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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영진보성에 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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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영진보성은 연해읍성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국
방체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관방유적이다.
이러한 영진보성을 조선전기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축조수법으로
보다 세분하여 영진보성의 축조수법을 3단계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서 영진보성 체성부 축조수법은 조선전기인 15세기 초와 조선중기 17
세기에는 장방형, 방형의 외벽면석이 사용되었고 15세기 중반부터 16
세기 사이에는 입수적한 장대석의 외벽면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체성부 내벽 계단식 축조수법, 사직선 기단 등이 일부 영진
보성에서 축조되었으나 대부분의 영진보성은 외벽석축내탁식 축조수
법으로 축조되었다.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에는 국방체계의 변화에 따
른 축조수법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시
대 후기에도 경상도지역 육군․수군 절도사영에 소속된 영진보성의
축조수법에는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수군 통제영이 소재한
통영성의 경우에는 포루의 설치와 성석 크기의 규격화 및 수평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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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대시설의 확충, 일부 왜성의 영진보성으로 재사용과 축조수법
이 잔존하고 있어 조선 후기에 서양과 명, 일본 등에서 도입된 성곽축
조기술에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남해안지역 영
진보성은 조선전기에 축조된 체성부를 그대로 유지 보수하거나 퇴락
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체성부 축조수법은 일관되게 유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영진보성, 읍성, 조선시대, 체성부, 부대시설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성곽유적은 그 축조목적에 따라 고대부터 정치, 경제, 군
사 등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지속적인 사용으로 수개축작업이 반복되
었다. 이러한 성곽유적 중 조선시대 읍성․영진보성․산성은 거대한
인공구조물로서 규모면에 있어 여타의 유구를 압도한다. 그러나 1910
년 일제에 의한 읍성 철폐령으로 해체되기 시작한 조선시대 읍성, 영진
보성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그 양상을 파악하기가 더욱 곤란
해졌다. 또한 광복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읍성, 영진보성을 비롯한 조
선시대 성곽의 조사는 대개 구제발굴인 경우가 많다보니 충분한 자료
의 수집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조사대상지에 대한 부분조
사에 치중하여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조사대
상지에 대한 부분조사 이후 성곽에 대한 보존 및 종합정비계획의 미수
립과 부분적인 복원을 시행하여 성곽의 파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고 보면 21세기의 반세기도 흐르기 전에 우
리는 더 이상 조선시대 영진보성을 비롯한 조선시대 성곽의 원형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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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지도 모르겠다.
조선시대 성곽은 시기구분을 할 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단계별 중심이 되는 성곽은 읍성, 영진보성, 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읍
성은 행정치소와 피난성을 겸하고 산성은 입보농성이 축성 목적 이며
영진보성은 군사적 목적에 따라 축조된 것이다. 특히 영진보성은 당대
군사편제, 군사전략, 축성기술, 무기체계, 동원체계 및 주변 국가와의
대외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성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15～16세기 조선전기에 축조되어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을 거쳐
조선후기에도 계속적인 축조와 그 기능을 유지하였던 영진보성의 축조
수법을 파악하는 것이 조선시대 성곽의 실체를 더욱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성곽 연구의 일환으로 고고학적 조사에
서 확인된 조사사례와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성곽을 분류하여 조선시대 성곽의 축성사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을 중심
으로 하는 분류와 시기구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견이 없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의 시안(試案)을 마련하여 기존에 도
성, 읍성, 영진보성, 산성 등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던 것에서 탈피하
여 조선시대 성곽 연구를 제고시키는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과제
에 접근해 보았다. 선학동배들의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

