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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에부쳐》 ·

사람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생활환경 즉 문화를 지닌다

이문화는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하며 또 새로이창조되는 과정을 겪

으띤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자연스럽게 보전 ·전승시키게 된다

문화재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 ·무형의 모든 문회적 소산물이고

그 나라의문화적 전통에 대한구체적표상이며,민족의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여

주는 중요한 몫을 해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로 불릴 만큼 전국에 많은 성곽이 있으

며,주변나라와는 다른 특정을 가지고 있다 군사 행정의도성과

읍성은 대부분 평지에 축조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유사시를 대비

한 산성을 갖추고 있다 이는 군사 목적을 띄고 있으므로 사방을 한

눈에조망할수있는높은봉우리의정상이나,봉우리와계곡을포

함하여 방어가 쉬운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에 위치한다.

이처럼 성곽은 자연 지세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구축하는 것인

만큼보존은 자연환경에크게지배받아왔고또한,국토개발로소

중한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최근

엔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집중호우의 짖은 발생으로 말미

암은산사태등지-연재해에의해그 피해가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이렇게 훼손된 성곽을 왼전히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울뿐만아니라,기존 석재와같은재료획보를위한산림법.자연

공원법,국토이용관리법등에의하여채취허가를 받기는사실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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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섣정이다.

사람에제는 천차만렐의 사고방식괴 감정이 있고 우리가 퍼리로

아는 일빈적인싱식과 바라보는 진해 또한 다르기에 자신을 포함하

여 다른 사람들을 평기-하는 수준도 사땀마다 각기 다르디-고 한다.

문화재역시,바라보는사람의관점에띠라판단하는기준이디-양

하다.괴카 미비한 제도와 한정된 제원의 알악한 여건에서 온갖 노

력을 한 결괴기-오늘날에 와서 시비외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한디.

시실 그동안 문화재 보존관리와 정비 또는 활용에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할 기준이 미흡하였고 필요시미-다예산을 투입,부분적인

보수 ·정비 시칩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재 가치보존과 역시적 의띠

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성돌 구임,기공이나축조방법의 재한이현실적인 힌계기-있고

복원된 성곽이 원형과 다름으로써 이질감을 주는 경우기 있다.한

양도성인서울성곽이태조시기의처음쌓았던성벽과 세종‘숙종

시기의 고쳐쌓-은 성벽의시대별로디른특정이나,무너져내리거

나되락된옛성벽의모습을가감 없이보여줍으로써‘역시적 의띠

와 변화과정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챙의 조직 구성원은 다잉:히디-서로 발전적인 관제를 헝성

할 수 있어야 히고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인정하면서 협랙하여 조직

의 목표를 딜성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동하지 않는 이론이나

《책빌간이1부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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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무용지물이라고 했기에 그동안 내가 아는 문화재를 일반인들

과 공유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항상 미음의 짐이 되었

었다.

2006년 3월 따뜻한 봄날에 뭇있는 사림들이 모여 성곽연구회를

만들면서 작은 보탬이 될끼 하여 참여하였다가 뭇히-지 않게 회장이

라는 직함을 얻게 되었다.무리 없이 연구회를 이꿀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성실함과 적극적인 참여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무한한 감사와 애정을 보낸다

다람쥐가 셋바퀴를 돌리는 것은 습성에 의한 것도 있지만 발톱이

나 손톱을 손질하는 기능도 한다.문화재를 일반인들에게 조금이나

마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 작은 행동이 다람쥐가 셋바퀴를 돌리는

역할 정도여도 좋다.마음속의 작은 짐이 행동으로 나타났으니 위

안으로 삼으련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외부 전문가 선생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갚은 감사

를 드리며,부족하지만우리떤구회는 지속적인활동을 통해마음

속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계속 채워가고자 한다

2007년12월 성곽연구회장 남효대씀

6 만국성곽용어사전



《책을 내면서》

바람이 불었다.참여 정부 내내 시-회 각계에 혁신의 찬 비템이

불었다.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디.추운 겨울날 한여름의 반소매

옷을 입고 들판에 서 있는 기분 어른의 옷을 어린아이에게 입혀

놓은기분,사회각계는익숙하지않은혁신의킬-비람에봇내펌쉰 을

앓았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려하지 않는다 설령그 길의 끝에

약속의 땅이 있다 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낄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

이려 하지 않는다-

컴퓨티가 세상에 처음에 나왔을 때의 어색함을 우리는 기억한디

그러나 지금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불과 20여 전의

어색함이었다 그 어색함이 절실힘으로 바뀌는 것은 시대와 역시의

흐름이라 할 것이다.역사와 시대의 정딩한 흐름빼 변화할 줄 이는

것이 현시대를 실-이기-는 이들의 명제이기도 하다.

성곽 연구회도 이리한 시대의 흐름 사이에서 결성되었다.성곽

문화재에 대히-여관심 있는 사람둘이 모여 우리나라 성곽을 연구하고

그 결괴를 일반인들과 공유하여 올비-른 성곽의 이해에 도웅 되고자

히-여만들어진모임이다.최소한한달에한번정도는성곽을답시

하여토론하고지-료를수집히-며,공유히고자히였다.

그간 경기도(얀천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충청도(211족신-

성,심-년산성.상당산성).부신(금정산성).전라도(용장산성‘금갑진

(책을내면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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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울(서울성곽)의성곽들을 답사하면서많은 웃음과심각함과

동질감이회원들에게스며들어성곽에대한애정을나누었다.

약 17km가 넘는 금정산성을 답사하면서 흘렸던 즐거움의 땀은

잊을 수가 없다.꼬불꼬불 산등성이를 오르는 숨차 오름 보다도

우리나라성곽하나를알게되었다는포만감은느껴보지않은사람

들은모르리라---아쉬움도있다.2007년들어답사와모임의기회가

적어진것이그아쉬웅이다.초심대로성곽얄기를즐기면서했다면

하는 생각이든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국성곽 용어사전은 성곽연구회의 존재를

알리는 첫신호탄이 될 것이다 한국성곽 이해를 위한 자료를 지속적

으로 발간하기로 한 것은 성곽연구회가 아직한국성곽에 대한 애정이

초심 그대로 남아있다는 방증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무사히 책이 발간될 수 있음은

무엇보다도회원들의적극적이고창조적사고에의해서비롯되었다

할 수있다.특히 외부 전문가와문화재청회원간에유기적협력

관계는동료애보다 더진하고값진것이었다.이자리를 빌려회원

모두가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싶다.

또한,책발간을 위하여물심양면행정적도웅을 아끼지 않았던

김승한사적과장님과배중권사무관님 원성규사무관님에게도고마

움을 표한다.

8 한국성곽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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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800개가 넘는 성곽 용어를 정리하면서도 우리는 완성이라

딸하지 않는다.계속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정확하고 일기

쉬운 책들을 벨간하여 보다 올바른 한국성곽의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많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며‘성곽을 연구하는 다른 전문가

들의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책 발간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 첫 숨가락에 배부를 수 없다는 섬정으로 감히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증보

판을 낼 계획또 가지고 있으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깊은 관심과 넓은 아량으로 바라봐 주길 기대한다

바람이 분다.차가운 혁신의 바람으로 시작하였지만 훈훈한 훈풍의

바람이 불고 있다.누구도 입지 않으려히던옷이 이제 우리의 옷이

된 것이다 힌국 성곽 연구는 계속 될 것이다

2OO7년 12월 성곽연구회회원 일동 씀

(책을내면서)9



|《추천의글》 ·|

문화재청에 몸담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성곽연구회를 구성한다

고 할 때 내심 상당히 기뺏다.우리문화재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

들이 우리나라 성곽에 대한 실상을 직접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

를갖음으로서앞으로이유적을 어떻게보존하고활용할수 있을

까하는전문적인안목을갖출수있게되기때문이다.

2OO6년4월첫모임을 대전 계족산성에서갖게되었는데,집수

지 정비과정에서 목제가구와 함께 바닥면에서 수많은 백제토기편

및기와편과함께 칠기편이출토되고있어공사를중단하고발굴조

시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성곽연구동아리가 성곽과 정말 밀접한 인

연이 있었지않았나생각할정도로성곽사에 있어서 매우큰 업적

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성곽답사와 발표회를 거듭하면서 경험과 전문지식

을축적하다가드디어성곽연구회의첫번째성과물로r한국성곽용

어사전」을펴내게되었다.이책을 편집히-는과정을옆에서지켜보

면서가능할끼?하고우려하던것은잠깐이고.이와같은열정이면

충분히가능히겠구나하고오히려감탄하지않을수 없었다.이책

은 전문가들도 일찍부터 편친할 돗은 가지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선뜻펴내지못힌 것을그야말로새내기성곽연구회가끈기와 피땀

어린노력으로 이루어 낸 쾌거라 하겠다

처음에는 성곽용어만을 수록히-기로 하였으나,성곽연구동아리

전 멤버가 참석히一는 편집회의가 거듭되면서 성곽을 좀 더 쉽게 접

10 한국성곽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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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요를 첨기히-게 되었다.이 책은 처음 시

도된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눈에 띄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점은 점차 보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첫 걸음 치고서는 싱딩히 흘륭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방대한 용어해설은 밀할 나위 없지만 용어를 좀 더

쉽게이해하도록첨부한사진및도면지-료는쉽게접할 수없는 것

들로 이 책의 품위를 한 층 높여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이 책

이 소수의 소장자만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게생각된다.그리하

여,성곽용어만이라도 별도로소형책자로 편집하여문화재엽무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권고하

고 쉽다.이 책과 힘께 앞으로 성곽연구회가 펴내는 성과불들이 국

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성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보존히-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2OO7년 l2월 심 정 보

(추진의글)11



《책의혹칭과구성》 |

무엇을발간하여야하는가에대한많은논의가 있었으며,그러한

논의속에가장기본적인성곽용어를정리하지-는데의견을모았다.

우리나라에많은성곽들이분포하고있음에도성곽에대한이해가

부족한것도사실이며,한국성곽의이해를위하여일차적으로성곽에

관련된용어를정리하는데책발간의의의가있다하겠다.

일반인이성곽 용어를쉽게이해하도록간결히케 설명하고사진

및도면으로 이해를도왔으며,흑백으로할 경우 현장감 이부족할

것같아될수 있으면사진자료는 대부분 원색화보를실은것이또

하나의 특정이다.

책의 구성과 특정은 아래와 같다.

1.성곽개설

우리나라 성곽에 대한 개설 읍성과 왜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성곽의 이해를 도왔다

2.성곽용어

여기에 수록된 성곽용어는 800여개로 성 내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용어를제외하고성벽중심의용어를수록하였다.도면과사진을

실어일반인이용어에대한이해를쉽게하도록구성히였다.

또한,우리나라성곽종그원형과형태가가장잘남아있는화성에

12 한국성곽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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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설명을 히→고 화성성역의궤의 도면과 현재 남아있는 성곽

시설불을 조사히여 사진과 도면을 수록 성픽용어를 이해히쓴데도움을

주고자 히였다.

3.우리나라 성곽 분포현황

우리니라는 성곽의 나라라 할 만큼 많은 성곽이 분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위치등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문헌이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위치가 확인되는 남한

지역국가지정-지방지정 비지정 성곽 문화재 약 2,200여개의

목록과 이에 대한 분포지도를 일반인의시각으로 파악힐 수 있도록

수록하였으며 답사에 도웅을 주고자 구성하였다

2OO7년 12월 편집위원 일동

(책의특정과구성)13







|l우리나라성곽의이매 ;|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성곽의 나라”라고 할 만큼 많은 성곽을

곳곳에 남기고 있디-.우리 역사의 수많은 외침을 슬기롭게 극복

하는데 성곽이라는 구조물을 적절하게 이용하였기 때문임은 두딸

할 나위가 없다.즉 개인의 집에 담장이 있어도적을 막듯이 나라에는

성곽이 있어 외적을 방어하고 나아가 그 외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1.성곽이란

성이란 보통 성벽을 말히-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넓다.즉 성은

외적의 침입이니-자연적인 재해로부터성안의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위적 시설을 말히-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여기에는성벽뿐만아니라성벽밖에 설치된해자등의시설,성벽에

설치된각종 시설물,그리고 성벽내부에형성된행정,주거등의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사전적인의미로 볼 때,성곽(q폈”)은 城과 떼의 합성어로tllt의

돗은 본래 주민들의 생엽을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흙[士]으로 쌓은

[jk]방어시설을말히며,곽은도시의발전과확대과정에서생겨난

t成(內뼈 을 둘러씨는 外뼈을 의미한다 이는 나라[國]가 무기[치 를

가진 사람[l=l]들이 모여 사는 성벽으로 둘러싸인공간[口]으로 인식

되었던 점O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조선시대 패조 이성계도 “성(ih체

이라는 것은 국가의 울타리요 강포(패暴)한 것을 방어하고 민생을 보

호하기 위하여 없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2).

l)한국보이스까우트연맹 1989r혐많l의llMl잉|t셨送(上)」65쪽

2)李i혐%.「練했퍼5EijL」l‘太社l꾀1!}”l웹定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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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잉성지(梁誠之)는 우리니테흘 ‘성곽의 나라 라고 히았고”‘

빈-2110l濟평)유-헝원(씨|1經述)은 균읍(폐꽉)에 크고 작음이 있고 띤서

(j긋lr)에많고 적음이 있어도 IiL두기-보장(f싸|댄)이있이이:히는데‘

야기서 보징은 성곽을 밀히-고 성곽은 예부터 힘히-고 요히{힌 곳에

설비히。1국토를보진히는 것이 일빈적인규칙이리하여1)성곽의

중요성을 피력하기도 히였다.

비록 성픽의 의비가 시대와 장소에 띠라 조금씩 다르게 인식되었다

힐지라도.대내외적으묘 냐리외 권위흘 상징히고.지배집단에 의한

피지배집딘 똥치의싱징이 되기또 히-였으며외적을 방어히-는 팍력을

표한히-고,원-깅-히-고 팽포힌 내부의 적대 세력을 콸리치는 구실을

히였다5).

2.기원

성곽의 벨생과 관란하여 일빈-적으쿄 농경집단이 유꼭죄딘의

약탈효부터 생!성피 재신을 지가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넓은 농경지를 가진 배후의 낮온 구릉

위의 성곽들이 기정-오래된 것으로 띄고 있다 중국에서는 히(꼬)왕조

때에 성곽을 축조하기시작히였는데이‘r1Pl1物관」따르띤 “우(l펀)임금이

성(Ulm을민들이강한것은공격하고익:힌것은지커미대적히는 것은

싸웠으니,성곽(싸젠)은 이포부터 tl1풋힌 것이다”리고 하였다

또 이보다 잎서 우의 이퍼지인 곤씨U이 월6l객〕의 성을 썽이 인군을

호위하고곽을지어서벡성을지줬다는 rjbl과판↓k」의기록또있디?)‘

싱대(따代)에는 둡페가 6960m에 달히는 대규묘의 판축토성Ofk찢

土t쩨이 축조되었다 이 성은 중국 히-남성 정주시에 있는 싱성(따j

3)데이ll太 ll1쩌」**3 ‘t|lXlY三Fj1i띤

tl)씨1폈섹 rU%i것Pii싸」천2tlj딘|1|1Ilj짜lllXr미1쏘

5)시을득씬시시민낀우l윈호l‘2OO4r시판의싱씌」l6팍

6)l1l|핑jkE찢}C뻐짜찢ji싹빼 싸이?4]채 l990 rl|ll굉l셀찢뻐jk」27쪽

7)국lE?1구원장김 2006r션ιn」;j」90~9l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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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lX)이펴 기원전 l.500년 전에 축조펀 것으토 추정된디β),이후 기원

전8세기경춘추전국시대의개막을 211기로 대규포의축성휠동이

휠빌히게 이루어졌논더1대부분의 성곽은 벙-형 내지는 정방형의

평면형태이며성곽탱렐(JUX웬ii갯l|)형식의배치렬갖추었디j)

우리나리의 경우는 ‘잣’ ‘재’라는 순수 우리말을 똥해 성곽의

받생을 엿볼 수 있디」0).짓’과 ‘재’는 힌-지 ‘성(1成)’의 우리띨-

훈(5lll)으로 음(홉)은 원래 ‘성’이라히였디.또 고구려의 ;구루.라는

명칭과 ·홀’이리-는 지멍이미 신리의 ‘건모리(f젤겐젠)‘는 멍칭과

·별(ft)’·‘불(”|;)’이리는지명이미‘백제의 ‘지〔只)‘나 기(ll&).등의

지땅이미가 있다 이와깥은순수우리발이있다는것은우리민족

스스로가성곽의 필요성을알고축성을하여왔다는것을반증힌다

동시에 우리니라의 성이

중국과 그 계통을 달리

하고 있는 증거가 되기도

힌다ll).실제로 우리나라

에 있어서 성곽의 원초적

형태인 해지-(l갖추’)와 꼭

책(木*|1lf)이 부여 송국리

등 선사시대의 취락유적

에서 획인된다l2).이자템

청동기시대에신전이니신성구역을포함하는지배지의거주공간을

송국리목잭상상도(부여군 2OO623쪽전재)

둘러싼 성이 축조되었음을 일 수 있다.

문현상의자료를살펴과띤.기원전2세기경의 기확이넘-아있다

r핏記」떼l빡댐에 ;힌(j꽃)이 위만(術i패)을 전공히야 왕겁(王險)에

이르니우거(후1-떻)가성을지끼고있었다고히는 것으로보아고조선

딸기이전부티성곽이있었음을알수있다 이왕검성은현재의평양

8)iU;짧l1U‘퓨염 lλll민쟁 S$ 1993rr|1샘헤illi의Ji써파 %ii」l6~2O작

9)국떤문화재인구소 2005r증국 고Cl|도성3E시보끄샤」143;

lO)지용침 2002r보은의 성꾀」,47쪽

ll)사용침 2003「I 시1관」「京짧펴의j써’”」경기운파시|단 l4역

l2)부여군 2006r}λEfXfh!1↑大뼈J26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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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추정될 뿐.고증할만한 지쿄는 이직 니티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後펴τ니」폈떳갖|1f팎에는부。-1υ페쏘)를표힘한심힌의성픽에

관한 기꽉이꾀인디-부띠는 ‘꽉책에||0으쿄 성Olk)을 삼고궁실괴칭고.

뢰옥(팍짜U이 있다 고 히았으니.n1-한(),니꾀)은 성곽이 없다고 하였다.

또 진한(μ센)과 변한(윤센t)은 성곽과 의꽉 등이 검은데 성책(1l씨||||)괴

옥실O좁펴)이 있다고 히았다

3.조 근。 TT

우리나리의 성곽은지형적인조건과지역적특수성,기술의딸딛-

등 복힘적인 요인에 의해 。1라 기지의 표잉의 성곽이 받달히케

되었다.성은 거주주지1,시용목적 지형.지리적 위치,축성지}료,

평띤형싱-‘중꽉 。1듀L등다양힌 기준으로 그종류를 니-누야괄 수

있디.

1 성곽 개설 19



이렇듯 디잉:한 성곽의 종류 종에서 우리나리에 단연인 것은 산성

이다 우리나라는 심국시대부터 고려외 조선시대에 이르기끼지

외환(까펀)과 전런(패짧Q이 계속되았다 이런 외-중에도 능히 국기적

1uM L 。지 한 /= 。1어 더
T「 l료 」 ’

것은 오직 신성제도(lL|城

制많)때문이리고 평기-”)

될 정도로 중요한 낄쪽의

큰 산줍기나 요충지‘도성

을 비롯한 종요한 고을괴-

국정‘해인.강안의 산에

많은 성이 축조되었디--

정익:용(TrFl찌|f.l762

靈짧뚫3繼옳활
고로옹영 신용잉

짧빨 짱醫
시모용명 nf인용엉

신성축조에유리한지형

(심정보,2OC481쪽전재)

l3)r꺼씨l大;l;〕‘l짜」천46 26fFfE l2꺼 「Y-{IX Jk꽤 |1-l폐以↑iIS‘1핸之쑤 씨fJL|{l{iil

￡‘〉tlilffll쩌能文{‘7;r%)!iEF!llllllι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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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836)은 산성을 축조히-기에 일맛은 지형을 4가지로 구분히았는

데1l)‘고로봉(1뛰fl|1쏘)·산봉(체lhf)·시-모봉(沙1|l널lll딸)·마안봉(!샤텀

峰)이디.고보」강형은 시-벙-이 높고 종앙이 얄은 지형‘즉 분지지형으

로 남한산성이 전형을 이룬다.이 지형은 성 밖에서 성 내부의 상황

을 살피기 아렵고.풍부힌수원과 넓은활동공간을 활용힐 수 있는 장

점이 있어 네기지 지형 중에 최상으료 평가된다 산봉형은 꼭대기기

평탄하고 넓으며 시망이 절벽괴 걷이 급격한 경시를 이루고 있는 지

형으로 글자대료 띠능의 헝태를 띤다.사묘봉형은 배후에 장대G1정

첼)를 둘만힌 봉우리가 있는 밀짚묘지-흑은 시모관대외 걷-은 산세를

말한다 따안봉형은 2개의 산봉우리릎 연결히이 마치 말안정처펌 생

긴모양이다,이리한지형에따리성벽이쌓아진모잉으로꼴l대,고

로봉형은 포곡식신성에:산봉헝괴-미-안봉형은 테꾀식산성에,사

모봉형은 복힘식 신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넨

고로봉형의보은심년산성 사모봉형의용인할미신성

4.*X 바버τtr」- 。 a

성곽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입지조건.군민의 수에 띠른 산성의

규모,주변에서조달할수있는축성재효.재료운송수딘,축성지후1

감독 관리 주체의 선정,축성에 동원될 fl;-동력확보외-소요 식링:및

l4)l김씨l「li렌,씨」rF1니껴;;;4、11!써따」3 짜lllf;l까

l5)힌악lrL이스가우르민맹 l989r템텅1의 jlUliJ’ltf값(l)」7l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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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등이세빌히-게 검토되어야 한다l6).

성곽의축조에서가장중요한것은성벽을쌓는기술에있었는데,

성벽을축조히는 첫번째단계는기초(tlk앓)를만드는일이디-기초는

지표띤의부식토를 생토층까지파내고일정힌 너비를잡아펑탄히

하거나,그평탄한 면에성벽방향을따라흠을파서성벽이밖으로

밀리는현상을방지히였다 이때기초와체성(삼원l찌이견고해지도록

기초위에점토를사용히기도하며 석축으로기단부를구성히기도

하였고,경사면을 이룬기초의바깥쪽에별도의보축아벼찢)을마련

하기도하였다 이렇게기초가준비되면성벽의벽체를쌓았다.

벽체는토성의 경우산경사면을 L’지어l가깝게삭토(힘|j士)히여

바깥쪽은 높고인-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벽면을 구성하는 삭토법

단순히획정된기초의내외면을 η지형으로피내어흙을성토많土)

하여성체를 구축히는 성토법 그리고 나무기둥을 세워구획히고

서로다른종류의흙을교대로다져넣는다져판축법(1tJi찢1공)등을

사용하였다.또 판축처럼거푸집을 만들어 칸막이를세우고흙을

채워 다지는 벽보(담한깐)의 방법도 이용되었다.식토법은 공력과

시간을절익: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성토법은 우리나라고대의

성곽축조에서기-장보편적인빙법으로 평지토성이나태외식산성

에서많이이용되었다.

Ll 「 ←- fit j

협영찢쭈용한휴」l
홉판rf體1

영정주를 이용한판축 부여부소산성판축

l6)심정IE 2004rq1씨1신성의이해」l3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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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 성곽의 정우 협축(했찢)과 내탁(|치任)의 방법으로 나펀다

협축은 성벽 안팎을 모두 돌로 쌓이 내외협축이라고도 힌디 성벽을

쌓는데 많은 노동랙이 요구되었을 뿐만 아니라→오랜시간이 걸리기는

히지만 일단 축조하면 매우 견고히였으므로 한재까지도 님이있는

경우가 많다.내탁은성벽바낄쪽을돌로수직에가깝게쌓아올리

면서 인쪽으로는 치츰 작은 돌과 부스러기로 채우고 기→장 안쪽에

흙을 넣어 다지는 벙법으로 외축내탁이라고도 한다.산성이 많은

우리나라는 지형상 경시카 가피-른 부분에는 내린을‘평지나능선

안부(1lF짧 |3)이1협축을 많이 시-용히였다.내탁은 공역(I앉)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백제시대 석축

산성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퍼힌 석축성벽의 축조

벙법은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조선시대가 되면 평지에 조성

됨에도 불구히고 읍성의 대부분이 내틱의 벙법으로 축조되고 있어

전통적으로 내턱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l7)

5.시설

앞서 언급히-았듯이 성곽은 성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닌 여러

시설을 포힘한다.주요 시설물로는성벽괴 성황(城|젠,성분,여장

(女l쁨).옹성(짧t成)곡성(曲t成),적대(페k휠-),치성(짜EJ뼈,암문(l1숍|1덕),

수구문(水l=1門)등이 있다.

성황은 해자(tX字,j따子)

또는 침호댐!戶).구(湖)라

고도 히는더l.성벽 밖에 자

연적으로 형성된 히전이나

인공적으로 펀 도링-으르

풀이 흐르거나 고여 있는

것을 해지-니-호(t豪)랴히고서울용마산 2보루석축성벽

l7)지용낄 2002 r보은의성픽」36~37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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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마른 도랑을 황(P쿄)이리

한다.판축 토성의 경우 성벽

기초의 내외를 파내는 구조상

의 특정으로 내황과 외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뻐).이

시설을 통해 적의 침입시 성의

방어력을 높였다

성문은 성의 안팎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평상시 출입은 물론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곳이다.구조상취약하기 서수원화성의화서문
때문에 이른바사다리를 타고 (r화성성역의궤」전재)

올라가야 하는 누다락문인 현문식(經門펴;)의 구조가 발달하기도

하였으며,성문을보완하기위한옹성·적대등을시설히-였다.옹성

은 성문의 비-깥쪽 앞을 돌려막이-성문을 방어하는 시설로 삼국시대

부터 축조되었다.그 형태에 따라 만원형 방형 등으로 나뒤고 출입

구의 위치에 따라 편문형 중앙문형으로 구별된다 적대는 성문

좌우에 성벽을 돌출시켜 쌓은 구조플로서 성문을 보호히-기 위한 방

형의 시설을 말한다

옹성과적대가성문의방어력을높이는시설이라면,치성은성벽의

방어를 견고히 하는 시설이다.즉 방어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정띤 뿐만이니라 측띤에서도 공격할 수 있도록 히-는 시설이다.

이 치성 위에 누각을 설치하였는데 포루야따쐐) 적루(敵樓)·포사

(純출)라고 하였고‘포(따)를 설치히여 포루 ·석루라 불렀다.한편

도성(휩씨찌이나 읍성(몹b찌에 치를 설치하고 누각을 세우떤 성우

(야m웹 ·궁우(핀偶)·각루어1樓)라 하였매9).또 치성이나곡성에 적이

접근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성벽에서아래가 내려다 보이도록 성벽

맨 윗부분에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얹은 미석U읍石)에 구멍을 뚫은

l8)심정ld2004 「백제 신성의이히|」104쪽

l9)호}국브이스카우트얀맹1l989‘「1셈많l의Mr1’과%싫(」-)」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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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고모신성성벽내탁과수구 。l시 서미A}서 X1〈저
口 근 。 1」 。 닙 T 。

현안(싼|3R)이 만늘어지기도 하였다.

여장은 성벽위에 설치하는 낮은 팀으로적의회잘로부퍼는上을

피하기 위한 방어시섣로서 여담,여성(女j많),여원(女tEt),타(j치),

성가퀴‘살받이터라고도한다 조선시대에는 체성에 여장을 시섣히는

것이 정해져 에외없이 설치되었으며 여장의 수와 합하여 입보히-는

인정(人T)의수를빚추도록하였디JO).형태에따라평여장(平女쐐),

철형여장(1쓰I形女j쁨),원여장(l장l-kt셈)이있다 암문은일종의비띨통로

로서 평상시에는 믹아 두었다가 적을 lj1밀리에 요격하거나 습격할

때.사용히는 시설이다 이밖에 지휘와 관측이 용이한 곳에세운

망루와장대(}|영훤),보다높은곳에서활을쏘기위한노대(쩔훨)!

공격과갑시룹위해속을비우고높이쌓은공심돈(또心t뼈,봉회플

피우기 위한 봉돈아엠셋 등이 설치되었다-

하지만무엇보디도성곽의대부분이산성인우리나라는식수원을

확보히-기 위한우물과 집수정등 치수와관련된시설이성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산성의 엽지선정에 있어서수원의확보는

기-장 기본이되었기때문에샘이니-우불의여부가제일먼저고려

되었다.그러니 최적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히-고 풀 확보기-。1의치

않을경우밖에물을끌어오거니-우-물을파기도히였고,또불을묘이-

두는 집수정을 축조하였다 성 안으로 블을 끌어들이기 위해 취수구

(펴씨(1=l)를f넘치는불을밖으로내보내기위한H}1수구떠|:水[l)등의

수문(水|꺼)을 미란하았디

20)Iλ1[이llil995r따tFRlkElli의6lf쪼」tl24~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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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때에 옹성과 해자 적대가 의무회되었을 정도로 이러힌

성곽의 시설은 기-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입지.기능에

따라 생략되는 시설도 많았고 낼도의 특수한 시설이 부가되기도

하였다.

6.발전

고대국가가 성립되띤

서 왕경을 포함하는 도성

제가 성립되었으며 한국

적인 것으로 정형을 이루

게 되었다.삼국은 모두

강이나 하찬을 낀 평지성

과 배후에 산성을 구축한

특별한 전통을 갖추었다 집안국내성성벽

북방에서 영토의 확장과 국력의 증강을 꽤하였던 고구려는 일찍부터

축성술이 빌달히-였으며 심국시대 이래 우리나리 산성의 주류를 형

성하였다.고구려 초기의 성곽은 대부분 험준신 지세를 이용히-여

산꼭대기에서부터 골찌기에 걸쳐 정연하게 성돌을 쌓아올린 형태

로 평지성인 왕궁과 배후신성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다가 평양 천도

이후 산성과 펑지성이 걸힘된 새로운 형식의 도성체제를 갖추었다

이외에 고구려는 교통로의 요총지에 해당히는 협곡에 차단성을 쌓고

높은산정에 군사적 조망과 봉수대의 기능을 히는 보루(짧폐)등 기

능적측면을강조한성곽을많이축조하였다2l)

삼국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곽을 축조한 것으로 일려진 백제는 궁성을

포함하여 배후의 산과 시기지를 포필하는 나성(歸j뼈을 갖춘 독특한

도성 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니성은 고려와 조선에도 이어졌다.

신리-는 비록 삼국 기-운데 가정 늦게 성장하였으니 견고한 성곽

2l)정기도벽란관‘2005r우리싣의고구려」l60쪽

26 한국성곽용어샤전



축조플 통해 심-국 통일을

이룩하였다.통일신라시

대에는 오소정(]i/j、짜)이

정립되띤서 낮은 구릉의

읍성괴 그 배후의 산성으

르 이루어지는 배치가 정

헝회 된다 실저lEE종원

집안환도산성성벽 정(마lEfl京)인충주지역에

는평지의충주읍성괴 배후의충주산성 대탬신-성이축조되고,서

원경(띤젠떤)에는 청주음성괴 배후의 우암산성과 상당신성이 짝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고구려식 신성엽보의 방법이 넘쪽으로

확대되띤서도읍의기본적인구성은물론지방도시끼지검은계획

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디.

통일신라시대에완성을 본 축성술은 고러시대기 되면서 읍성괴-

신성이분리되는앙싱이두드러지게되었고‘신성은대규모의대피용

으로 이용되었디.읍성과 신성이 분리되띤샤 신성은 보디 힘히고

높은곳에축조되었디.뿐만아니리-성벽의높이기-낯이지고성벽의

너비도 좁아지피 성돌도 규직성이 흐트러졌디.

