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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한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봉수가 운영되었다. 봉수는 군
사통신제도의 하나로, 주연야화(晝烟夜火)의 신호체계를 이용해 변경의 군사정보를 중앙
과 주변지역에 신속히 알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지금
까지 봉수 연구는 봉수 운영과 봉수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글은 봉수를 운영하
였던 봉수군이 연구대상이다. 봉수군이 직접 관리한 유구와 직접 사용한 유물을 중심으로
봉수군의 생활상을 고찰하였다.
봉수대 설치 목적과 부합하는 유구는 망대·연대·연조가 있으며, 이는 후망(堠望)과
거화(擧火)라는 봉수군의 주임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봉수군의 주임무 외에 유물을 통
해 다양한 생활상을 알 수 있었다. 숯이 담긴 접시를 통해 아궁이에서 연조까지 불씨의 이
동방법을 유추할 수 있었고 무기류 중 철촉의 출토가 많은 것은 봉수대 주무기가 활이였음
을 보여주며, 수마석은 긴급 상황 시를 대비하여 가장 많이 구비해 두었던 방어물품이었
다. 호미와 채전(菜田)은 봉수군이 봉수운영 외에도 자급자족을 위한 자체적인 농업활동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솥과 시루는 봉수대에서 직접 취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게 한다. 유물 중 식기류의 출토가 가장 많은 점은 봉수대에 근무하였던 오장 1명과 봉수
군 5명의 인원을 감안한 출토량으로 추정되며, 높은 산에 자리한 봉수대에서 생활하는 봉
수군들은 필요한 음식들을 비교적 장시간 보관하기 위해 도기나 옹기로 제작된 큰 저장기
를 사용하였다. 패각류의 출토는 부식으로 조개를 가지고와 먹었으며, 이는 더운 여름 염
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 봉수대, 봉수군, 생활상, 봉수시설, 무기류, 농구류, 일상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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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한반도에는 오래전부터 봉수가 운영되었다. 봉수는 군사통신
제도의 하나로, 주연야화(晝烟夜火)의 신호체계를 이용해 변경의 군사정보를 중앙과 주
변지역에 신속히 알림으로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봉수제도
는 고대 중국과 일본에서도 행하여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의종 3년(1149)에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曹晋若)의 상주(上奏)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봉수제는 고려의 제
도를 이어받아 태종대에 이르러 봉수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후 500여년간 운영되어 오다가 고종 32년(1895)에 봉수제가 최종 철폐되었다.
조선시대 고고학은 지난 수년간 조선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량이 증가하면서 그 어
느 시대보다 활용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문헌기록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도 고고학 연구
에서는 많이 제외된 느낌이다. 다양한 조선시대 유적 중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봉
수대이고 그 중 봉수대를 운영한 봉수군을 주제로 하였다. 지금까지 봉수대 연구는 문헌
기록을 통한 봉수 운영, 봉수 시설물과 구조를 주로 다루었다.(홍성우 2007; 김주홍 2018)
봉수 운영 주체인 봉수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수대에서 직접 사용된 생활유물의 분석
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헌에 기록된 봉수비치물목을 고찰하여 봉수의 운영과 봉수군의
생활상을 다룬 연구(김주홍 2011)는 있었으나, 고고학 자료인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봉
수군의 생활상을 다룬 연구는 아직 없었다.
봉수대 발굴조사와 함께 보고서가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그러나 봉수대에서 확인된 유
구와 출토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초보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에 운영된 봉수의 수가 많고 운영기간이 길었다. 문헌기록에는 시기별로
600~700여기의 봉수대가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500여년간 설치와 폐지 등이 계속 이루
어졌다. 이는 그 연구량이 방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고고학적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둘째, 봉수에 대한 문헌기록이 많은 편이다. 국가 기간시설(基幹施設)에 해당하는 봉수
대는 그 기록이 다른 유구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문헌사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연구할 내용이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
지는 모르겠으나 고고학에서 봉수를 연구하는 연구자도 적고, 연구기간도 상당히 짧은
편이다.
셋째, 봉수대를 분석하고 고찰하기 위해서는 봉수대를 실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접근
이 힘들어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들어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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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부분 현황조사나 지표조사로만 보고되었다. 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실견하는 방법 밖에 없으나 봉수는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어 답사의 어려움이 따른다.
봉수대를 연구하고자 주제로 선정하였지만 봉수대 접근의 어려움과 연구에 소요되는 오
랜 시간은 연구의 진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넷째, 기존 봉수조사는 연대와 연조 거화시설(炬火施設) 위주로 진행되어 봉수대를 체
계적으로 연구하는데 한계를 가져왔다. 봉수조사가 정비·복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거화시설에 대한 도면화만 필요하게 되었다. 시·발굴조사가 이루
어졌음에도 유물이 한 점도 보고되지 않은 보고서도 있었다. 이러한 조사 목적은 건물지
조사의 부족으로 연결되었고 봉수군이 생활하였던 생활시설과 생활유물이 조사되지 못
하여 봉수군 연구를 미진하게 하였다.
앞의 내용은 봉수 연구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어려운 현 상황과 봉수대를 직접 운영
한 봉수군 연구의 한계를 진단해 본 것이다. 최근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유구와 더불어
많은 유물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있다. 주연야화를 위한 거화재료, 군사시설인 봉수대를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 봉수군이 사용한 일상 생활용기는 봉수군과 직접 관련이 있다. 유
구뿐만 아니라 유물은 봉수군(烽燧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이번 글의 목적은 조선시대 봉수군의 생활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봉수군이 봉수대
에서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봉수대 운영과도 관련이 있
으며, 봉수대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
연구대상은 시간적으로 조선시대이고 공간적으로 남한지역이며, 지표조사를 제외한
시·발굴조사된 48개소가 해당된다. 시·발굴조사 중 정비·복원 목적으로 조사가 이루
어져 유물이 한 점도 보고되지 않은 봉수대도 있으나, 봉수대 조사의 흐름과 조사결과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대상 목록에는 포함시켜 두었다.
연구진행은 먼저 연구대상 봉수대 목록과 위치, 봉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보고서 내
용이 충실한 봉수대를 선별하여 출토유물 위주로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봉수대 유
구와 유물을 기능별로 분석하였다. 봉수대 주기능을 위해 설치한 유구와 제작한 유물도
있으나 그 외 다른 기능을 유추할 수 있는 유물도 있어 분석·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봉수대는 높은 산속에 위치하고 오장(伍長) 1명과 봉수군 5명이 상주(常駐)하면서 봉수대
를 운영하였다. 유구는 봉수군이 관리한 시설이고 유물은 봉수군이 직접 사용한 생활물
건이다. 유구와 유물은 봉수군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봉
수군의 생활모습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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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 검토
지금까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봉수대는 48개소 정도이다. 물론 이 외에도 지표조
사에서 확인되거나 향토사학자 및 주민에 의해 발견된 유적이 많지만, 보고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봉수는 그 성격에 따라 경봉수, 연변봉수,
내지봉수로 구분할 수 있있다. 연변봉수는 연대를 갖춘 요새와 같은 구조이고 내지봉수
는 방호벽을 두르고 그 안에 연조가 있는 구조이다. 이외에 조선후기 군사적으로 중요하
였던 영진(營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본읍(本邑)·본진(本鎭)으로만 연락하도록 운
영되었던 권설봉수가 있다. 또한, 조선후기 이양선의 침입에 대비하여 단기간 운영되었
던 요망대도 넓은 의미의 봉수로 볼 수 있다(김주홍 2018).
지금까지 조사된 봉수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로 봉수 36기, 제5로 봉수 12
기이다. 이를 봉수의 성격별로 구분하면 연변봉수 24기, 내지봉수 19기, 권설봉수 4기, 요
망 1기이다. 제2로 봉수와 연변봉수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봉수군의
생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봉수대에서 생활하였던 시설물과 일상 생활물품이 파악되
어야 한다. 봉수대 내 유구에 대한 연구(김주홍 2007)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물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 시·발굴된 봉수대 48기 중 출토유물의 양이 가장
많은 봉수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기장 남산봉수대 298점, 충주 주정산봉수대 180점, 충
주 대림산봉수대 151점, 청주 것대산봉수대 148점, 성남 천림산봉수대 144점, 창녕 여통
산봉수대 143점, 기장 아이봉수대 127점, 서산 주산봉수대 123점, 안성 망이성봉수대 103
점, 거창 금귀봉봉수대 98점, 울진 표산봉수대 91점, 고성 천왕점 봉수대 76점, 고성 곡산
봉수대 73점, 여수 묘도요망대 73점, 충주 마산봉수대 63점, 강화 망산봉수대 53점 순이
1)