Ⅱ. 영진보성 연구동향
최근까지 수군진과 영진보성에 대한 연구는 군제사와 해방사 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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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문헌과 고지도 등을 바
탕으로 문헌사에서는 조선시대를 포함한 군대의 제도적 변천과 영진보
의 설치와 폐지, 이동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대
체로 군제사 경우에는 국방군사연구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등
과 소속 연구자에 의해서 다수의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1) 그 마저도
임진왜란 이전의 수군진에 대한 연구에 편중된 까닭에 임란 이후 조선
후기의 수군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2) 특히 영진보성은 함경
도, 평안도 등에 위치하였던 4군과 6진을 중심으로 한 육군진을 제외하
면 하삼도(경상, 전라, 충청도)의 육군절도사영성 이외에는 대부분 수
군 영진보가 주를 이룬다. 이렇다보니 이러한 연구 대부분은 고문헌과
고지도를 바탕으로 한 수군진성의 축조시기 및 위치비정에 한정되어
입지, 규모, 축조수법, 설치요인 및 각종 부대시설 등에 대한 연구는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분야에서도 읍성 및 영진보성 내부
시설물 즉 관아와 객사를 비롯한 각종 관청건물의 배치 및 도시구조와
발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역시 영진
보성 내 관아건물의 건물배치와 가로망의 공간구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영진보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3)
영진보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 연구는, 창원군내 성지조사보
1) 차문섭, 조선시대군제연구, 단국대출판부, 1973, 육군사관학교한국군사연
구실편, 한국군제사 –군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한국군제사 –
군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79, 국방군사연구소, 왜구토벌사, 1993, 장
학근, 조선시대 해방사 연구, 단국대학교, 1986, 조선시대 해양활동사,
해군사관학교, 1987, 조선시대 해양방위사, 창미사, 1988, ｢조선초기 수군
만호고｣, 조선전기논문선집 41, 삼귀문화사, 1997, 김홍, 한국군제사, 학
연문화사, 2001 외 다수.
2) 고용규, ｢목포진성의 구조와 성격｣, 목포진성의 복원과 활용방안, 목포대
박물관, 2012, 30쪽.
3) 탁형수, ｢옛지도를 통하여 본 성곽시설물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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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4), 고흥발포진성발굴조사보고서5), 울산왜성․병영성지6), 무
안군의 문화유적7), 해남군의문화유적8), 신안군의 문화유적9), 장
흥군 문화유적10), 경상좌수영성지지표조사보고서11), 마산합포성지
기초조사보고서12), 강진병영성13), 거제 오양성지14), 거제시 성
지 조사보고서15), 완도군의 문화유적16), 거제장목관광단지조성지
역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17), 당포성지표조사보고서18), 금단곶보
성지 발굴조사 개보19),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20), 장암
진성 발굴조사보고서21), 구소을비포성지 지표조사보고서22), 울산
병영성북문지23),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학술조사보고서24), 영광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丁仲煥․沈奉謹, ｢창원군내 성지조사보고｣, 석당논총제1집, 1976.
최몽룡, ｢고흥발포진성 발굴조사보고서｣, 백산학보29, 1984.
심봉근, ｢울산왜성․병영성지｣ 동아대학교박물관, 1986.
목포대학교박물관, ｢무안군의 문화유적｣, 1986.
목포대학교박물관, ｢해남군의 문화유적｣, 1986.
목포대학교박물관, ｢신안군의 문화유적｣, 1987.
목포대학교박물관, ｢장흥군의 문화유적｣, 1989.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경상좌수영성지 지표조사보고서｣, 1990.
심봉근, ｢마산합포성지기초조사보고서｣,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목포대학교박물관, ｢강진 병영성 발굴조사보고서｣, 목포대학교학술총서
23, 1991.
심봉근, ｢거제 오양성지｣, 동아대학교박물관, 1994.
심봉근, ｢거제시 성지 조사보고서｣, 동아대학교박물관, 1995.
목포대학교박물관, ｢완도군의 문화유적｣, 1995.
동아대학교박물관, ｢거제장목관광단지조성지역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7.
통영시, ｢당포성 지표조사보고서｣, 1997.
나동욱․성현주, ｢금단곶보성지 발굴조사 개보｣, 박물관연구논집6, 부산
광역시립박물관, 1997.
부산대학교박물관,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국립부여박물관, ｢서천 장암진성｣, 국립부여박물관고적조사보고제5책,
1997.
동아대학교박물관, ｢구소을비포성지 지표조사보고서｣, 1999.
울산시․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울산 병영성북문지｣, 학술조사보고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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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진성-정밀지표조사보고서-25), 통영 삼덕항 내 당포수중유적, 진
도금갑진성지표조사보고서26) 거제옥포진성27), 마산합포성지28),
안흥진성29), 진도금갑진성30) 다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울산개운포성지Ⅱ31), 경상좌병영
성32), 장흥회령진성33), 통영성북문지유적34) 조선시대수군진조
사Ⅰ전라우수영편35), 여수전라좌수영성지36), 부산 수영동 15-2번
지유적37), 경상좌수영성-북문지 일원-38), 천성진성39)가 있어 영
진보의 제양상을 연구하는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조사는 영진보성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보인 반면에 대부분이 구제발
굴 및 복원정비에 입각한 조사로 인하여 기록보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11집, 2001.5.
24) 강진군,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학술조사보고서｣, 2001.
25) 순천대학교박물관․영광군, ｢영광 법성진성-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01.
26) 진도군․전남대학교 박물관, ｢진도 금갑진성 지표조사보고서｣, 박물관 학
술총서 79, 2003..
27) 경남발전연구원, ｢거제 옥포진성｣, 조사연구보고서 제36책, 2005.
28) 경남발전연구원, ｢마산 합포성지｣, 조사연구보고서 제49책, 2006.
29)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안흥진성｣, 유적조사보고 46책, 2008.
30)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진도 금갑진성｣, 2008.
31)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 개운포성지Ⅱ｣, 2007.
32)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경상좌병영성｣, 학술연구총서 제59집, 2011.
33) 장흥군․(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장흥 회령진성｣, 2011.
34) (재)경상문화재연구원․통영시, ｢통영성북문지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제12
책, 2011.
3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라우수영 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24집, 2011.
36) 여수시․(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여수전라좌수영성지｣, 2011.
37) 수영구․(재)한국문물연구원, ｢부산 수영동 15-2번지유적｣, 고적조사보고
제30책, 2013.
38) 부산박물관․수영구, ｢경상좌수영성지-북문지 일원-｣, 부산박물관 학술연
구총서 제50집, 2016.
39) 부산박물관, ｢천성진성｣,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55집, 2017.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영진보성에 대한 일고찰 / 이일갑 117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한정된 고고학적 자
료와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가운데 차용걸의 연구가 돋보인
다. 차용걸은,「차용걸, 1977, 1983, 1984, 1988」에서 관방성 특히 남해
안지방의 진보가 조선시대 전기 성곽축성사상 전대와 다른 특징적인
것을 보았다.40) 또한 심정보는 연해읍성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관방성
으로 분류하고 있다.41) 민덕식은, ｢조선시대의 목책｣에서 진보의 축성
이전의 목책도니성과 녹각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특히 진보의 축성시
초기의 목책도니성의 형태에서 석축으로의 전환과정을 사료를 바탕으
로 설명하였다. 또한 수중목책에 관해서도 진보의 축성시 부대시설로
의 설치를 사료의 기록에 의거하여 언급하고 있다.42) 반면 유재춘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재한 내용을 분석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곽기록에 표기된 척은 모두는 아니지만 대체로 포백척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더구나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척도 표시를
보면 성보의 둘레는 대부분 포백척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성종 16년
홍응의 제포의 보에 대한 심정시 회령포와 영등포의 보의 길이가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일치함을 들어 그 용척이 포백척이라고 주장하
였다. 아울러 성곽 표시 단위가 ‘보’ 중심에서 ‘척’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43)
심봉근은 기존의 문헌사료의 해석과 대입에 의한 성곽연구의 한계성
을 지적하고, 그 보완방법으로 남해연안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
된 성지의 체성 축조수법과 구조, 규모, 축성재료 등 제요소를 정리하
40) 차용걸, ｢조선 성종대 해방축조논의와 그 양상｣, 백산학보23, 1977, ｢조
선전기 관방시설의 정비과정｣, 한국사론7, 1983, ｢고려말 왜구방수책으
로서의 진수와 축성｣, 사학연구제38호, 한국사학회 1984, ｢고려말․조선
전기 대외 관방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41)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42) 민덕식, ｢조선시대의 목책｣, 충북사학11-12호, 충북대사학회, 2000.
43) 유재춘, ｢조선전기 성곽 연구｣, 군사, 제33호, 국방군사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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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곽의 시기별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전국에 분포한 각종성지
의 축조시기와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44)
이일갑은 영진보성의 고고학적 조사현황을 통해 영진보성의 분류와
특징을 밝혔다. 또한 평면형태에 있어 연해읍성이나 산성과 달리 자연
적인 조건에 의한 축성보다는 병영으로서 제식적 목적이었음을 밝혔
다.45) 그리고 영진보성 치성 축조에 있어 지형적인 조건이나 성둘레에
따라 길이와 폭이 가감되는 것과 더불어 상위지휘체계의 영진보성일수
록 치성 길이와 너비가 더 크게 축조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15세기에서
16세기로 접어드는 성종과 중종 조에 축조된 영진보성 치성 길이는
5m내외로 세종15년 이후 연해읍성의 치성 축조시 규식화된 20척
(9.4m)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영진보성의 치성 축조에는