조선시대에 뜰어외서는 성곽의 변화기-크게 일어났디.조선 호기

국정지대에성곽축조가 집중되었고‘내흡에는읍성이대대적으토

축조 정비되면서LH륜신-성의가능이점치싱실되어갔다.또화익:과

회포의시용이증기하띤서성곽은성벽이낮아지고옹성과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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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플 동반히는 시설렐이 증기히았지만 신성은 규모가 큰 성곽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삼국시대이래료 사용 되어온 규모기-직은 신성

들은 폐성되었다.결괴적으로 왜린괴-호란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내게

되었고조선후기에들어도성의방비가강조되었다.넘-힌신성,북한

신성,강화도일대에대대적인성곽정비가단행되는등한양을중심

으로 한 경기지역의 성곽과 행궁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싱-황에서

축조된 화성은 한국 성곽 기술의총체적 집합제리고 할 수 있다?2).

도성과 산성 이외에도 우리니리에는 장성(끓城)이 축조되었디‘

기록상으로 백제가 북방의 침입을 저지히가 위해 쌓은 청목령(좁木

짧)~서해에 이르는 징성이 기정-잎선다.이후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았고‘신라는패강(펴[[)장성과동북장성,관문성(1쐐1ljlljjlm을,고려

시대에는 암록깅 입구부터동해안의 정펑(파’平)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다.이둘 장성은산성들을 연결하는 구조로 중국의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디.이러한 전통은 세종때 입록강과 두만강

방떤의행성의축조료이아지는등역시후대까지제속되었다

7.특징

전국 곳곳에 남이있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성곽은 그 하나하나기-

‘역사의 매듭’23)이요,우리 ‘역시-의 비밀칭고’24)이다,힌곽 성곽의

가장 픈 특정은 통치지-와 피통치자 R두를 위한 공동-의공간으로서의

생명의 보루였디는 침이다 때문에 험준하면서도 인전히고 넓은

공간이필요했고,지형에따라축조하여다%댄l모습을깃거1되었다.

선조들이 인식한 고로봉헝 ·산봉형 ·사보봉형 ·띠-안봉형이 우리

성곽의가장큰특정이다.산의봉우리와능선.계곡에성픽을쌓고

지형적 약점을 보완하는 각종의 시설을 만들었다.반대로 지형을

22)자용겸 2OO3「l 새핀」r파쐐피의lh싸1’」‘정기문화Xll딘‘2)~23역

23)빈영환 l99lr한국의성곽」122짝

24)자용걷 2002r보은의성곽」ιl3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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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앙적성산성출토석환 집안 오녀산성 성벽

최대한 이용히。1옹성 ·치성 -망루 등 벨도의 시설을 띠-포 축조히-지

않음으로써 성픽 축죠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칠감힐 수도 있었디.

또 우리의 성곽은 생젤-공긴이 확쁘되는 지배층괴 피지배층의 공동

공간이었으므료 유시시 비전투랙인 일빈 백성들이 전투에 침-。1함

으로씨 빙어펙을 증가할 수 있었디 많은 성곽‘특히 신성 내에서

획인되는 。1러 크기의 넷콜 무더기(石j니는 전투기술을 습득히지

뭇한어린이나여성들을포힘한백성들의우기가되었을것이디.

이처램 사람의 힘을 기정 적거l들이고 적을 땅어할 수 있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힌 휠용하여 평지성괴 배후성의 배치 싱태플 깃추있디--

펑지성의 경우 대개 앞쪽에 웰을 이용해 전떤의 저지선을 민들고

배후의 산에 산성을 동반히-여 이른바 기각지세(}쉰끼之함)콜 이루

었디-.이러한 배치를통해 하나의 성곽이 적의 공격똑표기 되면다른

성플이 적의 배후릎 공격할 수 있도록 히-였디.특히 생어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 산성괴 평지까지를 포힘히는 신성과 니-성을 결힘한 똑특힌-

도성제도를 성립시키기도 하였디

우리나라 성픽의 또 다른 특정은 돌을 이용한 축조기술의 밀달을

늘 수 있디~.룹콘 주떤에서 석재룹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회강임이

라는 임질의 석지}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러운 일이었디 히-지띤 힘축

이었던 내탁이었던 벙-뱀에 관211없이 그리고 인공으포 다츰은 석재

았딘 지-연힐석이었던재료에 관계없이 성벽 비깥 변을 정JIl히게 짜

맞추어 매우 견고힌 성픽을 축조히-았다

성곽의 구조싱으로 펄 때도 우리나리의 성곽은 부대시설의 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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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산의 능션을 최대

로 이용하였으며 매우 독

특한 형식의 시설물도 갖

추고 있디- 계곡의 증앙

부엔 수문괴-성문을 설치

하여 통행을 편리하게 히→

였고,성문은 평거식,겨1

단식,현문,“S”지로굽 부여성흥산성성벽

어드는문,암문등 다양한 형식의문을갖추었다 또각종양식의

옹성과 수구도 불 수 있다.이와 낌은 다양한 성곽 시설물의존재는

그만큼 기술 응용 에 있어서 지형괴-기능을 최적으로 조화시킨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성곽을 쌓는 이유는 정신적 안정이거니재산 보호,또는생땅의

안전 등 이주 한실적인 것이었디--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원초적

필요성은 인간의 삶에서 기정-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지띤스럽게

성곽은 우리 주댄의 지형을 고려하여 보다 인잔한 곳에 보디-견고

히게 쌓아졌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달히면서 성곽에는 보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방법과 시설이 선택되어 우리니리-성곽만의

특정을 갖추게 되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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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율성{물城}의이때 ·lw

1.개요

읍성은걱고을의군사,정치,경제,시회,문화의중심지로서고려

시대 후기 왜구의 침할을 펙을 꽉적으토 축조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부 ·복 ·군 ·현O行 ·收 ·폐 샘)은 도(펴)

산히에있는벙열의단위로서통례적인E잉칭을고을(한)이라히고그

지방펀들을 총칭하。1수령이래 부르는데 이 고을을 에워씨서 축조

한 성곽을 음성이리 칭히고 있다.그리하여 각종 지리지 중에서

「동국여지지」갇이주성 문성-한성(44411￡-1폐jR-!l!%l成)으로 표기

하고 있는 에도 있으나‘대제로 『서1종실록지리지」에서 읍석성(펀石퍼Jm

EE는 읍토성(l던土디lm이라히여 읍성에 축성재료를 벙기하여 기룩한

이래대부분의지라지에서는이에따리음성(l꾀)lm이라표기하고있다

r서1종섣록지리지」에의하면‘딩시3357H소의행정구역증음성이

수록된 것은 967H소로 나타니고 있으며 이를 도별토 실펴보띤

충청도 l5개소‘경상또 277H소,전리-도207H소,홍1해도4개소,

강원도6개소‘평안도l6개소,함길도8개소이El--

또한‘이 음성을 「신증동국여지승림」에서 찾이-행정구역과 비교

하여보띤,당시의행정구역330개소중읍성이있는곳이l607H소

이디--그 중에는 2개소 혹은 3개소의 성곽이 있는 지역도 있어서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벌휘하고 있는 것이 l90개소이디.

힌-편,「여지도서」에는 3347H소의 고을 중 음성이 있었던곳은

107개소로 수록되어 있어,「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읍성 수보다는

싱당수기-낌소히-여나티-니고 있는데‘그이유는 임란등의전린을

겪으띤서 싱딩-수기-펴괴된 네에디-그 후 수리흘 히-지 않음으료 인해

형처1민 있고쓸모기 없게 되릭해 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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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성축조에있어서 입지조건은 넓고,펑펑한 곳과수천(水폈)이

풍부한 곳,힘조(|險liEO힘에 의지히는 곳과 교통이 펀리히여야한

곳.그리고 정작지기-기낌고 비옥한 곳이 고려되었는데,이것은

읍성의축조목적이「유시(쥐최5)시에는성문을굳게딛고 벙어하고,

무사(끼댄젠)힐시에는힘껏플로니가 받을기는것」이므로,백성들이

입보(入保)하여오랜기긴 머플 수 있으려띤,풍부힌 수원(水싸i)과

백성들이 거주하고 관시-(피·兪)및 칭-고를 설치할 만힌 적딩히 넓은

지형이 요구되었던 것이다.이것은 읍성을 축조히-게 된 목적이 이제

끼지 피난을 목적으로 히는 산성에서의 소극적인 벙어 처l계에서

벗어나 연해에서 직접 치단히려는 적극적인 벙어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히는 것이라고 히겠다%).

또힌,이는세종l6년에최윤덕이「성터기-비록넓고험고히더리-도‘

그안에샘물이없고저축힌군량이절핍되띤관게지걸수없디」고

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음성의 축조는 군사적인

목적이 강히케 내포되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읍성의 축조는 조선시대 전기만 하더라도 토축괴 석축이 벙행히

여 이루어졌으며.처1성은 도성의 축조기법에 따라 경시떤의 내탁부

가 이루어지도록 축조히-였으나 세종 20년에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을반포히석,제성을모두석재로쌓도록하고,토사로이루어

진 경사면의 내틱부도석재로계단을 이루도록히여,읍성의석축

회-가 시행되었다.

웅전읍성동벽내벽(죄 외벽상부에 미석이잔존 우 내탁부석재를계단상으로구축)

25)심깅보 l995lr힌글f음성의인구」학연문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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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음성

또한,같은해에세종은 적대(歐훨,)‘옹성(쩔l成),연대이괜필)의

도본을 내려중요 벙어시설을 설치히도록 하였디.그러나,석축회

한이후오히려축성왼-료후단기간에붕괴되는현싱이진행되므로

세종25년에이보흠이싱소하여다시도성축조기법에의히-이체성을

축조할것을건의히기에이르렀디

읍성내에서기정종요힌건물인이들객사.이시-,헝:칭은걱기중앙

정부의왕,고을의수령,그리고고을의향민을싱정하는건풀보서‘

음성내의공긴구조의3핵을형성하였다.객시(휴섬)외이시(術깜)기→

보통읍성의증잉어l위치히았으띠,기티공무수행에필요한행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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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4블들이 아사 잎에 군을 이푸고 있었다.객시-와 이시-는 단일건룹이

이니라 따라 건물의군으료서 이시-의 정우수랭의 집무소인동헌

「撥:샤

나주음성 객사 무장음성 객AH송사관)

나아은서 도허
」 닙 。 。 」 무장읍성동헌(취백당)

남포읍성외아문(진서루) 나주관아 내아

연천읍성 군자지(집수지) 해미음성 관아지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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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칭을 비풋하여 주거시설인 내아(1치↑파)등으로 구성되어

있았디 그피고각종창고기위치히고 있었는데,용도에따라음창‘

군기고.회익고,시창,수띠고(需米떠도)‘흰칭-(패쉽)등이있었다.

읍성내의 전체적인 기쿄밍 형성은 성분 개설에 띠리 헝성되어

동문 남문‘서문이 개실되었을 시는 성내의 기-호1딩은 T‘지-형을

나티내어 3교치효의 형태기-되었을 것으로 보이ILl.동문과 서문만

개섣되었을 시에논 도료밍은 ·→‘지형이 되었을 것으료 보이는데‘

지얀발생적이1ll‘불규칙적인 요소를 많이 칫아볼 수 있으펴‘우회보

빅힌 골목들이 많이 시용되었다.성곽 내외에는순환호를 만들었고

굉-징으로는 객관 잎의 중잉광장과 고[익을 위한 성문 잎-굉-징 등이

민들어졌다”

‘ 남원읍성 고지도

(주요건물배치및 ‘十1자헝도로가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읍성 내의중요시설로서 각기중앙정부의왕,고을의

수링‘그리고 고을의항민을 싱정히-는 건물로서 객사‘이시.헝:청을

배치하고.교육.시상‘문화의 종심역할을 탐딩한헝교와 서원을 두었

으며.제사를 위힌시설로서분묘.시직단.이단,성황단이있었고,

군현에띠리읍성내에읍시(펀FU)가개설되어있었는데,이는태조기-

26)신정파‘1996「죠선시대;i서시1앙인히|읍성의 기능이|내힌 고싼」「호λ|4A회아카L」시1l4

선 5?북디|핵고l호서관-β|인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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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위 3년9월에 한잉을 신도(*쇄%)의 터로 정힌-뒤에 가정 먼저 취한

조차가 펀문히-부시 권종화와 관심시-사 정도전 등을 힌잉:에 보내어

종묘 ·시직 ·궁궐 ·시장 ·도로의 터를 정히거1힌 것과 같이 도성의

중요시설을 축약시켜 놓은 것이니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리히여 읍성은 각 지역에서 중심역할을 히-는 중요힌 문화재일

뿐만 아니라 학술상으로도 기-치기-높이-대부분 국가 사적이나 지벙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디--

2.방어시설

1)성문(城門)

성문에는 정문([E門)‘간문(!ll터Fl1),암문(1l흡|1다),수문(水fll1)이있다.

성문의 수는 성곽의규모 축성 목적 지형등 제반 여건에 띠라 정해

졌다.성문의 형식에는 개거식(1洞握式),평거식(Z|냐챔式),흉예식(파

첼式).현문식(}란마꾀)이 있다.

홍예식성문(해미읍성님문) 누문식 성문(보렁음성 님문)

수원 화성 동암문 화성 화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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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2)여장(女增)

。1장은 그 역할이적의 화살토부터봄을피하기위한 방어시설

로서‘「화성성역의궤」에고제(1hHill)의o1장의규모는높이기6척이고,

넓이가 7척이리 히-고 있는데 이 규모는 높이기-l873cm‘넓이가

2l8.5cm로 환산할 수 있다.그런데.조선시대에서는 성체에 여장을

시설하는 것은 규식화되어 예외없이 여장을 시설하고 있으며,이

여장의 수와 입보(入짧)하는 인정(人T)의 수를 맞추도록 히-고 있

다.즉 선조는 매 여장마다 3~4명을 배치히고 이를 정부에 기록하

도록 히-고 있는데,이에대하여중국은「기효신서(紀치新렵-)」에의

히띤 매 여정미다 1명의 담당 군시플 배치하고 있다.

3)치성(雄城)

치성은 성 밑에 접근히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이하기 위한 시설이

디.그규모는진띤15척,좌우각20척의규모를제도로정하도록

히-고있으띠,거리는l50척마다1개소씩설치히-도록히고있다 따

라서 이휠 포백척(7UFFlR)의 기준치인 4673cm를 적용하여 환신-해

보띤 전떤 7m‘길이 9.4m의 규모임을 알 수 있으며.7Om마다 설

치히고 있음을 일 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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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축조후에덧대여
축조하였응을 볼 수 있다)

하동음성 동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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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옹성(寶城)

옹성은 적의 침공시 기장 취약한 성분을 꾀강히기 위한 시섣포서

성석(tlKE)은 모두 얀석(서iEl)I무시석 (it(1少건)]을 시용히이 축조히JL

있디-,개구부는종잉-또는죄,우힌-쪽에시샅되어있디 -옹성의~l

길이는 50~60척정도쿄 성문에 섣치힌디-고 히。1포백척의 기준치인

4673cm플 적용히여 흰신해 보띤 옹성은 길이 234m~28m의

규모로 시설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대정현성 북문지 옹성 하동음성 서문지 옹성

5)해자{海子)

해자(沙子)라고도 히-며성벽주변에 인공적으료 땅을 파서 고땅을

LH거니 지얀히천 등의 정애물을 이용히이 성의 방어력을 증진시커는

시설이다.이해지-의규모에대히여.유형원은r반겨1수록(l짜찢펴짜)」

에서.해지-는 성 밑에서 4장(3t)

밖에굽착(펴勳)히마 해지-의넓

이는 반드시 ιl장 깊이는 2정이

싱으로 히-고 해자 주변은 반드

시 벽돌로 쌓이이:한다고 히이

그 규포 및 우미장(Z|끼l죄l섬)시섣

에 대허-여 안긍히고 있디 a똥음성우마장

이를 주척O판jJ치)에 대힌 「정곽대전(젠|꿇l大씨)」기록의 2104Cln콜

적용하야흰신히띤.히l자는성벽에서8.4ml칠어져이히띠,그규표는

84m의 넓이에,깊이는 4.2ln이싱으로 시설토록 히고 있음을 알

變盧혔뚫
뺨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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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중국에서는 「통전(通껴↓)」에 의히→띤,해자[성호(城據)]의

규모를싱부폭2징-(3t),깊이1장,하부폭l장으로한다고하고있어,

이를환산하면해지-의상부폭은5.6m~626m,깊이2.8m~3.1m,

하부폭28m~3.lm로환산할수있는데 대체로규모면에서크지

않음을알수 있다.다만 성문 전변에해지-가굴착되어있을 경우

에는 적교(펴橋)또는 조교(침橋)가 시설되어 있었음이 파악된다.

해미읍성 해자 해미읍성해자적교(복원)

진도 남도석성 해자 홍교

제주읍성에는 “널다리를 해자 위에 걸쳐 인마(A펀)를 통하게 하고

양변의 나무인형에 쇠줄을 걸어 놓았다가 성에 오르면 줄을 당겨

다리가 들리게 히-였다.”고 하고 조교@]橋)를 들어올리고 내라는

임무를 맡은 37명의 군사가 별도로 편제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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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참l橋)기-실제로 존재히았음을 알 수 있다.

‘ 크로아티아 드브르브니끄성 성문 조교

「〔않;;《

.를흩닐

」눈

tl→二 1

‘포르투갈리스본엘램탑조교 개폐장치

‘A

6)헌문(戀門)

현문(다락분)의 정우고려시대에나주금성산성에설치힌기사기-

있으며,조선조에는중국멍(미1)나리의 또본(뭔*)에의히여분종대에

의주성에시섣하고있는데그내용은밝혀진바없으며,디만《묵지

(웬子)뻐1수록된 비와 길이 증국식 제도의 한문은 성문에 겹문을

매달아 놓고 수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으로 2개의 겹문을 모두

올려야지만 통행이 가능한 것이다 따리서 금성산성의 예에서와 같이

현문을내려야지만동행이기능한고려시대의현문설치빙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흠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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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lw

1.왜성의개념

전국시대(i따l렐lH칸代)의 흔란기를 수습히고 일본의 국내통일에

성공한토요토미히데요시(벨l쥔秀띔)는 오랜기간의씨움에서 얻은

저1후들의깅-력한무력을해외로방출시김으로써국내의안정도모와

신흥세력을억제하기위하여대륙전략을시도하였다.

선조 24(159l)년12월경토요토마히데요시는 한반도와 가까운

큐슈의 나고야성(名5탤패)에대본영을 설치하고1592년3월에는

이곳에20여민-의 대병력이 집결하여 원정군을 펀성하였다.선조

25(l592)년4월 13일코나시유끼니-기(小i퍼行꿇)의인솔 하에지ll

진의부대가이끼(숲U成).쓰시마(폐,띤烏)를지니선조25(l592)년4

월l4일부산포에싱-륙하여침공을개시히-였고 이어서4월17일에

2차로가토오기요마사이마段情]l;)기‘4월l8일3차로쿠로디-니가마

사(뿔|lll릎:政)가 인골포에도착하였다.이 때가 간지상으로 임진년

(王辰年)이었으띠명(l껴)의민-력(萬}참)20년.일본의문록원년(文iii깜

元年)에 해당된다 휴전의 강화교섭 결렬로 재치-침입한 히1가

선조30(1597)년정유(Ti펄)이며 맹(|1l)의민력(7화땀)25년‘일본의

경정-(度長)2년이었다.이것을 두고 우리니라에서는 ‘임점왜란(王

j회줬쩌Q과 정유재란(TI띄며l혜Q’이리-부르고 일본에서는 ‘분토크(文

괴깎) 케이효(處끓)노(0〉)에카(짜)’이라고 힌다2?).

왜군이 침략과 동시에승승장구히아 힌성(넷1찌,평양(Zl:j폐까지

진출히-지-명(l띠)의 조정(만l살)이 크게 놀라 원군을 보내는 힌편,

심유경(it|표쉐k)으로 히여금 깅화조약을 맺게 히는 동시에 이여송

27)?]「극정신문화연구원 r민족문호l디1l꾀피-사진」웅진펀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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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퓨μn松)으로 히-。1금 침-진케 히이 왜군괴 대치히게 되었디--이러한

동안에 왜군은 점랭지흘 수비히-고 근거지를 획고히 하야 저1군괴의

안락을 도모히고 아군의 공격에 대비히기 위히여 남해안 곳곳에 30

여성을 축성하았다(그림 1·표 캠조).

따라서 ‘왜성(f쫓j싸)’은 토요토미히데요시(뿔」딘秀띈)기 션조25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리나라릎 침공하여 그 부히-들이

님해안을 중심으로 그들의 근거지를 획보히-기 위해서거니,또는

외}군 내의 티꾼괴의 연럭‘이꾼 의 공격에 대비코지 국내에 축성한

성28)으로 정의떠E談)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 당초 전선의획정에

동빈히여 보긍료의 확보릎 위해 축조된 성(;싫싸(댐nlψ‘)이라든지.

도해(파j띤)힐 토요토미히데요시를 위해 힌성과 평양 부신에 쌓있던

것으로 알려진 ‘고죠쇼(%|1jiifi[).‘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이 읍성을

이용히-여 축조힌 읍성 내 일분식 성벽잉))같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

왜성에 포힘할 수 있다.

2.왜성의 축조상왕

가-임진왜란기(1592~1596)의 축성

1592년 4월14일 부신진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곧바로

전선의 확보외 렐지 보급을 위히-여 부신왜성을 축조히-았디.Eli-힌-

선조 25(1592)넌 l1월정에는 코니시유끼나기”、댄行광)기-평양에

축성을 히았고.우카디히 데이에(강三챔多秀家)는 힌성(j떻쩌의 넘산(힘

l」」)에 축성히았디,그러니 선조 26(l593)년 1월부터 조‘멍 엔힘군의

빈격에 쪽기기 시작힌 왜군은 1593년 5월정에는 그들의 상흙 임호를

위히야 왜정-오근l데루모토(i답|1페|l九)이하 익:20여「딩의징수료 히-여금

서생포이l서 거제도애 이르기끼지 부산 인근의 냥해인-중요 지점에

28)Jlιjpl}상1n꺼 l979‘r(2illll0)hl「t」lUllllVV

29)太川카샤 /1、lil3f| 「X싸 }함jxO〉짜(-jsrrε1|4‘;l10)핏llj야lOO쩔JXEμ?ti1-lhjlMii

llRO〕끼|jllh、lb(갖lljl짜llj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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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왜성터위치| tl
경 상 북 도

t

왜성의분포도

왜성을 축조히-기 이르렀다.이 때 축조한 성이 서생포왜성(꽤또폐

댔ljjm‘임랑포왜성(林浪ii|헤쫓t成)‘기장 죽성리왜성(샤폈長/이j成파f委돼IO‘

동래왜성(東菜{쫓l쩨,부신왜성(쏘나|앉城또는증산왜성(懶Ll」f쫓마m),

부산왜성의지성(않城,지성대왜성(子뼈휩쫓llJ찌)‘동삼동왜성(東三

?|꾀앉城 일맹 추목도왜성(꺼￡木)폐쫓1패)구포왜성(抱ir|폐쫓tIlX일명 의

성(義lnm-김-동포왜성(남숨파|itU씨)죽도왜성(/|7뚫얹llk‘또는 낌해왜

성(金폐앉t成)),죽도왜성의 지성(신답왜성(新짧支Ulm)‘기덕도왜성

이l]從lf쫓nJU,가덕도왜성의지성,안골포왜성(安骨바앉예1씨.웅천왜성

30)센FlXfkU}「싼jf‘l961「진끼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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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熊jl|↑委지lm,웅전왜성의 지성(지미-(子)L)I굉동(데1페)왜성),거제도

의 C성등포왜성(永쯤tI|십줬jllXj‘송진포왜성(+쓰쉰ti|jf쫓jjl씨,장문표왜성

(長|1뛰「fif찾tIlR)등 20여성3”

나.정유재란기(1597~1598)의 축성

임진왜란의강회교섭이성럽된후에는부진;기덕도의잉:외|성에만

약긴의 수비벙을 잔류시가고 왜군의 대부분은본국으로 칠수히-았

으나.깅호1-교섭이 결렬되띤서 선조30(l597)년분에 왜꾼이재치

침공히여 정유지1런을 일으켰다 이매 왜징 코니시유끼니가(小띠行

長)등은부산포왜성.인-꼴포왜성.기픽도외l성,죽도왜성‘서생포왜성

등 임진왜린때의 왜성을 디시 점령히고‘왜의수군(7kili)은웅진왜성을

점가히-여 근거지르 삼았디 왜군은 임진왜란 딩시의 정힘을 포대로

일본본토와의연럭-을도보힘괴-동시에경상도,전라도,층청도등을

획싣하거1확띄히기 위히아 l597년기을 임진왜란 l대축조한 서생포

왜성괴구포왜성,죽도왜성과지성.가틱도왜성‘웅전왜성괴그지성‘

가xll도내의왜성등을 수축(修찢)히았디 힌편.동{쪽으쿄는윷신‘

사쪽으로는 순진끼지 전선(iIi헤찌이 획확-태대되。아1울산왜성U떠흰체;5비l”M|니山JhM1이f쫓짧jUlh때l찌xm〕을

비콧한잉양:신-왜오왜H성(끽梁￡山{俊쫓j城成룹금증신왜성(앤앤(u띠Lll이f쫓jU씨lhjωl”씨j”)L’창원오왜R성(h0l/l

”따Rf댔쫓n뼈u’일l칭마산왜성),왜성동왜성(f쫓싸jf,lf쫓t成),고성왜성(센lj成얹

jlJψ,사천왜성(때川f委城,일멍 선진리왜성(船h|L용llf쫓JjlU),난해왜성

(탠iif펴찢jl씨 순천왜성Ol띠天얹Ulm등8개의왜성을새로쌓았디jll

3l)센llX(kM%1W‘l961,「전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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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성일람표〉

(손영식‘r힌국성픽의연구」시 도r문화새픽흑」성곽담화회(일본오X시가)rf갖삐0)UlI값」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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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왜성의특징

가.우|치의 선정

왜성의 입지상의 특징은 님해안의 증요거섞을 선정히-고‘l칸드시

강이나 비디에서 2OO~5OOm 거리의 독린펀 구릉을 팩히-았고‘

낮게는 표고 lOm에서부터 높게는 표고 22Om에 위치한다 그리고

주변의강이니 하천등의 지형을 J다L히까l이용히고 부근에서 내려디

rfIi‘it-‘iir}(→- ----------ir----·ir------‘--t

죽도왜성전경

볼 수 있는 구릉을 피히-이 있디--또한 강댄에 근접한 구릉을 택히-고

수송 연락관211를 고려히이 선박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축성된 것이

특정이다.윷산왜성의 동남쪽 암반지대 서생포왜성의 동북쪽 암반

지대,순천왜성의서북쪽암빈지디}등에선착장이위치히-고있으띠

지형에 띠E|-서 이라잉:상이 보이고 있디

왜성은주로수비히-기좋은독림펀구릉의신-정‘산복을삭펑하α|

본성(本lli)을 산지 또는 구릉애 설치히-고 외곽이 평틴-힌-개활지끼지

뻗치는 펑신성(平l|1lllm으코 축조되있디-.이는 산성의유리한 이점을

취하고 대군의 접종 찢풀자조달을 위히。l평지 및항만의획-EL흘

쉽게 히-기 위한 것으쿄 산 정상을 꺾아 미치 시루를 엎어놓은 모양과

깥다 하야 당시 조선에서는 이를 증성(암hjjlt‘또는 시루성)‘이라고

뜰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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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왜성의 구조와 평면형태

구포왜성이나 기장 즉성리왜성 등괴 길이 다수의 곡륜(l과ll|!命:곽

(평|3))을 여리단으로 나누어지형을 교묘히케 이용‘싱딩히복점-한

구조와 배치를 이루고 있다 이는지형적인 영헝:으프 일분 증세

이래의산성의축조 전콩괴-관련된 것으로 띄인디.특히.서생포왜성‘

웅천왜성 등은 기정-높은 곳의 중섬곽인 ;본흰(本jL)“그이패 한단

낮게 조성된 -。l지환(二之九)..이지환 보다 닛거나 이지환의 외곽어l

배치된 ·삼지환(三之jL).등 곽이 다단식으로 획얀히 구분되어 방어

하기에 이상적인 구조보 되이 있디

나*γ

서생포왜성의조감도(왜성지연구회(동경),r왜성」1,p108에서전재)

평떤형태로 본 왜성은 구조적으로 빙형 (方)fZ)의 곡륜(곽(휘’))을

다수축조히며,각곡륜에는분과통로를만들이하부곡륜의벙어

선이 뚫리더라도 다른 곡륜에서 방어할 수 있도룩 되어 있다.곡륜

(곽)의 배치에 따라 자성대왜성이나 순천왜성괴 길이 증심이 되는

본환을 가운데 두고 그 외곽을 포위하듯 곽이 배치되는 윤곽식(1|폐

郭긴),웅천왜성,안골포왜성‘사천왜성과 같이 본흰을 증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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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륜을시-다리처럼촬여나가는제곽식(써눴|3도t),임랭포왜성과낌이

본흰을 증심으로 영:쪽 면으로곡륜(괜 을 붙여 니가는 연곽식(連핑1파)

등으로 축조되며/정유재판때 축조한 왜성에서는 제곽식이 많이

보인다.그리나신의능선을띠-리축조할수밖에없는연곽식의정우

처럼지헝조건에 따라 평면형데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디.

다 왜성의 성문

적의침임을받기가장쉬운곳이성문이기때푼에성문죄우에

성벽을 둘출커l히-고 혹은 성분 주위에 누각(센젠;)을 구축히여서

화랙을 성문의 전벙어1죄중시낌으로서 성문의 빙tl1에주랙하게된다.

통상 일본식 성문은 성문 좌우에 석축성벽을 쌓고 야기에 누걱

이썩잉)을 얹어누분(와다리이:구라(i많쐐))을 만든디.긴단한 성문은

토루를전후2단으로서효엇갈리게죄우에서돌출되게쌓고(센違

꼬l)‘그 시이에 펀지분6단木fll1)을 세우-는 식도 있디-그러나 누문

전방의방비를엠히거1히-기위하여인이나밖으로똘출되게네보지게

꺾은 문(↓/1밍)또는 무시가 1lH치되어 방비히-는 중복문(武춰셈)이 설

치하기도한다.또한,성문을엠호히-는동시에기n1-벙의출격에편

리히가1히기 우1히야 성문 앞쪽 일정공간에 소헝의 성벽을 설치한

것(,1펜thHll꽤)도 있다

왜성의문지(1러ltljj또는출입규L를 ‘호구파|](고구찌))’라고부른다.

왜성의 호구에는 송진포왜성‘장문포왜성등 주곽부의 호구에샅치힌

외승형(?M、/1꾀‘비깥쪽으효너lIEL지ν|1꺾은것)문 서생포외}성.윷신-

왜성,기정왜성‘웅천왜성등의내승형분(|지씨꾀|l뎌‘주료주곽부의

호구에 인-쪽으로 네모지게 꺾은 것)문‘영등포왜성‘정-분포왜성‘왜성

동왜성에서와 낌이 손위형문(n@述파fll1.성벽을 서로 잇갈리게 히여

축조한것)분‘서생포왜성.마사왜성,영등포왜성,장문포왜성,왜성

동왜성 등 평형문(Z1낀파lll주쿄곡륜내 치페나 임폐를 위해 축조히-여

성벽으쿄 믹-히지않고 통과할수 있는 것)등이 있다.그중 왜성

주곽부의 출입구인 호구에는 일반적으로 성안이노출되지않도록

들어기-는 임구플대체로꺾어지게히는승형호구(4/|젠땀|])71-섣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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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대개그폭은4~5m정도이다.특히,서생포왜성이니웅

천왜성의 경우 주곽부에는 몇 겹이나 이어진 호구를 연속적으로 섣

치히-거나당초의호구외측에새로운성벽을쌓고,다시외측의호

구를 성벽으로 폐쇄하는 등 방어의 강회플 위해 개수한 흔적이 보

인다.한편‘주요한 호구에는 누각펙훨”lEl든가 성벽에 팔곡을 주

어측떤공격이기능케하고 있다.또한,서생포왜성,부산왜성,죽

도왜성‘안골포왜성‘웅천왜성 등에서는 성벽 t11-깥으로 네모지게

돌출시킨 치싸E)형태의 구조물이 확인되기도 한다.