다. 이 외의 봉수대는 보고된 유물량이 50점 이하로 소량에 불과하다. 연변봉수 중 출토
유물이 많은 기장 남산봉수대·기장 아이봉수대·통영 미륵산봉수대·울진 표산봉수대
와 내지봉수 중 출토유물이 많은 성남 천림산봉수대·충주 주정산봉수대·거창 금귀봉봉
수대·청주 거질대산봉수대(이하 지명은 생략함)를 대상으로 조사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
다. 단, 지금까지 많이 보고된 유구·입지·봉수 축조시기·봉수노선 등은 제외하고 출
토유물 위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48개소 봉수대에서 보고된 유물은 2,500점 정도이다.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봉수대가 많으므로 유물의 수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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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발굴조사 봉수대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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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봉수명

노선

구분

보고서 및 참고문헌

1

부산 석성봉수대

제2거 직봉

연변

釜山博物館, 2019, 『石城烽燧臺』

2

의성 영니산봉수대

제2거 직봉

내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달성 마천산봉수지
전통문화사업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방호벽 복원

3

충주 마산봉수대

제2거 직봉

내지

中原文化財硏究院, 2009,
『忠州 馬山烽燧 -試掘調査報告-』

도기념물 제110호

4

안성 망이성봉수대

제2거 직봉

내지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1)』

산성조사와 병행

5

용인 석성산봉수대

제2거 직봉

내지

한양문화재연구원, 2018,
『용인 석성산봉수터 발굴조사(1·2차) 약식보고서』

6

성남 천림산봉수대

제2거 직봉

내지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1,
『城南 天臨山烽燧-發掘調査報告書-』

도기념물 제179호

7

기장 남산봉수대

제2거 간봉(1)

연변

蔚山文化財硏究院, 2013,
『機張 南山烽燧臺 -1次 發掘調査-』

시문화재자료 제2호

8

기장 아이봉수대

제2거 간봉(1)

연변

釜山博物館, 2005, 『爾吉烽燧臺』

시기념물 제38호

9

울산 이길봉수대

제2거 간봉(1)

연변

가람문화재연구원, 2018, 『울산 봉수유적(서생
이길봉수대)내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시기념물 제15호

10

울산 천내봉수대

제2거 간봉(1)

연변

蔚山文化財硏究院,2019, 『蔚山華亭川內烽燧臺』

시기념물 제14호

11

거제 가라산봉수대

제2거 간봉(2)

연변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19, 『거제 가라산봉수대
문화재 情密發掘調査 略式報告書』

도기념물 제147호

12

통영 미륵산봉수대

제2거 간봉(2)

연변

慶南文化財硏究院, 2001, 『統營 彌勒山烽燧臺』

도기념물 제210호

13

통영 우산봉수대

제2거 간봉(2)

연변

慶南文化財硏究院, 2014, 『통영 우산봉수 및
주변지역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결과약보고』

도기념물 제279호

14

고성 천왕점봉수대

제2거 간봉(2)

연변

慶南考古學硏究所, 2007,
『固城 天王岾烽燧 試掘調査報告書』

도기념물 제221호

15

고성 곡산봉수대

제2거 간봉(2)

연변

慶南考古學硏究所, 2006,
『固城 曲山烽燧 試掘調査報告書』

도기념물 제236호

16

함안 파산봉수대

제2거 간봉(2)

연변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巨濟 巴山烽燧臺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도기념물 제220호

17

의령 미타산봉수대

제2거 간봉(2)

내지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7,
『宜寧 彌陀山烽燧臺』

18

충주 주정산봉수대

제2거 간봉(2)

내지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 1997,
『忠州 周井山烽燧臺 發掘調査報告書』

도기념물 제113호

19

충주 대림산봉수대

제2거 간봉(2)

내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9, 『충주 대림산봉수대』

도기념물 제168호

20

창녕 여통산봉수대

제2거 간봉(6)

내지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 『昌寧 餘通山烽燧臺 遺蹟』

21

창녕 태백산봉수대

제2거 간봉(6)

내지

우리문화재연구원, 2019,
『창녕 태백산봉수대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22

고령
말을응덕봉수대

제2거 간봉(6)

내지

大東文化財硏究院, 2019, 『高靈 烽火山遺蹟』

23

달성 마천산봉수대

제2거 간봉(6)

내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달성 마천산봉수지
전통문화사업 발(시)굴조사 약보고서』

24

김해 자암봉수대

제2거 간봉(8)

연변

東西文物硏究院, 2017, 『金海 子菴烽燧臺』

제37호

비고

25

대구 법이산봉수대

제2거 간봉(8)

내지

가온문화재연구원, 2019, 『대구 법이산 봉수유적
복원·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6

사천 각산봉수대

제2거 간봉(9)

연변

경상문화재연구원, 2019, 『사천 각산봉화대-사천
각산봉화대 정비사업부지 내유적-』

도문화재자료 제96호

27

진주 광제산봉수대

제2거 간봉(9)

내지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6,
『晉州 廣濟山烽燧臺』

도기념물 제158호

28

거창 금귀봉봉수대

제2거 간봉(9)

내지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19,
『거창 금귀봉봉수대』

29

대전 계족산봉수대

제2거 간봉(9)

내지

忠南大學校博物館, 2007, 『大田 鷄足山城』

산성조사와 병행

30

청주 것대산봉수대

제2거 간봉(9)

내지

中原文化財硏究院, 2010,
『淸州 巨叱大山烽燧-發掘調査報告-』

도문화재자료 제26호

31

울진 표산봉수대

제2거 관련

연변

한빛문화재연구원, 2015, 『울진 표산봉수대』

32

동해 어달산봉수대

제2거 관련

연변

江陵大學校博物館, 2001, 『東海 於達山烽燧臺』

도기념물 제13호

33

거제 강망산봉수대

제2거 관련

권설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7,
『巨濟 江望山烽燧臺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도기념물 제202호

34

거제 와현봉수대

제2거 관련

권설

海東文化財硏究院, 2015, 『巨濟 臥縣烽燧臺』

도기념물 제243호

35

거제 지세포봉수대

제2거 관련

권설

三江文化財硏究院, 2010,
『巨濟 知世浦烽燧臺 試掘調査報告書』.