세종조의 규식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46) 반면에 나동욱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평면형태가 제식적인 것이 아닌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 축조되었다고 하였다.47) 고용규는 고하도진성이 기존 수군진성과
는 다른 입지 및 성곽 형식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성으로서 삼도수군통
제사영성으로서 가치와 위상을 지닌 유적으로 파악하였다.48) 이 외에
도 변동명49), 고용규50), 김상룡51), 박세나52)등의 연구성과가 있다. 최
44) 심봉근, ｢한국남해연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학연문화사, 1995.
45) 이일갑,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진․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46) 이일갑, ｢경남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에 대한 검토｣, 영남고고학회,
2008.
4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경상우수영 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술총서
제41집, 2014.
48) 고용규, ｢고하도진성의 현황과 과제｣, 이순신과 역사의 섬 고하도, 고하
도역사재조명학술대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7.4.
49) 변동명, ｢법성진의 설치와 운영｣, 영광 법성진성, 순천대박물관, 영광군,
2001.
50) 고용규, ｢조선시대 전라도 수군진의 고찰-연혁을 중심으로｣, 전남문화재
12, 전라남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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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심봉근에 의해 부산진성에 대한 고찰53)과 나동욱54), 지윤미55)에 의
해 고고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영진보성에 대한 현황이 언급되어 이
방면에 대한 연구의 진전이 일부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이일갑은 최
신 연구로서 다대포진성의 축조수법을 검토하여 조선시대 전기에 축조
된 다대포진성 축조수법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쳐 조선후기에 이
르기까지 변화 양상을 이루어지지 않음을 밝히고 아울러 17세기 전후
근대성곽 축조술의 도입 역시 확인되지 않음을 밝혔다.56)
이상의 조사와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영진보성에 대한 연구는 개별유
적과 그 가운데서도 일부 분야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여전히 답
보상태이다. 특히 최근까지 조사된 영진보성 관련 각 유적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연구성과는 전무한 편이다. 따
라서 본고에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선 가장 많은 조사사례를 보여
주고 있는 영진보성 체성부 축조수법을 중심으로 특징을 검토하고 아
울러 분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체성 축조수법 검토
최근까지 남해안 영진보성 가운데 체성부가 조사된 것은 통영성, 울
51) 김상룡, ｢조선시대 경상도수군 영진의 변천과정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2) 박세나, ｢조선시대 전라우수영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3) 심봉근, ｢부산진성｣, 문물연구31, 2017.
54) 나동욱, ｢慶南地域 邑城과 鎭城의 試․發掘調査 成果｣, 東亞文化創刊號,
2005.
55) 지윤미, ｢서생포만호진성의 해자에 관한 연구｣, 울주의 성곽, (재)한겨레
문화재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학술대회, 2014.
56) 이일갑, ｢부산 다대포진성에 대한 연구｣, 항도부산제35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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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경상좌병영성, 경상좌수영성, 마산 합포내상성, 개운포진성, 다대포
진성, 두모포진성, 천성진성, 당포진성, 옥포진성, 고성 구소비포진성,
거제 오양성지, 금단곶보성, 강진 전라좌병영성, 회령포진성, 장흥진성,
고흥 발포진성, 법성포진성, 진도 금갑진성 이외에도 안흥진성, 서천
장암진성, 등이다.
영진보성 체성부를 기단부, 체성부 외벽, 내벽적심부, 외벽기단보축
순서로 살펴보자. 산성이 많은 우리나라 성곽 축조 특성상 급경사를 포
함한 자연적인 제약 조건을 극복해야하는 체성부 축조에 있어 기단부
를 축조하는 것은 많은 공력이 수반되고 축조 이후에도 그 관리에 상
당한 문제점이 있어 기단부 축조에 특히 공력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
어 먼저 기단부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이 기단부 조성에서는
성기심정 후 구지표에 대한 굴착과 기반암층에 대한 굴착, 이후 굴착한
토사를 이용한 기초부 조성과 기초석의 사용, 나무지정 이용 등이 확인
되는데 이때 각각의 공정에 따라 축조수법상 시간적 차이가 확인된다.
공정순서에 따라 먼저 기단부에서 기초를 조성할 때는 첫째, 지반을
일정한 깊이로 판 후 돌을 섞어 넣어 단단히 다지는 적심공법을 사용
한 후 그 위에 다듬은 판상형의 석재를 깔고 그 위에 지대석을 두고 성
석을 10～20cm 내외로 들여 줄을 맞추어 쌓아 올린다. 이때 지대석을
포함한 기단석의 일부 혹은 전부 외피부분을 흙으로 다짐하였다. 이러
한 축조수법은 지반자체가 연약하거나 습지 혹은 강변 등지를 기반으
로 하는 성곽축조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삼국시대 성곽축조에서도 확인
된다. 이러한 예에 속하는 것은 개운포진성, 울산 병영성, 마산 합포내
상성, 금단곶보성, 거제 오양성지 등이 해당한다. 둘째, 영진보성의 일
부 석축구간은 기반이 풍화암반인 경우에는 상면을 평탄하게 다듬은
후 지대석 없이 기단석을 올렸는데, 이는 앞서와 달리 지질적으로 단단
한 기초부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보강이 필요 없는 구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에는 속하는 것은 통영성이 해당한다. 셋째, 기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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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시 바닥을 굴착하여 점토로 다진 후 할석과 흙을 섞어서 기초부
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옥포진성, 안흥진성, 장암진성 등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급경사 구간에서는 커다란 쐐기 모양의 근석
을 튀어나오게 가로놓아 성벽에 밀려드는 석재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근석의 간격은 7, 3.6m의 간격을 유지하여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영진보성에서는 이러한 기단
부 축조는 확인되지 않으며 하동읍성(1417), 상당산성, 포천 반월산성,
대전 보문산성 등에서 확인된다.57) 다섯째, 기존 체성부 기단석 및 성
석을 정리하고 흙을 다진 후 그 위에 성석과 흙을 섞어서 축조하는 것
으로 임진왜란 이후 심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된 읍성 및 영진보성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울산병영성, 경상좌수영성, 옥포진성 등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단부 축조에 있어서 급경사 등의 자연지형에 따
른 제약을 극복하고자 기단수평화를 실시하여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인데 영진보성에 인접한 조선 전기 축조 연해읍성에서는 사
직선기단 축조수법이 확인된다. 그러나 영진보성에서는 울산 경상좌병
영성, 법성진성, 금갑도진성에서 확인될 뿐 이후 최근까지 조사된 영진
보성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즉 연해읍성에서 확인되는 사직선
기단의 축조는 급경사라는 지형적인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과거 고려시
대말까지 계속 축조된 판축토성 기단부 축조수법을 읍성축조에 적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58) 따라서 사직선기단 전통이 조선 전기 읍성 축
조에는 일정기간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영진보성 기단부 축조에서는
읍성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남해안지
역 영진보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 체성부 외벽축조수
57) 충청북도, 상당산성, 한반도 중부 내륙지역 산성 Ⅱ, (사)한국성곽학회편,
2008, 68쪽.
58) 이일갑, ｢경남지역 연해읍성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7, 90～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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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살펴보면, 체성부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 크기와 모양에
따라 조선 전기와 후기의 차이
점을 구분 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남해안 영진보성
체성부에 잔존하는 기단석을 비
롯한 성석의 표본을 지정하여
[그림 1] 기단수평공법(소비포진성)

그 길이와 높이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수치는

먼저

60～

100×27～45cm, 내외의 수치군이 있고 이것을 다시 높이:길이로 나눈

수치를 가지고 길이 값을 1로 할 때 높이 값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
때 총 표본 가운데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은 버리고 나머지 값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한 결과 총 5개 집단군이 형성되었다. 5개 집단은 수
치에 따라 제1집단 표준값이 0.3, 제2집단 0.4, 제3집단 0.5, 제4집단
0.6, 제5집단 0.7로서 수치 1에 가까울 수로 성석의 형태가 정방형에 가

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높이가 길고 길이가 짧은
세장방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파악된 표본 성석은 0.5의 값을
가진 성석이 높이에 비해 길이가 길게 나타나고 있어 장방형내지 방형
의 석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59)
두 번째군은 기단석 크기가 100×300×250cm, 200×300×50cm, 100×70
×70cm, 200×160×150cm 등이 다수로 파악된다. 역시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높이:길이를 나눈 값이 기준인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어 해당 영진보성 체성부 기단석은 길이에 비해 높이가 더 큰 장대석
을 이용하여 축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