얘뭘!톨Fia!.
안골포왜성의내승형호구

‘-‘
ir ← --:‘

서생포왜성의평형호구

라.성벽(圍뿔,壘)

성벽의 축조는 성벽띤의 안쪽을 잡석(짧石)으로 채워 견고히 하고

그 안쪽으로는 잡석 외에 흙을 충분히 다져서 석축을 견고히 보호

히는 벙법을취하고 있다.대부분본환의성벽은 석축으로축조한

경우가많으띠,외곽은토축으로축조한경우가많다 또한성벽은

굴곡을 많이 만들어 측면 빙어에 용이히케 하였다.

웅전왜성의세로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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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성의 성맥을 쌓는 빙댐

에는 대형의 지얀석이니--

한석의 넓은 띤을 표띤으쿄

하여 진뜰끼워흐트려쌓기

(i징나폐)를 주쿄히고 있다 성

l최모서리(lllJiffl잡씨)의 축즈는

지성 대외1성의 정우와 걷-ol

긴 딴과 짧은 떤을 서모 잇

길리 게 조힘히-는 엇길러쌓

기(죄l木개해외 웅전왜성에서 흔히 촬 수 있는 세쿄로 긴뜰의 5L서리

를 잊추어 쌓는 세포쌓기(總石채)의 두 가지 빙띤이 확인된디-.잎

본의 정우 에도시대([[j三1ll칸代)가 되면 앗낌E1쌓기보 일원화되[Il

무사석쌓기가 일딴회 되는 것으료 볼 때 왜성은 괴도기적인 잉:싱을

보이는 것으효 피-악펀다 성l최의 석재는 주변에서 흔히 구힐 수 있

는 회깅암‘한듀L암.청석 등으포 성벽석의 크기는 다|체쿄

5O~7Ocm×5O~7Ocm×60~7Ocm 크기의 것이 주류휠 이루며 모

서리(|1뭔꺼l판|})의 경우 큰 것은 1.,5m×L5m×2~3m규EL에 이른디

힌편‘왜성성댁의잔존높이는 대게3m~lOm정도이며표띤구

tlH(까때E)는 60~80도쿄 경사지개 히여 성벽의 위λ1lOat쌓)를 보여주

고 있다.특히.서생포왜성 몬환-의 동쪽 모서리부분의 초축(섬J찢)성

딱은 60도~70도 정시-각을 기지는 사직선(14파해Q상을 보이나 증축

(페렛)성벽은 성댁싱부의 끝 부분을 규형(E십fZ)으프 정시플 급히거l

히여 에도시대 이후의 말딜-된 성l최에 일반적으토 꾀이는 커브를 주

는 경우도 호인디-

특히.서생표왜성.기장왜성.기덕9ll성.웅천왜성 등에서는 일본

의 증세이패 전롱적인 성곽 축EE수l꾀괴는 디른 능선의 정사띤을 띠

파서 성벽이 축조되는 수석원(E씬크t닌)또는 등석원(짧石j꾀이 확인

되고 있는데.일본에서는 왜성의 축조 직후 유적에서 보이고 있어

외l성의 특징적인 유구포 성곽교류시-적인측띤에서 주목된다

토축의 정우-는 울산외1성의 동쪽으로 토성이 조시되 었는데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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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포왜성본환 동쪽 모서리 웅천왜성의수석원

상부에는 목책구멍이확인되어꼭책이설치된 것으보 조시되었으

며.「울산성전투도」에서도성벽외곽에목책이설치된보습을볼수

있다.

왜성의대규모적인석축성벽의축조는딩시전쟁을히띤서단시

일내에축성을히여이:히는상횡으로볼때실제건축지-는왜인기

숨지아나대부분의공역은 당시조선백성을동원힌 것으로추정히-

고 있다

마 건물

1)누각(쐐)

안골포왜성동쪽곡륜의노대

누각까띨)은 일종의칭고로서평시에는호많-을긴-직히고 전시에는

회질-을발사하는 장소이다.울산왜성,서생포왜성,부신왜성,기징

왜성,죽도왜성,옹천왜성등주곽과외곽의벙어싱중요힌부분에

는대체로노대아땀펀·)의흔적이님이-있어.노(1센)의벙어효과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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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왜성의지성굴립주건물지 울산왜성호구전경과초석원경

요시했었음을알수있다‘한편‘구포왜성‘마산왜성,웅천왜성,서생

왜성 등 성벽상부에는 누걱(多!}El쐐、)건물이 얹혀 있었던것으로

브이며,울산왜성의본환호구에는지금도건물지(y많|3덕쐐)의초석이

남아있다-한편,왜성의본환에서대부분기와편이수습되는것으로

보이-본환에는주로 기와집(파홉)건물이배치되었을 것으로추정

된다 또한 입랑포왜성의지성빌-끌조시;구포왜성의 지성발굴

조사/죽도왜성의지성발굽조사에서굴립주(폐立柱)건물의흔적이

조사되어주로목조건물이배치되어있었음을일수있다 성내에는

벙사들의숙소‘무기고,창고등과관련된건물이배치되었을것으로

보인다.또힌이러한시설들은목책(木제|0여장(版U듀),총구야퍼그)

등이설치된벽으로둘려져있고소나무,대나무등상록수를심어

성내외를보호은폐힌것으료알려져있다

2)전수각(天守템1또는 천수대(天守훨))

순천왜성의천수대 순천왜성천수대의초석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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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칭고 인누각(법‘)중에서 가장 장대G|l大)한 것이 천수걱(￡

守|량1)이다 천수각은 평시에 무기의 효관 및 땅루의 역휠을 히면서

전투시에는 장군의 지휘소로도 이용된다 증심곽인 본흰여양L)기-

운데가장요충지에입지히-는 천수각은그높이기3층,5층,7층에

이르고.각층의시방에는전밍과 이울리총인-(’5KIll}l)으로 대용되는

여러개의 칭문을 둔다.부산에성 웅전왜성‘기정왜성.서생포왜

성,울산왜성.순천왜성등대부분왜성에는천수각의티기-남아있

다.특히 순천왜성은 천수대 상부에 초석이 진존한디--부산외1성.울

산왜성,서생포왜성등 대부분 단독건물의매치되는독립식천수대

이며,기정왜성에서와같이단똑건렐측면에누각딴濤)이놓어 있

는 복합식천수형식도 확인펀디--부산왜성과 울산왜성 등의 분환에

는 3층의 천수각이 있었던 것으료 기록되어 있다

바.여장(板隔)

오오사카성의여장 서썽포왜성의추정여징기초석

일본성에서는 여장을 ·벙(폐)‘이라 하여 성벽 위에 지붕이 있는

담을 설치히는데,높이는 1장(文=lO척=3OOcm)정도로 여기에 총

을쏠수 있는총안(紙뼈)이니-회잘을쏠수있는전안(암lf|R)을뚫

은 총안(쨌f헤)을 둔다 또한 여정의 내부를 l칭졸 배치처(武깎쿄)리

고 히-여 폭 약 l컨(!741=6척=18Ocm)미다 벙쏠을 HH치한다.현재 외l

성유구에서。l징이 확인되는유적은 거의없으니-서생포왜성의동

편 수석원q끊石JEt또는 등석원(짧石퍼))싱-부에 폭 6Ocm정도의 여

장 기단석이확인된디--「울신성전투도」나 「왜정기공도권」등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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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정기공도권({칩￡紀m圖**)」의순칭왜성전투도(띠셈[쫓씨촬영)

성 관뀐 진투도에 죠총이나 회실을 쏠 수 있도록 총안이 니-있는 여

장이짚→표시되어있디 힌펀 성딱싱-부의。1장이니-누걱(챈})등으

쿄 콩히는 계단시섣이 획인되는더l‘서생포왜성과 웅진왜성의 전수

각주딴에는 지곰도 딩시의제단이 잘남아 있다 특히웅전왜성의

분환 호구주댄괴서쪽수석원(끊킨lj닫또는 등석원(짧石j퍼))에는좌

우 잉쪽으로 닌(유jjilt)제단이확인된다

사 해재空햄,水램,堅握,#펌切)

γlh

1)건호(땀j짧:또페)괴 해지(폐子 /kj꾀)

일판식성의해자는꾀동성l펙의외곽에섣치되는데뜰이치1워져

있는 해지-(폐子 :기(페(Ill즈보El))외 펀이 채워지지 않은 건호OKj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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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보리(또핸))기-있다.그 중 왜성에서 확인되는 해자는 대부분

물이 없는 건호(또꽤(가라보리))이나 죽도왜성의 경우는 낙동강 물

을끌어들여해자(水행)로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생왜성,

기장왜성.양산왜성,죽도왜성,안골포왜성,웅천왜성등에해자의

형태가잘남아있다 대체로바닥폭이2~3m,깊이5~6m정도이

고단면은「V」자나 「U」자를보이며물자의수송로,음료수의운반.

인접한성과의연락로로활용되었다.웅전왜성,서생왜성의외곽선

에서와 같이 2~3중으로 설치한 예도 있다.

2)수직상(판파;lt)해자(짧폐)

통상의 해지-가 성벽의 진행선과 나란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되는데 비하여 성벽의 진행선괴 직교되게 설치하는 해자를 수굴(딸

햄(다테보리))이리-한다 수굴의 기능은 적들의 수평 이동을 제한시

키거나아군의 이동통로로이용된다 서생포왜성,동래왜성,기장

왜성‘죽도왜성.웅천왜성등에서확인된다.서생포왜성의본환남

쪽에는 수굴이 얀속적으로 설치되어 마치 밭이랑처럼 생긴수굴(삐

狀뽑햄)도 확인된다.

3)차단 해자(폐딩J)

지형상 방어에 불러한 얀속된 능선 일부를 질라내어 해지를 만든

것으로 구릉상으르 연결된 지형을 일부 잘라내어 성벽의 벙어력을

높이고 있다 서생포혜성본흰의서북쪽‘임랑포왜성의북쪽,기장

왜성의 서북쪽.구포왜성의동북쪽 등 여러왜성에서 확인된다

4.조선시대 읍성과왜성과의 비교

성곽의 펑띤헝패와 구조에 있아서 조선시대의 읍성이 빙형 또는

타원형의 단곽식(F|1훈|3式)을 띠는데 비하여 왜성은 대체료 빙형의

다곽식(5쩍’따l)평면을 호이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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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성곽이 입지한지형에 의하여분류히-여보띤읍성은 평지

성(平매城)혹은 평산성(平l」ltll찌의 형태인데 왜성의 경우는 평산성

또는 산성의 형태이다,

성벽의 축조에 있어서 읍성은 기단부에 지대석(tm훨石)이나 기단

석(꽃팎죄)을 배치하펴.성 내외벽을 모두 돌로 채우거나 흙으로

안쪽을 채우는 내탁(1치FE)수멍을 취한다.성벽의 하단은 주로 대형

석재를 이용히-여 주로 세로쌓기하고.싱단은 가로쌓기 히-는 것이

통례이다.성댁은대체로옆줍눈을맞추어쌓기도하며벽석중간

증간에 긴 못똘(心石)을 사용 하기도 한다 읍성벽의 정사도는 거의

수직을이루띠성벽에는꿀곡이없는것이특정이다.

이에 비하여 왜성은 성벽하단부에 지대석이 없으띠 성 외벽만

석축하고 내부는 주로 성토(盛土)한 형태로 성떡은 처음부터 자연

석이나 할석을 이용 진-돌끼워 난적쌓기한다.또한 석축띤은 대체로

엎 줄눈이 맞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성벽의 경사도는 대럭 60~70

도의 경시플 이룬다.특히 간흑 성벽에 굽곡을 주어 공격히는 적에

대히이측띤공격이용이하도확 히고 있디-

읍성의 부속 시설불로서는 문루(!3ll땐),장대Gl*첼,),각루(Pl싸r)‘

옹성(젠UjO:치@lE),해지-(海子)등이있으띠왜성의부속 시설콸로

서는호구(jf〔1),누각(웹),다문로(多門훼;),천수대(天守첼),수석원

(않죄퍼,또는 뚫;[itE),해지(水폐)또는 건호(또웹),차단호(디j펴)‘

수직싱 해지(끊펴)등이있어걱각의시설룹의멍칭은다르나기능

적으로는상봉히-는띤이많다.

당시 우리의 성곽은 주로 중국의 영헝;을 받이-그 목적이 대개

행정의 기능을 겸한 주민의 보호에 있었기 때문에 성음 전체의

빙이를 주꼭적으로 하에 대개의 행정단위 마을에는 음성(l꾀成)이

축조되어 있었다‘또한‘성읍 지체에 방어역힐이 없더리-도 부근의

지헝지룹을 이용히여 다1규모의 산성(1l」뼈 을 구축히-。1성곽의 대표

역할을 히-였디-그러나 이라힌 읍성과 산성은 모두 단곽(r쉰!”)의

성벽을 두르고 옹성이니-치.해자외-김은 부속 방이시섣이 섣치

되는 구조였다.이에 비히。1왜성의 구조는 다수의 곽(평|3.l폐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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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거나본환(끼양L),이지훤(二之jL),삼지환(三之갯니등 디-단식

의 성벽외곽에 각종 해자를 배치힘으로써 한 성은 수개의 구역으로

나뉘어독립적인 방어기 기능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힌 구조적 치-이는 우리의 성이 행정의 기능을 겸한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축조된 것에 비하여 왜성은 처음부퍼 군사적 목적으쿄

축조되었디는 침에서 기인힌다.띠리서 성곽의 구조적인 측떤에서

괄 때 중국이나힌국의성곽은 산성.음성을 블문히고 그 형식이 단순

히이 주 벙어선이 성벽 저ll선뿐이고 저12.저13선이 없이 제 1선이

무너지띤 전 벙어선이 붕괴되어 이내 함린 되는 것이 왜성과 근본

적인 차이점으료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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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곽 용어 매실

가(架)

무거운 렐건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만든 지지대

가가{假家)

성벽 위니-성 내부에 임시로 지은 집.

가지극

봉의 한쪽에는 띠플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기-지가

잉:쪽으로 삐쭉 나오게 만든 무기.=이형칠재무기.=철제 유극무기

각(聞)

석축이나 딘싱에 세운 높은 짐.

각건대(角m臺)

처시나 은사가 쓰는 두건(펴iI|!)

처럼 생겼으므로 붙인 대(헬)의

일종.(수원 회성 동북-포루의 다

른 이름)

각루(角樓)

성의굴곡부.우킥부 돌출부치 수원화성동북포루(각건대)

@fk)등의 요소에 지은 다락집의 일종 방형성(方形폐치에서는 모퉁

이에 설치히고.신-성(||」jjlψ의 경우에는 관측과 지휘‘벙어가 용이한

곳에 설치히-였음 회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그 터만 치성이

니 곡성 형태로 님-은 정우기-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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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화성 동남각루 화성 서북각루

각석(角石)

거친돌을대강마름질히야네모형의입벙체로만든석재

각성(角聲)

봉수의신호수단으로물소뿔로민든나필을불어소리를냄.

각자성석(刻字城E)

축성책임지-등축성괴관련된시헝의 달을새겨놓은성돌‘

[성벽에 남아있는 각자 ]

동래읍성 각자성석 서울성곽 각자성석

웅천읍성각자성석 기박산성 각자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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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에 남아있는 각자 ]

서울성곽여장의각자

남한산성동문주변여장각자전돌(」 B改쫓’)

lfi(|

펀 ‘「;탤펀한협 뭘l짧
‘i§

남한산성 여장 장식물 각자 상세

ji

남한산싱 여장 장식물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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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봉(間峰) ---

대응노선상의 봉수 사이에 연릭두 젤을 우려히여 보조토 설치한 봉 Iil

수.조선시대 전제 5거 노선의 봉수 종 특히 저12거 노선에 간봉이 --

많이설치되었음 여1육봉O씩쭈)‘수봉(水짜))二긴설(lfll設)

엉 혜

.. 기 성
긴 용

----셔 용

동 례

--톨iUl톨양톨를패를흙 를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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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관(藍官)

성을축조힐 때갑독하는관원또는봉수대의봉졸02f쑤)을낌-독하

고 싱부에 보고히는 직책을 댐은 사람

감동(앓童)

옛성역(omg)을비롯한국기-공역(公?상)을맏아감독히는일또는핀원.

r서울성곽 앓官’영각자

‘화성장룡문 앓꿇1영각자

‘상당산성 都앓각자

감제고X|(職制흠地)

주떤지형의관찰이용이히고‘적의 행동을 관칠히기에 유리히며.

적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

감좌비(합住批)

대문찍어1박은 칠대(微웨:).

서울성곽숭례문상부감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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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1j뜨
/J、1:I

훌
갑옷(短甲,*L甲)

진지회실‘칭침을막기위해입었던옷으로쇠나가족의비늘을붙

갑판(間板)

수분(水門)에띄는널 二수갑(水테l)

갓돌

성벅이니-이장위에지봉길이 덮은돌-가정지리에둘러낸돌.=

이변석(二滋石),두갑석(패|파Ei)

강무당(講武堂)

무예플익히는공청(公j파)=인무“來파).깅무(펴武)

화성연무대(동장대)전경 남한산성연무관

강성(江t成)

징변에구축한성 =강변성([[싫써lU,

강안평지성(江庫平地城)

강가에집히-야벨-달된딘애떤을성벽으로이용히여축조된평지성
주로강을띠리-형성된딘구싱의지형으로인히여평떤형태기삼각

형을지님 임진강유역에집중적으로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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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딩포성

‘주변 현황 배치도

’ 전경

죄 북쪽에서 본 항공사진

우 남서쪽에서 본 전경

언전 은대리성

‘ 주변 현황 배치도

V 전경

좌 남서쪽에서 본 전경

우 남동쪽에서 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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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특 선 지。 a-「 C3εiitj 」--「 Zr 순천닉안읍성락풍루

개구부(開口곰”)

성의 내외를 얀겔해 주는 통쿄쿄 펑문식(Z|i!3ll式)과 현문식(싼!3llj)

이 있음.평문식은 개거식(13멈lht)-평거석(Z따lE式)-홍예식(마[꽉

式)으로 구분됨.

개마(蓋馬)

말에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임힌 딸(馬).

개벽(蓋뿔)

전각이끊밟l)등의 비-닥에 까는 벽돌 여탑 등의 지붕에

개전(뚫펙).

El土二 t티SL
IE」 -1 E

화성 화앙루 바닥 전돌 상당산성 미호문 바닥 전돌

개축(改쫓)

성 또는 건물 등이 허물어 졌거니 오래되어 낡은 것을 고치기 위히

여 새토 쌓거나 지음.

개판{蓋板)

성문왼~윗부(분에마루형식으로덮은펀치를 말하며.성문분루의

아래쪽비→닥을 이루는 곳.일빈적으로二흥예 성문은 안팎에만돌로

쌓고 성문 내부는 띠루형식으료 펀치플 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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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딩산성 남문

해미읍성 남문

객AH客舍)

객관(장節)이라고도 하는데 실질적인 기능은

중앙에서 온 사신의 숙소였으니 국왕을 상징

하는 궐패(服)씩)를 모시는 가장 중요힌 건물료

통싱 성내 증앙 중요지-리에 위치힘--

거구(뼈口)

꽁회독에 불을 지펴 넣는 이궁이,

,

남산봉수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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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t닮용)

봉화대에서봉호}독으로통하는길 햇불을가지고왕래하는길.

화성 옹돈 화성 봉돈 거로 거구

거수(學數)

주연이:화(훌쐐夜火)로변경의정세를그완급에따리거수(행數,tl갇

數)로치별히여 전하는 것.고려중엽-4tE‘고려말~조선초 2tE,

조선초기 이후 5klE.

거중게 짧重機)

중링벨을들어올리는데이용되는 기구로틀‘도르래,맛줄빛줄김-

개로 구성된 기구.(=기중기)

거중기 모형 거중기 (화성행궁 마당)

거진다듬

혹두기를 한 돌을 정으로 거칠게 쪼이-다듬는 일

거친돌쌓기

석재의 거친 띤을 다듬지 않고 접합연만 대강 디-듬이쌓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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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호Ht닫火)

봉수에서 길대릎 패워 야간에

신호로시~용 띨리서볼수 있

도확 옹에 넣어 봉간에 매달아

시용-.

거화법(뚫火法)

위긍에띠리-햇불을올리도록한규정

톨

겉쌓기(面쫓)

석축에있어서외연(까iIIi)을쌓는 일.성벽의바깥쪽벽띤이나안쪽

벽떤을 이루는부분을쌓는갓 바깥은외딴축.안쪽은내띤축.

건치돌쌓기

띤크기30~4Ocm각정도의네모뿔형돌(견치돌)을석축,땅축등

에 쌓는 일

견치석(大屬E)

개의이빨이무질서히-고삐축거림엠서난온 것으로성댁의겉쌓기

부분이무너져드러난경우.석축을쌓을 띠1쓰는사각추모양에기-

까운 돌.

7jJkf
tj C〉

중곽(파.핑1’)또는복곽(짧j’|’).한줍기의성l최으로둘러씨인 딘꽉-식이

아니고내 외성을이루는것 3증·4증의성벽이내성을둘러싸고

있는헝패도있음.내외증성,심-종성.

경봉수(京않앓)

조선시대에전국의묘든봉수기

죄결하였던 중잉봉수 ‘목벽산

봉수(木뀔|l|셨熾)’또는 ‘남산

봉수(랴i|1|kfk센‘.

‘e:J、강;C?1

남산봉수

||성곽용어 해설 71



경성(京城)

도읍(都힌)의 성.

계석(階E)

오르내리기 위히-여 만든 돌층계.

화성방화수류정계석 화성 동북포루 계석

고란층저|(高爛層佛)

중층(휩햄)을 올라가는 난간 층층다리.

L|주읍성동집문중층계댄닌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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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고로봉(補행峰)

신관호(18]O~1888)의 민브집설(핏꿇輯5兌)에서 산성축조에유리한

지형으로시빙이높고기-운데가움푹파진지형.산능선을따라성

벽을쌓았기때문에적의방어에용이하며 성 내부는오목한골찌-

기를 이루고있어성벽위에서는적의유직임을쉽게핀찰할수 있

으나성밖에있는적은성안의사정을알수가없어전투에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를튿찮릎를룹릎$

zg 켈뿔률를릎
==i듬갚드=三듬듣
------ijl효보二=====

설-닙t보

$옳플즈= =흐콘슨질 1휴

남한신성 지형 단면도

고막이돌(庫莫E)

하방빌에놓는뜰,증방밑에나n1-루밑의다진곳을 막는돌.(=고
마 서 1
-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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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古城)

성곽의위치표시 등을할때당시사용히지 않은성곽유적을가리

키는 말,

고운정다듬

돌띤을 곱게 정으로 쪼이-디-듬는 일

고임돌쌓기

건성쌓기(메쌓기)로 히는 돌쌓기에서 돌의 접촉부분에 잔돌을 고이

거나 끼어서쌓는 볍.

남한산성 한봉성 성벽 근경남한산성한봉성성벽전경

곡등(曲뚫)

꺾인 돌계단.

곡란층제(曲爛層佛)

난간을 구부려민든 층층디리.

곡성(曲城)

성벽을 밖으로 돌출시켜쌓은 치성으료서 평면 헝태가 반원형인

것.혹은성문앞을기리어둡리쌓은 옹성을띨히기도함.

서울성곽곡성삼년산성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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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절부(曲折곰”)

성벽이진행히-다가방향을돌리는지점,성벽빙헝:이골이기는지점 톨
곡척(曲R)

곱지-.기역자 모잉:으로 만든 지.

곤안(*많良)

전곤(젠+1E)이 부식되어 생긴 빈

구뱅(갚?1El)

공랑(公願)

빈 행량

공문(供門)

흥에형의문.=홍예문,=이치문

i--------=--- l- 1-------

한나라 장안성 동벽 곤안

공심돈(空心t했)

성벽에 설치한 돈대(1뤘台)의 히나로 각루(땀l핸)·포루(쩌|i싸)·포루

(따꽤)가 위치한 곳과 짙은 치의 지리에 두꺼운 먹으료 원형 또는 빙

형으로높디렇게설치한시설물인데.내부가비어있어공심돈(또ι、

t셋이라힌디.공심돈은 수원성에서만볼 수 있는 것으로 서북,동

북,남공심돈3개소가있음.내부를계단으로오르내리게히→고사격

할 수 있는 포혈(페치)이나 사혈(#1六)‘총인(統flR)등을 시섣함.

서묵공심돈 외부에서 본 전경 서북공심돈성내부에서본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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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공심돈 외부에서 본 전경

공안(空眼)

총안.총혈,누혈,구멍등의총칭

공역(lfa)

공사(l광￥).역시-(段펀).

관문(關門)

요새 또는 국경에 설치한 문.

문경 제2관문 조곡관

관방(關防)

국정의 방비

관방유적(關防遺隨)

육지내륙 또는 변경지역의 방어유적.

관방체계(關防體系)

성이나 보루 등의 관방유적들이 독립적인 빙야시설이 이-니리-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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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핀되어 히-니의 유기적인 땅어처1계뜰 형성하는 것으로 전연벙어

체제,종심망어처lx11.위성벙어처lx1l묘구성

관성(탱웰成)

나리의국정,요층지에관푼이있는성

관Of(官f힘)

핀공서,핀창,공해(公1팎).

관애(關없)

고개따루나곧찌기쿄똥히-는낌복을성l최으토막고성문또는관문

을설치히셔 줍입을콩지l히는성의헝식‘

팽이

땅을피는데쓰이는기구로샤핑궤는넓적히까1생긴것이고전궤는

끝이 기능 게 된 것을 괜힘.

고|ξ듣Af
I그 i근 C3

돌을그닝:빚대어쌓고등서리에굉돌을시용한석성

교축성(交쫓城)

석축,전축.토축등으로성벽일부의재료를딜리히거나혼합하여

축조힌 성벽.

남한산성 성벽

구멍돌(孔E)

쿄뚝똥을 목조떡처1또는지봉등에관통할띠1쓰는구멍뚫린석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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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똥빠反)

산륜(둥근 니무토빅)이 질 구르도록 그 위에 기-로 걸치는 두낌고 긴

널판자 무거운 뜰체를 울러놓고 당겨 이동시키는 것으로 빌에 필

대를 나란히 낄고 그 위에 넓은 펀지를 놓은 후에 집을 실어 옮김

군기고(軍器庫)

각종 병기를 넣어 두는 창고.=벙기고(兵김싸ilr)

군막(軍幕)

군대의 막시--

군저(軍짧)

군사용으로 저축힌 식링:

군창지(軍용址)

군수품을 지징히-거니-보관히는 옛 성의 창고 티.

굉주 남한산성 추정 군침지

i 일굴조사 전경

‘ 벽체 근경

주먹만한크기의샌집석을다지고,

목탄을5cm정도펴낄댔으며,
그 위로 5cm 정도로 흙을 판축다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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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지(軍輔址)

성을 지커기 위힌 초소 깐불 터 남한신성이1나티니-는 군포지의 규

꼬는3깐×]칸으로니타나띠‘「중정님힌지」에의하띤성내에 개

의 문포기 있었디-고 전힘.

남한산성군포지 남한산성 군포지 발굴 전경

도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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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軍햄)

군시용의 식링:

궁7HE3家)

휠쏘는 집

궁궐(宮關)

궁과 궐의 힘-성어로서 궁이린 천지나→제왕‘왕족들이 실-던 규모기

큰 건물을 말하며‘궐은 본래 궁의 출입문 좌우에 설치하였던 밍루

를 지칭한 것으로.저1왕이 살고 있던 건축물이 벙존히-고 있어 ‘궁

궐‘이라 일걷거l됨 二대궐(大때)

궁성(宮城)

평상시 왕이 거처히는 궁궐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이나 담정.궁궐.

궁전.궁실이 흔용되어 불리고 있음 기능벨로 정시를 위한 정무건

축공간과 일싱생펠을 위힌 생활 건축공간.그리고 휴식과 정서를

위한 정원건축공간으로 구획됨.

궁시(련失)

활과 화살

궁우(宮隔)

성벽의 귀퉁이에 누각 형태의 건물이 있는 시설물.

궁지{런子)

호l-

궁장(宮培)

궁궐의 주위에 둘러쌓은 높은

탐.=궁성(힘j쩨

경복궁북연궁궐담εR조선고적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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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형쌓7!(링R까홉)
、--- ----

팩띔팍 )
권설봉수(權設爛送)

조선후기군시적으로증요히였던 영진(營鎭)에서자체적으로섣치

히-여분음으로만 엔락하도록운영한 봉수.주로 해안 띤변지역에

설치되어있으므로연떤봉수(j{펀쉴k씬送)외같은맏료똥용

흩

귀벽돌(耳뿔)

야정의티구(l치1])옆귀에쓰는심각형의벽돌=귀빙진.

귀옥개전

여장타구 옆 귀에 쓰는 옥개벽돌

규형(圭形)

성의몽체기밑에서부더점차올라기띤서곽선으로휘이올라가다

기-윗부분에서는 곧거1올리간 헝태

규형쌓7|(圭R꺼훌)

성벽을쌓을때위로올리기띤서접치-홀(또)모잉을이루도촉기울

기를조절하。1윗쪽에서 거의수직에이르도록쌓는 빙-법.=궁형

쌓기(i감形핸)

1360 350 900

1go

。

。

‘?

남한산성 북측성벽 전경

g 임
ι η

g j웅

J용

근층안(近￡댐R)

여탐에구멍을내이가끼운곳을쏘기위해정사지거1뚫이놓은구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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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곽여장근층인원경 여징하부통석을마서설치한근층인

남한신성 여장 근층안 미석 아래까지 뚫어서 설치한 근층안

]

미석아래까지뚫어서설치한남한산성근층인입면도,딘면도

쩔닫펀
펀싣능편

릎?「Tr「딩

섣τF프E5=브

환꽉편

남한산성여장 근총안유헝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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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총안 통천미석(近짧 良通穿眉E) --

근총안을 비깥으로꿰뚫어낸띠석,수원회성에시용되었으띠,타 Iil

구 싱부에서부티 마석끼-지뚫어서 총인을 설치히았음 --

화성동장대주변통천미석근경

화성복원된통천미석근총안(성내에서)

펼變펙뀔룹꿇關

화성복원된통천미석근층인(성밖에서)

石 3꿇;호
쌓찮씬닿훤짧￡
t兄j릅g&

화성의近짧8Ri쩍穿個E(좌 화성에복원된통전미석근층인펑 입 단연도 문화재수리보고서,

우 「화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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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랭이쌓기

성벽의 띤석 축조시 하단 석재의 상띤에 맞추어 상단 석재의 히띤

을 꺾이내거나,줄눈을맞추기위히여히단석재의싱변을깎이내

어 빈룹이 없도록 쌓는 망법.이 그랭이쌓기로 축조하면 미칠면이

많아져 쉽거1붕괴되지 않는 정점 이 있음

i 그랭이쌓기

(대전보문산성서문지남쪽측벽)

‘수원화성서포루、주변-성벽

게 基)

건물‘구축룹의 기초가 되는 것.예 ·활대전716LE훨)랬필)

기단(基펼)

성벡이나 건물 축조 시 맨이래단의 기초.예 :입기다 객)축기싫과)

기단석(홍휠훌E)

기단을 쌓는 돌.

기대층(碩隊總、)

기를 기진 대열(1쩍썽|1)의 통솔지.

기조기초법(基樓基鍵 去)

성벽의기자부를구축하는방법의히니로비교적평탄한곳에성벽

너tll쿄임빈-층끼지 기초흠을파고기초를다지는방뱀 홉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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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죽석(h흉竹E)

외간(4危취)이란 깃대를 세우기 위해 바픽에 박아 렇은 돌

’

수원 화성의 외간과 기죽석

기초파7|(基鐵 屆士)

성곽 또는 건둡을 축조히-기 위히여 터콜 피-는 일‘

기초판(基짧板)

싱부의 히중이 지빈 또는 지정에 인-진히-게 전달되도꽉 기초부의 l밀

바닥을 넓게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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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현(h젤않)

적변이 있을 때 큰 기를 긴 정-대에 달아서 적띤을 알리는 것

긴주춧돌기초(長짧石基硬)

좋은 지층이 다소 깊이 있을 때 이에 닿도록 길게 만든 주춧돌.