도기념물 제242호

36

통영 별망봉수대

제2거 관련

권설

경상문화재연구원, 2017,
『통영 한산도 망산 별망봉수대』

37

고흥 팔전산봉수대

제5거 직봉

연변

고대문화재연구원, 2019,
『고흥 팔전산봉수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38

고흥 천등산봉수대

제5거 직봉

연변

순천대학교박물관, 2019,
『고흥 천등산봉수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39

고흥 장기산봉수대

제5거 직봉

연변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6,
『고흥 용정리 장기산봉수대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

40

부안 점방산봉수대

제5거 직봉

연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9,
『부안 점방산봉수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41

김제 길곶봉수대

제5거 직봉

연변

군산대학교박물관, 2018,
『김제 길곶봉수 시굴조사보고서』

42

김포 수안산봉수대

제5거 직봉

연변

漢陽大學校博物館, 2003,
『金浦 文殊山城·守安山城 試掘調査報告書』

산성조사와 병행

43

강화 망산봉수대

제5거 직봉

연변

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江華網山烽燧遺蹟』

시기념물 제64호

44

논산 노성산봉수대

제5거 직봉

내지

공주대학교 박물관, 1995, 『노성산성』

산성조사와 병행

45

공주 월성산봉수대

제5거 직봉

내지

公州大學校博物館, 2003,
『月城山烽燧臺 試掘調査 結果略報告』

46

광양 건대산봉수대

제5거 간봉(1)

연변

南道文化財硏究院, 2005,
『光陽市의 支石墓와 護國抗爭遺蹟』

47

서산 주산봉수대

제5거 간봉(2)

연변

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서산 주산봉수』

48

여수 묘도요망대

제5거 관련

요망

全南文化財硏究院, 2014, 『麗水 描島暸望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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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 봉수대 분포도(문화재청, 전국 봉수유적 기초학술조사 도면 수정 후 인용)

1. 연변봉수
1) 기장 남산봉수대
봉수대 출토 유물은 1차 발굴조사 280점, 2차 발굴조사 18점이 보고되어 있다. 시대 및
기종별로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즐문토기 1점·석부 1점, 고려시대 청자 7점, 조선시대
녹청자 1점·분청사기 13점·백자 84점·도기 7점·녹유도기 2점·옹기 47점·청화백자
2점·기와 98점·방추차 1점·토제품1점·수마석 24점·지석 1점·상평통보 1점·철정
2점·호미 1점·철기1점·불명철기 3점이 있다. 선사시대 유물을 제외한 출토품은 봉수
군이 봉수대에서 생활하면서 직접 사용한 생활유물로 볼 수 있다.
유물의 출토위치를 보면, 연소실에서 분청사기 2점·백자 2점·도기 1점·옹기 1점·
기와 2점, 연대에서 분청사기 4점·백자 4점·옹기 2점·토기 2점·기와 10점, 건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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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청사기 5점·백자 42점·옹기 22점·녹유도기 2점·토기 2점·기와 61점·수마석
11점·방추차 1점·지석 1점·상평통보 1점·불명철기 1점·철기 1점, 방호벽에서 청자
1점·분청사기 1점·백자 27점·청화백자 2점·옹기 16점·기와 12점, 방호벽 출입시설
에서 분청사기 1점·백자 3점·옹기 1점·철정 1점·기와 3점이 출토되었다. 건물지에서
생활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지만 방호벽에서도 출토량이 많은 편이다. 소량이긴 하지
만 거화시설인 연소실과 연대에서도 생활유물이 출토되었다.

2) 기장 아이봉수대
봉수대 출토 유물은 시굴조사에서 58점, 발굴조사에서 69점이 보고되어 있다. 기종별로
는 분청사기 15점, 백자 44점, 토·도기 16점, 흑유도기 1점, 불명토제품 1점, 기와 25점,
불명와편 1점, 토제추 1점, 지석 2점, 석부 2점, 상평통보 18점, 철촉 1점이 있다. 자기·
옹기 등 봉수군의 일상 생활 용기뿐만 아니라 철촉과 같은 살상무기도 출토되었다.
유물의 출토위치를 살펴보면, 연대에서 백자 2점·도기 3점·옹기 1점·토제추 1점·
기와 2점, 건물지에서 백자 4점·기와 2점·상평통보 16점, 방호벽과 석축 사이에서 도기
5점·기와 12점·철촉 1점, 출입시설 백자 2점·기와 1점, 집수유구에서 백자 4점·도기
1점, 호(濠)에서 옹기 2점·도기 2점·기와 3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이 한 유구에 집중되
지 않고 골고루 출토되었다. 다른 봉수대에는 상평통보와 같은 동전이 한 두점씩 출토되
고 있으나, 건물지 근처에서 16점이 일괄 출토되어 주목된다.

3) 통영 미륵산봉수대
봉수대 출토 유물은 65점이 보고되어 있다. 보고서에서 방호용 투석구인 수마석과 패각
등은 수량에서 빠져 있어 점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기종별로는 도질토기 16점, 분청사
기 11점, 백자 10점, 옹기 4점, 기와 22점, 와가공품 1점, 철촉 1점으로 자기·옹기·기와
가 주류를 이룬다. 이외에 건물지 소토 내에서 수골 1점, 건물지 트렌치 내부에서 수골 3
점이 출토되었고 건물지에서 다수의 패각도 출토되었다. 도질토기는 통일신라시대 제사
와 관련된 행위의 산물로 추정된다. 나머지 조선시대 유물은 주로 건물지에서 출토되었
으며, 봉수군의 생활용품으로 볼 수 있다.

4) 강화 망산봉수대
보고된 유물은 총 53점이다. 기종별로는 청자 1점, 분청사기 7점, 백자 29점, 토·도기 6
점, 갈유도기 2점, 기와류 7점, 숫돌 1점이다. 백자의 출토량도 많지만 청자와 도·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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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토량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적은 양이지만 분청사기도 출토되었다. 청자가 출토된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도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물의 출토위치를
살펴보면, 연대에서 백자 1점, 연조2에서 백자 4점·도기 1점, 연조3에서 백자 1점·기와
1점, 연조4에서 갈유도기 1점, 연조5에서 분청사기 1점·백자 1점, 추정 창고지에서 청자
1점·분청사기 5점·백자 10점·도기 5점·갈유도기 1점·기와 5점·지석 1점, 방호벽
에서 백자 1점이 출토되었다. 추정 창고지에서 유물의 출토량이 많고 거화시설인 연대와
연조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었다.

2. 내지봉수
1) 성남 천림산봉수대
지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은 39점, 방호벽 및 연조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유
물은 144점,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 97점으로 총합 280점이 보고되어 있
다. 기종별로는 백자 109점, 청화백자 16점, 철화백자 3점, 도기 87점, 옹기 6점, 흑갈유도
기 2점, 갈유도기 10점, 흑유도기 1점, 기와 20점, 토제품 2점, 상평통보 18점, 맷돌 1점,
지석 2점, 도가니 3점이다. 유물 출토위치를 살펴보면, 방호벽 및 근처에서 백자 5점·
도기 4점·기와 7점·상평통보 13점, 연조1에서 도기 6점·백자 2점, 연조2에서 상평통
보 4점, 연조3에서 백자 4점·도기 2점, 연조4·5에서 백자 2점·도기 5점·기와 1점, 건
물터에서 백자 20점·청화백자 2점·도기 19점·기와 4점·원판형토제품 1점·상평통
보 1점, 창고터1에서 분청사기 1점·백자 25점·철화백자 1점·도기 28점·기와 4점, 창
고터2에서 백자 7점·도기 10점, 봉수군 건물지에서 백자 4점·흑갈유병 1점·철화백
자 1점·지석 1점, 석축유구에서 백자 27점·청화백자 11점·갈유도기 4점·흑유도기 1
점·도기 7점·옹기 4점·기와 3점·맷돌 1점·지석 1점, 수혈유구에서 백자 2점·도기
1점·도가니 3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의 다수를 차지하는 도기류, 자기류는 과거 봉
수군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생활유물들이다. 또한 연조의 연통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와편이 봉수 내부에서 소량 채집되었다.

2) 충주 주정산봉수대
보고서에 보고된 유물은 180점이다. 기종별로 나누어보면, 분청사기 2점, 백자 77점,
철화백자 1점, 도기 66점, 흑유도기 1점, 기와 21점, 명문개편 1점, 지석 2점, 명문석제품
1점, 쇠칼 1점, 쇠고리 1점, 쇠못 1점, 숟가락 1점, 석제품 2점, 토제품 2점이 있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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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의 뚜껑에 「방中유셔」, 「선그」, 「之」의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명문이 있는 것이 있으
며, 작은 할석을 직육면체로 갈아서 넓은 면에 앞뒤로 ‘天’자를 작게 음각하고, 모서리 면
에 구멍을 파낸 것이 있다. 보고서에 출토위치를 세부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봉수
군이 봉수대에서 생활하였던 일상 유물임은 알 수 있다.