59) 이일갑, ｢조선시대 성곽의 축조수법을 통한 형식설정｣, 동아시아의 문물,
2012, 387쪽.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영진보성에 대한 일고찰 / 이일갑 123

진보성은 성종 16년을 기준으로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
하동읍성

→
당포진성

→
남한산성

도성(순조년간)

[그림 2] 조선시대 성곽 체성부 외벽면석 축조변천 모식도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첫 번째 유형은 울산병영성 초축 체성부,
합포내상성 초축성벽 등의 체성부 외벽 면석으로 최근 조사된 부산 구
랑동 유적의 석축성곽 축조수법과 진도 용장산성, 하동읍성, 기장읍성,
광주읍성 초축 성벽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상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
성곽들의 초축 및 사용시기가 고려시대 및 고려시대 읍성축조수법의
전통이 계속해서 사용된 성곽이라는 점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시기적으로 15세기 초에 축조된 울산병영성, 창원 합포내상성은 수치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전시대 토성의 흔적과 그 전통을 계승한 체
성부 축조수법을 적용하여 외벽면석 크기 및 형태가 방형 및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축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영진보성 체성부
외벽면석은 세종 11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읍성부터 중종조
사이에 축조되는 읍성과 영진보성에서 확인되는 통상 입수적한 장대석
과 직교하게 좁고 길쭉한 성석을 뒷채움하여 장대석의 높이만큼 축조
하고 이러한 기단석의 윗단에 축조되는 성석부터는 성석간에 서로 눕
혀쌓기와 세워쌓기를 반복해서 실시하여 체성부의 여장하단 미석까지
이르는 축조수법이다. 다음 세 번째 유형은 안흥진성, 통영성 등의 외
벽면석으로 표준수치를 높이:길이로 나눈 결과 높이와 길이가 비례하
거나 높이에 비해 길이가 1.3-1.5 배 가량 차이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16세기 이후에 축조되는 영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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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15세기 초와 크기가 유사하거나 조금 작아진 치석된 석재를 외벽
면석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종조의 축성신도 반포
전후부터 성조조의 영진보성 축조와 임진왜란 직전의 전국적인 성곽수
축에 이르는 시기의 축조수법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즉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16세기 이후에는 체성부 외벽 성석의
크기와 형태가 통상 알려진 읍성, 영진보성 체성부 외벽에 사용된 성석
의 크기 및 형태와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을 비롯한 조선시대 영진보성 체성부 외벽은 15세
기 전반인 세종 11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장방형, 세장방형, 방형 석재
를 비교적 눕혀쌓기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이후 16세기 말에 이르
기까지는 방대형의 석재를 입수적하여 축조였다. 17세기 들어서는 일
부 영진보성에서는 16세기 말까지 사용된 방대형의 입수적한 체성부
축조수법이 확인되지 않고 15세기 전기의 석재와 유사하거나 조금 작
은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고 하겠다.
영진보성 체성부 내벽 적심 축조수법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우선
체성부 적심상태에 따라 내외벽 중간에 잡석으로 적심을 채우고 다시
축차적으로 폭을 좁혀 계단상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 적심부 상부를 비
롯한 내부를 유사판축상의 흙으로 채우는 것, 외벽면석 바로 뒷부분(약
2m내외)에 한해서는 잡석과 할석을 채우고 그 뒤에 성토상의 흙을 채

우는 것 등의 유형식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자연대석을 사용하고 외벽에서 내벽을 향해
2～3m 간격으로 침석을 직교하여 쐐기식으로 쌓고 그 뒤의 내벽은 잡

석으로 적심을 채워 축차적으로 계단상의 형태를 띠는데 이 유형으로
는 마산 합포내상성, 개운포진성, 천성진성 등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
연대석 외벽과 적심부분에 잡석과 할석을 사용하고 적심부 상부를 비
롯한 내부를 유사판축상의 흙으로 피복하는 형으로 이 유형으로는 울
산 경상좌병영성, 다대포진성, 두모포진성, 법성포진성, 금갑진성, 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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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진보성 체성부 내벽 적심부 축조유형

곶보, 소을비포, 오량성, 당포성, 회령포진성, 장흥진성 등의 영진보성
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방형 및 장방형 내지 자연대석의 석
재를 이용하여 외벽을 축조하고 내벽을 일정부분(약 2m정도) 잡석을
채우고 뒷채움은 판축 및 성토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 유형으로는 경상
좌수영성(임진왜란 이후), 옥포진성, 통영성 등이 해당하고 기타지역에
서는 장암진성, 안흥진성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3가지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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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포내상성과 울산 개운포진성은 비교적 조선 전기 이른 시기인 15
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해당하는 축성 년대를 보이는 반면 두 번째 유
형은 성종 16년(1485)을 기점으로 축성된 것으로서 15세기 후반에 해
당하는 시기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으로 세 번째 유형은 성종과 중종을 거쳐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후반
에 이르는 조선시대 전기 후반 및 중․후기의 시기에 축조된 것들이다.
따라서 영진보성 체성부 내벽 축조양상은 계단식→외벽석축내탁식으
로 축조되고 있으며 성종 16년 이후 축조되는 대부분의 영진보성은 계
단식 보다는 외벽석축내탁식으로 축조된다. 또한 16세기 이후에 축조
되는 영진보성 역시 외벽석축내탁식으로 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
만 최근에 조사된 천성진성에서는 북문지 주변 수축 체성부 축조수법
이 계단식(조사자는 층단식)으로 확인되고 있어 16세기 중반 이후나
혹은 17세기에도 계단식 축조수법이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향후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60)
이제까지 영진보성 체성부 각 부분에 따라 축조유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축조유형에 따라 시기별 특징을 검토해 본다. 먼저 16세기 이
전에 축조된 영진보성 체성 기단부는 울산좌병영성, 법성진성, 금갑도
진성 등에서 사직선기단 축조수법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전반적인
축조수법이 아닌 일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영진보성에서는
기단수평화공법으로 축조되었음을 앞에서도 밝혔다. 반면에 15세기 후
반에서 16세기 말 사이에 축조된 영진보성은 기단부를 조성할 때 읍성
의 축조수법에서 사용하는 지정과 석축보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15세
기 전기 전반에 축조된 영진보성은 외벽 축조수법에 있어 체성부 면석
은 장방형과 방형의 형태로 치석 내지 가공되며, 입수적한 장대석은 아
직 사용되지 않거나 소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5세기 후