길고(챔챔)

중국의 봉수에서 불을 전달히는 시설의 하나

길고(천공개물 화환삼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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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나곽(羅郭)

증성(電꾀li)에서외곽으로둘러진성벽.=니성(찌fl써 =F내성(內j}찌

나선헝(轉旅形)오름시설

과배기처럼 원형 혹은 반원형으로 돌아 얀대 상부에 오르도록 퍼어

있는 계단시설.

나성(羅城)

이증으로둡린경우바깥쪽에있는 성-시가지의전체를 둘러쌓은

성.=외성(까뼈

나팔(陳|l이)

신호전딜 비품으로 봉수미디 1핑 혹은 l木씩 비치하였던 악기 xH

질에 띠리 뿔(f껴).대니-무(/이)등으로 구분되지딴 뿔니팔(ii핏젠)이 정

상지역을중심으로일반적인비품이었음

날망치

널이 넓적하게 지귀 처럼 생긴 돌 디듬는 밍치

납의(빼衣)

송으토 만든 덧옷.

낭분(狼養) 날망치

이리(’팅)의 똥(짧)봉수의 거회시 이리의 똥을 〔댈니무에 섞어서 불

을 피우띤 바린이 아무리 룹어도 그 연기가 흐르래지지 않고 뜩비

로 울리-간다고 히여 야러가지 거회재료 증 최고묘 긴주되았으나.

싣제우리니리에서 휠-용펀 여l는 획인힐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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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장(I節t홈)

행량의 탐.

낭호M&k)

봉화μ앓火.않jZ섬를 딜리 일걷는 딸

내곽(內郭)

중성(펀뼈 에서 내부에 둘리치진 성벽.

금정산싱중성원경

내성(內城)

내외성을 쌓을 때 안쪽의 성곽을 일걸음 =자성(子PA)

거대한탑모양이고,내부에거주할수있는증세성요새.

내외중성(內外中城)

외성과 내성이 있고 또 종성도 구비힌 성.=심중성(三뭘jlω

제곽석 평면



내지봉수(內地煙隊)

얀변봉수외 경봉수를 연결히는 육지내륙봉수로서 ‘복리봉수 Oj흉짧

k씬;t途)‘오1-김은딸 조선전기인세종29년(1447)3월의정부에서벙

조의 정장(로;l시에 의거히여올린건의를 통해 얀딴얀대조축지식

(땀싫땐훨造찢之도t)괴 복리봉화배설지자1Ol똥꿇條火업|i값之f|ill)기-동

시에마련되이시행되게됨으토서구체적인내지봉수의시설을갓

추게 됨.

내탁(內핸)

성벽을축조힐l대성의인쪽을구축히는일 성을쌓을때속채움을

단단히히기 위히아속을다지고겉을쌓는일 평지에성곽을쌓을

때 인쪽에 구축한 성벅

남한산성성벽 내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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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환도(內環道)

성벽 안쪽으로 평평히 난 길 일본에서는 우마도(牛j떤편)또는 마도

(띤道)리 불리움.=회곽도(띠l郭道)

내황(內앨)

성내에만든불이없는도랑 =외황,=내호

네모막돌바른층쌓기

막돌면은다듬지 않고,칩협면딴네모직선으로다듬어가로줄눈이

일직선이 되게 쌓는 일.

네모막돌쌓기

믹돌의 접힘면을 대강 네모지게 직선으로 다듬어 쌓는 일.

네모막돌완자쌓기

네모로 다듬어 수직 수평지게쌓되줄눈이 전체에 이어지지 않게 히-

는돌쌓기.각돌의높이는기준돌높이의1/4,1/3,1/2등으로힘.

네모막돌층지어쌓기

막돌의 접힘변을 직선으로 디-듬고 수평줄눈은 부분적으로 직선으

로 이어지나 가끔 엇갈리게 하고 어느 켜에서는 일직선 수평줄눈이

되도록 히-는 돌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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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계족산성

‘ 성벽 전경

노(뿔)

원거리시격에 쓰이는 휠‘

노구(據口)

돌괴 흙으로 쌓은 부뚜넥의 이궁 。

노대(뿔臺)

성내에 활을 쏘기 위히-여 높거1만든 디1(훨,).성보다 높게 히펴 총포

나 쇠뇌의 빌시 장소로 건룹은 없음.

화성 동묵노대화성 서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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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각성(廳角城)

사슴 뿔모양의 나무를 X‘자 모양으로 엮거니.가지부분을 날키롭

게 만든 목책(木애})을 이용히-여 만든 성책시설(城에||야힘갔).임의적으

로 행군 때의야영장소나행궁(行훔()의방비,방어를 위한 진지에

시용되거나목마장의마책(!딴lm)으로사용되기도함.

독로(轉轉)

토목이나 건축공사에서 활치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

는데 쓰는 기구의 일종 자그마힌 성돌을 긴편히-게 들어올리기 위

한 것으로 기중기보다 긴략한 기구 화성성역의궤에 의히띤 크기는

세로15척,높이10척이고간목의길이35척으로여닮사람이둘로

나뉘어 얼레를 죄우에 둘려 옳긴 다음 디-시 얼레를 늦추어서 물건

을 내리도록 한다고 함.

농성(罷城)

성안에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고 성을 지낌.

누(樓)

높게놓은 미-루(누마루)

누(壘)

흙을 포개서 쌓은 진(ljail작은 성.보루(짱i깐).성채(1ll양장)

누각(樓聞)

지싱 2층으로 지은 집 =누목.=층루.사방을 바리불 수 있거1높게

지은 집.

누거(樓車)

수레 위에 다락집을 꾸띠군사기성을 넘어가게 하는 장치(고려 때).

누대(樓臺)

높은 대위에 높이 세운 누각(樓탬)

누로(樓樓)

누다꽉집,문루와 망루.성위에서시빙을 비라볼수 있게높게지

은 지붕이 없는 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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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문(樓門)

2층 누디릭으보지은 대분,궁성,성댁의홍여1문 위에누각을지은

것.진앙(lE|l營)의문.

팀

서울성곽 숙정문 남한신성 지화문

믿
화성 ε반 문 강화신성안마루

전주 풍님문 진주성 공북문

나주읍성동접문 공주공산성금서루 상당신성 미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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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벽(壘뚫)=꾀푸(싫멘)

누보(壘몇)=꾀푸(쟁‘편)

누삼문(樓三門)

성벽위에누각을 짓고그 I밑은흉예문을 낸것.관이-,궁궐,시-찰

등에서 2층으쿄 지어 위층에는 띠-루를 낄고 밑층에는 대문을 딘

것 서울 칭턱궁 돈화문

누조(;篇홈)

물이흘러내리도록 만든 구조물 (예 석누조 (石洞센lj))

화성화홍문

중국 서안 장인성 누조석

누조석(;蘭홈石)

불이흘러내리도확 흠을 판 돌 성루(t짜햇)의 배수구료 쓰임.

누헐(遍t)

물을 흘러내리기 위하야 구멍을 뚫어 놓은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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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見쫓

깐
화성성역의궤누헐도안

u. 〔〕

.:묻

쉰구
1 r셔

。
9
。,

팀

뉴게짧뼈)

싸릿다발.

늑철(훌않훨)

도르래를횡l량이니-유링:에달때잉:목을덮어낌고두끝에구멍이

있어도르래축L을끼우가1되어있는쇠.

능장(援校)

봉수문의출임을긍히-기위해이긋빚71l세운풍근니무또는밤에

순경을돌배애쓰는 기구.길이l5Ocm되는장대끝에횟조킥등

이 달러 있음

능칠(쫓鐵)

마릅쇠와낌-은띨--도둑이나진지에서적을넥기위해흘어두는미-

름 묘잉:의 무쇠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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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다각헝쌓기

불규칙힌 돌을 붉규칙한 졸눈으쿄 쌓는 일.=박쌓7

다듬돌

일정힌 모양으로 다듬은 룹.

다듬돌쌓기

평딘하게 디듬은 돌을 쌓는 일.

접합띤도 직선으로 디-뜸어씀

- zi a

----‘---

서울성곽다듬돌쌓기

다락집

마루 바닥이 지띤보디-높게 되거

나 2층처럼 지은 섭 =누다딱.

누각이‘햇l깐1)

다지기(達固)

흙이니-모래.지길;잡석등을 펴낄고치1필히게놓딘l딘딘-히케 하

는 일 (여1:딜고칠)

단궁(短련)

휠-종류의하나.크기에의한구분으로길이기보통80αn내외의크

기를 딸함

단장(*함휩)

L1。 c1-
7〈 L- l:I

안국성곽용어사전96



단창(短植)

x1-ia il-
Lu L- 。 .

단칭집(규좁聞)

단칭칠힌-건둡또는전각이렛|램)‘

단확(月뺨)

고운빨낀벚낄의 흙.일I굉(-名)단소()민1少)=단칭(F1-김훈)

/달콧대(達歐木) ＼＼흙이니돌을깐띤을딘딘-하게디자는데

쓰이는연장 통니무토막에순찍이니끈

을딜이올떤:1」H-뼈저디짐

달굿대

담게擔機)

무거운 점을여러사템이 들수 있게 꾸

민것.둘것.=담기-(f섣架)

담장(t를t좁)

접의외곽을둘러막이벽처펌만든구축물

담통(擔↑뺑)

들쳐메고디니는통,벨대를전후에때어달고어깨에떼고디념

당척(康R)

고대척(하代치)의일종 딩-척O펀j치)1척(-R)=0924~l.345‘곡

척(U꾀치)(0.28~0.3135m).

대(臺)

징대G|영훤),성(t成),보(쪼)‘둔(따),술O칫)등의동서에높이쌓이올린

장수의지휘대.흙을높이쌓이샤사빙을관빙힐수있가1만든곳.

대거(大車)

두비→퀴딜구지포써지처1기-싱딩히겁게되어장대렐을운민-하는데

쓰는수레,회성 축조시사용된기구토채일큰롤을 싣을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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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수E1l쿄 사심디l-리 횡-소어l실을 수 있는 분땅을 대거 히L1-료 옳낄

수 있다고 함

대문(大門)

성또는담의출입구에딛아비깥출임에쓰이는큰문 =성분(jlk!펴)

하 인빙에 대는 제.

대문둔태(大門면太)

대문장부가끼어서돌수있게구멍을뚫어싱-

상당산성 잉문 대문둔태 .

서울성곽 숭례문대문둔태

(좌 원경,우 근경)V

대방전(大方博)

성(1llm의 여딘-등을 쌓는데 쓰이는 콘 네모진 전돌

대변량(待邊根)

봉수nl다 비싱시에 대비하여 lE(lO딸)내지 lO石(1OO딸)씩 준비히

여 괄았던 비상식량으료 주로 쌀(米)을 비축하였음

대AH臺뼈)

활을 쏘기 위한 대(할)

대우포(大子浦)

큰 깔포 펀 대형1무기(귀주성 싸움에서 박서기-시용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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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헐(大뻐t)

대포를쏘는구멍 =포혈(li겐치)‘포인-({따Il핏)

남한산성 남옹싱 대포헐

대포를올때시야를확보하기위히여

포헐의벽체를 ↓〉(형태로가공하였다

‘ 원경

‘ 외부 근경 ’ 내부 근경

대피성(待靜成)

평상시는성내(jjklkl)에거주히지않고유시-시에암성(入lum히여헝-

쟁하려고준비힌-성-

토르학다듬

고운정다듬기를힌위를이가달린네모밍-지(도드락밍치)로쳐서

다듬는 일 도드락빙치의닐떤은 익:5cm각에각추형의돌기기-25-

lOO눈끼지 있음

-、
도드락망치

도드릭 디-듬기를 히-기 위한 돌기기 있는 밍치 돌기수에 띠-라

25~1OO눈이 있음.

도드락 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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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者柳 )

멍이평상시거주히-는궁성괴-관부및그주위를에워씬성픽-군시-

적인똑적외에정치.경제.시회 문화의증심역할.종묘외시-직이

있는 것을 ‘도(갱”)’리하고 그형지않은 것을 ‘읍(펀)‘으로칭함 =

행재성(行까기lψ

닙)온의용(4’예장]
냥휩없 (앵생)
“ “ ’

繼룹의펀(4{소윤)

윤l‘J행k 장흥지구
」짧練

:;;--앉쩔쩡산지구1607

한앙도성(서울성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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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진(’廳힐)

조선시대지벙어1있던군영 히}안지대또는증요한고을에설치하

띠침절제사(왔쉰페jljf핏)나그고을수굉(守令)이다스렀음.

돈(激)

성내에높직한곳에썽-은대 =돈대

돈대(뺑臺)

표를쏘거나사방을관망힐수있게만든직은봐루.성안높직힌

평지에높게축조한포대(h包좁·)로그인은낮고외부는성곽으로축

조히여 포를 설치힘

돈신(激身)

높게쌓은돈대의봉제 공심돈의구처1(깨1뭔굉)

돈후(t했쳐찾)

흙팀을쌓이-서만든피수보는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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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우기

낮은 땅을 흙을 덮어높이는 것 성토滋 士)

돌쌓기(쫓石)

돌로담또는성벽등을쌓는일

(챈깐)’

돌쩌귀

문짝을 다는 쇠

돌층대(石層佛)

돌로 만든 층층대.
수원화성서노대돌층대

돌홍여|(突뾰震)

무지개모양으로 만든 개구부.대문또는성문을 내기위해인장이

qRh한석재를압축으로만하중을하부에전달시키는구조법.

동(擇)

적진을 돌파하는 전치.

흰1f훌車)/
작게만든손수러1.물건을실을수있는나무틀을민뜰고,그네귀

퉁이에바퀴를딜았으며,나무틀의가로대에끈을묶은후네개의

각목을시용하여장정4멍이팔수있도확함 주로평지에서돌,
~、、

기와등을나르는데사용.
、~ ---

동공(童功)

공시를 감독힘.

동서장대(東西將臺)

한 성곽 내에서동쪽 또는 서쪽 요지에둔 장대.정-대는시령관이

지휘를 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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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척(東鍵R)

중국고대척의일종,동위척l척=곡척(매R).

동채 童車)
‘- -- --{

티lr퀴는발치(發車)와같으며네개의각목을시-용하았으며정정4명

이밀고끌게되어있음.작게만든손수레 적진을돌파히는전차

동헌(東환)

고을 수령(守令)이공시-(公핑)를 처리하는 곳으로 정당(正쏠)또는

정청(n;應)이리-함

낙안읍성 동헌 무장읍성동헌

동화주을(同花注Z)

새끼출,동아줍.

되메우기

터파기한지씌에기초기완료된디음도로흙을메우는일,

두레박

작은힘지모양으로널을짜고위에기-로대를대고거기에세쿄손

잡이를꽂아긴끈을띠}아우불둡을펴올퍼는기구.

둔보(뽀똘)=보루(젤壘)

둔태(면太)

푼지도리를끼우기위해구멍을뚫은니무토딱 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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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태석(면太E)

문지도리를 끼워 회전시키기 위히야 구멍을 미련한 돌.

뒤채움

삭축을 쌓을 때 표면적 내부에흙이나 잡석 등을 채워 다지는 일

뒷길이

견치돌,시괴석등 네모뿔형석지1의전변에서뒤끌까지의낌이.뒷

굉길이.

뒷사춤돌

섬돌‘석축 등의 뒤쪽에 다져 넣는 롤.=뒷차1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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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산성 뒷채움돌

들것

좌우에 낀 채를 대고 중간에 거적.발등을 걸어댄 기구로 사람이 전

후에서서짐을나르는기구 =담기(샤팍빠,담가(많架)‘

반월신성 뒷채움돌

등(뚫)

제단식 통로.봉수 내부로의 출입을 용이하게 히기 위한 시설

깐?헬얀헐T?옆|

분신성봉수의방호벽과출입계딘(한국의봉수)

등성(훌城)

성곽의 성벽을 오릅 또는 오룹시설.

떳목기초(짧木基硬)

띤약한 지반에서긴돌,고칠재,통니-무등을가로세로로나열하에

쌓이 만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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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마뉴게 麻細但)

거화재료의 일종인 삼핵.

마루벽돌

기본이 되는 벽돌 또는 돌,종전(宗;댐).

마름돌

채석장에서 대강 크기로 떠낸돌-

마름돌바른층쌓기

네모난 마름돌의 면을 다듬지 않고 집합부민-직각직선으로 다듬어

가로줍눈이 벽면 전체에 이어지게 쌓는 일.

마름돌쌓기

채석장에서떼어내어마름한볼을디-듬지않고그대로쌓-는일.거

친돌쌓기.

마름돌완자쌓기

마름돌을 수평 수직줄눈이 되게 접힘만을 직각직선으로 다듬어 쌓

되 벽띤 전체에 이어지는 수평줍눈이 없게 쌓는 일.

마름소|(쫓鐵)

미-름모형으로 기시를 돋게 민든 쇠붙이로 진지(백1t띠)에서 적의 접

근을 막기 위하여 성벽비깥에 흩어놓는 장애월 일종 기외 등 용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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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꼭대기에새가앉지못히-게대는쇠.=이철(짧ifm,질여칠(핏

짧파).

마름쇠 마름쇠

마면(馬面)

치앉&)의 벨칭Oj|l짜)(느때ilj서일반적으로 넓이와 길이가각걱3￡

정도로 성벽밖으로 내밀어쌓고 적을 효괴적으로 불리치기위한

시설

마면갑(馬面甲)

전시에시탬이탄딸떠리에침판을씌워무장시킨것.

마분(馬養)

거화재료의 일종인 밀-똥

마안봉(馬輪않)

민보집설(닷젠!|l힘%)에서산성축조(1」」j成핫펴)에유리힌지형으토l필

인정과갇이양쪽이높고기운데기-낮은지형 =마인형()샤院jfZ).

마안봉산싱(함전대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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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이진성지등고분석도
(앙쪽이 높고 가운데가

낮은마안봉지헝)

지표조사 및정비계획

마제헝홍여|(馬歸升겠I脫)

딸편지-모양으로쌓이만든아치,말굽아치.

마조(馬權)

디F二〕L。
근 l기T .

口}드드
-「 E프

산이나개윷등지에서자연적으로파쇄되거나생성된막생긴돌

막돌메쌓기

다듬지아니한돌을 줄눈접합부에모르타르를 쓰지않고‘뒤사춤

돌만다져넣으며쌓는일.접합변및뒷뿌리의풀림은모르타르사

춤쌓기보다 접촉이 짙 되게 하고 굉뜰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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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돌쌓기

산에서 지-얀적으로 피쇄되거니-개윷에서 나는 막생긴 룹을 점합변

을 직선으로 디등지 않고쌓는 일.

믹-둡보르

막돌잘쌓기

다릎지 이니힌-꼴을 침힘→부에 또르타프를 써서 쌓는 일

티르사츰쌓기

막돌층지어쌓기

믹돌의 접합띤을 네]묘직선으로

디듬어 흐트려 쌓되 어느 켜에

서는 또두 수평기-로줍눈이 되도

록 하는 플짱기

막새(幕斯) 남한산싱제2남옹성치

처띠 끝에 덮은 임 ‘숫기외에 외당이 달린 기와.

막쌓7략협딴건랜3낭기
만월성(;圖月城)

성곽의 평면형태기둥근과픔딜낌이 둥글다고히야 뜰인성 이름‘

궁성에민 붙이는 이름 신라 민-월성(新체 jIHlFlulu-

l:f。n
」- !그/,

맞배집

뱃집지붕에서 빅공이 맛똘렀다는데서 띤 맏(7EEJj끽;에서

=빅공섬 =맞배집

‘
‘、

망군(望軍)=요l상군(陳望軍)

망대(望臺)

딴 곳을 조땅히카나 적군의 동

정을 샅피기 위하여 세운 늪은

누대(+랬첼)=「싱루(푼+파).관끽-

(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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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덕(望德)

적의 동정을 망꾀는 높은 대 =밍대(댈젤).땅루(댈4댔).

망루(望樓)

망을보기위하여높이지은누디딱집=밍디}(띤필).

망루(望樓)=밍대(헬t렐)-

망보(望똘)

망을 보는 보루(핸E꾀.

망새(望互)

큰기와집의용미루양끌에서l운장식기외.

망한(望漢)

봉수 군 중 망보는 일딴 전덤히는 지-

맥궁(*펌런)

활의종류.=단궁 =정궁‘=각궁,=R[f궁,=직긍L

멍에둔테(힘太)

성문 등에 사용히는 큰문 둔터1.

성문(1씨l막)의 위에 낄거l건너질

러서 문장부가 끼이는 구멍을

파고 위는 천징 또는 바닥치}콜

받는 멍에가 되는 재목.

흥인지문 멍에둔태
메다듬

쇠망치문돌을다듬는일 큰흑두기 잔혹두기등의구딸이있음

메쌓기

석재의접함부를서포질-맞게다듬고.줍눈에꼬르티르를쓰지않

고및대어쌓는일.뒤에는짐석등을다져넣음,건성썽기‘건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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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석

성벽의외부에니티나는돌 작싱석과 대응퍼는 용어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성벽을 만둘기 위힌 기공석이 시용됩

됨

입연형태,아래 단연)

「1 「 =〉仁그ζ二그

멸화기(滅火器)

소화기 봉수기 헝싱 거회를 위해 불을 다루었으므로 봉수 미다 구

바히-고 있었던 필수 땅화비퓨임-

모성(母城)

기관이 되는 성 =자성(子Ulm

모래지정

기초 또는 비닥-띨에 묘래플 디져 넣고

불다짐을 힌 지정 사지정({1少j、미파)‘

모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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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지붕집

깐불 측띤에도 처마가 있게 히고 추녀마루기 지봉마루끼지 올라가

도폭 지은 집.=우진각접.

EE고그
- 1 L--

나무로 된 몽둥이

목도

무거운 물건을 맛줍로 묶어 맛줄일부에 통나무를 꿰어 1~2인 2~4

인이 어깨에 매어 운반히는 일.

목부IH木품子)

도끼지-루

목익(木차)

땅에말뚝을박아그위부분을뾰족하게깎아놓은벙어시섣.봉수

대에서 근무히는 봉수군을 외부료부터 보호히-기 위해 봉수대 주변

에 설치한 방어시설의 일종인 말뚝을 달리 일짙는 딸.

고현읍성 해자에서 출토된 목익 동래읍성 해자 목익

목저(木까)

통나무에손잡이를 달아오렸다 내려쳐서흙이나돌을 바닥 등에

다지는 연장.

112 한국성곽용어사전



목책(木째)

나무딸뚝을 땅에박은 다음기-로세모토엮어울타리니담을둘러

방어시실을 한 것 니-무울짱.

‘몽촌토성목잭(좌 원경,우 근경)

‘ 정원 남성골산성 목잭열 유구

V광앙마로산성옹성목잭열유구

목책도니성(木째쫓;尼城)

목책을 세우고 진흙을 벨리-똑책의 소실을 방지하고지-한 방어

시설,

목책성(木째城)

목책으로둘려믹은 성 똑재플시용히이축설(梁設)된성의일종으

로 일시적인 영루(營펴1)나 행군시의 머무르는 곳에 많이 시-용.

몽돌 =수따석(水딸石)

무사{武젠)

성돌의크기기크고잘디듬은골보써문옆의석띤(E『띠을만드는것.

성곽용어 해설 113|1



무사단괴(武妙單塊)

무시석의 한덩이.

무사석(武妙E)

네모반듯히케 다듬어성벽,담

벼락 등에 사용하는 돌로 네모

지게 다듬는 큰 돌

홍예돌 옆에 쌓은 네모 반듯한

돌.=무사(武沙).

무사석축(武妙右쫓)

무사석을 이용하여돌을쌓는 일 네모반듯하거나짧은장대석헝

의 몰로 쌓은 석축.

서울성곽 무사석축

;〕‘-------------

화성 무사석축

무사석축성(武妙E쫓城)

네모지게다듬은돌로쌓은성.

문각게 門角碩)

문의 모퉁이에 꽂는 기.

화성 ε엔 문 문각기 화성 화서문 문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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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루(門樓)

궁분‘성분.지빙관 청 비-깥문의

위에 지은 디락집(JL싸)

문루식(門樓式)성문

성의 출입괴 함께 높은 문루를

만둘야 낌시 및 지휘소의 역할

을 히도록 성문을 구성히→는 것.

문비(門훌)

성문의 개구부에 설치된 문찍.

문짝 성분의 개구부를 여닫게

히-는 문으로 복지1핀 분을 많이

사용히았는데 회공에 대비히이

외부에 젤엽(fil꽃)을 씌움

문석대(級石臺)

무늬가 있는 돌토쌓은 대‘

문선(門휩)

문의 잉:쪽에세워문짝을 끼워 덜게 된 기둥(fll1시젠).

문전(썼觀)

분양이 있는 전.=문양(XF상

문지(門址)

문이 있었딘지-리

성곽용어 해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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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공(門止孔)

성문의 문짝을 고정시킨 축주6|1때또)를 끼워 앞뒤로 돌아기케 낸 구

맹 =축주공(iFIll센孔).

-확廳爾법
”*1

남한산성암문문지공

문지방돌(門地初E)

출입문의 아래에 대어 문을 받게 되는 돌 문이 끼이는 문받이턱을

피기도 함 문지방돌 분턱돌.

문지석(門持E)

성문 등에 문짝이 달린 경우 문짝을 닫을 때 걸리게 하띠 고정시키

도록 박이놓은 돌.=원산석(遠Li」石).

문초(門誰)=초루(證樓)

물림쌓기

성벽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성몰의 단을 조금씩 들여 넣으띤서

쌓는 벙법=들역쌓기,굽도리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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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성북벽

물역(物段)

집을짓는데쓰는똘.기와 흙등의지}료=물꽉(4끼力)

남한산성 치성

미석(眉E)

석성(김뼈)의상부,야장 밑에여정을쌓기위해눈씹처댐판석을

약간나오게섣치한룹二미석(屆石).일반적으로안쪽의경우는여

장 기단이 됨.

화성동묵공심돈전면전돌 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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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l
「 , %

γ 1 껴a-

ι?灣싹4

남한산성자연석미석 이탈된 미석

상당산성 자연석 미석 금정신성 자연석 미석

밑인방돌(下引初E)

출엽문의 아래에 대어 문을 받

게되는돌.문이끼이는문받이

턱을파기도함.문지방몰.문턱

돌-히인벙-돌.

오산독신성문지밑인방돌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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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지효R望뽕、)

누걱 등의 벽싱떤￥E)에 비리보기 좋게 뚫은 칭.

바른층막쌓7l(成層옳내홉)

일정한 긴격으료 수평줄눈이있게히되그 사이는줍눈을 흐트려

쌓는 돌쌓기 벙-식.

바른층쌓게 整層積)

석축시돌의매단의수평줄눈이일직선이되게쌓는일.

남한산성 장방형 언석 설봉산성 성벽

박석(運石)

넓고 잃:게뜬 돌 바닥에깐돌.

1 1j ‘’:P각

、 :r;;주」」-」 ‘서울성곽창의문바픽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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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방전(半方博)

네모진 벽돌의 힌종류료 크기가 정방형의 절반 정도여서기로와

세로의길이가2-1의크기쿄민-든것.돌의정우는반방석(半方石).

반빙전을사용한전돌여장 빈방전을사용한전돌여장(신설)

반원옹성(半圓寶成)

평띤이둥그스름히게 반원형으로 된옹성,수원성의 남분U닝펀門)

과 북{문(長꽃|lEl)앞에보임,

화서 파다며1。 E E Zr 화성 ε엔 문

반원형여장(半圓形女i품)

반원형의 타를 연속으로 붙이놓

은 형태와 단독으로 한개만 설 .

치한 형태가 있는데 타의 중심

에 원(迷)총안 l개소 좌우에 끈 i

(近)총안 2개소를 설치

화성동북노대반원형여장(원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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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성(半月城)

성곽의평띤헝태기빈-달또잉으로된성.여l·경주윌성(FjUlm

경주 월성전경

받침막돌쌓기

네모박돌을 완지-쌓기로 히는 똘쌓기-

발거(發車)

황소한 마리가끌 수있게만든직은수레.비퀴는통나무룹질라

만들고,작은돌을나르는데쓰이는수레「화성성역의궤」에수록.=

빌차(發훌l)

발권산성(錄團山城)

신정싱부콜중심으코성벽을두른성 =퇴꾀성‘시루메성,

발권식($뼈훨式)

성벽축조시신정상부를둡러쌓는형식.

방대(方臺)

네모진 대

방리제(핸里制)

도성축조시굉성 또는 횡성을 증심으모 종팽으로구펙하여 지은

도시계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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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方眼)

네모지게 뚫은 구맹

방전(方博)

네모반듯한전돌.(大方댐,中方j탤:,小方댐)

방전툴

전돌을 제작할 때 흙을 고르기 위하여 목틀을 사용히는데 정방헝의

것을방전틀이라히고 그반을판자로막은것을빈-벙-전틀이라함.

방패(防牌)

전쟁 때 적의 칼.창‘화실 띠위를 막는 무기.

방헝옹성(方形養城)

평면이 방형으로 축조된 옹성.

렐웰心 $歡 |”〔i헬홉휩;it·』

전주 풍남문 펑연도 전주 풍남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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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평성(方形t平城)

펑지에 너1보난 형태쿄 쌓아진 성.음성.궁성 등에 많이 보임

여수 석장성지 지적도 여수석장성지항공사진(석칭싱지발굴조뾰 고세

방화벽(放火훨)

빙회석축‘

방화석축(防火E쫓)

빙회장(|3/]火웹).빙화벽(防火섣lf)혹은 빙호벽({야;폈 호)이리고도 히-n1

붕수대에 근무히→는 봉수군이 니쁜 짐승으로부퍼 피해 입는 것을 방

지허가니얀조의펄이산아래르번지는 것을t상지히-기위한빙야,

벙회정 시설-

방화장(防火培)=빙회석축

배수구(排水口)

뜰을 빼거나 불을 내보내는 곳 콸이 성떡 인쪽에서 수구로 들이선

곳을 임수구(入水仁1)성벽 ljl낌으로 나기-는 부분을 출수구(tH水|=1)

리 힘.형식에 띠-라 개거식(問핏k)임거식(1l흡꽃式)등으쿄 구분하

고 성벽 중진을 통괴히거나 성벽위쪽으프 수구를 민든 것도 있음

배틀먼트(batt|ement)

꼭대기에 총인이 얀속되어 있는흡벽

백치(뭄雅)

길이3OO징(文),넓이5OO보(步)의성기퀴 즉성곽의크기와규모,

왕도에서도 벡치를 념윷 수 없디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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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白維)

길이 3OO장(￡)넓이 5OO보(步)의 성가퀴 성곽의 크기의 규모.

번오H觀Ii)

기와를 갈아 끼우는 일.

번오Ht짧표)

기외를 굽는 일.

법수목(法首木)

난긴의 귀퉁이에 세운 기퉁머리 나무.

벽돌성(뿔쫓城)

벽돌로 쌓은 성

벽등(뿔憲)

벽돌로 쌓아 성벽 위아래를 오르내리게 한 제단‘벽돌제단.

벽력거(露魔車)

옛닐 증국에서 사용하던 무기의 힌가지로 돌윤 발사하도록 장치해

놓은 전쟁용의 차(벽력차).

벽루(뿔壘)

성벽과 성루(jut파)-

벽루조(뚫篇홈)

빗볼을 배수하기 위하여성곽에 만든 홉이 파인석조.

벽석(뿔E)

널빵지처힘 넓고 않게다듬은 축벽용의돌

벽성(뿔城)

벽돌로 쌓은 성 전축성(j;핑찢1成).

벽전(뿔博)

벽돌‘빙전(方j팍)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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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칩(뿔뿔)

벽돌로 쌓은 성기퀴,

벽축성(뿔쫓城)

벽똘보 쌓은 성벽 =전축성(t팎찢城)

중국 펑요고성 중국 펑요고성 각루

변경(邊警)

변빙의 긴급한 경보(딸후ω

변성암(燮成嚴)

지각변동즉 지떨‘임렉‘임장.화산작용등으로 그조직이니성짚

이 변한 임석-

변정(邊享)

춘추전국시대에 봉화대이쭈火철)를 딜러 이픈 띨--

병거(兵車)

전쟁에 쓰는 수레‘군시플 실은 수페 =융거(않책)

병량(兵*量)

벙사의 식랭-=랭:향이:현씨).