3) 창녕 여통산봉수대
보고서에 보고된 유물은 143점이다. 기종별로 나누어보면, 백자 59점, 석간주 1점, 옹기
18점, 기와 56점, 토제품 1점, 기와가공품 1점, 돌확 1점, 상평통보 2점, 관영통보 1점, 철
편 2점, 철제용기 1점이다. 백자와 기와의 출토가 많으며, 다음으로 옹기·상평통보·철
편 등이 있다. 기와을 제외한 나머지는 봉수군의 생활용품으로 볼 수 있다. 유물의 출토
위치를 살펴보면, 방호벽과 그 주변에서 백자 32점·옹기 4점·토제품 1점·상평통보 1
점·기와 22점, 연조2와 그 주변에서 백자 21점·석간주 1점·옹기 6점·기와 4점·상평
통보 1점·철편 1점 , 연조3 및 그 주변에서 옹기 1점·기와 16점·철제용기 1점, 노지에
서 백자 2점·옹기 2점·기와 5점, 주혈군에서 철기편 1점·돌확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방호벽과 연조2 및 그 주변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거창 금귀봉봉수대
보고서에 보고된 유물은 98점이다. 도질토기 18점, 청자 2점, 분청사기 5점, 백자 29점,
옹기 1점, 청동반 1점, 회청사기 1점, 기와 40점, 삼베칼 1점이다. 옹기의 출토량이 적은
점이 주목된다. 봉수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출토되는 유물은 자기·기와·옹기이다. 금
귀봉봉수대는 다른 유물에 비해 옹기의 출토품이 1점이라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도질토기의 출토량이 많은 점은 봉수대의 운영시점보다는 그 전에 산성이나 다른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물의 출토위치를 살펴보면, 방호벽에서
도질토기 11점, 망대에서 청자 1점·분청사기 1점·백자 3점·도질토기 2점·기와 20점,
연조3에서 청자 1점·분청사기 3점·백자 4점·도질토기 1점·기와 1점·청동반 1점, 1
호 소성유구에서 회청사기 1점·백자 3점·옹기 1점, 2호 소성유구에서 백자 8점·옹기
4점·기와 4점이 출토되었다. 방호벽, 망대, 연조, 소성유구에서 골고루 유물이 출토되었
다. 그리고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물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이곳이
삼국시대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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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구와 유물 분석
앞 장에서 발굴조사된 대표 봉수대의 출토유물의 수와 기종 그리고 출토유물의 위치 등
에 대해 살펴보았다. 봉수대 발굴조사에서 많은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당연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봉수는 적의 침입에 대한 정보를 최종 중앙에 있는 조정에 전해주
던 통신 수단이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봉수대가 점령당하는 것을 막고자 자체 방어의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 봉수대는 통상 오장 1명과 봉수군 5명이 상주하면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단체생활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봉수대에서 조사된 유구와 유물을
비슷한 기능별로 분류하여 분석·정리해 보았다.

1. 유구
1) 망대
망대는 신호 전달의 연·화에 앞서 적군의 통태파악이나 신호의 인지를 위한 후망 시
설이다. 따라서 봉수대에는 망대를 설치하는데, 망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호벽,
2)

자연암 등을 망대로 이용하였다. 망대는 거화시설과 더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렇듯 망을 볼 수 있는 자연 공간이 있거나 인공적 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봉수대운영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연대와 망대는 연소실과 거화흔, 위로 돌출된 연통의 유무
(有無)로 구분된다. 즉, 연통이 있었다하면 연대, 연통이 없었으면 망대로 볼 수 있다. 발

망대1(금귀봉봉수대)

망대2(묘도요망대)수정하여 사용함)
<그림 2> 후망(堠望)을 위한 망대

2) 방호벽 위에서 후망할 수 있도록 방호벽으로 오르는 계단이 설치된 봉수대로는 천왕점봉수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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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시 연통은 허물어지거나 후대 훼손으로 멸실된 경우가 많으므로, 연대 조사 시 재나
소토 또는 연소실 내벽 등을 찾으면 연대이고 이러한 흔적이 없으면 망대인 것이다. 망대
가 보고된 봉수대로는 금귀봉봉수대와 묘도요망대가있다. 망대는 석축·토석혼축으로
쌓아 올렸다.

2) 연대·연조
봉수대의 주기능과 관련된 시설은 연대와 연조이며, 봉수대의 핵심 시설이다. 연대란
연변봉수에서 항시적으로 1거 또는 비상시 거화를 위해 축조한 높이 3m 내외의 토축·토
석혼축·석축으로 된 인공적인 시설물을 말한다.(김주홍 2007: 27) 앞서 언급하였듯 연대
는 망대의 기능도 갖추어져 있었다.
연조의 기능은 거화를 통한 신호전달이다. 조선시대의 거화법은 5거화제로, 봉수대마
다 5개소의 연조가 설치되어야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발굴조사에서 5개소의 연조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후대 유실이나 멸실되었을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연조의 평면은 원형·방형·외방내원형·
부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평면형태는 한 봉수대 내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기도
하고 한 형태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연조의 단면상태에 따라 수혈식과 지면식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수혈식은 대부분 생토를 굴착한 후 그 굴착면을 연조로 이용한 경우
이며, 지면식은 지표면을 정리하여 그 가장자리에 벽을 올려 만든 구조이다. 지면식의 경
우, 바닥에 판석을 깐 경우도 관찰된다.
<표 2> 조선시대 거화법(擧火法)
구분

1擧

2擧

3擧

4擧

5擧
적군과 접전 할 때
적군이 육지에 상륙할
때

내륙

평상시

적의 흔적이 나타남

정세가 긴급

적군이 국경을 침범할
때

해안

평상시

바다 위에 적이 출현할
때

적이 해안선에 접근할 때

적선과 접전할 때

3) 방호벽·호
방호벽은 봉수군이 짐승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거나 혹은 항시 불을 다루므로 거화 시
실수로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방화용 시설물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호벽의 평면형태는 크게 원형과 말각(장)방형이고 단면형태는 내탁
협축형과 협축형을 보인다. 방호벽의 평면형태 차이는 입지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
지일 경우는 원형 및 방형으로 축조하였고 구릉의 능선부에서는 능선을 따라 장방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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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1(남산봉수대)

연대2(강망산봉수대)

연조1(천림산봉수대)

연조2(망산봉수대)
<그림 3> 거화시설인 연대와 연조

세장방형으로 축조하였다. 즉 방호벽의 형태의 차이는 방호벽이 축조된 지형여건과 관련
이 있다.
호는 동해안지역에 축조된 봉수대에서 주로 확인된다. 호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많으며,
단면은 ‘U’자 형태를 띤다. 호의 가장자리에는 파낸 흙을 쌓아 자연스럽게 둑을 만들었다.
호와 방호벽을 지나 연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출입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경주 하서지봉수대에서는 이러한 출입시설로 토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4) 건물지·창고
건물지는 봉수군의 취사와 숙식을 하였던 곳이다. 건물지가 조사된 유적으로는 남산봉
수대, 아이봉수대, 천내봉수대, 미륵산봉수대, 각산봉수대, 파산봉수대, 광제산봉수대,
태백산봉수대가 있다.
남산봉수대 건물지는 연대에서 서쪽으로 90cm의 거리를 두고 확인되었는데, 평면 장
방형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주거+곳간형 건물지이다. 3개의 실(室)이 확인되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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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벽과 호(아이봉수대)

방호벽과 호(가라산봉수대)