60) 부산시립박물관, ｢천성진성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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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16세기 말 사이에 축조된 영진보성은 체성부 외벽면석 쌓기는
허튼층쌓기와 바른층쌓기, 입수적쌓기 등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또한
내벽 적심부는 15세기 전기 전반에 축조된 영진보성은 인두대 크기의
할석과 침석 등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축조되었다. 반면에 15세기 후
반에서 16세기 말 사이에 축조된 영진보성 내벽은 흙을 성토하거나 일
부 유사판축으로 다져서 그 일부를 절개한 후 외벽면석과 할석을 이용
하여 축조된다. 이때는 여장을 구비한 듯하며 원총안과 근총안 등의 구
별을 둔 것 같지 않다. 또한 여장 및 체성부에 석회의 사용은 이루어지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돌 및 전돌 형태를 닮은 성석의 사용 여부
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 16세기 이후 축조되는 영진보성은 먼저 기단부 조성시 바닥을
굴착하여 점토로 다진 후 할석과 흙을 섞어서 기초부를 조성한다. 그리
고 급경사 구간에서는 지대석 없이 성석을 축조하고 있다. 또한 15, 16
세기에 축조된 영진보성 체성 기단석 및 성석을 정리하고 흙을 다진
후 그 위에 성석과 흙을 섞어서 축조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 심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된 읍성 및 영진보성에서 나타
나는데 대표적으로 울산 경상좌병영성, 경상좌수영성, 옥포진성 등에서
확인된다. 16세기 이후에 축조되는 영진보성 외벽면석은 앞서 언급한
15세기 전기 축조되는 영진보성 체성부에서 확인되는 방형 및 장방형

같은 성석으로 축조되며 구간에 따라 그렝이공법을 사용한 흔적도 확
인된다. 다만 이 그렝이공법은 도성 주변 및 지방거점산성에서도 확인
되고 있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17세기의 도성, 읍성, 산성,
강화도 등지의 성곽 외벽면석은 사각형 면석 및 위아래와 좌우의 성석
에 모양을 맞춘 그렝이법이 활성화되는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에 남해
안지역 영진보성 외벽 면석은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무너
진 석재의 재활용이나 장대석을 여러 개로 치석하여 허튼층쌓기와 바
른층쌓기와 면석쌓기 등이 혼용되고 있다. 미석은 축조되고 있으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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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구비한 여장이
축조되며 석회와 전
돌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벽 적심
부 축조수법은 전기
에 확인되는 계단식
은 확인되지 않으며
외벽석축내탁식만 확
[그림 4] 후기동래읍성 치성 외벽축조수법

인된다.

전체적으로

경사진 내탁식으로 토석혼축쌓기, 성토쌓기, 할석쌓기 등으로 축조되고
있다. 이때 외벽 기단보축은 전기에 축조한 것에 흙을 이용하여 축조하
고 있거나 훼손된 후 축조되지 않는다.
이 시기는 도성 및 주변 산성과 지방에는 거점 산성을 수리 축조하
여 운용하는 것이 국방전략이었던 바 상대적으로 영진보성 축조 및 운
용은 쇠퇴하거나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방체계의 중심으로 둔 도
성과 주변 산성과 지역 거점산성에서는 체성부 축조수법의 변화를 파
악할 수 있으며 도성과 지방 거점성곽의 축조수법에서도 일치화를 확
인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 읍성과 영진보성, 특히 남해안지역 영진보
성은 17세기 국방체계 변화에 따른 체성부 외벽 축조수법 및 부대시설
의 설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17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초반까
지 남해안지역 각 육군․수군절도사영에 소속된 영진보성 축조수법에
는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삼도수군통제영이 소재한 통영성에
서는 포루의 설치와 성석 크기의 규격화 및 수평 맞추기, 포루 등의 각
종 부대시설 확충 등에서 17세기 전후로 도입되는 중국, 일본, 서양성
곽축조기술에 영향을 받아 축조된 듯하다.61) 그 외 남해안지역 영진보
61) 이천우, ｢남한산성 축성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168～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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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수법

협축식/계단식

외벽석축내탁식

울산병영성(1417)

합포진성(1430)

개운포진성(1459)

금단곶보성(1485)

당포진성(1490)

소비포진성(1491)

장암진성(1511)

경상좌수영성
(1652)
안흥진성(1655)
통영성(1678)
[그림 5] 영진보성 체성부 외벽 축조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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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조선전기에 축조된 체성부를 그대로 유지 보수하거나 퇴락한 상
태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선전기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체성부 축조수법은 일관되게 유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남해안지역 조선시대 영진보성 축조 시기구분
필자는 남해안지역 연해읍성 체성부 축조수법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와 현황에 의거하여 성곽의 복원적 고찰을 하는 것도 성곽사적 시대구
분 및 시기설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연해읍성
체성부 축조수법의 형식분류를 통한 전개양상과 시간적 속성의 체계를
파악해 본 바 있다.62) 이때 제시한 시간적 속성 체계는 연해읍성 각 체
성부의 축조수법을 상호비교 하여 공통된 축조수법의 양상이 확인되는
것을 동일한 시간적 속성으로 파악하고 초축 시기가 확인되는 절대 년
대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성곽을 체성
부 축조수법에 따라 축조유형을 분류하여 4기로 나누었다. 이것은 임
진왜란 이후를 하나의 획기로 묶어서 분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가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전기에 치중한 나머지 조선후기를 너무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더구나 최근 조사성과에서 확인
된 자료들을 볼 때에도 축조유형의 분류를 좀 더 세분할 필요성이 있
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검토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축조수법 을 중심으로 절대 년대가 확인되는 영진보성을 시간별로 나
열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이를 다시 축성시기별로 특징이 명징한 한양
도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수원 화성, 강화도 돈대 등 한양도성과 그
62) 이일갑, 위의 논문(20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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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거점성곽과 비교한다. 또한 지방거점산성의 축조수법과 교차
비교를 통해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의 축조시기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획기설정을 하게 되는 것은 과거 필자의 조선시대 성곽 시기설
정에 있어서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으로 대표되는 지방지역의 성곽을 중
심으로 분류한 결과가 조선시대 성곽 시기설정에 미흡한 것에 따른 것
이다. 특히 17세기 전후로 한 시기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 그리고 각
지방의 거점산성 등에서 보인 성곽축조수법 및 부대시설의 변화를 간
과하여 누락한데에 따른 오류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해안지역 연해읍성과 더불어 가장 많은 축조사례와 잔존 유
구가 있는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역시 조선시대 성곽 시기설정에 있어
서는 교차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주제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을 중심으로 한 시기설정에 더하여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성곽의 축조시기를 4기로
나누고, 조선시대 성곽의 축조시기를 설정하였다.(그림6 참조)
가. Ⅰ기: 조선성곽 여명기(태조원년-세종)
나. Ⅱ기: 조선성곽 정립기(세종-명종)
다. Ⅲ기: 조선성곽 정비기(선조-정조)
라. Ⅳ기: 조선성곽 쇠퇴기(순조-순종)

가. Ⅰ기: 조선성곽 여명기(태조원년-세종)
Ⅰ기는 외벽지대석과 기단석의 경우 방형내지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