병AH兵舍)

군대가 뜰아 거처히-는 짐-=병영(」순營)

병수처(兵守處)

땅시들이 근무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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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성(兵營城)

벙영이란 조선시대 지방군시 조직으EE뱅영성은 육군의 총 지휘부

였던병n1-도절저1시앙〔l뚫尙Z;·述兵],딩원1펜쩌〕|1fsl펼·)이지리히았던곳임.

?}χlt켜여서 ;RY}투
。 」 。 。 。 -4- 。 -」

보(볕)

작은 규모의 성(ψ씨 변빙의 작은 요새(폈짧),=보루(젠폐l)

보루(똘壘)

적을벙어하기위해돌,흙등의재료로견고하게딴든군사시설불.

일반적으로 둘레 3OOm 이내의 시섣로 보(젠 외 토루 빛 석루를 힘

칭한 말로도 사용힘-=보딱(앞젠),브징(젠1월).괴채(젠뜸)

아차신에서본홍련봉 1,2보루 홍련봉 1,2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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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성(쩔壘城)

적을 땅어히-기 위해흙.꼴등으로 견고히거1만든 성‘

보벽(홍뿔)=봐루입센싼)

보석(步E)

넓고 다니도록 낄아 똘은 볼

|1 성곽용어 해설 127

팀



보성(똘城)

적은규모의성 보루(챈럼꽉),보채(챈뜸),보책(짧↑|1lt)‘

보성(옳城)=보루(향꾀한)

보습

멍을 같이서흙덩이를일으키는데쓰는농기구일종.=보삽,二보섭

보인(保人)

봉수군의 꼭무에 대신하는 사땀을 지칭히는 용어.이들은 실제 근

무를 서지 않는 대신 근무를 서는 봉수군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음.

보장(똘障)=보루(짤펜l)

보채(댈훨)=보루(헬폐l)

보축법(補쫓法)

자연지세가 성벽을 축조히-기 어려운 곳에 성벽이 떤결될 수 있도록

기존 지형사이를 보총히여 축조하는 방법.높은 성벽의 히-부를 보

강히-기 위하여 덧대어축조하는 방법.

- i.

원
1k-“‘

‘ 남한산성 저|2남옹성 치 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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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죽주산성 성벽과 보축

얘기등

성 밖(W)

ι :ι
ι7醫

/않g靈
of차산성 성벽 단면도

보토(補士)

우북힌 땅을 흙으쿄 배1운

복로(f챔용)

성문밖이나요새의주댁에거리플두고파놓은참호 복EE맹(하h%

兵).

복리봉수(碩훌t載쪼)=내지봉수(休lt띠;잠途)

복토(ft免)

수레의축을누르고치상(i|폐1)을떠받치는것(성회주꽉에서보임)

복합식산성(複슴式山城)

데꾀식과 포곡식을 복합히。1쌓은 산성으로 규모기-큰 산성이니~도

성에히l당되는경우임 군시적으로증요한지형에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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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本城)

주로일본성에서 사용히-는용어로성가운데중심이되는성.성내

의 중심 곽애:l心팎3).

본환(本九)

일본성에서시용하는용어로성내의증심곽(폐)이곳에최고책임

지기-거처함.

볼록여장(터페女t폼)

평여장이 변형된 。:1장으로 평여정의 헝태에서바구를 두 단 집어

딴든형태 티의모양이지연 딘l‘헝이되고 타구는 ‘IFl’형으로 되

어 원근의 적을 일시에 공격할 수 있도록 힌 여정--

봉(逢)

봉수에서사용된 신호용 깃발로주간에신호로써사용.봉은 봉수

대 위에 봉간(찮二F)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깃대봉이꽃츄)에 걸어 사
」R-
。 .

봉경(않警)

봉화로알리는정보.전(l|판)하야변방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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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峰훌)

봉회를올리는누대이찢필).」양뉴디떠쏘;tia첼)의익:이 =팡푸따땅).

봉돈(峰激)

햇뭘괴 엔기로 대응봉수나 띤

곳에 신호를 보내기 위하이 미

치 돈대5L양을 만든 봉두이쏘줬)

기 늪은 봉회대,

봉라(峰選)

봉화와 징섣-
화싱 봉돈

봉로(t짧용)

대응 봉수노선간봉수기 지난 길.=봉수로“셉途il1%)

봉루(峰樓)

=봉대@쏘첼)‘

봉보(않똘)

봉회플 올리는데 쌓는 보루(〔꽉넨)

봉쉬 像얹)

봉“? 햇불 k|5!夜條‘Y%火)괴-수“a 떤기·쐐·펠댔 휩셉띤로

띤빙의긍보를종앙혹은지벙떠떠짧j어1진딜히던군시-적꼭적의통

신수단.

봉수(않I갖)

봉회뜰 올라는 수맹따 兵)

봉수군(峰앓軍)

봉수를 을리는 잎을 띨이-보는

군사 봉졸α앓쭈)‘팡군@쏘軍)‘봉

화간(kf火=1-),긴-망군(춰-댈젠.):

수밍인(t送뀔人).후1상인(城댈
수원화성봉화거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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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해빙인(펴멜人).연대군(;l댐젤iIr)수직군(꺼-따테)등괴-낌은 띈--

봉수대(않앓臺)

봉수상호긴-연픽이 편리한 고지(땀j마)에 꽁회휠 울리던 대(첼)로서

봉수를 올리는 수딘과 기타 섣비기-갖추어져 있는 시설불을 지칭,

=봉화대@상〈찮,),봉다}떠띔·).

봉수로(않짧 용)=봉로야f%)

봉연(않煙)

봉회의 떤기

봉자{않子)

봉수대를 지키는 군시-

봉전(峰田)

봉수군이생겨l를 위해 봉수대 근처에서 겸직-히던 받

봉조(峰뚫)

햇불과 연기로 대응봉 수에 신호를 브내기 위해 시섣한 이궁이

봉탁(않析)

봉화와 떡다기‘빽하띠 변고를 경계하는 일

봉호H峰火)

닌리를 알리는 불 삼곽시대부터 있있으니 죠선시대에는 봉회푹운

전국에 6백여 군데니두았음.=봉수“침셋.얀호}(;l팬火)‘닝화(狼火).

닝연@않팽).

봉화캔 峰火千)

조선 초기에 봉수균을 딜리 부른 딸쿄 봉회긴은 봉회촬 드는 지-로

서 국속에 신링:역전(身1차짜!!꽃)으호서 하는 일이 천히떤 간(=F)또는

척(R)이라 하였던 데서 유피1.

봉화대(峰火臺)=봉수대fkti쫓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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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동대(않火東臺)

봉회-대

봉화둑

봉호}플 올렬수 있게 민든 묶

봉후(峰쳐찾)=봉lE야쉰{한)

부가토루(에때D土壘)

토성에서 벙어 에 취약한 특정부분에 부가적으토 실치한 토루

부석(浮石)

바위에서 석재를 떠냄.채석(}짜石)‘

하서 나 〈디 Z벼이 디서 흐 저-lC〉 디-「τr -「」 1 τ= 남한산성 송앙정지 주변의 부석 흔적

부석소(浮石所)

돌을 떠내는 곳 =채석장Q;재파샤)

부성(府城)

옛 지빙 핀정 의 하나인부O젠)를 에워씨-고 있는 성

부소(꿇所)

벽돌을 굽는 가미가 있는 곳

부엽법(數쫓 去)

성벽의 기초를 단단히-기 위히아 lll닥이 밸처럼 된 곳에 니뭇기지와

나뭇잎을 낄고 디지 띤서 흙괴-교대효 점착히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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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무사(놈形武妙)

흥여l종석위에얹어놓는히부를등굴게다될쉽;흩」=정-구무사(秋

鼓쿄tll少)

북(鼓)

신호 전달비품으로 봉수에 비치히-였딘 악기.

북형석(搬 뻐 )

석성 축조에 있어 성벽 인쪽에 끼우게 둘로 시용되는 양끝을 뾰족

하게 디-듬은 석재. ※俊(북 사)-피륙을 짤 때에 씨올의 실꾸리를

넣는베틀의수속품의힌가지,베짱이.

남한산성 적심 북형석 이성산성적심북헝석

분수(分數)

성곽의 규보를 딸하띠 성곽크기의 기준이 됨.

분칩(*分樓)

석회를 발라 희게 보이는 성가퀴

이 i죠
근 。

불랑기(↑網良機)

대포의힌-종류

비격진전로|(飛擊震天雷)

이장손이 만들어 사용한 대포의

불랑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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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격진천뢰

비루(飛樓)

높은누각,비각 적의성안을싣고l기위히아 만든높은수레.임진

왜란시 왜군이 사용힌 사다리와 비슷힌 모잉:으포 성 공격 시 시-용

한 기구-=루차(씨딴|l).

비예(體脫)

성 위에 쌓은 낮은 담(=야징)수원 회성에서는 남암문 위에 쌓은

여장을 비예라고 표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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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괴석(四塊E)

2O~25cm내외 입장체형의 석재.한 사림이 네 덩이를 질만힌 크기

의 돌에서 니온 말 =사고석

사괴석쌓기

2Ocm 내외의 네모뿔형의 돌(사괴석)을 쌓는 일.줄눈을 두드러지

게 함.목조벽의 방화를 목적으로 쌓았음.화방벽 쌓기 담장 쌓기

에도 쓰임

사대(射臺)=시격대(양j꽃휠)

사모봉(섬얘힐峰)

신관호의 민보접설에서 나온 말로 신성축조 지형 증에서 사모 오자

와 비슷히게 배후에 높은 지세로 건을 깃는 지형,

사암(妙岩)

모래가 퇴적 교착되어생성된 수성암.

사전총통(四흙鉉統)

회기의 한 종류.

사정(射享)

휠티에 서l운 정지--

사주문(四柱門)

분의 기둥이 4개기-있는 문,

136 한국성곽용어사전



사춤돌

석축의 견치돌 안쪽에 채워 다져넣는 잡석 띠위 =뒷채움석

사헐(射뤘)

성벽에내리뚫은구땅-활이나총을쏠수 있게되어있음.=총안

(紙RIm-

삭토(웹1l土)

지비으 까느 이L- E크 -n L- Ei

삭토법(웹1j士法)

산정식 신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지-연적인 급경사변을 깎

아내어 성제로 이용히-는 형식,외곽에 형성된 경사띤의 내 외부플

‘L‘자에 가낌게 깎이내고 다시 그 깎이-낸 흙을 이용히여 성토나 도

축(f쁨梁)으로 성처1의 낮은 부분을 보완히-여 비낄-쪽은 높고.안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벽띤을 구성히게 된

삭토성(협|j土城)

정사진 땅을 깎아서 딴든 성‘

산대(山臺)

산 모양으로 높게 쌓이-올린 대(촬)

산륜(훌輝융)

무거운 물건을 끊낄 때 그 필에 놓고 굽려 힘을 덜 들게 히는 둥근

나무토막.

산복식(山眼式)

산의 증턱으로 성벽을 돌리는 빙-식

산봉형(앉m쫓形)

신성축조에적절한 지형의히나→마늘의모양괴-걷이 정싱부기평

탄하고넓은띤띤에외곽부는답직한 정시플 이루고 있는지형,시

방이 단절되고 독펌펀 오똑한 봉우리에 축조한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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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山城)

산정 또는 신허 리에 축조힌 성곽.힘한 지세를 이용히여 적의 공격

을약화시가고항전을계속할수있도록축조힌성.성내에는군비,

식량의 저장시설이 있고.수원(水댄)이 있어야함

‘----- ---

문경 고모신성 전경

산정(山享)

산성에 지은 정자

산지성(山地城)

산지에 축조한 성

산닥(山ff)

성벽 축조 시 안팎으로 쌓-는데 산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쌓은 경우

즉 바낄쪽만 성벽을 축조히-는 것.

살받이터

성벽 위에 벽면을 띠리 적으로부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낮

도Lc1
L- !그 ,

삼중성(三重城)

내성,외성,중성으로둡린성.(1치,外,中nlX)

삼태기

채발로 쓰레받기 모양으로 크게 엮어서 만든 기구로 흙이나 잔돌을

나르는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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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혈총(三였 표)=삼안총 =삼말총

하나의손침이에3개의총신이사l모꼴로얀갤된휴대용회가

삽(鍾)

l:딩을피-거나흙을피넘는기구보서쁘통의심외에삽의양쪽에새

끼나맛줍등을묶어서만든가래와검은 것도있음

상둔테석(上면太E)

문의윗장부가 끼이게된둔데석 둔데석에는정부구밍쇠,장부에

는장부쇠를대기도힘--문경관문에쁘임 =추석(樞石)

,

‘ 남한산성 남문(지화문)

생송지(生松技)

신 솔기지.

‘ 상둔테석과 절엽문 근경

‘“

석각이두(E刻影頭)

돌에 새긴 이무기 대기리

석누조(E遍權)

똘로미-는불홉똥(=석루)석댁이니둘담등에설치펀배수용의구

망 누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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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루두(石淚頭)

성분 위에 빗물이 흘러내리게 구

멍을뚫어놓은똘.이무기‘용머

리등을새긴석루조(石情센f).

돌로 축조한

석벽(E뿔)

돌토 쌓은 담벽.

서 버
。 -1 .

북한신성 대성문 석누조

석성(石城)

성벽축조시돌로 축조하는빙식으로우리나라성곽의주류를 이

루고 있음.바낌띤을 석재로 쌓고 안쪽을 대릭:채우는 내탁(1치狂)

과 안팎을 고루 돌로 축조힌 내 ·외협축등의 구분이 있음.

석심토축(E心士쫓)

속에석축이나 석재를 넣어다지고 바깥은 흙으로 다져서 성벽을

쌓는일 중심에석축을히고외면을토축힌것을포골장(包핍댐)이

라힘.

석안(E眼)

돌에 고리등을 웰 수 있게 뚫어 놓은 구멍

석여장(E女培)

돌로쌓은이담.돌여담.석축。1정-(石찢女j원)석칩(石맞)

석저(E까)

장고통 같은 돌덩이에 끈을 u11

고 야렷이 들었다 놓이 돌이니

흙 등을 다지는 기구

一 【

석저(충주박물관소장)

L

석접(E뿔)=석여장(죄女쐐)

석축(石쫓)

똘로 쌓이-만든 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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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성(石쫓城)

똘로 쌓은 성(Elulm

석환(Eh)

투석용 돌 211지-석,히란석
석축성(문경 고모신성)

‘ 의왕 모락산성 석환

‘굉앙마로산성출토석환

선공감(總工앓)

옛 성역(1싸짝)이나 건룹을 짓는 일을 받이-보딘 관원 토꼭(土木)에

관한 시무를 l맡아 보던 관청

선단석(房單E)

二흥예문 등의 l샌 띨에 고이는 크고

모난 돌.

설책(設째)

쇠나 나무로 울티리를 섣치하는 일

설형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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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형석재(폼R|lE材)

쐐기모잉 똘



AfSi/kf
Cj E므 〈그

네모진 섬돌(킥석)로 쌓은 성 무시석축성.

섬돌쌓기

돌로 축대 또는 제단을 쌓는 일

성(城,城郭)

성곽.적을막기위히여높게쌓은큰딛빛이에관련된성문루,기

타 구축불 LH성괴-외성 전부.성픽(1j찌郭).

성가퀴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여장(女댐)의 요칠이 있는 한 구간을 띨-함.

=성첩,=여성,=치첩

성곽(城郭)

성의둘러l내성(|지ljJ찌과 외성(까mm전부,성은 내성,곽은 외성을

뭇힘.(=UKl핀)

성궐(城關)

대궐의문,궁성(파tlJU의문

경복궁 굉화문 서울성곽 숭레문

성게 城基)

성의 기초.성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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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저|2남옹성 치 기초부

성단(城르)

매일 아침 일어니 성을 쌓는 죄수.

성도(t빠흘)

영:쪽에 이징(女1많)을 쌓아 민든 통르,

톨
성돌(城E)

성벽을 축조히는 데 쓰는 돌.또는 성을 쌓은 돌

성두(城頭)

성곽의 위(=lllkk).치찌[)플 일걷기도 힘

성등(城뚫)

성 위에 설치된 문루 등을 올라

갚 수 있도록 민든 돌211단 (=석

등)-

성랑(城願)

성 위에 세운 누각 성곽의 군E11

군데세운 땅루
문경 제2관문 조곡관 성등계단

성루(城樓)

성문이나 성픽 위에 높이세운 건촬.성각(”KI때)-땅루(헨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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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루(城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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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城門)

성곽 문의 총칭 대개 4대문이 있고 그 시-이에 4소문이 있기도 히-

펴.요소에 암문(1l굉lll1)을 섣치힘.또문루기있는 것이있고,문앞

에 옹성을 갖추기도 함 =성인(UK|펴),

펑앙 대성신성 님문

성벽(城뿔)

성의 덤ttl릭‘또는 그 안.성을 이룬 수직에 기-끼운 벽(장).

성보(城뚫)

적을 방비히-기 위하여 임시로 흙을 쌓이-울러서 만든 작은 성.=성

루(1成짧).

성부(城府)

서울 도읍(계‘l펀).

성상(城上)

성의 위.성곽의 위 =성두(괴와때

성상로(城上路)

성벽 후변에 있는 연속통쿄(thlh%).여딩을 띠라 연락히거1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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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새(城塞)

성괴 요새 =성xlollX쁨)‘

성서(城書)

성을 쌓는 제도에 관한 것을 적은 책

성석(城E)

성돌 즉 성벽을 이루는 석재

집안 국내성 성석보은 심년산성 성석

성신(城身)

성의 봉처1.성처1(城짧9.처1성(關lUlm-

성신묘(城神願)

성을 지켜주는 신을 모신 시당.=성신시-(때폐1폐)

성역(城投)

성을 축조히-거니-수축히는 공시 축성(찢Ujm‘

성역소(城段所)

성을 쌓거나 수축히는 공사를 주관히는 곳‘

성오(城嗚)

직은성,토성(土j찌

성우(城隔)

성벽의 귀퉁이에 누각헝태의 건풀이 있는 시설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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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城물)

성으로 둘러싸인 읍(펀).도읍(쇄’l펀).

성인(城 |휩)

서 무 무 으 이 주 。]므
o L」 . 1」 L- 1 。 - 1 l」 .

성XH城子)

평지에 쌓은 성 二성보(jul젠),

자성(子쇠i)

성적(城빠)

성을 쌓았던흔적.=성지(쇠파llJ.

성제(t成制)

축성의 방법 성을 쌓는 제도.
나주응성성벽흔적

성주(城主)

성의 우두머리

성지(城池)

성과띤봇,성과해자,성내외에피놓은못.=해자.=깎호

굉주 남한산성 저수지(지수당) 하님이성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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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x|(t成址)

옛 성터-성을 쌓았던 지리.=성지(jlj씨Il).

성채(城뜰)

성괴 진(1꾀1).요새지

성책(城째)

성에 들리 친 꽉책(木+1|1f)

성칩(t成앓)

성기퀴.성 위에 쌓은 낮은 딘 =。1장 =치성‘=치침‘

성층쌓기

룹을 여간1층 흘뜨려 쌓은 디-음 수펑 줍눈이 일직선 도1거1층을 지이

λ41-上二 。1
1δ L- E

성i|(t成雄)

상lolll)치0、{|,)도 성(Uk)이란 뜻.

성토(盛士)

낮은 땅에 흙을 돋우어서 높게 히→는 일 돋우기

성토기단(盛土基增)

흙으료 둡우어서 축조한 기딘

성토법(盛土法)

성기(Ul않￡)의 내 외띤을 ‘U’지형으로 피내이 그곳에서 나온 흙을

이용히-。1일정힌 높이끼지 쌓이-

올리고 마감높이에서 두들끼 일

정한 성벽형태(lf해뭔)를 구축하

는 형식 구조싱의 특정으로 내

황과 외횡이 형성됨

남한산성 성벽 성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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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로(城下路)

성밖으쿄 성곽 기저부를 띠-라



민든 통로.=회곽로.

성해(城厭)

성의 공칭(公따펀)

성호(城樣)

성밖-으모 뜰러 핀-붓 =외호(끼、i쫓)‘해자(j갖字)

서|사(細沙)

진모 래

세승(*뼈짧)

기는 새끼좋.

소거(小떻)

작은 개천

소고(4、鼓)

지으 북.

소방전(小方t專)

성장(t成j펌)을 쌓는데 쓰는 직은 빙형의 전폴

소석회(消石R)

생석회에 룹을 부어 만든 기루

소층안(小앓眼)

작은 총안 조그I]l힌 화살 발사 구멍.=사혈(찌깐)

속채우기

안팎띤을 뜰로 쌓고 그 중간에 짐석 등을 채워 다지논 일.二뒷채
。
면F

손다짐(手達固)

몽풍 이 또는 긴란힌 손 딜고로 메운 멍이니-잡석 등을 인력으로 다

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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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거(松XE)

솔갱이 디-빌

쇄석(6후石)

믹돌,집-석등을인공적으로깨뜨려만든돌.

쇠노|(뿔雷)

활을 발전시킨것으로나무틀에호}질을 얹어날려보낼수 있도록

한 기구

쉬 隨)

부삿돌수.불을일으키는 돌이니-니-무또는금속.봉화수‘적의침

입을 경보히-는 불

수갑(水間)

수문(씨 lEl)

수강(水E)

뭔독.

수구(水;黃)

성벽주벤에피놓은개윷.

수구(水口)

불이흘러나가는곳 풍수지리에서말하는득(셈)이흘러간곳,성

벽안의월이흘러나기카1만든 배수시설 =배수구.

이성산성 수구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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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산싱 수구 외부



고문산성 수구 성치산성 남벽 수구

남한산성 장경사 부근 수구

‘ 근경

‘원경

일본 히메지성 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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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문(水口門)

성내(Jll씨지)의물을성외(jl폈|、)로흘러나기게한개울이니도땅에낸

문,적벙의침임을빙지히는 쇠창살문등을섣치힘,서울의성곽종

광희문GE!팎ll1)의속칭.수로에낸문 수겁문(水바ll|1덕)

수레

사림이타거나짐을싣는‘비퀴를딜아팔리가게만든불건 =딜구지.

수뢰포

신관호가제직한 화기로수중에설치‘적군함을폭파시카는무기

수루(Et樓)

적군의 동정을 실피려고 성 위

에 만든 누킥.

수마석(水摩E)

각 관방에 비치히였던 방이용

투석.봉돌로도 동{용
수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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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水門)

성벽 밑에 개구부를 내어 성 내외의 물을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든 장

치.개빙식(聞放조t),개구식(댐1l=l式)‘교량식(橋梁도t)‘기타식(其他

式)이 있음.

문경새재1관문(주훌관)주변수구문

(1900년대 사진으로보는문경의근대100년사)

鍵

수문루(水門樓)

수구문(水미3ll)의 위에서1운 디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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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후협擾t휴魔셜흘f푸*

면’밤않*ν댈firgf볕좋

歡魔파 를를

빠톨톨

휴쫓}麻쫓쫓줬향득f繼훌鋼생P활ag!는rT3
화성북수문(화흥문)외부

수봉(熾峰)

봉화.

수석(熾E)

부삿돌

수성(水城)

개울.호수‘비-덧기-에 쌓은 성.

수성(守城)

성을 지커는 일‘

수성(修t成)

성곽의 파손된 부분을 꾀수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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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짧뼈)

수봉險셨).

수옹(水효)

물동이.

수조(水홈)

도즈-5E
E 。 -

수언 봉호샤를올리고있는화성몽돈(한국의봉쉬

연천당포성수직기둥홈

수직기둥홀

성벽내,외면에나티나는기풍

흔적으로수직으로성벽을쌓기

위해시설한 수직거푸집흔적.

석축을 쌓기 전에 양쪽에 일정

한간격으보 기둥을세운후 석

축 성벽을 축조하고 기풍을 제

거한 후에작은 돌조각으로 기

둥흠을메움질하여마무리햄--

수차석포(水車石뼈)

벤이중이딴든부기료돌을속시떠펴1)할수있는무기.

수축(修쫓)

허룹이전성곽.탑비등을디시쌓아띄수히-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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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돌(水平E)

완자쌓기의 힌층에서 l23의 비융로세가지높이의돌을 쓸 때,

중낀 높이의돌

수호H隊火)

부삿돌로 일으킨콸‘

숙석(熟E)

석공이 잘 다듬은 돌 기공석UJIll죄).

승자총(勝字휩L)

조선선조때이1만늘이져임진왜란(1592)딩시사용한화포.

승안(擺眼)

천승(穿써llij이 부식되어생긴 구멍.

l대 L1-!그
E즈 1-1 -

시목(뿜木)

시자{앓子)

숨가딱.

식정(食鼎)

취시플 위한 밥솥

신기전(神機옮)

일떤 주회ωE火).회실?에 회익:콩

을 딸이-불을 콸이띤 그 추진력

에 의히l회질의 속도기 tl}l기되

上二 그 Z Oj우
」 1-」 /λ [l.

신방석(信初E)

일각문 띠위의 기둥 밑의 잉:쪽

에 받친 llll갯뜰 연전당포싱수직기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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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휩t金)

큰 대문짝의 아래 문장부(l|iIll柱)를 끼우는 쇠.회곰(폐t金).

신쇠

심고주

성건물의증앙에높게세운기둥.각종부재들을싱호 연결해주는
。-1승L
-1 E프

A |λj

성벽 등의 돌쌓기에서 떤석의

이탈을 방지히-기 위히여 뒷길이

를 디-른 띤석보다 길게한 성돌

μHE드
C그 E크

창문 주위 벽의 옆변에 대는 돌.

쐐기돌

돌쌓기에서돌틈에끼어풀리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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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아문(衝門)

관청의 정문.옛 김영의 정문.

아성(牙t成)

주장(3띄|견)이 있는 내성(1치j싸)

절또사(따‘l많짜)의 거택(템펀)을

둘라싼 심-증성(두파jji)으로 힌

것 =관거(本냈)-

안산암(安山岩)

화산이 티질 때에 쏟이차 니-온 용임이 굳어져서 이루어진 회성임의

한가지.

안쌓기

성벽딩의 안쪽띤을 쌓-는 일

암문(暗門)

적 또는 싱디{편이 일 수 없게꾸민작은 성문(1파flll)

--i』}

님한신성 2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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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사서 R。}무
。 」 」 。 〕 。 」L

남한산성 1O암문 남한산싱 1O암문 내부

문신성 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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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성(野城)

플핀에 쌓은 성

야호H夜話)

이:간의 물빛.

약승(쫓升)

화익:통-각종총흥에시용-헐-흑

색 회약을 넣어둠.

앙날망치

양쪽에 날이 있는 잉치.

굉

。tL}Dffl
。 근 。 〈 1

양마장(후馬調)

성벽과 해자 사이에 시설히는

낮은 울타리(삭二폐|뽑)‘

양성(兩城)(陽城)

지봉미루의 수직띤에 회시민-축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앙마장

양항(*量햄)

군사용의 식량

엄두(據頭)

미리를 기라는 무구.

엄심(據心)

기슴을 기라는 갑옷

엇물려쌓기

성댁축조시띤석이이탈되지않-또확 연석괴적심석이서EE잇불리

도록 쌓는 뱅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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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여장(女냄)의 현대적 발음 담

서울성곽창의문~와룡공원구간 여장 서울성곽장의문~와룡공원구간여장

북한산성 여장 내부

riιx;

북한산성여장외부

남한산성여장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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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彩젖갔씻앉씻$ 로 f l

顯양뚫驚 a l-
-회 §|8

단면도

n
7z·

디
?2‘?2‘

π
1a·

북한신성 여장 펑먼도

여장(女t품)

처1성위에설치히는구조뜰토적의호P실-이니총일포부터펌을보호

히가 위히아 낮게쌓은 담징.=성기퀴의 일종 야담,여칩,지침,

바.여원‘성걱휘.성가퀴 살받이더등으로붉리워짐.

관팎렬간풋핑펠섬

3 ?@

@ ia 1% g@ m le。

남한산성봉암싱여장내측입연도

」 {

저|2님옹성 치 여장 장식물 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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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성 중성문 여장

심랑성복원여장 완주위봉산싱여장

중국 남경 중화문 여장

일본 니조싱 여장

162 한국성팍용어사전

타구 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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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메지성 여장(원경과 층안근경)

여장개석(女뽑蓋E)

여담의 위에 덮은 돌.여팀의 지붕돌

북한산성 옥개석 서울성곽 여장 옥개석

여접(女樓)

성기퀴 =여담(女j땀)‘치첩ωEj짜)

역소(段所)

역시-(%돼)를 힐 때시-무룹 관정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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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굴(煙옳)

떤기기-삐지는 굽.또는 연기를 올리기 위해 별도로 미련힌 시설.

연대(煙臺)

언기를 쓸려 신호를 보내는 곳(=t줬앓).해안 연변봉수에서 항시적

으로 ]거@lE)또는 비상시 거회야lE火)를 위해 설치한 높이 3m내외

의 인공적인 시설물.

연돌(煙突)

굴뚝.

연변봉수(끔邊峰隊)

국경과 해변에 설치되어 ·연대써F펼)’라고도 불리운 해안 연띤지역

최전방 변경봉수.조선전기인 세종 29년(1447)3월 의정부에서 벙

조의 정상(분}lt)에 의거히여 올린 건의를 통해 연변연대조축지식

(?삼싫때훨?꽉찢之긴)괴 복리봉화배설지지lO1챙짧條火#|5갔낀|1|1)가 동

시에 미련되어 시행되게 됨으효서 구체적인 내지봉수의 시살을 갖

추게 되었음.=내지봉수.

연소실(標燒室)

봉수가 거회를 히기 위한 목적에서 떤대야필휠)상부의 중앙부에 미

련한 연료 소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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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煙뚫)

놓을 피우는 시설 내지봉수에 쓰이는 용어로 달리 이-궁이‘봉조

峰젠),떤찰떠땐)또도통용

연초(t짧협)=화익-

연통(煙참)

얀조 상부에 떤기가 용이히케 배출되도록 설치한 시설

연호Ht활k)

봉화

연환(짧치)

남 딘흰

염축(靈쫓)

흙,백또 등을넣어디질 띠}에소담블을뿌리거니소금둡로반쭉히→

여 디지는 일

영루(營壘)=보루(젤핍)

영보(營몇)=보루(않빡)

영성(營t成)=l청앙성(꽉싫njm

영정주(永定柱)

관축기법에 의한 토성축조 시 혐판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세운 니무

기둥으토 앙정주 긴의 거리는 한 공정의직업구간이 된

영조사(營造司)

옛 앙조(싫追)에관한 업무를 보딘 관원

영조척(營造R)

곡척의 ]099척에해당되는 자 익:31cm 내외

영책(營째)=보루(1싼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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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I|(표星池)

옹성위에화재를 예방히-기위히셔 뿔을딘아두는것.성문에침근

하는 적병에게 끊는

물 기판을 쏟이 부어

물리치기 위한 구조.

풀이니 기름을 딩아

두는 석재 또는 전돌

로 축조힌-구유 앞에

불 또는 기름이 흘러

내리는 구멍을 문-

옥개부(屋蓋部)

건풀이니-이담으1지붕부분.

수원화성팔달문옹성문오성지

님한산성봉암성여장기와옥개부

강화신성여장옥개전 -
(전돌과 석재가 혼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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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개석(屋蓋石)

여담이나 탑등 지붕재로 쓰이는 돌

‘ 북한산성 대동문~용암문 구간 여장 옥개석

‘ 북한신성 대님문~대성문 구간 여징 옥개석

옥개방전(屋蓋方博)

옥개부에 사용되는 네꼬닌 벽룹

옥개전(屋蓋博)

옥개부에 시용되는 딱돌

남한산성 연주봉 옹성 옥개전

|| 성곽용어 해설 167



온돌(溫突)

이궁이에서불을때변화기가빙고래시아를통과하여방바닥괴-벙-

을 됩게 하는 장치

온돌석(溫突E)

구들징의 힌지표기.방고래 위에 끼-는 납작힌 돌.

