 4月 1日(庚午) 두 번째 기사 참조.
『太祖實錄』 卷5, 太祖 3年 4月 3日(壬申) 첫 번째 기사 참조.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5月 5日(辛亥) 첫 번째 기사 참조.
72)  『太祖實錄』 卷12, 太祖 6年 7月 11日(庚申) 첫 번째 기사 참조.
『太祖實錄』 卷12, 太祖 6年 8月 23日(壬寅) 세 번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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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승전의 기록 이 보인다. 이러한 투석부대는 석전놀이를 바탕으로 편성되었고 왜구 토벌
을 목적으로 급조된 부대이다. 따라서 투석구를 주 무기로 하는 투석부대로 판단된다.
발굴조사 시 확인되는 석환을 중심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투석부대를 대입하여 당
시 성곽방어의 석환의 활용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성곽에서 석환을 이용하는 투석무
기는 수정 전시 중요한 방어수단이다. 따라서 석환의 성내 위치와 규격과 중량에 따라 투
석구, 표석, 투석기 및 중가의 발사대에 장전되어 투석되었다. 성 위에서는 지휘관의 명
령으로 적의 접근거리에 따라 투석무기를 달리 활용하였으며, 궁병과 함께 석환을 다루
는 투석부대가 편성되어 궁병과 서로 훈련을 하고 호흡을 맞추어 수성 전을 하였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궁병과 투석병의 활용은 고대 아시리아제국에서 찾을 수 있으며, 복
합궁병이 투석병과 팀을 짜고 전장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조합은 궁병의 활의 궤도와 투
석병의 탄환 궤도가 서로 상이하여 적이 화살을 피하려면 석환에 맞고 석환을 피하려면
74)

화살에 맞는 형국이 된다 .
석환군은 성곽에 적이 쳐들어올 시 사용되는 무기가 온전히 남아 있는 유물이다. 성곽
발굴조사 시 확인되는 석환군은 그 성곽의 방어체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학술자료가 된
다. 중국병서인 『무경총요』에는 각각의 투석기별로 석환의 무게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
75)

다 . 따라서 석환의 규격과 중량을 조사 당시 상세하게 기록 한다면 어떠한 투석기를 활
76)

용 하였는지도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 석환 주변에 수혈 및 주혈을 살펴 투석기의 흔
적 및 위치도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전쟁이 벌어졌던 지역이나 성의 문헌기
록을 토대로 성 외측 및 주변을 답사하여 석환의 흔적을 찾는다면, 문헌상의 전쟁사를 입
증 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발굴조사 시 석환유구 자체만 보는 것이 아
니라 석환유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및 정황을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73)  『成宗實錄』 卷35, 成宗 4年 10月 15日(癸酉) 첫 번째 기사 참조.
『中宗實錄』 卷11, 中宗 5年 4月 22日(丁未) 첫 번째 기사 참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2, 金海都護府 참조.
『明宗實錄』 卷18, 明宗 10年 5月 27日(庚申) 첫 번째 기사 참조.
노영구, 2017, 「임진왜란 초기 봉화 소천(小川) 전투의 전개와 전쟁사적 의미」, 『영남학』 62, 381-40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
연구원.
『宣祖實錄』 卷35, 宣祖 26年 2月 24日(己酉) 첫 번째 기사 참조.
74)  미즈노 히로키(이재경 역), 2012, 『도해 고대병기』, 제1판, 서울:AK
75)  『武經]總要』, 前集卷十二, 守城並器具圖附, 참조.

76)  중국의 고대 측정기법인 척근법(尺斤法)은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쓰던 전통 도량형이다. 척근법에 의하면 질량은 1근에
600g이다.

98

제32호

<표 5> 『무경총요』에 기록된 투석기 종류 (『무경총요』 참조하여 필자가 해석 및 제작)
투석기 종류

내용

單稍炮
(단초포)

用前後腳柱四···凡炮，四十人拽，一人定放，放
五十步外，石重二斤。

포는 40명이 잡아당기고 1명이 놓는다. 50보를
날아가고 석환은 2근을 쓴다.

又單稍炮
(우단초포)

用腳柱四···凡一炮，四十人拽，一人定放。放五十
步外，石重二斤。

포는 40명이 잡아당기고 1명이 놓는다. 50보를
날아가고 석환은 2근을 쓴다.

雙稍炮
(쌍초포)

用腳柱四···凡一炮，百人拽，一人定放。放八十步
外，石重二十五斤

포는 100명이 잡아당기고 1명이 놓는다. 80보를
날아가고 석환은 25근을 쓴다.