하여 축조하고 있으며 品자형 상하교차의 전통적인 축조방식을 답습하
고 있고, 특히 상하교차 축조시 아래 성석에 윗성석이 접합되는 부분이
성석 전체 3/4을 넘지 않고 있고 내벽의 경우 지대석이 설치되지 않는
막돌쌓기를 하고 있으며 외벽기단보축은 덧대거나 축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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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분적으로 기단석에 길이 1m 내외의 大石을 입수적한 형태가
세종 7년(1425)에 축조되는 기장읍성에서 확인되고 있다.Ⅰ기에 해당
하는 영진보성은 울산좌병영성(1417년), 마산 합포진성, 소을비포진성
이 있다. 연해읍성은 무장읍성(1415년), 하동읍성(1417년 초축), 기장읍
성(1425년)도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Ⅰ기에 해당하는 영진보성은 울
산좌병영성에서 사직선기단이 확인되고 마산 합포내상성, 소비포진성
에서는 수평기단이 확인되고 있어 영진보성에서는 사직선기단과 수평
기단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Ⅰ기는 아직 조선만의 성
곽축조수법이 도입되기 전 단계로 이전 시대(고려시대)의 축조전통을
답습하는 경향 속에 읍성과 영진보성 축조에 있어서는 새로운 축조수
법이 도입되는 시기로 조선성곽의 여명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태종 15년(1415년)에 축조되는 전라도 무장읍성의 경우 초축시 체성부
의 폭이 3.3m이고 연해읍성인 하동읍성의 경우 역시 태종 17년에 축조
되면서 체성부의 폭이 3.5m로 확인되고 있고 데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세종 7년(1425)에 축조되는 기장읍성은 체성부 축조수법이 이
전 시기의 태종조에 축조된 읍성들의 특징과 함께 Ⅱ기에서 유행할 길
이 1m 이상의 장대석이 체성부 축조에도 사용되고 있어 본격적인 연
변지역의 축성사무에 대한 논의와 축성이 시작되는 세종 11년 이전인
세종 7년에 경남 연해지역에서는 체성부 축조수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나. Ⅱ기: 조선성곽 정립기(세종-명종)
Ⅱ기는 조선시대 성곽축성의 획기적인 시기로 세종11년부터 성종,

중종, 명종조에 이르는 기간으로, 세종 20년 축성신도(築城新圖)의
반포를 통해 조선 전기 읍성의 축성규식을 정하여 시행한 시기로 그
축조수법이 다른 시기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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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만의 독특한 성곽축조방식이 만개한 시기로 이전 시대의 축조
전통을 계승 발전하였으며 조선식 성곽 축조수법의 완성을 본 조선성
곽 정립기라고 할 수 있다. Ⅱ기 체성부 축조수법의 특징은 외벽지대석
의 경우 Ⅰ기 때의 방형 지대석은 거의 사라지고 장방형 지대석이 대
부분을 이루며 이때 사용되는 장방형 지대석은 방형내지 장방형의 할
석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으며 기단석의 경우 100～200cm×80～
150cm×50～80cm, 내벽의 경우 지대석이 설치되고 있으며 축조수법은

막돌쌓기 하고 있으며 판상형 외벽기단보축이 축조되고 있다. 또한 기
단석으로 사용되는 석재의 길이가 1.5～2m 내외의 대석을 입수적하여
기단부를 축조하고 있으며 1m 내외의 장대석을 외벽면석과 직교하여
놓거나 맞물려 놓고 있다. 또한 대형의 할석과 할석 사이에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잔돌을 채우고 있다. 이 시기에는 체성 축조수법에 있어서
는 Ⅰ기에서 축조되던 사직선기단이 연해읍성에서는 축조되지 않고 있
으며 내륙읍성인 영산읍성과 영진보성에서 주로 축조되고 있다. 또한
사직선기단을 대신하여 수평기단이 대세를 이루며 축조되고 있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다.
Ⅱ기에는 태종 15년 이래 의욕적으로 추진된 연해읍성의 축조 및 일

부 내륙읍성의 축조가 일단락되었으며 이때부터 경상도, 전라도 연해
지역에는 영진보성의 축조가 시작된다. 성종 16년을 기점으로 축조되
기 시작한 영진보성 축조가 대부분 외벽석축내탁식으로 축조되었고,
또한 사직선 기단과 수평기단이 혼용되고 있으나 수평기단의 빈도가
더 높다. 외벽축조에 사용되는 석재는 지대석의 경우는 세장형 내지 장
대형으로 축조되고 있으며 기단석의 경우 방형내지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다. 또한 계단식 축조수법이 금단곶보성에서 일
부 확인되지만 연해읍성처럼 전반적인 축조양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외
벽석축 내탁식이 주를 이루며 축조되고 있다. 특히 영진보성은 압도적
으로 외벽석축 내탁식으로 축조되고 있다. 일부 금단곶보성이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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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유형

축조수법

성곽명

조선시대
전기전반
(태조-세종)

읍
성
영진보성

협축식
사직선기단
수평기단

마산합포성
울산좌병영성
한양도성

협축식
수평기단
내탁식
수평기단

개운포진성
금단곶보성
당포진성
두모포진성
발포진성
법성진성
사등성
소비포진성
오량성
옥포진성
장암진성

내탁식
수평기단
무기단

경상좌수영성
안흥진성
통영성
동래읍성
수원화성
강화외성
한양도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상당산성
금정산성

내탁식
수평기단
무기단

동래읍성
한양도성
남한산성
금정산성

조선시대
전기중반
에서
전기후반
(세종-명종)

읍
성
영진보성

조선시대
후기전반에
서 후반
(선조-정조)

영진보성
읍
성
산
성

조선시대
후기후반
(순조-순종)

영진보성
산
성
읍
성

[그림 6] 조선시대 성곽 축조수법의 변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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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진성처럼 1.5～2m의 장대석을 입수적한 것과 이중기단 등 전반적으
로 읍성의 축조수법에 의거하여 축조된 경우도 있으나 16세기 후반으
로 갈수록 연해읍성의 장대석 입수적 축조수법보다 위아래 성석을 포
개서 쌓거나 막돌쌓기를 하고 있으며 외벽기단보축은 축조된다. 특히
이때 영진보성의 특징적인 체성 축조수법은 내외벽 중간에 막돌로 채
우는 것 보다 적심구간 상부를 비롯한 내부를 판축상의 흙으로 채우는
것으로 외벽 바로 뒷부분에 한해서는 잡석과 할석을 채우고 내벽에는
1단1열의 내벽석을 외벽석과 수평하게 설치한 후 그 사이에는 유사판

축에 해당하는 흙과 모래 및 자갈을 혼합하여 다져두고 있는 것으로
태반의 영진보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Ⅱ기에 해당하는 영진보성은 금
단곶보(1485년), 옥포진성(1488년), 장암진성(15C 후반), 소비포진성
(1486년) 등이 해당한다.

다. Ⅲ기: 조선성곽 정비기(선조-정조)
Ⅲ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이후부터 정조까지로 이 시기는 특

히 임진왜란 이후의 중국, 일본, 서양의 성곽축성술을 소화한 새로운
유형의 성곽이 도입 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성곽체계는 임진,
병자 양란으로 인해 도성의 함몰에 따른 도성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
한 수도방위 성곽에 대한 집중적인 축성사업과 명청교체기에 따른 북
방지역에 대한 대비를 위한 수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읍성 무용론과 함
께 대두된 산성 방어 효용론으로 인해 산성 가운데 거점 성곽에 대한
수개축 및 신축이 행하여져 조선 전기와 같은 국가적인 읍성의 축조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구, 전주 등 각 도 관찰사가 위치하는 지역에서
부분적인 축성이 이루어질 뿐 기존의 읍성은 점차 폐기되는 등 읍성
쇠퇴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강화성 및 남한산성,
북한산성 등과 도성의 수축 시 함께 대두된 산성 방어 효용론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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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방 산성 가운데 가산산성, 금성산성, 금오산성, 금정산성, 상당산
성 등의 지방 거점 성곽에 대한 수개축 및 신축이 행하여졌다. 그리고
동래와 경성 등 국경지대에 위치하는 읍성과 신축되는 읍성에 왜성 축
조수법의 일부를 차용하여 축조한 것과 기존 왜성을 영진보성으로 사
용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이러한 성곽으로 동래읍성, 경성읍성과 부산
진성, 서생포진성, 천성진성 등이 있다.
Ⅲ는 정조의 수원화성 축조를 통한 근대적인 성곽 출현과 부대시설