온벽(全훨)

창이 없이 기둥사이 전체가 벽으료 된 것.

옹성(養城)

성의문을보호하고성을튼튼히지키기위하여성문밖으로원형

이나 빙-형으로 쌓은 작은성.

남한산성 장경사 신지 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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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문(寶城門)

성문으로 들어기는 곳에 성문을 보호히기위해둘러쳐놓은 옹성의문.

-‘

수원 화성 팔달문

와7HEi家)

기와집.

와장대(없長臺)

뉘어 놓은 정대석.

완자쌓기

똘의 맞댄떤을 직각직선으로 다듬어 허튼층으로 쌓는 일

왕성(王城)

임금의 도성 궁성 왕궁(王핀)의 불페에쌓은 성 내성(다;j뼈).

왕래개판문(往來蓋板門)

종층건물의 윗층에 설치한 것으로 마룻바닥에 섣치한 판문으로 보

통은 마루널처럼 닫이두고 오르내릴 때는 들어 올려서 띠는 문.

화성서장대의왕래개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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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성(↑황값)

일본식으로 만든 성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우리니라 님해안 일

대를 중심으로 쌓은 성.

홉 듀꿇
II활 ?펙
!굉상iW講警지l

서생포왜성 서샘포왜성

순천왜성 순천왜성

외간(梅打)

깃대(껴쫓/|7),깃발을달이매는높게세운기풍.

외성(外城)

성이 이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바깥성.고대도시에 있이서 내성의

성벽과 최외주의 성벽과의 사이에 포위된 지역.우리나리 근세에

있어서,도읍의주위에둘러진내성에따로떨어진곳에별도로축

조된 성.니-성(kf에jO.

외축(外쫓)

성벽 축조시 외부 쪽으로 쌓는 석축.

외호(外樣)

성밖에 둘러판 호.해지→(J갖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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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도(外f휠흘)

/;1t:t1닙l。 E Ll71
。 「 -n ----」 니 근 .

외황(外8훌)

성밖에 둘라핀-불 없는 도랑.

요고형(8籃훗形)

성벽을축조힐l내위토올리-기띤샤치츰헬처럼휘이지게쌓는형식

요고헝쌓기(R觀꿨까責)

성벽의증긴-쯤에서휘어들어가게쌓는 일.장구의허리R잉:으로쌓
上二 。1
」 근

요망(轉望)

높다란 곳에서 적의 꽁정을 살펴 바리 봄‘

요망군(陳望軍)

요망하는임무를밑이히딘 군사.二망군(많텐)

요망대(B쫓望臺)

늪디-란곳에서적의동정을살펴바리보기위해흙또는 석재를높

이쌓이서 사빙을관망할수있게만든곳‘

집안환도산성요망대집안환도산성요밍대계단

요망정(觸望휴)

주요 국경지대에 샅치하여 ll띠 를 갑시히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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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칠여담(민터女培)

잎-이 벌어진 총안을 내고 위는

룹니모양 또는 ‘E’지홉을 푼 모

양(쇠시리)의 여딘--

용도(훔道)

양쪽에 여장을 쌓이 외성 또는

돌출치성에통히一는좁은길

‘

화성옹성요절여담

연주봉옹성용도(체성에서바라본전경) 연주봉 옹성 용도(포루에서 바라본 전경)

회성용도 강화굉성보용두돈대용도

용두(융휩흉)

지붕마루니-내림바루 위에 얹힌 용두형(펌딴ilfZ)

의 장식

우(城隔)

성벽의 귀퉁이에 누각헝태의 건불이 있는 시샅

걷쿄. 홉뼈불
북한산성대동문용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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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각부(隔角部)

1「 E 〈 1 님 님
그二-ar) 1-「τr

。 7|도i - !]λlJP:→EL x-lλ1iE;
-r-CjE근 -- 기 1/tl‘그 El‘ --11그 c:

우루(S웹쫓)

성Ia퉁이의 디팍낌.=각루

우분(牛養)

거회재료의 잎종인소똥

우석(隔E)

석축을할 떼에모퉁이에쌓는돌.

‘ 남한산성 저|2남옹성 치 모퉁이돌

3‘화성동2치모퉁이돌
S내뚱쳤v일본니조성성벽단부모퉁이돌

운제(雲佛)

수러1위에 큰 나무곽을 견고히커1만들고 긴 시디리될 반으로 접어

펄수 있게 히-여 성안을 실피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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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고(元達固)

돌 또는 쇠풍치에 이러줍을 1샌달구 =원달구

원달구 =원딜고

원봉(元않)

직봉(힘셨)과 깥은 띨-

원산석(遠山E)

문지빙이 없는 쌍여닫이분의 증

긴 바닥에 설치히-여 딛는 문을

님l느二 조EL
E二 L- iE1 -

북한산싱 대성문 원신석 .

수원 화성 서남암문 원산석 j

수원 화성 팔달문 원신석 ,

원안(圓眼)

둥글게 뚫은 구멍.원총안.

원여장(圓女培)

여덤부분이 반원형으로 된 여장형태.

화성동안문 원여장 화성북암문원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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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총안(遠$요眼)

이딘부분에활이나총을쏘기 위해 낸구밍중 멀리쏘기위해 낸구또1

2- {ι」
σ . :

F-r--Ljj

남한산싱여장원총안해체모습 남한산싱 여징 원층인 딘연도

월단(月團)

아취.

월성(月城)

성곽의 핑띤 헝태기 만윌형 딴윌형의 헝태로 생긴 성으쿄 도성(씌n

j成)에 사용힘‘궁성 왕성 =나1성‘

위성방어체계(偉減 防뿔體系)

중요한 정치적종심지에 있는 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보조성곽들

을 배치히여 증심성의 빙위플 강호1히는 핀방처1계 거점성과 그 주

띤으쿄 띄조빙어성.위성.외곽벙어성으쿄 구성됨

굉
유단경사(有段↑敵 파)쌓기

성벽을 축조하면서 단을 두어 성댁을 쌓는 것 성댁의 기초지만이

익:히까나 성벽을 높이 쌓은 경우에 시용히는 수엠으르 산성의 겨l곡

이니 습지 등에 하증을 고려히o1쌓은 성댁.

대전 계족산성 문지 유단쌓기(위에서) 대전 계족산성 문지 유단쌓기(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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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補衣)

닫}JL
己 /、.

유형거(;뼈혔車)

석재,기티중량콸을운반히-기위허-여특별히고안된수레‘

육봉(陸峰)

육지에 둔 광호1-대-

육축(陸쫓)

건물의 기초나성곽의 지변 위에 축조히는 일,즉 불기-나 수풍(기에l)

에서축조히-는것에대응하는밀--좀은의미에샤는처1성과연겔히여

성문을 내는 곳에 일반 성l최보다 두찜고 높?11섣치한 벽을 띨한.

은구(隱漢)

은밀히-게물을빼기위한수구(기이그).땅속에짓이들가1힌불도링

1딩속에 묻어 둔 수채.은구

은두(隱寶)

벽돌을 굽기 위힌 가마벽에 뚫어 놓은 불골.

은주(隱*뢰

성내의란을 은밀히빼기 위해기둥을세워서기-는 불줍기띤니기

도록 힌 수구의 기등

읍성(물城)

한 도음 전처1플 틀려씨고 군데군데 문윷 내이 외부외-통히거1만든

성.지벙행정의중심지인 고을에 축성되어 있는 성.

디χf드으λ서
-「 C〉 tj C〉 해미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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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으서
「 」 닙 。

응회암(찮l天廢)

회신회(火山)f)기 지싱 또는 수증에서 퇴적 응고히-。1생긴 암석

이괴석(二塊E)

댁 딩 등에 쓰이는 네]E진 돌,

이두(影頭)

난간(쩨二F)등에사용히-는수형(힘서lZ)의정석.(여1:이두석)

이주석(짧柱E)

이무기 모양의 기등 똘 기풍따리에 수싱페서잊)을 새긴 석주(石↑王).

수원화성화홍문앞의이주석

||성곽용어 해설 177



익성(寶城)

방어상 취약한부분이니수원(기이싸)을획보히기 위하여본디의 성

벽밖으로날개기-달린듯이죄우료뻗은성벽

문경고모산성과진남루연결익성 진남루에서본고모산성과익성

인방돌(덩|4方E)

창문 위에 가로로 길게 건너대는 돌.

일소(日述)

봉수에서매일봉수대순찰을도는일을딸함.

입사기초(立妙基硬)

띤약하거나진흙지만은입밀(띤편)되므로이를파내고주위에빅돌

을둘러놓으띠속에보래를채워디지는기초.=오래지정

잉구(仍舊)

옛대로 디-시 쌓아 꾀수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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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F//
tfr?//작;;:

자갈지정

기초받또는건물바닥밑에지갚을펴깔고다짐을한지정

자성(子t成)

본성에 비해규모가직은 내부의 성‘관성에붙어띠-보쌓은 작은

성 =지성(支jljU

/

남한산성배치도(、 부분이자성에해당될)

자연석(自然E)

인꽁을기히-지않은지얀형태의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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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듬

돌의 표변을 정마음히-고 널-빙치료 디-듬는 것.

잡상(雜像)

건룹의 귀미루 등에 얹은 신상(피l|lf*)

l

4&용bh뼈를낭;〔inAAAt1t&‘헬

서울싱곽숙정문잡상괴용두

잡석(雜E)

성벽 뒷채움 등에 쓰이는 허드렛돌 막생긴 돌.

잡석지정(雜E地定)

기초 밑이니-콘크리트 일을 튼튼히게 하기 위히-이 접석을 깔고 디

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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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축(雜좁)

규격돌을 사용히-지않고주변에서산재해있는자재를이용특별한

형식없이 막쌓음

/ 장.(文)

＼ 약 33m의 길이 lO척(R).

장구무새*햄￡武젠/‘)

홍예의 이맛돌 위에 쌓는 원호형으로 밑을 굴려 파서 다듬은 돌 =

부형무사(땀形武沙),익형무사.

화성 칭룡문 장구무사

장군목(將軍木)

성문이나 큰 대문을 짐글 때 기-로지르는 굵고 긴 나무.

‘ 문경 저|2관문 장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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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석(將軍E)

장군복을 끼울 수 있도록 대문 안쪽 벽에 설치한 돌.

장대(將臺)

성이나 보(찮)둔(따).수O갖)등지에 높게 쌓아올린장수의 지휘대.

성내에서 지휘를 하기 위하여만든 건물

- - -- -----」;tt

북한산성 동장대

擺때헬
」‘-i‘

남한신성 수어장대

장대(t품졸)

성가퀴즉여담의토대.성기퀴,장(i핍)은아담이고,대는그토대플

뜻함.

일본 히메지성 여장 토대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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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長臺E)

네모지고 긴 석재 (예 장대석 기초).

장랑(長願)

긴행링채.

장벽(歸뿔,障뿔)

시선‘소리,열등을 치→단히-기도 하고 위험에서 효[호히기 위하여 설

치된기동 또는고정힌물적정치의총장 벽돌‘돌.콘크리트블록

등으로 구축힌 벽 또는장-

장부금(文夫金)

대분찍-상히부의문짝을 단 장부기풍(1|lll1션:)의 잉:쪽 촉에 씌운 쇠.

장부쇠.

장석(長E)

낀뱃둘

장석(t품石)

여담을 쌓는 돌

님한산성 동장대 부근 막돌 여장 묵한신성중성문부근믹돌여장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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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사고석여장 서울성곽 창의문~와룡공원 구간 가공석 여장

장성(長城)

국경지역에 길게 둘러친 성 =행성(行뼈

장소(長所)

긴 맛줄

장전(長옮)

전투시 쓰는 긴회잘 .

장창(長樓)

길이 l5척 내외의 질긴 나무 또

는 대나무로 만든 지-루 끝에 흠

(Dni벨)이 날이 붙은 긴 장

장포(長輔)

성안에 길게 지은 건물.장포사(長純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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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在城)

임금이 평시 있는 성 왕성(王돼m’

적교(멈*홈)

양쪽 언덕에 줄이나 쇠사슬 등

으로 건너질러 매단 다리.성문

앞의 해자 양쪽 측벽을 걸치도

록 시설한 다리.

적대(敵臺)

성문 좌우에 돌출시켜 쌓은 구조물로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빙형의

대(휠)

오스트리아 호엔짤쓰부르크성 서문 적교

‘ 화성 북서적대

적로(§짧各)

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길

적루(敵樓)

치 위에 적을 관측하기 위하여높다렇게 지은 다락집.=포사야!6함).

적신(積흙)

중국의봉수에서옥외의 지띤에 거(릎:길대)또는 뼈를 ?|;자 오양으

로 쌓아 올려주야 신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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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심석(積心E)

석축할 때 표띤석의 내부에 채워 다지는 돌

나하사서 나츠 서 벼디 - ,」 。

적심쌓기(積/따훌)

석벽의 안쪽을 튼튼히 돌로 쌓는 일

전(t專)

흙을 정빙헝 또는 빙형으토 구워 민든 건축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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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각(戰角)

전투시 부는 동뜰의뿔로 만든 호각,

전돌미석(t專E眉E)

전돌로 설치한 미석

깐센‘
놀i』기

화성서암문~서장대구간전돌미석

전돌수축성(t專賢堅쫓城)

벽돌을똑바로올려쌓은성,

화성화홍문전돌 여장

전돌평축성(t專E平쫓城)

전돌을 펑평하게 놓이-쌓은 성 또는 평지에 쌓은 전똘성

전문(휩門)

성위의누각,포시에 총이니헬-을쏘는구빙을뚫어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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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벽(t훌뿔)

벽돌로 쌓은 벽.

전벽돌(t專뿔E)

검정벽돌.옛날 성벽쌓기에 쓰인 전돌.

타 구 방 전

두께 T=55

용江머
#4

남한신성 여장 전돌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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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뿔섣흩)=JE루(젠꾀)

전붕(戰*朋)

긴나무토믹을티구(jjkl그)위에걸치렇이-적의공격을벙-어히는것

전붕퇴(戰*服훌)

호l잘,총란을망지히는두꺼운널편을되를내어단것

화성 화홍문 전웅퇴

전붕판문(戰뼈板門)

호f살 총딘을 빅기위히여성의누긴둘페에막아댄두꺼운널문.

(예 -수원성)

전석(t專石)

iε。 p 「l이 lj1-드 lj1iL 7-lxl냥}즈요 = 21上도
깅ir---」 ~1-F| 니 」 「 E . [l 。 「 E크 니 El.

전석교축성(i專E交쫓城)

둡괴-l최룹을함께씨서쌓은 성.진돌(검정떡돌,전석)효성을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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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석재보도 쌓은 성을 이-올라 이르는 말.

화성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강화 삼링성 동문

전안(흙眼)

성곽,성위 건뜰 또는 군선(iIi船)등에서활이니-총을 쏘기 위하여

뚫은작은구멍.가로15~2Ocm,세포30~6Ocm정도로힘.

화성 동포루 원경 화성동포루총안근경

화성서장대~서암문구간싱벽에설치한총안외부원경 설치한총안내부근경

전연방어체계(前緣防찢體系)

국정이나 해안기-등 국경선을 따라 일렬로 분포히여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빙어기능을 수행히는 관방처1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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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저|(前橫)

사다리

전총안(휩짧眼)

회잘‘총탄을 시-격히기 위히。1성루‘성벽 야장 등의 엠호렐에 뚫어

놓은 구땅

전축(t專쫓)

딱돌을 이용히여 성벽을 축조하는 것.

진축성(t專쫓城)

벽돌로 성벽을 축조한 성 전정댁돌로 쌓은 성

팀

전판문(휩板門)

총‘회실 을 딱기 위히여 두꺼운 널로

짜고 전안(剛I|R)을 뚫은 문 총,회실을

쏘는 구멍을 낸 문 표시-(4l|i싼)등에 딘

두꺼운 널분.

절병통(節뾰補)

사모‘육모정의 지붕 정싱에 얹허는 항

아리 모양의장식

절토(切士)

높은 곳의 흙을 깎아 내는 일

정다듬

돌떤을 정으보 쪼이 펑펑하게 디듬는

。1
E .

정다듬기

석재를 정으로 쪼아 다듬어 평평히-거l딴

드는 것 정도에 따라 거친정다듬.줍정

디-픔.고운정디듬으토 구분힘--
X4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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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후障)

중국고대위나리-시대에봉화대를딜리 이른띨-로적을요망히고

봉회플 전달히는 신호체계‘

정형평성(整形平城)

평지지역의 일정힌 모양대로 쌓은 성.

조강(*暫樣)

거화재료의 일종인 겨

조교(￡밤홈)

성문앞해자에시설히여 출입시틀어올리거나내릴수있는다리

＼」~얀핵띈
l-;r첼rr:판~‘강「팩

펀w팩!
?톰윷

‘3,/

,/
/

크로아티아 드브르브니끄성 성문 조교

서안 장안성 남문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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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鳥앓)

회승총의 구정.

조통(樓補)

二lJLE드
1 11 。 .

종벽(宗뿔)

。1담의 지봉마루 과분에 덮는 떡둡.지봉u1-루 벽돌 =종벽플.

종심방어체계(從心防몇體系)

국강선에서 도성이나 거점지익에 이르는 증요 교통코에 분포한 관

빙처1계.

주연(훌煙)

닛에 신호플 알리기 위해 피우는 얀기.

주진성(州$휩成)

고러시대 서꼭 및동북의 곽경지대에쌓은 성-

주춧돌기초(柱짧E基짧)

터파기를 히고 판축 또는 삼석다짐 위에 주춧돌을 놓는 기초.

죽잭(竹째)

대로 만든 운타리‘

중성(中城)

성곽에 내.외성이 있고 다시 기-운데에 축조펀 성 내‘외 증성 증

가운데 성.(에 조령관분)-

중성(重城)

원래 성 벅이니 내에 띠-로 작은 성을 쌓은 성

중앙문옹성(中央門寶城)

출임히-는 문을 중앙부에둔 옹성

지갑주(紙甲멸)

종이겁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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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支架)

점을얹어사람이등에지고물건을운반하는기구

지도(地道)

성을 공격히-기 위하야 지히-로 판 땅굴.

지대석(地臺E)

지대돌.벙풍석 닌-간의 기초부에 까는 초지대석 위에 섣치히는 대석

‘ 나주읍성 서문지 지대석

지도릿돌(樞E)

대문장부가 끼어서

돌게되는 구멍을 판

돌 =추석(센죄).

ι

지렛대

니무니 쇠로 만들어

지레질을 히-는데 쓰

이는 기구 천급칠

(千t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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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뺑 T)

띨뚝의 옛 이름 변하지 않기 위해서 지층을 견실히케 디지거나 건

붉의 기호부분을 보강히-는 구조부분의총칭

-------s

나무말뚝 근경

직봉(直峰)

조선시대 전il15거 노선상의 주요 봉수노선.윈봉(元셨).

진(鎭)

각 지l캉을 지카딘직은 성

진보($휩흥,;좋똘) --

진과 보루(앉댐1)변경(평j쉴)에 있던 각 진(*찌 진보(h|1.핸)해보(?따 톨3

i펀)나루터의 보루- --

진성($휩減)

국정‘해안지다1등 국빙상 중요힌 곳에 둘라진 성.진 주변으로 둡

러친 성.=진영(鎭훨).

진호|(률짜)

참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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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정(集水井)

성내의 식수원으로 사용히-기 위하여 원형으로 굴착히-고 LH벽을 진

흙 또는 석재로 미감한 시섣

인천 계앙산성 집수정 공주 공산성 집수정

집수지(歡 池)

성내의 지형이 기정 낮은 곳에 장망형 또는 장티원형으로 시설하여

식수원으로 시용할 목적으로 윌「을모아 놓은 시섣로 우수(雨水)시

에는 유속을 줄따 성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힘.접수지 내부 측벽은

임반을 파내어 조성히거나 석재로 마감히띠‘석재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히기 위하여목재기듀L를시설히-기도 함

공주 곰신성 집수지

대전 계족산성 집수지 목제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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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표.옳)

신호전달비품으로 봉수에 비치하였던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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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

차노(車뿔)

포치와 깥은 것으토 성윷 공직히-는데쓴 투석기.=노표(쩔쩨).

차단성(週斷城)

국경.요새지등에 길거1성떡을쌓이방비히-기위한성.(=치성),

차운(車運)

수례에 짐을 싣고 운딴히는 일‘

착암기초법(聲嚴基鍵去)

성벽 기저부 축조에 있이 산세기-기-피-르

고 암석이 노출된 곳에 암반을 깎이-기

초를 만드는 방법

짧
서롤섣표뿔올흐르성벽

착평(짧平)

깎이-평평히-거l힘.

잘갑(=금갑=칠겁=침7l1=l정광게=끔휴개)

쇠로 만든 수많은 패쪽을 니란히 꿰매어 민든 겁옷.

찰쌓기

툴쌓기에서 접합부에 회빈-죽 EL르티르 등을 싸서 쌓는 것 =사춤

쌓기

창고(용庫)

룹건을 보관‘저장히는 건뀔 곳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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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용城)

나리의 중요힌콸건을보관히-던곳에쌓-은성,칭고를빙어히기위

힌 똑적으로 축조한 성

여수 석장성지

창축법(용操 法)

성벽기저부를축조하면서성벽너ljl료 기초흠을꿀칙한디음 지세

에따라여러단으료나누고‘각단의최저지점에서성벽을쌓기 시

작히-에이래쪽l단의수평선을초과하게되띤다시 처음부터성벽

을 쌓이올 리는 방법.버팀축조법.

채동(野練)

지붕또는평띤이한덩어리프된전체의집,쁨처1,인채,사랑채.
집의 수를 세는 띨

채석(採E)

둔난을m1내는 일 =부석

채석장(採E場)

석재뜰 피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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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토장(採土場)

객토,복토또는성토등을위하여흙을파내는장소,토취장.

책(째)

방어 시설의 일종으로 나무를 둘러친 울타리.

책성(4冊城)

목책으로 둘러막은 성.=목책성(木째뼈O

천곤(穿根)

체성 내부를 직각으로 통과하고 있는 고정용 목곤(木+昆).

천승(穿觸)

초요(草짝)목궐자(木쩨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벽에 3척O긋)마

다협핀-@쟁反)을새끼로묶어서로고정한 것.이새끼가부식되어

나타난구멍자리는(승總

천르휴설룡옆몬)

천아성(天擬鍵)

사변이 있을 때에 군사를 모으기 위해 길게 부는 나팔소리.

천자화포(千字火뻔)

세종 26년에 만든 화포로 l천3백보(16OOm)정도 나갔다고 함.

천장(果井)

샘과 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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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天田)

중국의봉수에서봉수대주변의지표상에천전(天EEl)이라는모래밭

을설치히여시템→들이나딸이통과하면발자국을남기기때문에적

의침입유무와동태를추정하는데활용.

칠갑문(鐵甲門)

성문‘궁문등문짝의표면을절판으로싼대문.

T건

.F-

공주 공산성 금서루 칠갑문 일본 니조성 칠갑문

칠갑주(鐵 甲뿜)

칠겁옷.

칠강(鐵狂)

쇠로만들어가로댄대,길게된쇠막대기-앙끝에고리가달러맛

좋 등을 밸수가 있음.

칠부(鐵풍)

도끼

칠부자〈鐵쯤子)

쇠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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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색(鐵索)

쇠좁,쇠로끈줄.

칠여장(터女培)

싱부가 ‘라l’형으로 된 야정--칠형여장(1낀1形女j샘)

화성서노대칠여장 화성딸달문옹성절여장

칠엽(鐵葉)

성문 등에 박아대는 철판 쪽.대

문짝에 박는 장식의히-나.

칠엽문(鐵쫓門)

철갑문.

-- ←rf룹 판펙
- .:뺑 J낼빼?좁횡’1
l · “ “ gτR ‘’ “ ‘l

|끼 ’까‘초;iL;섯|
---- vj 「#퓨:;;?핵|

화성 말달문 절엽

칠옹성(鐵寶城)

쇠로 만든 독처럼 견고한 성이란 뜻으료.어떤 강한 힘으로도 부술

수 없는 튼튼한 상태를 일섣는 말.

철저(鐵*午)

둥근 쇠뭉치에 니-무자루플 끼워 올렸디-기 내려치서 다지는 기구.

칠전문(鐵흙門)

성곽 수문 등에 설치힌 칠칭-문으로 문 이패 끝이 칠제 회잘촉 모양

으로 되어 붙여진 맹칭임.문경새재 저ll핀분 수분은 평시에는 올리

고 전시에는 내려 적의 침임을 벙지히-도록 시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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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문(부다페스트드라큐라성)

칠책(鐵째)

쇠료 만든 울더라‘a11 칠책문.

첨계(擔階)

랫똘.지대에 쌓은 돌

칩(樓)

성가퀴.이장(女l많),이침(女렛)

섭금칠(貼金鐵)

돌찌귀 구멍에 박는 철편.

접담(樓t를)

성가퀴(=첩원)‘성싱에설치된성기퀴즉야장

청야작전(좁野作戰)

평상시시용히는 물자를 적이사용하지못히개모두테워버리고성

에릎허7l창갱뀔판칙천

청정무사(體뾰월武B少)

텔끽껴순간「
、 --Ji----

수원화성화흥문 정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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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딜아 있는 좌우 홍예의 사이에 끼우는 죄우 두 띤이 원곡선으로

된삼각형의 뜰 잠자리모양으료 됨

체벽(뼈雙)

돌계단에 전벽돌을 쌓은 성벽.모퉁이에 돌을 세워 썽은 성벽,

체성(體城)

성곽의 부속시살을 제외한 성댁의 몸처1부분.

서울성곽 숙정문 주변 체성 전경 서울성곽 숙정문 주변 체성 근경

님한신성 님측면 체성 보은 삼년신성 체싱

탠챔
펀li
F→、1b

짧」j
텐젤

고장읍성북문 주변체성 성곽 개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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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誰)

성싱이|지은누각(4씻|폐)초루(!!、j댔)‘문루(|1[l↓댔)

초루(魚樓)

성 위에 세운 누걱,분후.

초보(뼈똘)

망뾰는 보루(젠꾀1)

초석(優石)

;ζ 三ζ lτ

-「7:딛i「

서울성곽장의문초석

‘광주남한신성동문초석

‘정주상당산성진동문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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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草I훔)

짚.왕끌 등으효 친 자리.

총안(앓眼)

성벽 위에서 적으로부퍼 노출되지 않고 적에게 총이니-활을 쓸 수

있도확 여장에 나 있는 구멍.원총안,근총인--

총헐(앓뤘)

성가퀴니-돈대(j했딸)에서 종二을 쏘기 위히여 낸 구벙-네모 또는 원

형으포 함 총안 한인(펀」l굉)

추석(樞E)

대문 정부가 끼어서 놀게 퍼는 구멍({따)을 관돌 지도릿돌.확돌

({l6:{[)

축성(쫓城)

서 -으 샤lA 서 -으 λ자느 인
。 E므 13r r i . 。 EE - f L- i l,

축성기업 모형 전시(백제역사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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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등록(쫓城R廳용)

성을 쌓은 잔띨괴 규모,뜰랙(4끼力)등에 관한 시→항을 t}11끼 기록한

문서.

축성술(쫓城術)

성을 쌓-는 기술‘방댐.

취두(薦頭)

지붕미루 잉-단에 세운 정식

취목(吹木)

취사목

층루(層樓)

2층 이상으로 높게 지은 누다릭칩(뺑閒)-

ii iai i훌 i율일i

층보판(層步板)

디팀판

층지어쌓기

돌을 허튼층으로쌓되,중긴4~5층미다기-포줄눈이수평직선으

토 되거l쌓는 일 성층쌓기.

i|(雄)

성벽에서 돌출시켜서 쌓은 성댁 그 위에 성가퀴(여딩)를 둘리침.

=치성(씨I펴jm

이성신성 치성 펑연

(이성산성10차발굴보고서)

이싱산성 치성 전경

(이성산성1O치발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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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 내부선

103m

129m

연주봉옹성치펑연도

남한산성연주봉옹성전경

마로산성 동치성 마로산성 북동치성 마로산성 북서치성

상당산성 남동치성 정면 人}cfλ}서 나S三￡|서 EK며
。 。 」 ζ3 C3。 〈 1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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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騙농)

디}응봉수노선싱의지끼條에서봉수기→오르지않거니-ll1,비-땀,안개

등으로햇불 연기가쁘이지않을띠}봉수군이즉시딜려서맨보를
다음봉수대에전달히도록한규정

치부성(維付城)

성에서돌출된치성을두어서꾸민성

l ,

- -
-

-/f

. ,

t

g
i

g
s
t

g

뚫좋r「〕jj젖?녁:L-、‘
Ql、;選때i활;
輕:÷;f훌i직쌀}鍵원갖;;
휩펌 꽉견i‘꽉 “

엎Fζ,r

오간수문주변치싱r오간수문복원방인연구」

ιa」

1「;rr-홍

치석(治E)

깨어낸돌을치수에맞게디듬는일.

치성(雄t成)

성벽의바낄에덧붙야서만든성벽,돌출구조로위에집은없고여

딩이있는것.통상각(작|)을이루고있는것을치성이리-하고둥근

모양을곡성(!}ht成)이리힘-

LLf:LLLζl빨싫
~/ μ

&/ 얹
η/Lι] i〔「

전라병영성치싱 항공사진

(r강진전라병영싱지발굴조사보고서」)
전라병영성치성평면도

(r강진 전라영영성지발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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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2님옹성치배치펑면도 저|2남옹성치보수전전경

::二二二:개 학그고r- 홍효운하혜훤 향 g깃칸을흐l

양讓/?칸혔L 讓펙醫펀

훌뀔찮 變쫓깐혈띤
해미읍싱1포루복원도(좌펑연도,우서측입면도 1987년문화재수리보고서)

울산병영싱치싱발굴 펑면도(r한국읍성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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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칩(雄樓)

성댁의시섣물로지와성기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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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타(t갖)

상받이 타 즉 회질r을 막기 위한 처1성 위의 구조뀔.티구외 타구 시-

이의힌구간을세는딘위.시붕.성기퀴(j成j싸).

타구(t풍口)

성벽위의띠정구간미다짚린부분‘띠된구긴--

￡파
화성 방화수류정 주변 전돌여장 타구 화성 남수문 주변 여장 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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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산성전돌여장타구(좌보수된여장1우복원전타구근경)

-경사면은전돌을 사용하고가운데는 수915g털 덮어마무리하였음

타부(월夫)

성벽을 지끼는 군인.

타원형 아취(圓뾰)

홍예의 모잉:이 티원 형인 것

광주 남한산성 저110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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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장게 t￡長碩)

성벽위에세운 긴 깃발

화성 성벽 위의 타징기

타섭(t￡樓)

타구와 성가퀴 타구를 낸 여장

테모|식성곽(山頂式 城郭)

산 정상을 둘러쌓은 성곽.

음성 수정산성 배치도

토석교축성(土E交쫓城)二토삭혼축성(=EE混찢t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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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잡축성(土E雜쫓城)=토석흔축성(±Fl混찢t成)

흙과 돌 등으갚 U1구 쌓은 성

토석흔축성(土E混쫓城)

흙과 돌을 섞이 쌓은 성

토성(土城)

흙으로 쌓이 올린성 흙으로 쌓은 성

토축(土쫓)

흙을 돋우거니-높은 지만(jlht넘〕을 만들 때에 흙을 쌓아 올리는 일

=성토〔짧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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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축기탄(土쫓基펼)

흙을 쌓아 지반보다 한단 높게 만든 지대.

토축성(土쫓城)=토성(土디lm

토탁(土ff)

외부는석축으로쌓고내부에는흙을채워쌓는것 인-쪽은산이나

언덕의 경사진변에 의지하고 바깥쪽만 성벽을 축조하는 일

il7@I105%23∞

남한산성 동측성벽 단연도

통OH補兒)

편전을 끼워 쓰는 회찰 발사 도구

퇴물려쌓기

성벽을 쌓을 때 틀의 아랫단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띤서 조금씩 안으

로 들여 넣어 쌓는 일.