五梢炮
(오초포)

用腳柱四···凡一炮，百五十七人拽，一人定放，
放五十步外，石重七八十斤。

포는 157명이 잡아당기고 1명이 놓는다. 50보를
날아가고 석환은 70〜80근을 쓴다.

七梢炮
(칠초포)

用腳柱四···凡一炮，二百五十人拽，二人定放，
放五十步外，石重九十一百斤。

포는 250명이 잡아당기고 2명이 놓는다. 50보를
날아가고 석환은 90〜100근을 쓴다.

旋風炮
(선풍포)

用沖天柱一···凡一炮，五十人拽，一人定放，五
十步外，石重三斤半

포는 50명이 잡아당기고 1명이 놓는다. 50보를
날아가고 석환은 3.5근을 쓴다.

敵近則用之···用二人放，石重半斤。

포는 2명이 잡아당기고 석환은 반근이다.

用前後腳柱四···凡一炮，七十人拽，一人定放，
放五十步外，石重十二斤。

포는 70명이 잡아당기고 1명이 놓는다. 50보를
날아가고 석환은 12근을 쓴다.

手炮(수포)
虎蹲炮
(호준포)

해석

Ⅶ. 맺음말
한반도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고대부터 공성전이 전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산 정상부에 산성을 축조하였다. 수성전 시 여러 무기 중 석환은 성을
지키는 가장 원초적은 무기이다.
석전은 우리 조상들이 행한 민속적 풍습으로 중국 수나라 역사서 『수서』에 처음 등장하
고 통신신라, 고려, 조선의 역사서에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고려왕과 조선시대 임금이
석전관람을 매우 즐겨 보았고 중국에서 온 사신에게 구경 시켜 줄 정도로 한 나라를 대표
할 만한 민속경기였다.
석환의 공격력을 증대시키는 투석무기는 투석구, 표석, 투석기, 중가가 존재하며 각각
의 무기별로 공격력과 사용방법이 상이하다.
석환은 성곽유적에서 빈번하게 출토된다. 현재 25개소에서 군집으로 확인되며 최근에
77)

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석환의 공급은 성곽이 입지하고 있는 곳 주변 하천에
서 공급 해오는 것을 지형 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하천을 중심으로 축조한 산성들은 입
보하여 수성 전을 펼치기 위한 석환을 하천변의 대규모 범람원 등에서 수급 하였을 가능
성이 크다. 남해안 부근에 위치하는 산성들은 주변에 발달한 몽돌사빈을 활용하여 대규

77)  (재)동국문화재연구원, 2018, 「안동 선성현 문화단지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선성산성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북문지 내성벽 부근에서 주먹만 한 석환이 다수 출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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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석환을 수급하여 산성내로 옮겼을 것이다.
석환은 돌의 재질에 따라 강돌과 할석으로 나뉘며 석환의 위치에 따라 지표보관, 수혈
보관, 시설물보관, 성벽보관으로 대별된다. 이 중 내성벽의 덧대어 석환을 무더기로 보관
하고 장미산성이나 고락산성처럼 시설물을 조성하여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석환의 활용 되었던 시기는 함께 출토되는 공반유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충주 장미산
성의 경우 석곽시설의 구조 및 배치적인 측면이 고구려 산성의 구조와 유사하며 고구려
계통의 유물이 산성에서 출토되고 지근거리에 중원 고구려비가 있어 고구려 계통의 산성
으로 판단된다.
성곽 발굴조사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성내 위치와 규격에 따라 사용되었던 투석무기가
달랐다. 발굴현장에서 확인되는 석환은 성곽의 회곽로에 위치, 내성벽 인근에 위치, 성내
평탄지 위치를 따져보고 석환의 규격과 무게를 계측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투석무기
의 종류를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다. 석환은 문헌에 있는 투석방법과 사용방법 및 삽화로
그려진 투석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활용목적을 어느 정도 유추 할 수 있다. 중국 송나라
병법서 『무경총요』에서는 각각의 투석기 별로 사용하였던 인원 및 석환의 무게가 기록되
어 있다. 따라서 산성 내 석환의 위치 무게를 계측하여 문헌기록과 대입하면 충분히 어떠
한 규모의 투석기를 활용 하였는지도 추측할 수 있다.
정약용의 『민보의』, 조선후기 병서 『민보집설』, 『풍천유향』, 『수성윤음』, 『무비요람』, 송
나라 및 명나라 병서 『무경총요』, 『기효신서』에 기록과 삽화가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신
라시대 사설당에 석투부대와 고려시대 별호제반의 석투부대는 특수부대로 석환을 운영
하는 전문부대이다. 따라서 투석기라는 고급무기를 운영하였다. 산성에서 확인되는 규모
가 큰 석환을 이용하여 수정 전을 하였고 육지전에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석환 주변에서 확인되는 수혈과 주혈의 배치를 잘 관찰하여 투석기의 흔적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굴조사 시 석환유구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석환유
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및 정황을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화약을 사용하는 화기는 최초 등장은 공민왕 5년(1356) 왕 앞에서 총통(銃筒)의 발사 하
78)