설치를 통한 성곽 자체 방어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수도방위 및 유사시
피난도성수축, 도성 외곽 성곽 보완과 임난이어처 정비(강화도의 요새
화), 벽돌 사용, 화성성역의궤, 기기도설 편찬 등 성제 연구의 활성화와
적용, 산성 입보체제의 재정비를 실시하여 조선후기 성곽제도의 완성
을 본 시기이다. 그러나 동시에 운영의 모순으로 인한 경영 효율 저하
가 이루어지며 점차 조선성곽의 쇠퇴기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Ⅲ기에는 남한산성의 수축과 수원화성, 통영성 등의 축조를 통하여

서양성곽의 축조술과 돈대, 용도, 포루 등의 부대시설의 완성을 보게
된다. 이 시기에는 Ⅱ기에 축조되어 양란을 거쳐 잔존하던 영진보성의
계속적인 훼손과 퇴락이 이루어지며, 행정치소 및 군진이 읍성 및 영진
보성에서 이전 되어 군현 및 영진보에 성곽이 없이 관청 건물만이 있
는 시기이다.
Ⅲ기의 특징은 계단식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외 협축식은 성문 육축

부에서만 확인되며 이를 제외한 체성부에서는 외벽석축 내탁식만이 축
조되고 있다. 또한 사직선 기단은 나타나지 않으며 수평기단이 축조되
고 있다. 특히 Ⅲ기는 체성 축조수법에 있어서 외벽과 내벽 사이는 점
토와 모래, 자갈을 이용하여 유사판축한 후 외벽에서 내벽쪽으로 약
1.8～2m를 ‘ㄴ’자상으로 절개하고 그 내부를 잡석으로 채우고 있다. 내

벽의 경우는 Ⅱ기에서 나타나는 1단1열의 할석으로 축조되는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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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외벽기단보축은 축조되지 않는다. 또한 외
벽축조에 있어서는 전기의 대형할석을 입수적한 것에 비해서는 크기에
있어 그 규모가 작아지고 눕혀쌓기를 실시하여 수평줄눈을 맞추고 있
다. 또한 산지는 물론 평지에 축조된 체성부의 경우에도 생토면을 굴착
하고 점토와 모래를 이용하여 교대로 지반을 정지하고 외벽에는 지대
석이 없이 치석한 성석을 바로 축조하고 있으며 이때 성석과 성석 사
이는 이전 시기와 달리 되도록 끼임돌의 사용을 줄이고 마찰면을 치석
하여 맞추고 있다. 이때에는 화약무기인 총포의 발달과 상용화로 인해
포루 등이 축조되고 있으며 전석과 석회 등의 사용도 전기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양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성의
영향에 기인한다.
Ⅲ기에 해당하는 읍성은 후기 동래읍성, 경성읍성(1616), 강화산성
(17C), 수원 화성(1789년)등이 있고 영진보성은 안흥진성(1655년), 통영

성(1678년)이 있다. 그리고 이 Ⅲ기에서는 산성의 수축이 활발하게 진
행되어 남한산성, 북한산성, 상당산성, 금정산성 등도 이 시기에 해당
한다.

라. Ⅳ기: 조선성곽 쇠퇴기(순조-순종)
Ⅳ기는 세도정치로 인해 삼정이 문란해지고 국가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던 시기로부터 20세기 초까지이다. 이 시기는 서세동점에 의해 서양
열강의 동양에 대한 노골적인 식민지화가 이루어지던 때이다. 조선 역
시 이에 대응하여 대원군 집권 이후 두 차례의 양요를 통해서 강화도
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돈대 및 지방산성 가운데 금정산성 등의 거점
성곽에 대한 수개축 및 신축이 행하여지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후
일제에 의해 국권침탈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던 때 이므로 민족혼 말
살정책에 따라 제도개혁을 이유로 전국의 성곽 특히 1910년 읍성철거

유형

조선성곽
쇠퇴기

조선성곽
정비기

조선성곽
정립기

조선성곽
여명기

획기

한양도성

영진보성

[그림 7] 조선시대 성곽 외벽축조 모식도

읍성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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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따라 상주읍성, 대구읍성 등을 비롯한 주요도시 읍성 및 경상좌우
수영, 경상좌우병영, 부산진, 다대진 등 군사기지인 영진보성에 대한
해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점차 폐기되는 등 조선성곽 쇠퇴기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진보성은 일본과의 접경지대에 해당하는
남해안지역 연해 및 도서지역 영진보성에 대한 부분적인 수축이 이루
어지며 일부 지역은 영진보의 이설과 차폐가 반복되고 있다.
Ⅳ기의 특징은 읍성 및 영진보성의 체성부가 훼손 후 방치되고 있으

며 체성부에서는 외벽석축 내탁식만이 확인되고 있다. Ⅳ기에 해당하
는 읍성은 후기 동래읍성, 강화읍성, 산성은 문수산성, 영진보성은 강
화도의 각 진성 및 강화 돈대 등이 있다. 그리고 이 Ⅳ기에서는 산성의
개수축이 진행되어 북한산성, 금정산성 등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Ⅴ. 맺음말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은 연해읍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서 국방체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관방유적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있어 남해안지역 연해읍성의 한 범주에 치부되며 보다 정
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점이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
다 최근 각종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구조와 축조수
법을 다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기반 하여
조선전기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성곽 축조수법을 보다 세분하여 기단
부, 외벽, 내벽 적심부을 중심으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을 살펴보았다.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체성 기단부 조성에서는 성기심정 후 구지표에
대한 굴착과 기반암층에 대한 굴착, 이후 굴착한 토사를 이용한 기초부