평균50~80

＼

성돌의정연을수싶동l물립할월심

‘’r ‘j

남한산성 퇴울림 방식 성벽

퇴축(退쫓)

성내의수용할수있는사람수가적어서성맥을풀려쌓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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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효

파(把)

영조척5지를 기준으로히는길이,영조척20지카 l첩(1땅)이됨

파수(把守)

국경 초소.

판돌(板E)

넓고 얄팍한 돌 =젠石)

판문(板門)

넓적한 판자프 만든 문‘

판석(板E)

너 71야 파 하 도
Eu←L」 =3 -1 L」 E프.

판저(板*午)

흙이나 돌을 일정힌 두꺼1로 평탄히게 펴서 깔고 디자는 기구

판축(版쫓)

기초를단단히하기위히아땅을피고흙 룹등을 펴서디지는기

초공법 성댁의 축조에 있어 일정히게 꽉재 등으로 거푸집을 민-들

고흙을 넣아펴고축(第)이린기구로다진다음다시흙을 넣고 디-

지기를 반복하여 축죠히~는 토성의 축조뱅법 뒷채움 공법 (예 :핀

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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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축기초(版쫓基優)

터파기를 히고 넓적한 돌을 두꺼l2O~3Ocm 정도로 펴 깔고 위에

토시를 넣어 다지고 또 그외 낌이 히여축조한 기초.

L:I톨--1;!!
;4 , I

쉰if서나-콰i;「*‘
웠샤;「講훌繼 :줬f

￥

사비루 님측구간 백제토성 판축상태

(부소신성 발굴조사보고서)

삼충사 동북구간판축상태

(부소산성발굴조사보고서)

판축성(版쫓城)

성의내부에돌이나흙을관축Onk찢)식으로디지며쌓은성.판축은

일정한두꺼1로돌이나흙을채우고질다져서그위도검은빙l쉽으

로 축조히는 일.

펀문옹성(片門養城)

옹성의 출입문이 힌쪽 옆에 있는 옹성

펀전(片없)

총통에 넣어서놓는 하니-료 된 회잔(火剛),

편축(片쫓)

석벽의 바깥 한 쪽민-돌로 쌓고 내부는 토탁(土}￡)으로 하거나.경

시 토축 히-는 일 외편축(까F「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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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힐삼성성벽딘면

--흥Y‘(E훌안 1

;l냐석

편축성(片쫓城)

성벽의외부민을플이니픽돌문쌓고내부는비틸진신이나언덕을

의지하거니흙을정시지게디져쌓은성벽

평거(平車)

치체는 대거(大파)브디 직-고 ljl퀴는 유형거와 비슷하니-대소꽉지1,

종량물의석재등을 나르는데쓰이는수레‘화성축조시시-용한기

구.대거보디작가1띤들어복재를운밴-히딘 수러1모 tll퀴는두개이

며펑소3~4미리분량의 점을실을수있음

평거식(平握式)성문

성문의 양쪽에벽석을쌓고 그위에정대석이니핀석을 걸치빙헝

으로 입구를 만든 헝태.

공주 공산성 금서루

3λ1」!

해미읍성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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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난층제(平爛層橫)

교란(잦꽤)이없이평란(平세9)으로된계단 낮은난간을둘러댄계단.

평문식(平門式)성문

성벽의하단부부터개구부를형성한분.헌분식에대응되는용어로

대부분의성문이평문식에해당됨.

평산성(平山城)

배후에산등성이를뒤모히여 산기숨과 평지를함께감싸띤서축조

한것.산성과펑지성이절충된형식.

화성안내도(서쪽은팔딜산을끼고동쪽은낮은구릉의평지를 따라쌓은영산성임)

평성(平城)

평평한 들에 쌓은 성.핑지성(ZFtllLj씨.빙-헝성(方jIZjJJ처‘부정원형(不

定|떠形),평성(씌펴씨

평여장(平女培)

여장형태기 상변이 편펑하게 된 여장.티-와 타 시-이에 다구를 설치

하고크기가일정하게장빙형의형태를갖춘 이징.총안을3개소를

둔 형태가 일반적이나 이형적인 것도 간혹 보임.

220 한국성곽 용어사전



평여장사혈(平女t옮射뤘)

평야정에 낸총구!갱

‘ 문경 진남루 펑여장 사헐

포(輔)

포시(@lH깡)포루(@r빠맞)

포곡산성(包용山城)

211콕을 포함한 산정을 두른산성.

포곡식산성(包죠式山城)

211곡을 포함한 신정을 두른 신성

|￥ Tllll!갤펀藥蠻變헬
앓 鍵앓-;鐘흘rL술해
---?냥철鎭했칠;i활철;델?느느순ji
ll·-를많 흘 뚫RR ?γr순 3il션il
ll·--흩iira‘~」ii→→{ “ ’ -!!

|깨톨

포곡식산싱(공주 공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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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형산성(包증形山城)

성곽이히나또는 여러개의제곡을김씨고축성된것을딸히-는데

장기간 전투애 사용히기 위히이 쌓음.포곡식산성(包깐式lJlJll씨‘

포노(뻔뿔)

투석기료성에고정시켜성을지카기위한진투용투석기일종=궁포

(쩔ll비.

포대(뻔臺)

포를 설치하여 놓은 대(첼).

강화 덕진진 남장포대 전경

강화덕진진남징포대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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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루(輔樓)

성벽위나 성내에 지은 집

포루(뻔樓)

성을효과적으로빙비히기위히-여성벽을돌출시키거나유리한 지

세에 대포를 쏠 수 있게 징치한 누각

화성 서포루 전경 화성 북서포루 내부

포방전(輔方博)

네모전‘전돌을;낌이놓음‘

포AH輔舍)

성내 또는 성위에 지은 건뭘,=가가(fl핏家)

포석(輔E)

지띤이니→길바닥에까는똘‘포정돌.꾀-석낄-기

포안(뻔眼)

총안(玩||m)

포iH6包車,b默車,빼車)

일종의투석기쿄비퀴를달이-기동성있게끌고디닐수 있게히고

치중(따 |l)에서 발-석(發E)히?|1힘

포혈(6包뤘)

대표를 쏘기 위해 낸구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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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광주 남한신성 저|3남옹성 포대 전경

‘광주남한산성저|3남옹성포대B’형포혈근경

표(表)

중국의봉수에서 봉(逢)과 유시한 깃발의 일종.

표IH짧子)

표주박.

일역(畢投)

공사를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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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rF

하둔테석(下힘太E)

문의아랫장부기-끼이게된둔테석.둔터1석에는획쇠를,장부에는

정부쇠또는신쇠(빠金)를대기도함 =추석(樞건).확석(제죄),

안흥진성 하둔테석 독신성 하둔테석

한샌漢簡)

증국 한(i꽃)의 죽긴-f(v이/4γ竹|「/

호체2지제1”1를를:알 수 있음.

할석(총1lE)

돌을 쪼캠 쪼겐 뜰

한역(閔投)

성을 벙어히는 일.

함입형성문(짧入퓨것成F당)

성문을축조히-l핀서골찌기암구 인-쪽에성벽을구축함으프씨너1-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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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좌우 산등성이가 성문을 감씨도록 히-는 형태.즉 죄 ·우 산1ll

탈을 포힘한 골짜기 입구의 성벽을 곧바표 관죠히-지 않고 산성 인-

쪽 방향으로 벙향을 꺾어 신비닫을 따리-비스듬히게 내려오디가 다

시 방향을 깎어 직선으로 얀결힌 것으로 성문이 좌우 산등성이보다

골찌-기 안쪽으포 블야온 lEl‘지헝 또는 ;U.지형을 이루게 됨 이러

한 구조의 성분은 지연적으로 성벽이 바깥쪽으쿄 옹성처럼 뜯출히-

여 성문으묘 접근히-는 적을 정띤뿐 아니리-측띤에서 공격할 수 있

어 벙어 력을 증기-시낄 수 있음

남한산싱 동문 주변 배치도

(골짜기안쪽에 성문을구축하여좌우성벽이성문을감씨도록하는형태임)

합각(合聞)

지붕 위용미루 앞띤에 삼걱헝의 벽으로 꾸민 부분

항오H종용)

핀-축시 목봉으로 다져서 생긴 원형의 ‘떠.모양의 흔적

항저(종##)

판축시 흙을 디지는 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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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tX字,;每子)

성밖에 둘러판 뭇.호참(t첼젠.호X102꽃y미).

짜*편뽑

중국북경자금성각루및해자

11 성곽용어 해설 227



일본 히메지성 해자

행각(行聞)

궁궐 또는 사찰 등의 정당 앞이나 좌 ·우 옆에 지은 장링(長떼)

일본 니조성 해자

행궁(行宮)

임금이거동할때머무는별궁이1l힘).

아

남한신성행궁추정복원도남한산성 행궁추정복원조감도

화성행궁 모형

」S훌냉」jIi;r--- -;

북한산성행궁(조선고적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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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行t或)

적침의 요해처(필흙]젤)를 가리어 섣치한 것으료 일펠문 세장(*nl꿇)

하거1국방용으로 쌓은 성 =징성(l풍;jjω

행재성(行在城)

국왕이 상주히지는 않으나.국벙-싱-‘행정상 증요한 지역이나 휴가

시 임시로 가서 머무는 성으로 이궁(해it宮)이 되는 곳

항청(*뼈廳)

수령(댄令)을 꾀좌히는 지문기관 임.

허튼층쌓기

뜰쌓기의 기로줄눈이 직선으로 되지 않게 불규칙힌 돌을 흐트러 쌓

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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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玄武嚴)

호신암의 한 종류로 셋빛색이 많이 나는 경석의 일종.

1·ll·-훨짧戀짜않--

칠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현무암

현문(縣F면)

성벽을 축조히떤서 성벽의 높이

가 어느 정도 높아진 다음 비로

서 분을 개설히-기 위한 개구부

(開口팝P)가 만들어지고 처1성벽

에서 직교하는 양쪽의 측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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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히여 문을조성히는 것 성벽의외띤에서비리괄 때문이 ‘|민’

헝태로 개설됨 문으로의출엽은시다리니조교 등을 통히여 기능

힘.일명 디락문

현안(縣眼)

성위에서성바깥바로임까지낄게내려뚫은구멍으로성에칩근

히는 적을격되히-기위한시설.적이성벽에띨착히면성위에서빌

견히여 풀리치기기-어려워 설치힘.

화성팔달문옹성현안입단면도

서포루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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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표(멍標띠)

표주박,바기지

현표자{縣짧子)

거는 표주박

혈석(tE)

네모나게뚫은뜰.

협문(헛P연)

대문 옆에 있는 작은 대문 또는 대문짝 일부에 낸작은 문

화성 ε반 문 협문

협수장(協守꺼좀)

협력하여 수성(守成)하는 우두띠리라는 뭇으로 t힐단직 벼슬이름.

협축(央쫓)

성을쌓을때에종간에흙이나똘을넣고안팎에서돌등을쌓-는것

.찌훌ei

여징

.잉 ig-El}
。 j스j

X|대션

협축성순천 닉안읍성 협축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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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축성(來쫓城)

성벽의 내외를 돌이니-벽돌로 쌓아올린성벽.

협칸(혔間)

정킨(페돼)의 좌우-양쪽에 있는 칸

호(훌)

중국의 봉수에서 거호}를 위한 쑥.

호(좋,쫓,떻)

해지-호.성또는 봉수 둘페에 벙어목적에서 핀 도랑.

호로전안(왜盧節眼)

활을 쏘거나 밖을 내다보기 위하아 성벽 초루의 전판문(f떠짜|ll1)등

에 호리박 모잉:으로 뚫은 구멍.

화성북서포루호로전안내부 화성북서포루호로전안내부(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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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ξ님}EE
j ; -「 EE

개울에서나는퉁그스름한박돌 직경이20~3Ocm정도의개울산

의 자연석.

호박돌기초

지름40~9Ocm되는둥글넓적한지연석을주초로히-는기초.다진

땅또는잡석다집 위에놓이-기퉁‘동바리 토대.멍에등을 받치는

기초.

호지(壞池)

성 밖에판 도랑,해자.

호침(樓暫)

성밖으로둘러판구덩이.창호‘호.포대띠위의둘레에판구덩。

호측(t흙則)

성벽의 아래에 방비하기 위하여 깊이 파놓은 옆구리.

혹두기

매다듬히-여돌 띤을대깅고르는 일.마름돌의두드러진부분을쇠

매로쳐서큰요철이없는정도의거친띤다-룹기말힘--

홀(圭)

옛관원의패코서휠처럼휘어저있음.

홀헝(쩌型)

성벽이안쪽으로휘어진형태로띈비닥에서 위로올라갈수흐점치

급경사를 이루는 형식 조선시대선비들이쓰던홀(짜)과 비슷하여

붙。1진 명칭.

홍석(뾰石)

홍예중앙마루에놓은홍예요석(d퍼”E폈石).

홍예(뽀I脫)

문얼굴의윗마리기-무지개같은만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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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예문(뾰脫門)

분의 개구부의 윗부분을 돌‘벽롤 등으로 둥글게 반딜형으로 쌓아

무지개모영:으로 힌-문

홍예받침석

홍예의 잉-단을 받친콘 빙각-석(方셨!石).

홍예석(뾰뺑石)

二흥예를 플 때 쓰이는 힌쪽이 넓고 디-른 편이 조금 좀거1시마리꼴로

딴든 돌.홍예룹.

서울성곽숭레문홍예받침석

흥예식(뾰뺑式)성문

전돌이니-석재로 홍예를 틀아 임구를 만든 형태.전떤부에서 후변

부까지 전체적으로흉예콸튼 경우 전띤부외 후떤부민 흉예를틀

고내부는 평평하게석지1니꽉재로따김-한 갱우,전띤뷰L만흉예를

플고 후떤부는 펑거식으로 처리한 경우 등이 있으떠‘홍여1의 지l료-

는 석재와 전돌이주로 시~용되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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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먼 우 배먼)-전면은홍예를툴고배면은펑거식으로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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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성 부암동 암문남문내부상부-개판을낄고봉황문단정히였다

화성서북공심돈홍예문

홍예틀

흥예를만들기위해흥여1형태료민-든플

남한산성 저|8암문 홍예틀(내부)

홍예들기

흉예형태플 니-타내기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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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석(花園E)

석영‘운석.정석을주성분으로히는 회-성임의한종류,

호넘 (휩t金)

대문짝 이래 -돌출에 씌운 쇠.

화기장(火器E)

돌을 뜨는데 필요한 화약을 디루는 일을 맡은 장인.

화뉴거(火細 g)

불시르게

화두(火쯤)

불을 때어 비-깥에 비치게 히는 구멍 봉화대의 불을 붙여 신호를 보

내는 가마.

화문장(花쨌培)

벽돌로 호}문을 그러 쌓은 담

화석(火E)

님섯똘.

화성암(火成岩)

회-산임-

호}승(火編)

심지

화약통(火薰補)= 약승(藥}|)

화전(火옮)

불을 붙여신호용이나 회공용으로 시용히는 회실--

화칠(火鐵)

님 λl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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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火뼈)

총포(tfl띤).

수원화성홍이포

흑담 (確金)

신쇠(써t金)를 받는 암쇠-

화포진(火뻔휩)

옛널에 쓰딘 맹기의 힌 기지.

용인임지산성출토현자총통

i t-

‘f1‘ FS닫rrμ?. ι
--- -1? “ rf

-” - -

1,「‘7--、 r π 3
-:L

서울성곽숭레문신쇠 확소|

//

확금

|1 성곽용어 해설 239



확돌(確E)

확쇠,문지도리의장부기들어기-는곳에끼우는돌

환도(還刀)

옛군복에갖추어자딘군또(떤刀)로서패도‘패낌‘요묘등으로콩칭.

활륜(;廳융)

도르래 =휠치-(i’덤車).

황성(훌城)

왕성.황제국의 서울‘저1도(해캄P).황도(펀젠)

황참(g훌暫)

투;;E}
LL -「

회곽도(밸郭道)

성댁이나 성벽 내외에 성벽을 따라 뜰 수 있게 낸 길

상당산성회곽도 화성시당성회곽도

회삼물(따르物)

석회나기-는모래,진흙을섞어서궁히는것.

회절부(回折폼g)

성벽이곡절히이평면싱벙-헝:이90。이싱tl1뀌는곳

횡강(*靈뼈)

가로 갈지는 니무나 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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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경(橫텀)

문빗장.문을잠글때기로지르는나무나쇠징대.(=장군복)

횡량(4활쌓)

무거운물건을들어올리기위하。1활치플 떤겔히는 횡보.

횡장목(橫長木)

펀-축에의한축조기법시판축구긴의협핀의두띠리를 연결히는

목재.

흉장(敵품)

성곽‘포대등에쌓은가슴높이만한딩--二여장(女j펌),희정ψ댄l땀)

흑각궁(黑角딩)

물소뿔괴-뽕니-무로만든휠.

희장(姬t띔)

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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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획성성곽시설물용여정릭 훨lI
회-성은조선왕-조저l22대정조대왕이아버지인사도세자의능칩

을 잉주 HH봉산에서 수원의 회신一으로 옮기띤서 팔달신-아래에 겨l획

적으로 축성된 성곽이디--

조선후기실학지-정익용이동서양의기술서를침-고히-여만든「성

화주꽉:(1793년)」을 지침서로히여.재싱을지낸영중추부사채제공

의총괄이래조심EH의지휘로]794년1월에착공에을야기-1796년

9월에왼공하았다-축성시에거중기,녹토등신기지1룹특수히게고

안·시~용히여장대한석재등을옮기띠쌓는데이용히았다

?”!g

iF‘

’6@&

g잉@궁

‘’Rt ‘JP 강잉ε

님성(영지님성)

?j,!t )

화성 구간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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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둡레는 5.7441n1.띤적은 13Oha로 동쪽지형은 평지를 이루

고 서쪽은 팔딛신에 걸치 있는 평산성의 형태또 성의 시설둡은 문

푸 4.수문 2‘공심돈 3.징-대 2.노대 2‘포이벼)루 5‘포(1l핀)루 5‘걱

루4.임-푼5.봉돈1,적대4,치성9,은구2등총487H의시설콸

포 일곽을 이루고 있으니-이 종 수히l와 전린으호 7개 시설불(수분

]、공심돈 ]‘암분l‘적대2.은구2)이소띨되고4l개의시설룹이

한존히-고 있디-

축성 후 1801년에 밀낀된 「회성성역의궤」에는 축성zll획‘제도‘

l캠식뿐이니E1동원된인력의인적사헝,지|료의술처빚용도,예신

및임금계산 시공기겨1,제료기공띤,공사일지등이상세히기꽉되

어 있이 성곽축성 등 건축시-에 콘 발지취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

피 그 기록으로서의 역시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기되고 있디-

화성은 사적 x113호갚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소장 문화재로 필띨

문(보풀xll4023i):회서문(보괄저l403호),팔딜문 동종(시도유형문

회재 서169호)‘호1성행긍(사적x11478호),징-안문‘공심돈등이있디--

호l-성은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회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화성은 축성시의 성곽이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아 우리나라

성곽의 형태 및구조콜 피악히-는데ull우유용한 자료이다.이기서

현존히는수원화성성곽 시설월을지성,성문,임문,수분,공심돈,

각루‘정-대.적디l‘노데 포루(￠l바밍)‘포루(1i1꽤녔)‘포사(￠힘깜).봉돈‘

등을32)시진 및 도띤을 실어 성곽 용어씌의 이해를 돕고지-힌다,

32)한싱성익의구11끼측용-이↑1/싱/1분화지ls!인기쉬운1차성이이/l/수윈시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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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외곽 시설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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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성(權城)

치성은 성벽 밖으프 돌출하여 성벽을 쌓아 적맹이 성벽에 기-끼이

점근할수없도록민든시설물이띠,

치는 핑이 제몸을 숨기고 밖을 잘 살 핀다는 히-여 그 오잉-을 치

때 )라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성픽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히띤서 유성

룡이 제시한 치성의 축조와 치성을 응용힌 시설불 설치 제안에 따

리조선후기 성곽 축조시 많이 반영 되었디.

누각없이단순히게치만있는 것은 서1치,서2치,서3치.용도치

(2개).동l치.동2치.콩3치.남지등 9개소기-있고

회성의 치는 철(lEl)을 성에 뀔인 형태로 높이는 원성괴-깥고 lj1-깥

벽에 현안을 한개 뚫었다.

- ν/

치(화성성역의궤)

서삼치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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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치 외측 용도치 내측

동일치

서삼치 외측 서삼치 현안

서이치 내측 서이치 상부 현안

서일치 외측 서일측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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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문(城門)

성문은 성의 내외를 얀결하는 통로로서 유시시 적의 공격을 저지

하고 전세가 유리할 때 적을 역습하거나 격퇴하기도 히-는 통로로

출입문 및 그 일대를 통칭하는 것이다

주요구성 요소는 출입문.육축‘성문을 보호히-기 위한 옹성 등 각

종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은 장안문(북문)‘필달문(남문)회서문(서문).창룡문(동문)

등 4대 성문으로 되어있으따.서울방향의 장안문과‘반대 방향의

팔달문이 대표적인 성문이다,

1)장안문(長安門)

화성의 북쪽 대문으로 정문에 해당하며‘한양과 수원을 연결히-는

관문 역할을 하고

문의 안과밖은 모두 홍예로 만들어 졌으며 홍예문 밖은 벽돌을

쌓이-옹성을 설치 이옹성을 화성성역의궤에서는 북옹성이라한다.

옹성 출입문 상부에 누조라는 큰 수조를 만들고 여기에 룹을 흘

려보낼수 있는 구맹 다섯 개인오성지(fL캘펴)를 설치 하았다

육축위에정떤5칸,측띤2칸다포형식의중층누각 설치,국보1

호서울성곽의숭례문(남대문)브다큰 성문으로 힌국전쟁시 문루

가 불타 없어진 것을 회성성역의궤를 깎조하여 l975년 현재의 문루

축조하였다.

장안문 좌우에는 적대가 하나씩 있으며 의궤에서는 북성적대리

하고 상부에는 여장을 둘렀는데3면에 끄첩으로 총안을 뚫었다

징인문(조선고적도보) 장안문 적대(조선고적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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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문 평면도

j、
ji뾰

l|1l|

1않1

g반 문(화성성역의궤)

‘꿇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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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반문의 야경

·육축(陸쫓)

체성괴-연겔히。-l성문을 내는 곳에 일반 성벽보다 두껍고 높게

설치한 축대로 출입구를 내어 몽행에 편의를 제공히-기도 히고 성문

조성과 벙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디

육축 중앙에 개구부를 내고 그 위에 문루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

이다

-壘,뚫룹,鐵
경목궁 굉화문 육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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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Z손t견:1역F격:1:F손손;F;FEF;F주주존퍼}r
‘’ ‘ γ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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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육축입연도

·홍예(뾰雲)

건축물 개구부의 상부하증을 지지하기 위히야 쐐기형의 석재 또

는 벽돌로 곡선으르 설치한 구조체이다.

-내두 :흉예돌로 싼 인쪽 룹례

·외두 :흥예돌보 싼 반원 부분의 바깥 둘러1@

장대식

야구 사연

믿 /늠三석쑤조

*}따석

홍예세부 영칭(한국건축대계)

〔D@@ 홍예돌,(D 홍예첫돌 @ 이맛돌,@ 부형무사

@ 잠자리무사,@ 무시석,@ 선단석,@ 홍예중심
@ 홍예간사이,@ 홍예높이,@ 반지름,@ 홍예이마
@ 홍예허리1@ 홍예운두(홍예돌높이)1@ 홍예떼굽)
@ 홍예받침대,@ 홍예지접,@ 홍예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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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지(五星池)

오성지는 성분이 블에 퍼지 않도록 대비허가 위히여 성분위에 누

조를 설치히고 적뱅이 성문을 불태우려 힐때 풍을 쏟고 휠을 쏠수

있는 옹성 흥에문 상부에 설치된 벙어시설이다

징인문.펼달문,북암문,동임-분‘서님-암문에섣치되었고우리니

라 성곽 시설 중 유일하디-,

3i
A“
*t
때혔짧폈%뚫

鎭해먹홉
표

첫R뚫
수칸rp힘 큐

Z↑〔그간-r]OC끼l

오싱지(화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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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암문 오성지

-

팔달문 오성지

·옹성(寶城)

성문밖에돌출한원형또는방형의직은성,더쌓은성벽이반으

로 쪼캔 항이리처럼 배가 부른 모습으로 둘리쳐져 있어 옹성이라

명땅.한양도성에서는 동대문만옹성이있으나회성은4대문에옹

성이 설치되어있디

화서문옹성(화성성역의궤)

2)팔달문(/U훌門)

회성의 남쪽 대문으로‘정조가 장헌세자 능침을 참배히-기 위해

드니들었딘문이며,

장안문과 그 형태기 가의 유사.성분 오른쪽 성벽에 공시에 참여

한 시-람들의 이륜이 새겨진 성서각지-가 있다

축성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물 제402호로 지정되어

있고 2층 누각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저169호 팔달문 동종(17세기 후

벤의 사실적 범종 양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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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화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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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1’깎 lFl@ ι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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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j!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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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tr:」뇨;갚;:」f二」퍼:r::;:jιr←」:;3￡i

」‘L J → ι,ra

.‘’깎앙‘)-‘

휠활
팔달문펑연도 팔달문 문루 펑연도

Z6georg!’iRt↑)

팔달문옹성전개되내부)

→ V93ig얻깅!’l오j- ?

86% C그‘“”’

팔달문 옹성전개도(외부)

雲찰쉰풍캅켈깅j-

蠻警-;1:jjg

4

=== ::==:

:그==::;

〈&

|1

팔달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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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 fI3 로 」조
EE Egzr ε5굿5

3)장룡문(蒼龍門)

회성의 동쪽 디}분으쿄 그 규모와 특정이 회서문과 거의 유사

하며,홍예위에딘층정떤3칸,측띤2간의딘층누걱으로빈윈형의

옹성이 설치되어있다

주띤에 적대를 설치히-지는 않았으니-동북공심돈을 두어 주댄을

널리감시 힐 수 있도룩 하였다.

|갔RE
ltI’1
1?F

jl원!

l훨
!폐
}까l
iI폐

장룡문(외측) 장룡문(LH측)

칭룡문{외측) 창룡문(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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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룡문 야경

4)화서문(華西門)

화성의서쪽 대문으로 초대회성 유수았던처1제공이쓴 편액과

원형의형태를 잘 간직히-고 있어브불 저1403호로 지정.홍여l위에

단층 정면 3칸‘측면 2칸의 누각을 설치히고 반원형의 옹성이 설치

되어있다.

화서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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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문(외측)

v “

r짧;뀔ιg
화서문 펑연도

---a{「「ττ←- τ!상~
팩 싼號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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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문 정연도

화서문 측면도

화서문(내측)

}tJ,1강
14

*’ ‘*1γ
i‘

*‘

@ @ e l jε ,

화서문 문루 평면도

;훨웰피μL;]짧↓

화서문 배면도

學편1
화서문 앙시도 및 와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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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암문(暗門)

성곽의 깊숙히고 후미진 곳에 적이 알지 못히도록 숨겨서 만든

성분의 일종이다.

문루나육축 등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시설을 히지 않았으띠 기능은

성내에필요한벙기,식량등군수물지플운반하고적에게포위당했

을때 적의 눈에 띄지 않게 구원요청을 히까 나 역습을 히는 통로이고

임문은 딸한마리가 지나다닐 정도의 최소폭으로 좁은 통로를 딴

들어 놓이-적으로부티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히았다.

담암문‘동암문‘북암문‘서암문.서냥암문 등 5개소가 있으나 헌

재 남암분이 미복원상태쿄 4개소기-현촌힌디

1)남암문

팔달분과 님수문터의 증간에 위치해 있으띠 시기지기 헝성되어

미복원되어 있디.

남암문 내측(화성성역의궤) 남암문 외측(화성성역의궤)

2)동암문

동장대외-걱건대 사이에 위치해 있으띠 인팎은 벽돌을 사용히여

홍예를틀고그위의벽제도댁돌르쌓았으며홍예위에요성지플설

치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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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
R흡
뻔
iE웰

동암문(회싱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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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암문

방화수류정과 킥건대 시아 에 위치해 있으띠 화성에서 유일히케

벽돌로 좌우 성벽을 쌓았디

벽돌 홍예 위에 오성지를 두고 흥예 상부 인쪽은 평여장을 세우

고 비-깥쪽은 원여장을 설치히았다.

닙 。f口
:다 C그 Z드

북암문 단먼도(외부) 북암문 측면도

4)서암문

필딜진-최정상부인서장대와서포루사이에위치하고 있으띠.출

구가 옆으로 틀어져 있어 밖에서 구별이 어려워 성내로 들어가려떤

단지-로 인하여 돌계단이 섣치되어 있고 비교적 축성 당시의 원형을

질 간직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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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문외측전경

서암문내측(화성성역의궤)

“

5)서님암문

서넘걱루로 니-기는 암문으로 회성 잉분 가운데 유일히케 포시(서

남포사)기-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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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암문(용도측) 서남암문(입구)

4.수문(水門)

포시 영연도

모든 성곽에는 배수를 위한 시섣이 있어이:히는데 규모기 크고

푼의 형식을 갖춘 것을 수문‘규꼬기-작은 것을 수구리-한디.

조선시대 수원천을 주위에 비드니무가 많이-비드LH라 불렀으며

이 버드내가 화성에 포힘되어 있고.지연스럽게 꽉쪽괴-남쪽에 수

분을 설치하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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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수문

남수분은 수원천이화홍문에서 시직히-이남쪽 팔달문똥편으쿄

흘러나기는 쪽에수문을 설치하여

석축으쿄 9개의흉예석교를쌓고상」닦아1누각을두지않았으띠

본슈 문과디-2개의 二흥예수가 많은 것은 히-류로 기-띤서 수원천의 폭

이 넓아졌기 때문이다,]9세기에 여러치려l듀L너지고 복구를 빈-복하

다 20세기초이l완전이 없어졌다.

남수문내측{화성싱역의궤) 님수문 외측(화성성역의궤)

2)북수문(화홍문)

아름디운 무지개 문이리는 돗으로 회흥문(땐뾰!ll1)이라고도하띠

7칸의수문을만들어동서를연결히-는디리 역할을히고있다

ljι水

|펴l쉰l

너t

”x
미내
|〔*
l ‘r

!YF

L!꾀

북수문 내측(화싱성역의궤) 북수문 외측(화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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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상부에전면3칸,측면2칸의누미-루형식의누각이설치되

어있고용떤과 어우러져장대한누각괴-홍예그아래물보라소리

가수원8경의하나인화홍관창(헬패i빠패이라불릴만큼이름다운

경관을 간직 히고있다.

북수문과용연을 연결한수려힌용두로장식하였는데그 미적기-

치가 뛰어나다.