<그림 4> 봉수대에 설치된 봉호벽과 호

두 남서쪽으로 개방된 구조이다. 배치상 가운데에 방을 두고 좌·우에 창고와 부엌을 둔
형태이다. 규모는 장 750cm, 단 410cm이다. 각산봉수대 건물지는 연대의 동쪽으로 10m
의 거리를 두고 확인되었는데, 평면 장방형이다. 장축은 남-북향이고 정면 3칸, 측면 1칸
의 주거+곳간형 건물지이다. 3개의 실이 확인되며, 동쪽으로 개방된 구조이다. 배치상 가
운데에 방을 두고 좌·우에 창고와 부엌을 둔 형태이다. 규모는 장 763cm, 단 374cm이다.
태백산봉수대의 건물지는 2동이 조사되었다. 1호 건물지는 고사(庫舍)로 추정되고 2호 건
물지는 봉수군의 주거시설로 추정되었다. 2호 건물지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이며 좌
측(남쪽)은 부엌이며 우측(북쪽)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리 방향의 주간은 240cm
이고 보방향의 주간은 약 280cm이다. 건물지의 정면과 부엌 내부 기능면에는 기와편이
많이 함몰되어 있어 기와 건물지임을 알 수 있다. 건물지들은 공통적으로 연대 등의 중심
시설보다는 레벨이 낮은 곳에 위치하며, 은폐가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건물지에
서도 대응 봉수의 신호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받는 봉수의 방향과 가까운 곳에 건물지가 배
치되어 있다. 시·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적심석이나 초석이 잘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몇 건물지에서 기단으로 생각되는 석재나 석렬만 확인될 뿐이었다. 따라서 건물지
의 구조는 돌을 쌓아 벽을 세우고 여기에 진흙을 두껍게 바른 토석담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봉수대 내에는 다양한 물품과 거화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창고는 석축 담장을 세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구조가 아주 간단한 편이다. 창고는 위급
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거화시설 또는 건물지 주변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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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1(남산봉수대)

건물지2(각산봉수대)
<그림 5> 봉수군이 생활한 건물지

2. 유물
1) 무기류
봉수대에서 출토된 무기류는 철부(鐵斧)·철촉(鐵鏃)·철도자(鐵刀子)·수마석(水磨石)
이 있다. 철부는 광제산봉수대 추정 건물지에서 철판(鐵板)·철환(鐵環) 등과 함께 1점이
보고되었고 철촉은 아이봉수대·가라산봉수대·각산봉수대·미륵산봉수대에서 각 1점
씩 총 4점이 보고되었다. 아이봉수대와 각산봉수대는 지표수습, 가라산봉수대는 방호벽,
미륵산봉수대는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철도자로 추정되는 철기가 여통산봉수대 주혈
군에서 1점 출토되었으며, 신부는 결실되고 병부만 남아 있다. 수마석은 남산봉수대 24
점·미륵산봉수대 20점·천왕점봉수대 2점·곡산봉수대 1점·각산봉수대 1점·천등산
봉수대 6점·태백산봉수 1점·광제산봉수대 8점·강망산봉수대 3점·지세포봉수대 5점
이 출토되었다. 남산봉수대는 건물지에서 11점이, 그 외에는 지표수습되었고 미륵산봉수
대는 건물지, 천왕점봉수대·곡산봉수대·각산봉수대·태백산봉수대·광제산봉수대·
강망산봉수대 지표수습, 천등산봉수대는 연대, 지세포봉수대는 방호벽에서 출토되었다.
이를 봉수성격별로 정리해 보면 연변봉수 6곳 64점, 내지봉수 2곳 9점·권설봉수 2곳 8점
이다. 수마석은 연변·내지·권설봉수를 가리지 않고 출토되고 있으나, 연변봉수에서 더
많이 출토되었다. 수마석은 방호용 투석구(投石具)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도
구이며, 봉수대를 답사해 보면 연대 또는 방호벽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수마석(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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磨石)은 봉수대 비치물목에 보면 전라도 소재 3기 봉수에서 100개 내지 200개씩 갖추고
있었다하고 경상도에서는 무릉석(無稜石)·무우석(無隅石)·조외석(鳥外石)의 명칭으로
3)

5눌 내지 5석씩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수마석은 무기류 중 봉수대에 가장 쉽게 다량 구
비할 수 있었던 자연 무기였던 것이다.

철부
(광제산봉수대)

철촉
(각산봉수대)

철도자
(여통산봉수대)

수마석
(미륵산봉수대)

<그림 6> 봉수대 출토 무기류

<표 3> 봉수대 출토 무기류 제원
순번

무기종류

출토유적

규격

비고

1

도끼

광제산봉수대

길이 6.2cm, 공부길이 2.7cm, 무게 143.3g

추정 건물지

2

철촉

각산봉수대

길이 6.3cm, 촉두부 두께 0.3cm, 경부 두께 0.3cm

제토 중 수습

3

철촉

아이봉수대

길이 5.6cm, 촉두부 너비 3cm, 촉두부 두께 0.8cm

석축 담장 사이

4

철촉

가라산봉수대

길이 7.2cm, 너비 2.2cm, 두께 0.5cm

방호벽

5

철촉

미륵산봉수대

길이 8.2cm, 경부 길이 2.5cm

건물지

6

도자(?)

창녕 여통산봉수대

길이 4.5cm, 단면 0.7×0.4cm, 중량 7.0g

주혈군2

2) 농구류
남산봉수대에서 호미 1점, 금귀봉봉수대에서 삼베칼 1점이 수습되었다. 호미는 인부와
자루 일부만 남아 있다. 자루의 단면은 세장방형, 인부의 평면은 둥근 주형이고 단면은
휘어진 세장방형이다. 녹이 많이 수착되어 있다. 삼베칼은 삼베실을 자를 때나 삼베 껍질
을 벗겨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무로 된 손잡이에 끼워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슴베
한 쪽과 신부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 ’자형이며, 신부 단면은 이등변삼각형, 슴
베 단면은 장방형에 가까운 제형이다.

3) 『湖南邑誌』(1872·1895)에는 함평현과 영암군 해제산․옹산봉수에서 각종 비치물목과 함께 수마석이 100〜200개 비치물목으
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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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대에서 농구류가 출토되었다는 것은 이곳에서 농경과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 천왕점봉
수대와 곡산봉수대이다. 천왕점봉수대와 곡산봉수대 조사에서는 봉수대 주변에 조성된
채전(菜田)이 보고되었다. 봉수군이 근무하는 동안 봉수대 주변을 개간하여 간단한 먹거
리 정도는 수확할 수 있는 채전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 때 호미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삼베칼은 삼나무 껍질을 깎아낼 때 사용한다. 달마산봉수에서 거화재의 연료로 삼
4)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거화재료를 손질하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삼(麻)
은 옷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거화재료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봉수
대에서 삼베옷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베옷은 천
연 원료이고 재배는 어렵지 않지만 가공에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가공이 많이
들기 때문에 봉수군이 소일거리로 삼베 가공작업을 하였을 것이고 이는 봉수대 생활에
필요한 의복제작 작업과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3) 일상용기
① 취사기류
봉수대 조사에서 출토된 취사도구로는 솥·시루가 있다. 솥은 크게 토제 솥과 철제 솥
으로 나누어진다. 토제 솥은 미륵산봉수대와 광제산봉수대, 천림산봉수대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미륵산봉수대는 건물지 주변에서, 천림산봉수대는 건물지 조사 중에, 광제
산봉수대는 발굴 중에 지표수습되었다. 철제 솥은 파산봉수대와 강망산봉수대에서 각 1
점씩 보고되어 있다. 솥의 특징은 동체부에 받침턱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대부분 건물
지와 관련된 시설 근처에서 출토되었다.
시루는 천왕점봉수대 1점, 것대산봉수대 1점, 주정산봉수대 3점이 출토되었다. 봉수대
에서 출토된 시루는 바닥의 투공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별된다. 큰 투공은 지름
5cm 이상으로 1점, 중간 투공은 지름 2.5cm 정도로 1점, 작은 투공은 지름 1cm 정도로
3점이 다. 투공이 크기에 따라 용도가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솥·시루는 취사행위와 관련된 유물로서, 이는 봉수군들이 봉수대 내에서 직접 취사활
동을 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4) 『湖南邑誌』(1872)의 달마산봉수대에서 삼(麻)나무를 거화재료로 사용하였던 기록이 있다. 삼나무는 옷감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화재료는 아니며, 달마산봉수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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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대 주변 채전(천왕점봉수대)

호미(남산봉수대)

삼베칼(금귀봉봉수대)
<그림 7> 봉수대 내 채전 및 농구류

철제 솥(파산봉수대)

토제 솥(천림산봉수대)

시루1(망이성봉수대)