140 石堂論叢 71집

조성과 기초석의 사용, 나무지정 이용 등이 확인되는데 이때 각각의 공
정에 따라 축조수법상 시간적 차이가 확인된다. 공정순서에 따라 먼저
기단부에서 기초를 조성할 때는 첫째, 지반을 일정한 깊이로 판 후 돌
을 섞어 넣어 단단히 다지는 적심공법을 사용한 후 그 위에 다듬은 판
상형의 석재를 깔고 그 위에 지대석을 두고 성석을 10～20cm 내외로
들여 줄을 맞추어 쌓아 올린다. 이러한 축조수법은 지반자체가 연약하
거나 습지 혹은 강변 등지를 기반으로 하는 성곽축조에 주로 사용되었
으며 삼국시대 성곽축조에서도 확인된다. 둘째, 영진보성의 일부 석축
구간은 기반이 풍화암반인 경우에는 상면을 평탄하게 다듬은 후 지대
석 없이 기단석을 올렸는데, 이는 앞서와 달리 지질적으로 단단한 기초
부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보강이 필요 없는 구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셋째, 기단부 조성 시 바닥을 굴착하여 점토로 다진 후 할석과 흙을 섞
어서 기초부를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 급경사 구간에서는 커다란 쐐기
모양의 근석을 튀어나오게 가로놓아 성벽에 밀려드는 석재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영진보성에서는 이러한
기단부 축조는 확인되지 않으며 하동읍성(1417), 상당산성, 포천 반월
산성, 대전 보문산성 등에서 확인된다. 다섯째, 기존 체성부 기단석 및
성석을 정리하고 흙을 다진 후 그 위에 성석과 흙을 섞어서 축조하는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심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된 읍성 및 영진보성에
서 나타난다. 기단부 축조에 있어서 사직선기단 전통이 조선 전기 읍성
축조에는 일정기간 적용되고 있는데 반해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기단부
축조에서는 읍성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
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 체성부 외벽축조수법을 살펴보면, 체성부 외벽에 사용되는 석
재 크기와 모양에 따라 첫 번째 유형은 이전시대 토성의 흔적과 그 전
통을 계승한 체성부 축조수법을 적용하여 외벽면석 크기 및 형태가 방
형 및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축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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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입수적한 장대석과 직교하게 좁고 길쭉한 성석을 뒷채움하여 장대
석의 높이만큼 축조하고 이러한 기단석의 윗단에 축조되는 성석부터는
성석간에 서로 눕혀쌓기와 세워쌓기를 반복해서 실시하여 체성부의 여
장하단 미석까지 이르는 축조수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안흥진성, 통영
성 등의 16세기 이후에 축조되는 영진보성으로 15세기 초와 크기가 유
사하거나 조금 작아진 치석된 석재를 외벽면석에 사용하고 있다. 이것
은 세종조의 축성신도 반포 전후부터 성조조의 영진보성 축조와 임진
왜란 직전의 전국적인 성곽수축에 이르는 시기의 축조수법과는 차별성
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즉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16세기 이
후에는 체성부 외벽 성석의 크기와 형태가 통상 알려진 읍성, 영진보성
체성부 외벽에 사용된 성석의 크기 및 형태와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을 비롯한 조선시대 영
진보성 체성부 외벽은 15세기 전반인 세종 11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장
방형, 세장방형, 방형 석재를 비교적 눕혀쌓기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으
며 이후 16세기 말에 이르기까지는 방대형의 석재를 입수적하여 축조
였다. 17세기 들어서는 일부 영진보성에서는 16세기 말까지 사용된 방
대형의 입수적한 체성부 축조수법이 확인되지 않고 15세기 전기의 석
재와 유사하거나 조금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고 하겠다.
영진보성 체성부 내벽 적심 축조수법은 체성부 적심상태에 따라 내
외벽 중간에 잡석으로 적심을 채우고 다시 축차적으로 폭을 좁혀 계단
상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 적심부 상부를 비롯한 내부를 유사판축상의
흙으로 채우는 것, 외벽면석 바로 뒷부분(약 2m내외)에 한해서는 잡석
과 할석을 채우고 그 뒤에 성토상의 흙을 채우는 것 등의 유형식에 따
라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유형에서 첫
번째 유형은 조선 전기 이른 시기인 15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해당하는
축성 년대를 보이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은 성종 16년(1485)을 기점으로
축성된 것으로서 1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시기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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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성종과 중종을 거
쳐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후반에 이르는 조선시대 전기 후반 및 중․
후기의 시기에 축조된 것들이다. 따라서 영진보성 체성부 내벽 축조양
상은 계단식→외벽석축내탁식으로 축조되고 있으며 성종 16년 이후 축
조되는 대부분의 영진보성은 계단식 보다는 외벽석축내탁식으로 축조
된다. 또한 16세기 이후에 축조되는 영진보성 역시 외벽석축내탁식으
로 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최근에 조사된 천성진성에서는 북문
지 주변 수축 체성부 축조수법이 계단식(조사자는 층단식)으로 확인되
고 있어 16세기 중반 이후나 혹은 17세기에도 계단식 축조수법이 사용
되는 것인지에 대한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축조수법을 중심으로 한양도성, 남한산성, 북한
산성, 수원 화성, 강화도 돈대 등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 거점성곽과
지방거점산성 축조수법과 교차 비교를 통해서 남해안 영진보성 축조시
기를Ⅰ기: 조선성곽 여명기(태조원년-세종), Ⅱ기: 조선성곽 정립기(세
종-명종), Ⅲ기: 조선성곽 정비기(선조-정조), Ⅳ기: 조선성곽 쇠퇴기
(순조-순종)의 4기로 나누었다.

조선은 17세기 전후 도성과 주변 산성 및 지방거점 산성의 축조운용
으로 국방체계의 중심이 바뀐 후 상대적으로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의
축조 및 및 운용이 쇠퇴하게 되었다. 즉 이 시기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축조수법은 외벽면석을 포함하여 변화가 없는 반면에 산성 및 도성, 일
부 지방 거점성곽 축조에서는 외벽면석에 사용된 성석크기와 형태, 부
대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변화가 확인 되었다. 아울러 도성과 지방 거
점산성의 축조수법이 일치화 되는 반면에 남해안지역 각 육군 수군 절
도사영에 소속된 영진보성에는 이러한 국방체계의 변화에 따른 축조수
법 및 부대시설의 설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삼도수군 통제영이
소재한 통영성에서는 포루의 설치와 성석 크기의 규격화 및 수평 맞추
기, 포루를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의 확충 등이 확인되고 있어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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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 도입된 중국, 일본, 서양성곽축조기술에 영향을 받아 축조된 듯
하다. 그 외 대다수의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은 조선전기에 축조된 체성
부를 그대로 유지 보수하거나 퇴락한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세기 전반 이래 20세기초반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체성

부 축조수법은 일관되게 유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남해안지역 영진보성 체성부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고고학적 조사현황과 남해안지역 영진보성의 분류 및
특징과 아울러 축조시기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 논고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단지 시안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연
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맺음말에
대신한다.

이 논문은 2018년 6월 10일에 투고 되어,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8년 7월 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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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astal Fortresses in the
Southern Coast Region
Lee, il-Gab
Coastal Fortress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al
defense system during the Joseon Dynasty along with the Eup
fortress near sea.
The construction method of Coastal Fortresse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by dividing it into the method of construction of
Coastal Fortresses as well as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

Coastal Fortresses Stadium was used

during the early 15th century and the 17th century during the
mid-seventh century, and the outer walls wer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on. In addition, although some

Coastal

Fortresses were constructed using the method of building stairs
inside the body section and the private staff member system, most
Coastal Fortresses was constructed with the method of building the
outer wall. Construction methods and installation of auxiliary
facilities are not confirmed in Coastal Fortresses, the southern
coastal area. Therefore,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truction method of Coastal Fortresses which belongs to the
private sector of the army and Susugun in Gyeongsang Province.
However, in the case of the Imperial City, which is loc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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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jeyeong Fortress, the remaining techniques of reuse and
construction can be found in the installation of the Western army,
the expansion of horizontal fleet, various auxiliary facilities, and
some dwarf systems. Coastal Fortresses in the southern coastal
region is found to have maintained or left the body parts built in the
early Joseon Period.
Key Words : Coastal Fortresses, Town-Walls, Joseon Dynasty
period, wall body part, Auxiliary fac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