북수문(야경) 북수문(주경)

용두(북수문과용연연결수로) 용연

:?fγ:키γ,＼Q-‘ ·1j“/、n rrr서1F,

iffr-iIEL「dfnjL때펀 지1FJr‘
당많닫i갚!EG3많은펀강핍료미 ?
R117”τ1c=나1πfJlπrr;i」I1- &

「fF훤펴월1tii펴」」Jrijifhfr↑!re
」「:ii;;;늘jι」,;:i a “;‘ι니←ι“

많쫓
화홍문 평면도 화홍문펑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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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심돈(쪼心激)

돈다1는 경사띤을 절토히거나 성토히여 얻어진 제딘모양의 펑란

지틀 옹벽으로 받친 시설풀이디

돈대의 좋은 예는 속종 연간에실치된 강회도의돈대이며 공심돈은

높은 대를 구성히여 돈대의 역힐을 하면서 속을 ljl워 내부 공긴을

활용히였다는 점에서 일반 돈대외 다른 회성만의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성재를 모방히였으니 그대로 따르지 않고 총구의 위치외

수효 문의 위지 성곽과의 위치 관계 등을 변형히이 화성성픽에 적

합히도록 설치히였다

서북공심돈,넘--놔공심돈‘똥북공심돈등세개가있었으니-l970년대

서북공심돈과 동꽉공섬돈 2개플 복원히고 님북공심돈은 미복원되었

다

1)서북공심돈

회사문 옆에 위치하며 옛 모습 그대토 유지히→고 있디--

성벽의 일부를 약긴-밖으로 뜰출 시켜 치를 만들고 그 위애 3층의

망루를 세우고 2층괴 3층에는 마루를 낄았으띠 밍루 꼭대기에는

포시플 설치하여 군시들이 다l뭘도꽉 하였디

F되
jt

σE

Jlj

i값

l척

l딛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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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
jt
‘→‘--

fE

tu

책t
칭￡
E펠

서북공심돈 내부(화성성역의궤)

돈대의 외벽에는 총혈을 뚫고 상층 벽면 위쪽 판문마다 각각 전

인을 뚫어놓이군시들이밖을 내다보띠회-포로 공격할수 있도록

하았고싱청판괴 히청핀두판을 설치히-여누일경우 2층으로하고

포일 3층으토 하여 층미-다 벽돌료 된 띤에 불땅기를 쏘아낼 포혈

20개설치,외곽에현안이2개뚫려있다

!탤1

서북공심돈 전면 서북공심돈과 화서문

.‘

Jt

--gr껴‘?·옥‘-
e;“씨**·“‘;;‘F

딩1”

ν -J

t”“‘J“ -”*““i?
‘;

v“1y잉양”원i
‘tι;、L‘1?1i.F;4

tGe:{‘‘ι:1;‘%

꽉rli「‘f、힐ι

- - 、

· i ＼

r,1‘

- :3

、

넉j π ν

‘

I

~ ‘

서북공심돈1층평연도 서북공심돈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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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힐 :화포흘 쏘기 위해 뚫이 놓은 구멍

,전안 t성시들이 판을 숨기고 호l잘이니 총 낌은 병기를 쏠수 있또

꽉핀-문에뚫은구멍/총안의띈종

포혈과 전인 호로전안과 전뭉판문

한인(싼|}li):성벽 위쪽에서 성 바깥 이래 바로 빌끼자 세로갚 길

게 내리 뚫은 구I깅 성띔을 싣피거나 성벽에 가끼이

디기선 적에게 뜨거운 딸이니 기름을 부어 공직히도

꽉 고인펀 시섣

북서적대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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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판긴편|
현안(화성성역의궤)

2)동북공심돈

칭룡문과동북노대시-이에위치해있으며회성의여러건축콜중

유일하게원형평띤이띠서북공심돈괴 딸리성벽인-쪽으로성벽과

분리되어 있다.

내부는니선형이벽돌계단을거쳐꽉대기에오르게되아있이마

치소리-처럼생갔디히여 소리-각이라고불리기도힌다.

현안상세

껴i
jι1

lμ、

敬

內
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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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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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동북공심돈 내부(화성성역의궤)

I?g‘i

l-rl 1‘

“ ‘’‘、

「‘- 、

「‘}1

동북공심돈 원경

동북공심돈(내측) 동북공심돈 야경(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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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심돈 종단면도 동북공심돈 입연 전개도

“

동북공심돈 증단연도 동북공심돈 입연 전개도

6.각루(角樓)

각루는 성픽의 네 귀퉁이에 설치히-여 시방을 살필수 있도록 설치

한 성곽시섣물 중 높은 언벅에 위치히여 누각을 세워 주위 일대를

감시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정자외 같은 다기능 성격을 지닌

건축물이다.

동북각루.서북각루.서남걱루‘동넘킥루 등 4곳의 각루가 있디.

1)동북각루(방화수류정)

일영 방회수류정(5h花않찌|1亨)이라고 도히-며 원래의 용도는 비싱

시 회성의 동북 쪽 군시-지휘부로 만들어졌으니 성곽 아래 용연 등

경관이 좋은 위치에 있어 경치를 조망히는 정자 역헐을 겸하가l됨.

동북각루 안 벽면의 십지-가 무늬는 조선시대 건축의 대표적 아름다

응을 브여주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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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묵각루(방화수류정)내외측(화싱싱역의궤)

동묵각루(방화수류짐)지붕평면(화성성역의궤)

동북각루(방화수류정)내측 동묵각루(방화수류정)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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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각루(방화수류정)야경

?‘에 12S 12m

li”

동북각루(방화수류정)영연도 동북각루(방화수류정)딘먼도

2)서북각루

서북각루는화서분의서남쪽산기숨에성벽이돌출되어굽은곳에

섣치되어있다.

축조당시에는 각루 4변에 판문을 설치하였으나 현재는 판벽이

사라지고 사방이 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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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묵각루상층펑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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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각루 종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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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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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묵각루횡단연도

|따i
미험1

짧
ι깅‘ !!,

/센.첼}rh데!
//;-/?서],?써내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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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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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彩y

서북각루정면도 및측면도

3)서남각루(화앙루)

일밍 회잉:루라 히미 팔딜신 의

서넘쪽에 위치하!]1용또를 이용

해 k11성과 연결되어 있다.

서님각루(화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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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각루(내측)

렇i
‘Y3

서남각루(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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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태떤):군량을 운반하고UH복을서기위해낸낄.양쪽에탐

으로 쌓은 좁은길

용도서치(외부)용도 서치(내부)

4)동남각루

필딜문의 동쪽 수원천 동쪽 높은

구릉 정상에 위치해 있으며 힌일지

로 길죽힌 언덕에 형성되어 있이 일

탱 일지-문성이리고 한다.

동님각루(화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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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남각루(내측) 동남각루(외측)

7.장대(將臺)

장대란 성곽 주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섣치한 군시-

들을 지휘히-는 총 지휘소 회성에는 서장대‘동징대 2곳이 있디-

1)서장대

필달선 정싱에 위치해 있으띠 회성의 총 지휘소 2층의 누각으포

남한산성의 수어정대와 같이 아래층을 개방하고 한기운데 장수기

마불수 있는 미-루를 깔았다,

회성성역의궤 의주편에 의히띤 임금께서 친히 지휘히았디-는 기

록이 있는 중요한 시설물로

현재의 서장대는 l971년복원되었으나2OO5년콸틴 것을 2OO7

년에 새로 복원되었다.

서장대 의ζH화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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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灣판鐘편똘뽕편활료:
앓 댐 i

축성당시서장대일곽(화성성역의궤)

-=:;=:를

서장〔H(2007년복원)

서장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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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대 1층 앙시도

2)동장대

e
-(

g

;g

gs

,r

e:
← F

서상대2층외복도및앙시도

서장대 증딘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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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싱시 군시들을 훈린히고 지휘히였던 곳으쿄 동꽉공섭돈괴 동

암문 사이 넓은곳에 지리히고 있으따 군시들의 훈련을 지휘힌다는

뜻으로 연무대(￡핏武훨)리는 1힐칭이 있다.

연무대는 반드시 성내에민 있는 시섣물이 이니니 평시 벙사의 훈

란을 시거기 위한 시설로 넓은 굉정괴 간딘힌-구조의 콘 건물로 축

조히였으띠그멍칭은디-영:히미님한신성의띤무딩,총무시의세병

관 등이 있다

동장대 야경

동장대와 동북공심돈 동장대에 설치된 물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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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야각

동장대 배치도 동장대 평면도

n ;

lL fj
lr‘i ii

‘-- - 1、 ~ -

tSi:;.3rf43EiE*핸쩍헬ti쨌양fl썩캄한ilf싼상‘

동장대정면도

- - - -

‘fig 밟짧 생굶월 톰훤흉

동장대측면도

- -- -

-- - ”“ - ‘- “

8.적대(敵臺)

치의 일총으보 성문과 -옹성을 보호히기 위하。1만든 갓이디--

정-인-문 좌우에북동.북서적대.필달문좌우에 님동.넘서 적대

등 4개의 적대기 있었으나 필달문 죄우 적대는 현존히-지 않고 있디.

1)팔달문 좌우적대(남서적대,남동적대) 현존히지 않음

말딜문 적대(화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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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안문좌우 적대(북동적대,북서적대)

북동적대는l969년보수히-여원형을남기고있지만수원의도시

화과정에성곽을 힐고도로기-나면서장안문과떨어져있으며‘북

동치와쩍이떤서이어지는형태의성채로이루어져있다-

북서적대는장안문을사이에두고북동적대와좌우대칭으로 서

있는시설물로북동적대와는달러성벽과 성벽을이으띤서 단독으

로 현존하고있다.

꽉서적대

짧싸없t“
V @ T ‘ t

、·짧4확짧‘J

복동적대

agg3!혈

繼#쩔F

장안문 직대(화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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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북동치측먼 북동치 전연

북서적대 전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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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적대(체성과 연결) 북서적대 측면

9.노대(敵臺)

『듀Lt11지』에의히핀 노대는위기-좁고이래기넓어이:히며대위에

집을짓되모양은 전붕과같이 히고 노수가들어갚수있어이:한디-

리고 되어 있으나 회성 노대는 전똘을 쌓이 올려 대를 만들고 대위

에 누각이니 여터 시설없이 사빙의 시계릎 확트이거1하。1정수가

지휘히기 적당히-게 딴든 시설렐 장대 옆에 설치히-이 장대와 한조를

이루이 그 기능을 최대회 히였다.전투시 외부의 싱횡을 군시들 에

게 전달히→는 중요힌 시설물토 성에서 기장 높은곳이거나 적의 관침

이용이한지역에 배치하였으며서장대후띤의서노대와창룡분과

동북꽁심돈 시이의 동꽉노대 2곳이 있다.

노대(무님|지/화싱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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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노 대

서장대 앞에 정 필-각항 의 맥콜로 쌓고 보샤리는 회깅석으토 미무

리 하있다

8띤중힌떤은출입을위하여돌계딘을9제단두었다고회성성역

의궤에서 전하나 한지1는 ]1계딘으로 설치되어 있고 7딴의 여장에는

총안을 설치 히았다

헌재의 서노대는 1971년서정디}와 함께 꽉원되었고.l975년 보수

하였으니 서장대 일픽인 후당은 띠복윈되었다

」 ---- -I-
서노대

2)동북노대

칭-룡문 괴-똥북공심뜬 시-이에 위치해 있으며 성벽과 연결하여 축

조되었으며정띤에서비-라보면돌로쌓은치위에검은벽돌을쌓아

올렸으며 현재의 노대는 1975년 복원 정호1-시업때 복원된 것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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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노대 외측 동북노대내측

g

~ /l＼

ι 13용 )

동북노대 영면도

t~τ:τ--1 -1?

|강l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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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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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묵노대 입연도

10.포루(뻔樓)

9없 O

-〕/
석축 입면도

성벽 일부콸 치처럼 뜰출 시켜 건렐을 li}|치히고 성비픽에서부터

3층을 만들어 내부를 공심돈처렘 비우고 각 층따디-총괴 포플 쓸수

있도록 만든 시설월 이다.

맨 이-래에는 회강석의 돌을 3~6딘 쌓고 그 윗부분은 벽돌을 쌓았

으띠 맨위에는 똑조 누각을 설치 걷「동포루‘동포루 북서포루‘서포

루‘남포루 등 보두 5개소의 포루가 섣치되어있다

//γ、、찮
/ ‘’/~‘g「%.뺑빼를 l

l7띠

lii

{월-
lAl
l;1l

포루 내 외측(화싱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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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썩h짧1‘

쉰행F;:

leL
F상

딩5
l끼

‘-,

포루 내부(화성성역의궤) 포로외측및내부(화성성역의궈|)

북동포루

동포루 내측 동포루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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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루 상부 내부남포루 외측

서포루(화서문쪽)내측

‘ ;.r→、r 、t/;←〈3rι‘7:c

;π -‘、‘ c: 4‘- 。 r‘: c

묵서포루

/끼지=?누츄수「커5r피=늑=:
” L

l!훌-下경#f
?tg그-훌j순
l ” g ;훌 }

ι‘、i‘ 4

[＼γ /
＼、-〕 ‘;:4·=

동북포루 영면도 동북포루 상층 영연도

Lιj’---s ·D」j,’t-jk짧.;? r二카 l(한:스뜯 u!
?쩌φti9 - jFU‘η
뺑헬γr깅‘ ‘1-극 ; ?「iA

북동포루(내측)측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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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루 횡단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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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포루(輔樓)

치성위에대될민들고그위에지은누각을포라히고,치외더괄아

통칭 포루리-한다.

화성내의 표푸는 동북포루,북EE루‘서포루‘동일포루.등이쿄루

등 5개스의 포루기 있다.

이중 동북포루.북포루‘서포루는 군시들을 보호할 수 있는 판문이

있으니동일포루,동이포루는펀-문이섣치되지않았다

동북포루는건축콸의 전처1보습이 걱-건을 닮았디히여 각건대과는

떨칭이 있다.

북포루 내측(화성성역의궤) 북포루외측{화성성역의궤)

1거l

ljl;

장i섬

i혔

동북포루(각건대)내 외측(화성싱역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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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포루 내측

동일포루 서포루(화앙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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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포루 내측

--~＼끽:누Eτ//-

3 마크 !

1!j뇌JJ냄1
1↑‘/1*「

동이포루평연도

동이포루 정먼도

J@:lgr鐵 lW{t@
”‘ ”‘ ’· l ‘ li ”

‘· 。 “

1까·”‘

동이포루 증딘연도

북포루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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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포루 평면도

동이포루 측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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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포루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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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씨):군시들을 기려 보호히고 비비램을 피하며 휴식히기 위해

지은 집

·포루(쩌|i械):치 위에 둔 집

-포사(써깜):성안에 있는 집

11.포사(輔舍)

화성성약의궤에의하띤표가치위에있으딴표루,성내에있으면

포사라한다.

공격시섣 없이 군시플이 마무는 공간으로 성곽 여러시설에서

보내오는 신호을 받이 성안괴 행곽에 기니 포를 쏘이 전달히는

역할을 히고 있다.

회성 내에서는 중포시.서남포시 행궁 뒷탑에 있는 내포사 등

3개소가 있디

중표사는 칭룡문 빙헝 동쪽 성벽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상상황을

전담히았고 서넘포시는 서남임문 홍여|문 위에 설치된 포시를 발히

며 중포시는 미복원되었고 내포시-는 근래 복원되었다.

중포사 내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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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님포사

12.몽돈(않激)

봉수대는 대부분 성1취 산봉우리에 섣치히-였으나 화성 봉돈은

벽둡로 쌓아 성내에 5개의 연기구멍을 깃춘 시설월로 되어있다.

5개의 화두가운데 넘-쪽의 첫씨1화두민 시-용히았고 나머지 ιl개의

회두는 긴급한 일이 없으띤 시-용히지 않았다.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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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돈 내측 전경

/! ι ” ”

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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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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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돈 외측 전경

댐양앤P용F뼈했98햇용딩짧

떤τ:피: 얹렐3
「‘나鐵많따」F쐐

봉돈 상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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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봉회를 올려 적의 침투 등을 알리는 옛 통신수단으로 봉

야쏠)은 밤에봉화룹 올려얀락하고,수@途)는 낮에 연기를

올려 연락하는 것

·직봉(1란tf)조선조전국봉수밍을 연결하는중요봉화대,각변

빙에 서 서울을 연결히는 5간선료상의 봉수 밍

간봉(f띔kf):조선조 주요 간선로 사이에 있는 직은 봉수 조직 주

요 5간선로 증긴-을 잇는 보죠선 3개를 말힘--

-육봉(1않kf) 육지에 둔 봉화대

·거구뼈 l二l):봉돈에 마련된 햇불을 지피는 아궁 이

회두(火두) 불을밸때 불꽃을 일으가는 둥근 꿀뚝

·거료이Eh씬) 봉돈 성벽 내부에 설치힌 햇불 이동 통로

몽돈의 영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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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성벽(城뚫)

히부 성딱을 이루는 외부 벽처1모서 처l성이라고도 함 회성 성벽의

전처1길이는 5743m(4‘6OO보)이며 대부분 플로 쌓았고 일부 중요

벙어시설은 벽돌로 쌓았디.

성벽의높이는 지형에따라다르나4~6m익5ln내외,성벽위에

。-1닫이 약 l.2m높이토 설치됨.원성이라고도 한디

1)남성벽(南城뿔)

남은구쿄부터 난사적대,넘동적대,넘임문,낚공심돈.님수문,

동님각루 등 7개의 성곽 시섣콸을 연결힌 성벽 전자l282보‘평지에

있어 평지넘-성이라힌다

2)동성벽(東城뿔)

동냥각루부터 똥심치‘동이포루.봉돈.동이치.동포루‘동일치

동문,동」륙노대,봉암문,동(북포루,회홍문동쪽14개시섣불을연결

힌 성벽,전처lL75l보 주료 능선을 띤절히-았으므로 신싱동성

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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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성벽(北城뿔)

화홍문서쪽으로부터북동포루,북동치,북동적대,북옹성,북서

적대.북서포루,북은구,북포루,서북공심돈,서옹성북단까지8개

의 시설물을 연결한 성벽 전체 737보 4자이며 평지에 위치해 있으

므로 평지북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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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성벽(西城뿔)

화서문납쪽에서서일치:서포루,서이치,서임-문,서포루‘서심치.

서님암문,넘포루.넘치.님은구서쪽끼지10개소의시설룹을떤결한

성벽,잔처ll,l93보4자능선에위치하므료신싱서성이리고한다,

1“ ;

14.기타 시설물

·벽성(앉l찌 검은색벽돌로쌓은성벽,벽축성 전축성이리고도힘.

‘규형(또形):성벽 폼처1기-흘형으로 쌓은 형태

·공안(뜯ll@):공심돈에 뚫아놓은 구맹용도와 형태에따라서포혈

총안,전안,벙안‘사안혈등다영:한이름으로불램

외간:기간‘의간이라고도하며붉은색을 힌큰 깃대서장대앞

에 동서로 한쌍을 니-누어 세워 성안 시림-들이 외간만 보고

서장대에서 군시 훈련 싱황 등을 알수 있게 함

기죽석;깃대돌을밀힘 크기에띠리디}기죽석,중기죽석으로구분

낭기대포혈 대체로l지규모의방형으료회-포의일종인낭기를

쏘기위해뚫은구멍공심돈이니포루에구멍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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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기 닝기는 일맹웰링-기(jL불 자1861호)파 콸라는 화포 일종

누로 :성의 문루외 댐-푸

·누헬 물이 흘러내리게 하기 위히여 뚫은 구1상외부는 누조리-하

고 석재 윗띤에 휴을 파서 룹이-딘겨 필리내리거1힌것이고

누혈은 징대석 히-부에 구빙만뚫은 것을 딸힘--

·빙인-총혈 :여장이니-공섬돈 등 성곽 시설에 총을 쏘기 위하야 구

멍을 뚫어 놓은 구맹을 총안이리-히는데 이종 네모난

것을 말힘--

-벽루 :성의 성벽과 문푸 총칭

·시패 :활 쏘는 El콩장대 후띤에 문석대를 쌓이-인-을 만들고 앞

쪽에 힌딘 의 벽-틀윷 낀-빙딘-

·시안:적병을 향해벙기릎 쏘거니-김시히-기위히여성벽이나포

루등에뚫러놓은구멍사혈,전인,진층인이리-고허띠소

극적 기능으로는 빛을 받기위한 시설뜰

은구 :수문의 하나쿄 은빌히-거1만든 수구 남은구외-북은구가 있

었으니-현재는잔존히지않음

정군목 성문 인쪽에 기포대를 길계 기료 질러 잉쪽 벽에 고정히

여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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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석

정군석 장군목을 끼울수 있도콕 흥예문 인쪽 l최에 섣치한 뜰

적루 :적대위니 옹성위에 짓는 누 펑태의 깐둡

·전붕 이정위에 적의 회잘이니 총턴을 벙야하기 위해 섣치된 긴

나디토-「 。

잔봉펀문:회흥분이나동복각루.포루등에서성 외픽에판재로

핀벽을 만들고 호리녕1모잉:의 총안을 뚫어 놓은 두꺼

운 널문판변에용등수면을그템,총안이뚫리고붙

빅이 펀재를 전총안폐펀 또는 전인폐판이라 부르며

팔딜문처떤 열리는 걸문 형태는 전붕핀분이라 부릅

전붕핀문(동북포루) 전붕판문(화성성역의궤)

|1 성곽용어 305



‘전안·회실이니-총을 쓸 수 있도록 핀문에 뚫은 구벙인총인의

일종주로포루판문에설치.전총안이리고도힘‘

초(제) 도랑둑이 물에 쓸리떤서 파인곳

·초(찌、);성위의 망루나 문루를 말함

초루:성곽의문루와망루총칭

,호 ·성 외부를 에워 핀-못 즉 해지→

-호로전인:벙시들이봄을숨기고회질-이니-층을쏠수있도콕성

벽이니-문에구멍을뚫은것을전안이리하며호쿄전

인은 주로 판문에 조롱박처럼모잉:을 낸 전안을 말함

·회창’꽁격용회기로란을쏘는재래식히승총,총,호1총‘총포를

달러 이르는 말

·펑·성을빙둘러판해지이곳에물을채워넣지않으띠불을채

운 해지인 지와성호와는 다른성 내부에있으띤내횡‘외부

에있으띤외횡이리히며황침이라고도부콤

·총안:근총인은 성벽기끼-이온적을쏘기위히여뚫은총구딴

곳을보는 원총안아장은 총인이세개 있는데기-운데총

안이근총안이고좌우기원총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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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문화재영| 지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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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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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니부산에성|부산시옹구좌전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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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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鏡S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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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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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책에대하여》 |

우리나라에 성곽이 많다는 것은 일찍부티 알려진 사실인Ell-산을

오르다 보띤 어지간한 산봉우리따다돌부리듣이 널려 있으니무심히

지니치는 시-땀이 아니테-띤 그 옛날 시람들이 일부러 쌓은 돌뜰임을

금세일-수있을것이다,

10여년전에 r힌국의 성곽과 봉수 」라는 이름의꽤 두꺼운책이니-외

우리나라-성곽의분포현황을이는데많은도움을받을수 있었는데

그 책은 아씬 일인지 청소년단체에서 만들어 관계기관에만 겨우 돌려

보떠많은사림-이널리읽기에는부족험이많았다 그뒤로행정기관

틀이제고장에있는성곽조사플 히-lll책으쿄펴내고,헝토시얀구지-

들도 잎-디투어 조사 지-료들을 쏟이내고 있으니 이제는 이느 곳에

어떤 성곽들이 님아있는지에 대히여 훤히 그 실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성곽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 사전조차도 이직

구비하지 못하이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지 봇히-고 있는

것도또힌 시질이디.성문은 어떻게 생겼고 여장은 무엇인지.해지는

왜만들었는지,궁금힌것도많고이펴운한자말들은도무지알수

없는 것들이다 성곽 이해의 첫걸음으로 성곽용어사전을 펴내게 된

것도 그런끼닭에서 비롯된 것이러리-믿어진다.전분가뜰 모임인

성곽학회에서 조차도 선뜻 해내지뭇힌 잎을 한 것이니 내용의

깊이를 떠니서 스스로 자부할만한 일이디.남녀노소 누구니-뜰고

다니는딩사안내서로서,학습보초지료로서구실을할수있겠다.

(책애디1히여)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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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들에게 지난 5년은 혁신 비-람에 휩싸여 어찌 보떤

고난의시대였는지도 모르겠다.그러나 혁신의한 부분에 학습동아리

들이왕성힌휠동을보이며나-름대로진전이있었다면그것띤으로도

보람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문화재청 성곽학습 동아리는 무잇보다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하며 작엽을 했다는 점이 그 자체로

혁신의 모범으로 평가할 만하다.첫 걸음은 크게 내딛었으나 배움의

길은 끝이 없으니 이에 머무르지 빌고 앞으로 더 큰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그만큼기대를해도좋으리라

2OO7년 12월장호수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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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편집후기》 l

흔히들 !밀한디-우리나라-는 지리적 이건이나 유난히 짖았던 외침

으로 인히-이 호국의지의산블인 성곽이 많다고.

도읍지에는 도성이 있고 백두대간괴 각 정맥을 따라 불길괴 땅길

이나변서그길똑의요충지마다신성이지리 집고‘왜구의침범을

막기 위해 넘서해안에 가까운 고을에는 읍성이 생겨났다 앙토

확장을 위해서로 빼앗고쫓기띤서.새로쌓고무너뜨리띠역사의

함성을 이어갔던 현장이다.

성곽을 찾을 때 띠-다 우리를 압도 히-는 것이 있다 심넌산성은

정교하게 수직으로 쌓이-올린 까미-득한 성댁과 그 무너져 내린장대

함이,온닫산성은 난농L불락의철옹-성을 곡선으로 돌린성벽위에

저 멀리 넘한강을 걸치 놓으면 그 아름다운에 숨이 맞는디-부산

금정신성 은 걷고 걸어도 끝이 안보이고 담양 금성산성은 끓절된

지형과 한 봄이된 섬세험에 놀란다 서울성곽은 도성다운 웅장힘과

권위에 주녹 둘게 하고 수원성곽은 너무니-왼벽한 기술에 감틴-한

다 임진강북안의 호로고루나 당포성은 깎이지른 헌무암 단애틀

활용한 것이,가끼-이 있는 계족신-성은성벽도그렇지만한앙윤의

물도 담이-이:겠다는 야무진 연지기-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우리는 몇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다.이설적인

성돌 시용과 축성빙l쉽의 차이‘성벽중심의보수정비,넬괄조사외

시공의 이원적 구조‘관광자원 활용의 한계 등등

대부분 이제오늘의얘기는이니다.그떻다고지띤스럽고휠-맏히-게

내놓고 얘기히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디-.전문가마디 Ri직원l!f디-

〈핀죄후기)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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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과 기준이 디-르기 때문이다.이런 때 우리 성곽동아리가 나름

대로 고민을 히띤서 첫 직-푼으로 내놓은 것이 이 책자인지도 보르

겠다 외부 전문가 분들이 내일처럼 도와주시고 우리청의 투철한

몇분이희생을 아끼지않이서기능했다.답시 길에좋은걸집-이가

될 것이다.디민 개념과 용어를 중심으로 펴낸 것이므로 잎으로

기회가된다면원형보존과현대적보존방안도입등사고의 유연

성을가지고,그동안획일적복원및보수보디-는성곽마다영욕의

역사플 찾아내야 그 조각을 낌고 채워나가 역시-의 숨결을 같이

느낄수 있는 보존 및 관광지원화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의 고민 등

몇 가지 논의를 더 모이-서 우리들의 담백한 고벡을 지속적으로

발긴되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고도보존과 박상범

지난 82년 처음 공무원사회에 입문하여 침으효 많은 변회를 콤소

체험하였디--23년이라는 오랜기간 문화재청에서 근무한 시긴을

되돌아보띤많은 일들이파노라미처럼스치지나간다,그중에서도

성곽동아리보임이많이기억에남는것같다.성곽의특성상,때로

는 험준(?)힌 산으로 등반을 해야 하는 고생(부산 금정신성)도 있었

지만,정상에올랐을때펼쳐지는아름디-운성벽의곡선들과분루,

지등을접하는순간,문화재청직원으로서의지-부심을넘어서우리

모임의 일원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희열이 되어 세치-게

몰아치는 치-디친 비-닷비-펌이 부드테운 순풍으로만 느껴지는 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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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자만의 혜택이 이닐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모든 성곽이 다

산에만 있는 것은 이니었다.연천 은대리를 비롯하여 힌틴깅핀 의

요새를 점히고 있는 호로고루성 당포성 등 유적들괴-니주시내에

위치한 나주읍성 등 실제로 우리 생활현장과 호흡을 같이하1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공존히케 될 성벽들도 있었다.성곽

주변에는 지나는 길에 잠시 들딸 수 있는 신라마지막 임금이었떤

경순왕릉,영산강변의고분군 등수많은유적들과 범어사암괴등

자연유신도 많이 쏠수 있었다 주말에 미련이 남아 있는 달훤한잠을

훌훌 떨치고 제 이름처램용기를 내어 참가했던현장답시-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솟이닌다.특히 나주에서의 ‘이화에 월백히-고..’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이번에 발간히케 되는 ’성곽용어사전1도

동아리 회원 이라분들의 노력괴 땀의 결실이리고 본다 이제 그

활발한 저희 성곽동아리의 활동의 겔괴뀔로서 드디어 제1집 ‘힌국

성곽용어사전”이세싱에 태어났으니 해플 거듭할수록 저12.제3의

결괴플들이 치1속 나올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제2집,제3집은 회원 모두의 담사의견을 수시로 모이-서 보다

쉽게 발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고도보존과 박용기

우물안 개구리의 하능은 우물띤큼만 보인다 문화재 업무를 담당

하띤서 혹여 우불안 기l구리기 이니었나 생각된다.성꽉띤구회플

참여하만서 내안의 우풀이 조금 넓어졌지 않았나 싶다

(펀죄후;기)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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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곽 용어 사전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적과 김석희

성곽 보존 및 활용도 중요하xl만 주변 수목에 대한 정비도 중요

하다고 생각히여 성곽 연구회에 침여 히게 되었디--

우리나리는 신성 이주류를 이루고 있어 성곽 주댄에 수목둘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성곽보존을 위하여무조건수목을정비힐수도,또수목을 보존

하기 위하여 성곽을 방치할 수 도 없다.

성곽과 수똑이 조회를 이룰수 있는 빙안을 고민할 수 있계펀 것에

참여의 의의를 두고 싶다-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문화재 보존을

할 수 있는 기본지세라고 생각하며 성곽 떤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사적과 김상동

문화재 행정업무를 담당하띤서 실제로 문화재 답사에는 소흡힘이

있었다.문화재는 유구히 보존되어 후손에게 온전히 풀려주어야

한디-는 기본 명제만 가지고 업무를 담당히지 않있나 하는 반성이

든다.성곽 연구회에 참여 히면서 직접 성곽을 둘러보게 됨으로써

조금이니마 문화재에 대한 시이:가 넓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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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발간을 축하하며 편집위원의 노고를 치히힌다.

사적과 0|상협

설계도서싱으로 접한 성곽괴-현장에서 접한 성곽에는 많은 치이

점이 있다.초상화외-실풀의 치이리고나 힐까?

도면상에샤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려내는 성곽

왜 보존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히는지‘무엇으로 후손에게

물려줍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성곽연구회 침야는-.

편집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디

고도보존과 권접수

한딜에 한번 정도 등산 겸 문회팀-방도 괜찮다 싶어 가벼운 마음

으로 동이리에 참여히카1되었다

동질의목적으로사람과사람들이만나고띤히-고토론히고,답시-

하는 모슴이참 이-름답디-는 생끽이 든다.

성곽 얀구회의 휠-동이 계속해서 이름다운 행적으로 넘기를 기원

한다.

고도보존과 고윤정

전쟁을 하는 탱시-기 무기 다루는 템을 저l대로 알지 뭇한다띤

그 전쟁은 어찌될까?놀이 마당은 펼쳐져 있는데 굉태가 없디띤.

(펜집후기)391



.

관객이 없다면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본다.

성곽 연구회에참여하면서그간 나의문화재행정업무가무기를

다룰지모르는병시기-아니었는지를뒤돌아보게하는계기가되었다.

현장답시를 하면서피부로다가오는문화재를느껄수 있었음이

성과라면 성과랄 수 있다.

금번에 발간되는 한국성곽용어사전 또한 실전에서 건져올린

귀중한자료가될것임을기대한다.

편집위원들의각고한노력에찬시를보내며,앞으로더욱빌전하는

성곽 연구회로 거듭니길 바란다

궁능관리과 이정연

성곽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생각난다.전라병영성과

아차산성 성벽의 쌓기법에 왜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었지만

아떤 책을 봐야 할지 알 수 없었다.성곽에 대한 지식도 벨로 없고

관련서적도그리많지않았기때문으로생각된다.이책이성곽에

대한공부를 처음 시작하는학도들에게적으나마도웅이되길개대

한다 보는이의이해를돕기위하여많은사진과도변을넣으려고

노력했다.미흡하지만 성곽동이리에서 나온 첫 번째 산물로 많은

회원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자료를 협조해준 분들에게 감시드 린다

다음에는 더욱더 정리된 용어사전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건축문화재과 이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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