시루2(천왕점봉수대)

<그림 8> 봉수대에서 출토된 취사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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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기류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식기이다. 조선 500년간 운
영된 봉수대에서도 많은 식기류가 출토되었다. 수량과 기종, 출토위치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남산봉수대에서 출토된 유물 298점 중 식기류는 105점 정도이다. 전체 유물 중 35%를
차지한다. 기종은 사발·대접·접시·종지 등이고, 제기도 1점 포함되어 있다. 출토위치
를 보면, 연소실 3점·연대 6점· 건물지 41점, 방호벽 30점·방호벽 출입시설 4점·지표
수습 21점 정도이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건물지에서 가장 많은 식기류가 출토되었다.
아이봉수대에서 출토된 유물 127점 중 식기류 59점 정도이다. 전체 유물 중 46%를 차지한
다. 기종은 대접·사발·접시·종지·소형접시·병 등이고, 제기도 1점 포함되어 있다. 식
기류 중 출토 위치 파악이 가능한 유물을 살펴보면, 출입구 2점·집수유구 4점·건물지 4
점·연대 2점이다. 봉수대 내에서 다양한 기종의 식기류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산봉수대에서 출토된 유물 65점 중 식기류는 21점 정도이다. 전체 유물 중 32%를
차지한다. 기종은 호·대접·완·사발이 있다. 출토위치가 명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부분 건물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망산봉수대에서 출토된 유물 53점 중 식기류는 37점 정도이고 전체 유물 중 69%를 차지
한다. 기종은 사발과 잔 위주로 출토되어 기종구성은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출토 위치를
보면, 연대 1점·연조2 4점·연조3 1점·연조5 2점·추정 창고지 16점·방호벽 13점이
다. 창고지와 방호벽에서 출토량이 많았다.
천림산봉수대에서 출토된 280점(지표·시굴·발굴 포함) 중 식기류는 128점 정도이며,
전체 유물 중 45%를 차지한다. 기종은 대접·발·접시·종지·병이고 제기·명기도 포
함되어 있다. 출토유물의 양도 많고 기종도 다양한 편이다. 출토위치를 보면, 제1연조 2
점·제3연조 4점·제4·5연조 2점·방호벽 5점·건물터 27점·창고터1 27점·창고터2
7점·석축유구 38점·지표수습 16점 정도이다. 연조와 방호벽 보다는 생활시설인 건물
터·창고·석축유구에서 식기류가 주로 출토되었다. 이는 봉수군의 일상생활이 건물터
와 창고 주변에서 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정산봉수대에서 출토된 180점의 유물 중 식기류는 80점 정도이고 전체 유물 중 44%
를 차지한다. 기종은 사발·대접·접시·종지 등이고, 제기도 1점 있다. 출토위치가 불명
확하여 식기류의 출토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봉수대 내에서 다양한 기종의 식기류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통산봉수대에서 출토된 143점의 유물 중 식기류는 59점 정도이다. 전체 유물 중 41%
정도 차지한다. 기종은 호·대접·접시·종지·잔 등이 있다. 출토위치를 보면, 연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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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봉수대 출토 식기류 기종

및 그 주변에서 21점·노지2 1점·노지12 1점·연조2 남쪽 집석 2점·현대묘 주변석축 1
점·방호벽에서 32점·지표수습 1점 등이다. 다른 봉수대와 달리 연조2 및 그 주변에서
다량의 식기류가 출토되었다. 이는 연조2 주변에서 봉수군의 생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봉수대와는 다른 양상이다.
금귀봉봉수대에서 출토된 유물 98점 중 식기류는 36점 정도이다. 전체 유물 중 36%를
차지한다. 기종은 호·발·접시·종지 등이 있다. 출토위치는 망대 5점·연조3 8점·1호
소성유구 5점·2호 소성유구 8점·지표수습 10점이다. 전체 출토유물 중 삼국시대 도질
토기와 기와를 제외하면 출토 비중이 높을 것이며, 전체 유구에서 골고루 출토되었다.
③ 저장기류(貯藏器類)
봉수대에서 출토된 저장기류로는 도기와 옹기가 있다. 높은 산에 자리한 봉수대에서 생
활하는 봉수군들이므로 필요한 음식들을 비교적 장시간 저장하기 위한 그릇들이 필요했
을 것이다. 물 또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물을 보관할 수 있는 큰 용기가 있었을 것
이다. 옹기의 기종은 크게 항아리, 동이, 단지, 병, 뚜껑 등으로 나뉜다. 옹기의 주기능은
저장용이지만 운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 기종은 저장과 운반용으로
같이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대형 저장용기 외에 옹기로 제작된 조리 또는 식기류의
소형 기종도 함께 출토되었다. 봉수대의 저장용 항아리에 무엇을 담았는지는 발굴조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 등 오랜기간 저장할 수 있
는 부식 등을 담아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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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봉수대 출토 저장기류 기종

Ⅳ. 봉수군의 봉수대 운영과 일상
이번 글의 목적은 봉수대에서 생활하는 봉수군이 봉수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생활하였
는지를 밝혀보는 것이다. 우선, 봉수대에 근무한 봉수군은 몇 명이었는지 봉수군의 편성
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봉수군(烽燧軍)은 항상 봉수에 상주하여 후망과 다음 봉수
로의 전보와 같은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봉수군을 달리 봉졸(烽卒)·봉군(烽軍)·

봉화간(烽火干)·봉화군(烽火軍)·간망군(看望軍)·간망인(看望人)·후망인(堠望人)·해
망인(海望人)·연대군(烟臺軍)·수직군(水直軍)·봉수군 등으로 불렀다. 이중 해망인·

연대군·수직군의 용어는 연변봉수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봉수군의 신분은
양인(良人)이나 천인(賤人)의 역에 종사하였던 신량역천(身良役賤) 계층이었다. 신량역천
이란 신분은 양인이나 신역 부담에 있어 천인이 종사하는 역역(力役)을 부담했기 때문에
붙여진 계층이다(김주홍 외 2003: 66).
조선후기 봉수대에 근무한 인원은 일반적으로 별장(別將)·오장(伍長)·봉수군(烽燧
軍)·봉군보(烽軍保)로 구성되었다. 몇가지 예를 살펴보면, 파산봉수의 경우 별장 1인·
감관 1인·망한 1인·봉수군 100인, 천림산봉수대의 경우 봉수군 25인·봉군보 75인, 주
정산봉수대의 경우 별장 1인·감관 5인·봉수군 25인·봉군보 75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봉수대마다 매 번 상시 근무자는 감관 1인과 봉수군 5인이었다. 그러나 봉수군은 봉수대
마다 조금씩 다르게 편성되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봉수군은 봉수대 근처에 거주하는 사
람을 임명토록 하였는데, 주거여건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군의 편성은 봉수대 운영과 그 임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 내의 유구와 유물
은 봉수군의 봉수대 운영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앞 장에서 분석 정리한 유구
와 유물을 봉수군의 임무에 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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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망과 감시
봉수를 설치한 것은 적의 동태를 살펴서 위급한 정세를 빨리 알리기 위해서다. 이는 밤
낮을 가리지 않는다. 봉수대에서 적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망대가 있다. 연변
봉수에는 연대를 설치하였는데, 망대의 역할도 수행하였으므로 후망과 감시의 기능을 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연변지역의 연대나 망대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내륙지역에의
망대는 대응봉수를 탐색하거나 주변지역으로 급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망
대가 조사된 봉수대는 금귀봉봉수대와 묘도요망대가 있다. 금귀봉봉수대는 내륙지역, 묘
도요망대는 해안지역에 위치한다. 이외에도 도서나 해안 곶에는 요망대가 설망(設望)되
어 있으며, 요망대에는 망대를 설치하였다.
요망대는 조선후기 이양선의 침입에 대비하여 단기간 운용되었던 시설로 넓은 의미에
서 봉수로 볼 수 있다(김주홍 2011: 12). 연변지역에 설치된 연대와 망대는 적의 동태를 감
시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나, 내륙지역에 설치된 망대는 대응봉수를 탐색하거나 주
변지역으로 급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천왕점봉수대에는 방호벽으로
오르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방호벽을 망대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군의 편
성은 5인으로 6일 정도 근무하면 다음 번(番)의 봉수군과 교대했다. 후망과 감시를 위해
서는 밤에도 근무를 서야했으므로 오랫동안 봉수대에 있을 수 없었고 적정한 날짜에 교
대해야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자체방호
봉수대 방어시설로는 방호벽과 호가 있다. 방호벽은 일부 봉수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봉수대에 설치되어 있다. 방호벽은 달리 방화벽이라고도 하는데, 거화시 불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기에 이렇게 불렀다. 봉수대 자체가 요새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으므로 자체방호를 위한 방호벽은 꼭 갖추어야할 시설이었다. 호는 연변봉수에
주로 설치되었다. 동해지역의 아이봉수대·이길봉수대·천내봉수대·표산봉수대·어달
산봉수대, 남해지역의 가라산봉수대, 서해지역의 주산봉수대·길곶봉수대등 주로 연변
봉수에 설치되었다.
봉수대를 지키기 위한 방호무기로 철부·철촉·철도자·수마석 등이 출토되었다. 조선
시대의 무기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장병기(長兵器)와 단병기(短兵器)로,
사용 용도에 따라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로 나눌 수 있다. 장병기란 원거리의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로서 활과 화살, 각종 화포(火砲) 등을 말한다. 이에 비해 단병기는 적과 가
까운 거리에서 싸울 때 필요한 무기로서, 칼과 창이 대표적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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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중시하여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하는 장병전술(長兵戰術)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
고 창, 칼에 의한 백병전을 중시하는 단병전술(短兵戰術)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봉수대에서 출토된 철촉은 봉수군의 주 방어무기로 활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기 중 실제로 가장 출토 예가 많은 것은 수마석이다. 이는 철제 무기보다 수마
석이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다량으로 비치해 두고 위급시 언제든 사용하였을 것
이다. 봉수대에서 화총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물로 발견된 예는 없다. 『세조
실록』 5년 4월조에 보면 봉수군에게 화포 연습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5)