였다는 기록이다 . 이를 계기로 14세기 말 최무선이 고려 우왕 3년(1377)에 공식 기관으

로 화약 제조소인 화통도감(火㷁都監)을 만든다 . 이러한 영향으로 화약을 이용한 무기
79)

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화약과 각종 화기의 제조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그
의 아들 최무선이 화약 제조법을 전수 받고 15세기에서 16세기 이르는 동안 화기의 발전

78)  『高麗史』 卷81, 志 卷第35 兵一 참조.
79)  『高麗史』 卷133, 列傳 卷第46 禑王 3年 10月 참조.

100

제32호

과 대량 생산이 국가적으로 추진된다. 고려 말 총통(銃筒)·화전(火箭)·화통(火㷁)·화

포(火炮) 등이 제작되고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태종 때 육상에서 사용되는 무기로 발전
한다. 이 즈음 화전이 아닌 탄환(彈丸)을 발사하는 완구(碗口)가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세
종대 화포의 이름을 정리하고 각종 총통을 규격화시켜 천자(天字)·지자(地字)·현자(玄
字)·황자(黃字라)라 부르고 휴대용 화기인 승자총통도 체계화 시킨다. 세종 30년(1448)
모든 화포들의 주조법과 화약 사용법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그림으로 묘사한 총통등록(銃
80)

筒謄綠)을 편찬하면서 화기의 정리를 종결한다 .
이렇듯 고려말 화약제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조선초 성능 좋은 화기들이 대거 대량
생산되면서 투석무기는 재래식 무기로 전락하고 점차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전
기 태조·세종·성종의 척석군의 편성 및 운영, 삼포왜란 당시의 척석군의 왜구 토벌, 조
81)

서후기 정조대 수성 전의 척석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소문 , 『민보의』 등의 조선후기
병법서의 투석무기 기록 등을 통해서 조선후기 까지 투석무기의 명맥이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접수일(2018.4.26) ▶심사완료일(2018.5.30) ▶게재확정일(2018.6.7)

80)  『世宗實錄』 卷121, 世宗 30年 9月 13日(丙申) 두 번째 기사 참조.
81)  『正祖實錄』, 卷12, 正祖 5年 10月 28日(丁酉) 첫 번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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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 and Utilization of A Pile of Stones
Fund at Castles
Se-won Park
(Garam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This study is about the origin, function and utilization of a pile of stones found
during castle excavation investigation. I, the researcher, have seen the research on a pile of
stones in the inside of castles while studying castle remains. I became curious about where
throwing stones started beyond simple stone throw of a pile of stones, and how they were
utilized at war. Therefore, I started research on a pile of stones by integrating literature
records and archaeological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origin, function and utilization of a pile of
stones found at castle remains. The research methods include reviewing history of research
and focusing on the origin of stone wars, the records about stone armies that specialized in
throwing stones and various military science books about stone-throwing weapons. After
then, I gathered the cases of excavating a pile of stones and the contents recorded in various
military science books, and deducted the conclusion about the function and utilization of a
pile of stone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stone wars were well recorded in various types
of literature, and they were folk sports that people enjoyed, and they were a national
sport viewed and enjoyed by kings. In addition, there were stone throwing armies that
specialized in throwing stones, and they were directly stationed during war. Various military
science books also contain stone throwing armies. A pile of stones found at castles during
excavation investigation are preserved in the inside of castles and near castle walls. The
preservation method of stones found at Jangmi Mountain Fortress in Chungju is considered
to have been affected by Goguryeo. A pile of stones were used for various types of stone
throwing weapons that enhanced striking power and throwing rang.
A pile of stones in archeological investigation play a critical role in understanding
defense system of each castle, and enable to spot location of stone cannon, which is
a subsidiary facility used with ston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throwing stone remains but also various facilities and circumstances related to them during
excavation investigation.
Key words : castle, mountain fortress, stone, a pile of stones, stone war, stone army, stonethrowing army, throwing stone army, stone-throwing weapon.

성곽(城郭)에서 출토되는 석환(石丸)의 기원과 기능 및 활용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