화포을 비치해 둔 것 뿐만 아니라 쏘는 연습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봉수대에서
는 다양한 무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3. 신호전달
거화시설인 연대와 연조는 횃불과 연기의 개수로 군사정보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시
설이다. 연대는 연변봉수에 설치되었으며, 연대 위에 연소실 1기가 있고 연대 주변에 연
조 4기∼5기가 배치되어 있다. 내지봉수에는 연대를 만들지 않고 연조 5개만 갖추어져 있
었다. 연대와 연조는 항상 관리해야할 대상이었고 매일 평안화 1개를 올려야 했으므로 보
수 및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횃불과 연기를 피우기 위해서는 거화재료가 있어야 한다. 문헌기록에는 다량의 거화비
품이 소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예는 아직 없다. 문헌기록에 의
하면 거화재료는 25종이 있으며, 싸리나무·소나무·삼·산솔갱이·땔나무·쑥·풀 외
에 말이나 소의 배설물과 회·당겨·가는 모래 등 거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재
료가 사용되었다. 이중 싸리나무·산솔갱이·땔나무·쑥·풀 등은 봉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지만, 말이나 소의 배설물과 회·당겨·가는 모래 등은 주위에서 쉽
게 구할 있는 재료가 아니었다. 이 재료들은 봉수군이 비번(非番) 때 틈틈이 민가에서 준
비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산을 오르내리면서 운반하여야 했다. 따라서 각 봉수마다 실제
로 재료 입수의 곤란이나 부족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주홍 2013: 162). 거화재료
라는 것이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부식되어 실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거
의 없다. 그러나 거화재료는 아니지만 거화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유물이 있다. 길곳봉수
대에서 출토된 숯이 담긴 백자접시와 망이성봉수대에서 출토된 숯을 담아 온기를 내는
화로이다. 그릇에 담긴 숯은 거화재료를 발화(發火)시키기 위한 불씨로 사용하였을 가능

5) 『世祖實錄』 卷16, 世祖 5年 4月 庚辰條, …率元定四人 常敎放炮等事 坑坎 柵木 軍器亦令修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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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 소모품인 거화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도 고단하지만 불씨를 보관하고 이를 옮
겨 발화하는 과정도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주거용 건물지에 아궁이 2개를 구비하는 이유
중에는 불씨를 보관하기 위함도 있었다. 아궁이 외에 겨울철에는 화로에도 불씨를 보관
하였다. 건물지 아궁이나 화로에서 연대나 연조로 불씨를 옮길 때에는 백자 등 그릇을 이
용하였다.

숯이 담긴 백자접시(길곶봉수대)

화로(망이성봉수대)

<그림 11> 숯이 담긴 백자접시 및 화로

4. 일상활동
봉수군은 봉수대에서의 생활자체가 힘든 고역이었다. 봉수대가 높은 산에 위치하기 때
문에 더위·바람·비·추위·야생 짐승 등에 견뎌야 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봉
수군은 봉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의 동태를 살피고 평상시 1거, 위급시 2거∼5거의 신
호를 중앙으로 전달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봉수군은 봉수대에서 적을 감시하고 후
망하며, 자체 방어를 위해 시설을 관리하고 무기 사용 연습을 하였으며, 신호전달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이를 주연야화(晝烟夜火)로 매일 중앙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주기능 외
에도 봉수군은 봉수대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일상활동이 이루어졌다. 봉수군의 일상활동
은 기본적으로 의식주(衣食住)해결이었다. 봉수대 내 유구와 유물의 관찰을 통해 간략하
게나마 살필 수 있다.
봉수군의 주거시설인 건물지가 조사된 유적으로는 남산봉수대·각산봉수대·태백산
봉수대가 있다. 남산봉수대 건물지는 연대에서 서쪽으로 0.9m의 거리를 두고 확인되었는
데, 평면 장방형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부엌+방+고방 구조의 건물지이다. 각산봉수
대 건물지는 연대의 동쪽으로 10m의 거리를 두고 확인되었는데, 평면 장방형이다. 장축
은 남-북향이고 정면 3칸, 측면 1칸의 부엌+방+고방 구조의 건물지로 남산봉수대와 동일
하다. 태백산봉수대의 건물지는 2동이 조사되었으며, 1호 건물지는 고사(庫舍), 2호 건물
지는 봉수군의 주거시설로 추정되었다. 2호 건물지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규모이며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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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남쪽)은 부엌이며 우측(북쪽)은 온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용 건물지의 특징은 부엌이 딸린 방[鼎廚間]이 있고 그 옆에 고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봉수군의 숙식과 물건의 이동 등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한 구조이고, 건물지에
부엌과 아궁이를 마련한 것은 취사와 겨울철 난방을 위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봉수군
은 이 건물지 내에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생활하며 봉수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을 것이
고, 봉수대 내 많은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다.
봉수군이 봉수대에서 무엇을 입고 살았는지는 고고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문
헌기록을 통해 대략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있다. 봉수군의 역은 내지봉수에 비해 연변봉
수가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고역(苦役)이었다. 봉수군이 근무를 잘하면 포상(褒賞)을 하
였는데, 포상과 관련하여 주로 동의(冬衣)·지의(紙衣) 납의(衲衣) 등의 의복을 하사하였
6)

다. 봉수군의 생활은 여름보다는 겨울이 혹독하여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따뜻한 방한
복이 필요하였고 이를 하사하였던 것이다. 금귀봉봉수대에서 삼나무 껍질을 깎아낼 때
사용하는 삼베칼 1점이 출토되었다. 이는 봉수대에서 삼베옷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이루
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삼베옷은 천연 원료이고 재배는 어렵지 않지만 가공
에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봉수군이 소일거리로 삼나무 껍질을 제거하는 등 삼
베 만드는 일을 하였을 것이고 이는 봉수대 생활에 필요한 의복제작 작업과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봉수대에서 자기와 도기·옹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자기는 식기류, 도기와 옹기는 저장
기류로 봉수군이 직접 음식을 담았거나 보관하였던 생활용기이다. 그 외 취사도구인 토
제 솥과 철제 솥 그리고 시루도 출토되어 봉수군이 봉수대에서 직접 취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기류는 대부분 백자이고, 대접·발·접시·잔·병 등 전(全)기종의 생활자기들
이 출토되었다. 식기류는 별다른 명문이나 문양이 없으며, 번조방법은 태토비짐 받침을
사용한 것들이 있으나 대부분 모래받침 포개구이 한 것으로서 중·하품 류이다. 봉수대
주변의 지방요에서 생산한 것들로 추정된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봉수군들임에도 불
구하고 관요(官窯)에서 제작한 백자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봉수대에 상주(常住)하였던 오장과 봉수군은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큰 항아리에 부식
을 담아 보관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부식 중 김치는 빠질 수 없었던 반찬 중 하나였을
것이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여름에는 봉수대 주변
에서 쉽게 물을 구할 수 있었으나 겨울에는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람이 생활함에 있

6) 『燕山君日記』卷10, 燕山君 元年 11月 癸未
『正祖實錄』卷26, 正祖 12年 9月 丁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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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다. 봉수대에서 출토되는 동이와 같은 유물은 물을 담아두
었던 용기로 볼 수 있다. 『여지도서』(1765년)에 기록된 봉수대 비치물목에서 물독이나 좌
반, 물통 등이 있어 식수나 방화용으로 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도기나 옹기들 역시 특
별한 문양이나 명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연변봉수에서 출토된 도기 중에는 구연이나 저
부에 꼬막조개를 받쳐 구워낸 흔적이 있는데, 이는 도기 제작처가 바닷가 주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연변봉수는 해안가 주변의 지방요에서 저장용기를 공급 받았을 것이다.
식기류와 저장기류 외에 숟가락이 망이성봉수대·주정산봉수대·대림산봉수대에서
출토되었다. 숟가락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물음식 위주로 식
생활이 이루어지고 밥과 함께 먹는 국에 건더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도 국을 먹기는
하지만 한국의 국에 비해 건더기가 없어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마신다’는 개념이 강해 숟
가락의 사용빈도가 낮다. 봉수대에서도 숟가락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 종류를
봉수대에서도 해먹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연변봉수를 조사하다보면 패각류가 많이 출토된다. 이는 봉수군이 부식으로 조개류를
식용(食用)으로 이용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연변봉수는 바다 주변에 분포하므로 당연히
조개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봉수대가 바다와 가까이 있어 운반 또한 용이하
였을 것이다. 더불어 조개류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고역의 역을 담당하였던 봉수
군이 힘겨운 여름을 이겨내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패각이 출토된 봉수대는
남산봉수대·아이봉수대·가라산봉수대·미륵산봉수대·곡산봉수대 등이다.
봉수대에서는 농구류인 호미가 출토되었다. 호미는 다용도로 활용된 가장 기본적 농기
구로 특히, 김매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천왕점봉수대 주변에서 채전(菜田)이 발견되었는
데, 호미와 채전(菜田)은 봉수군이 봉수운영 외에도 자급자족을 위한 자체적인 농업활동
을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한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봉수가 운영되었다. 봉수는 군사통
신제도의 하나로, 주연야화(晝烟夜火)의 신호체계를 이용해 변경의 군사정보를 중앙과
주변지역에 신속히 알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지금까
지 봉수 연구는 봉수 운영과 봉수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글은 봉수를 운영하
였던 봉수군이 연구 대상이다. 봉수군이 직접 관리한 유구와 직접 사용한 유물을 중심으
로 봉수군의 생활상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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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은 시간적으로 조선시대이고 공간적으로 남한지역이며, 지표조사를 제외한
시·발굴조사된 48개소가 해당된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봉수대의 유구와 유물을 정리
하였고 이 중 유물을 기종, 출토위치 별로 분석해 보았다. 유물은 봉수대를 운영하였던
봉수군이 당시 사용한 생활유물로 봉수군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봉수군의 임무는 ①전방의 적정을 살펴서 주연야화에 의거, 변경의 군사정보를 중앙과
진보에 전달하는 일, ②안개나 비바람 등 악천후로 경계가 불가능할 때에 도보로 다음 봉
수대에 직접 전달하는 일, ③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신포로써 봉수대 주변의 진보(鎭堡)
와 백성들에게 알려 대비케 하는 일 정도로 알려져 있다(김주홍 외 2003). 봉수대 설치 목
적과 부합하는 유구는 망대·연대·연조이며, 이는 후망(堠望)과 거화(擧火)라는 봉수군
의 주임무와 관련이 있다.

봉수군의 주임무 외에 유물을 통해 다양한 생활상을 알 수 있었는데, 숯이 담긴 접시를
통해 아궁이에서 연조까지 불씨의 이동방법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무기류 중 철촉의 출
토가 많은 것은 봉수대 주무기가 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마석은 긴급 상황을 대
비하여 가장 많이 구비해 두었던 방어물품이었다. 호미와 채전(菜田)은 봉수군이 봉수운
영 외에도 자급자족을 위한 자체적인 농업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솥과 시
루는 봉수대에서 직접 취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유물 중 식기류의 출토가
가장 많은 점은 봉수대에 근무하였던 오장 1명과 봉수군 5명의 인원을 감안한 출토량으
로 추정되며, 높은 산에 자리한 봉수대에서 생활하는 봉수군들은 필요한 음식들을 비교
적 장시간 보관하기 위해 도기나 옹기로 제작된 큰 저장기를 사용하였다. 패각류의 출토
는 부식으로 조개류를 식용(食用)하였다는 증거이다.
봉수군의 생활모습은 오롯이 유구와 유물에 스며들었을 것이고 이는 봉수군을 이해하
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봉수군은 높은 산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본
연의 임무인 봉수대의 관리와 운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을 것이다. 봉수대를 연구하
면서 봉수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다루어보지 못하
였다. 처음 시도해 보았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있기에 앞으로 여러 연구자들의 비판과 질
정(叱正)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충분히 받아들여 앞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논문접수일(2019.12.18) ▶심사완료일(2020.2.12) ▶게재확정일(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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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fe of Signal-fire soldiers in
Joseon Dynasty
Hong Seongwoo
(Gyeongsang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often invaded by foreign powers, the system
of beacon fires had been operated for a long time. The system of beacon fires, as one of the
military communications systems, was established to cope with emergencies by rapidly
delivering urgent military news at a border area to nearby areas and the central government
using smoke during the daytime and torchlight at night. Previous researches have so far
been focused on the operation and structure of the system.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signal-fire soldiers who operated the system, and aimed to identify how they lived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surviving structures they managed and the relics they used.
The structures that survive include watch towers, fire stands, and fire places that met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signal-fire stations, which were related to the soldiers'
main duties, surveillance and erecting signal-fires. In addition, the relics indicate and reveal
various aspects of their lives. The way by which they moved embers from the furnace to fire
place can be inferred through plates containing charcoal. Iron arrowheads, among weapons
possessed, were the most extensively excavated from signal-fire station sites, indicating
that the primary weapon used at fire-signal stations was bows, while a large stockpile of
pebbles was the most commonly kept in reserve as defence items to prepare for emergency
situations. Excavated hoes and kitchen gardens can be considered as evidence that signalfire soldiers engaged in their own agricultural activities for the purposes of self-sufficiency
in addition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of beacon fires. Pots and steamers suggest that
they cooked their meals at signal-fire stations. Tableware was the most excavated item
among recovered relics, which seems to indicate that a total number of 5 soldiers worked
together at a signal-fire stand; soldiers conducting duties at a signal-fire stand on a high
mountain used big pottery items or onggi as a food storage container in order to store the
necessary food for a relatively long time. The excavation of seashells suggests that they
brought shellfish there and ate them as a side dish, helping the soldiers to maintain adequate
intake levels of salt in the hot summers.
Keywords : Signal-fire station, signal-fire soldiers, life, signal-fire facilities, farming tool,
storage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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