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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창녕의 영산읍성에 대하여 문헌자료와 그간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
로 축성의 의미와 읍성의 특징과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에 축조된 읍성은 대부분 연해읍성으로서 왜구 방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내지에 속하는 영산지역에 읍성이 축조된 것은 영산지역 역시
왜구의 침입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활발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
에 성종 8년(1477) 하삼도의 축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산지역이 양
산, 밀양 등과 함께 읍성축조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즉 영산지
역에 읍성을 축조한 것은 내지라 하더라도 일본인이 낙동강을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비하기 위한 축성이 필
요했던 것이다.
읍성의 특성과 그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영산읍성의 위치는 경
남지역이 신라에 의해서 복속된 이 후에 축성된 성곽과 동일하며,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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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배후산성은 영축산성이다. 그리고 형태는 평산성이며, 평면 형태
는 전형적인 주형에 해당하는 거제 고현성과 달리 산정상부로 이어지
는 부분이 상당히 좁다. 영산읍성 성벽의 축조수법은 조선시대 전기의
연해읍성과 유사하지만 지대석 기저부에 부석을 하지 않은 점은 특이
하다. 이와 더불어 영산읍성과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을 비교하였
는데, 그 결과 이 시기의 성벽 기저부 조성은 크게 말목으로 지정한
것과 원지형을 ‘L’자나 ‘ㄩ’자상으로 굴착한 뒤 내부에 할석을 채우는
형태, 그리고 이 두가지를 혼용한 것 등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
시기적이나 지역적인 특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의 성벽 기저부는 지대석을 둔 구조이지
만 조선후기에는 별도의 지대석을 두지 않고 성벽을 쌓는 방향으로
변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벽의 지대석은 사직선과 수평기단으
로 나누어지며, 전국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사직선기단에서 수평
기단으로 변화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양도성 성벽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영산읍성, 왜구, 영산, 영진보성, 사직선기단

Ⅰ. 머리말
성곽은 국가가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국방이나 교통의 요지에 설치
했던 방어시설인 동시에 생활의 무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성곽은 해
당 지역의 역사나 지리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앙
집권적인 국가체제가 완성된 후에는 성곽을 중심으로 지방의 행정구역
이 짜여 졌으며, 지방민에 대한 수취와 노동력의 동원 역시 성을 단위
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곽은 국가의 중요한 하부구조인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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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치․군사 및 경제적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1) 그러나 한편
으로 산성과는 달리 평지 및 평산성이 축조되었는데, 이러한 성곽들은
산성과는 달리 행정적치소의 성격이 강하였다.2)
평지 및 평산성은 읍성의 시원적인 성격이 강하며, 우리나라에서 읍
성의 순수한 개념이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 후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에 축조된 읍성은 왜구의 침탈과 관련이 있으며, 보다 군사적인 성격을
띠면서 연해지역부터 축조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읍성
의 축조는 조선초기에도 이어져 세종조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되
었다. 당시의 읍성 축조는 전 국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는 역점사업이었
으며, 우선 왜구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던 忠淸․全羅․慶尙의 下三道
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3)
이렇게 축조된 읍성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의 문
화관광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시되어 읍성에 대한 연구나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산읍성에 대한 연구도 이와 무관하지 않게
진행되었다. 동아대학교박물관(1998년)과 경남대학교박물관(2005년)에
의해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4), 2011년 영산읍성의 역사적 의의와
보존․정비를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5)
한편, 현재까지 이루어진 읍성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과 고고학 이외
에도 지리학, 건축․지리학 분야에서 진행되었고 적지 않은 연구 성과

1) 高龍圭, ｢南韓地域 版築土城의 硏究｣, 木浦大學校 碩士學位論文, 2001, 1쪽.
2) 박순발, ｢湖西地域 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
호서고고학 第10輯, 호서고고학회, 2004, 45∼61쪽.
3) 경남문화재연구원, 창원읍성지 정밀지표조사 및 읍성복원에 관한 연구,
2005.
4) 昌寧郡․東亞大學校 博物館, 靈山邑城地表調査報告書, 1998.
慶南大學校博物館, 靈山邑城情密地表調査報告書, 2005.
5) 창녕군․명지대학교, 창녕 영산읍성의 역사적 의의와 보존․정비, 창녕
영산읍성 학술대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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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적되었다.6) 주지하다시피 성곽 연구는 관방사적 관점과 축성사적
관점을 나누어지며,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든지 간에 성곽의 축성시기
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한다.7) 이와 더불어 성곽의 축성은
그 시기의 관념을 반영하므로 동시기에 축조된 것들은 규모와 형태에
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유사한 축조수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8) 하지만
고고학적 조사결과와 역사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
라 성곽에 대한 연구는 일개 연구자가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분석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
서 이 글에서는 고고학적 관점과 역사학적 관점에서 영산읍성의 축성
사적 특징과 축조배경과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Ⅱ. 영산읍성의 특징 및 축조수법
영산읍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표조사를 제외한 시․발굴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고학적으로 정확한 축조시기를 밝
히기 어려우므로 문헌기록을 근거로 축성시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 다만 지표조사 도중 성벽 기단부에서 출토된 분청사기편으로
읍성과 관련이 있으며9), 영산읍성의 대략적인 시기를 알려 준다. 따라
서 영산읍성의 축조기기는 문헌기록과 유사하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러한 관점에서 영산읍성의 특징을 다른 읍성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6) 최종석, ｢조선초기 ‘읍성’ 용어 출현의 배경과 읍성의 유형｣, 동방학지
13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1～3쪽.
7) 안성현, ｢창녕지역 신라산성 연구｣, 성곽연구의 신지평, 심정보교수 정년
퇴임기념논총편집위원회, 2014, 4쪽.
8) 안성현, ｢고려 후기 경남지역 성곽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제34호, 중세사
학회, 2012, 43∼44쪽.
9) 동아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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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성곽의 위치는 축조시기와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
이다. 영산읍성은 낙동강의 동안에 위치하며, 영산천 북안에 축조되었
다. 필자는 경남지역의 성곽들은 적대세력의 변화에 따라 각 시기마다
위치가 달라졌음을 밝힌바 있다. 즉 가야의 제소국들이 신라에 복속되
기 이전에는 신라와 백제 및 가야의 재소국, 신라에 복속된 이후에는
백제와 왜, 그리고 삼국이 통일된 이후에는 왜구의 방어에 중점을 둔
축성이 이루어졌다.10) 이러한 관점에서 영산읍성의 위치는 통일신라시
대 이후에 축성된 성곽들과 동일하며, 왜구의 방어에 중점을 두었을 알
수 있다.
다만 영산읍성 북쪽과
(남)동쪽은 높은 산지가

영산읍을 감싸고 있으
며, 서쪽으로도 저구릉
성 산지가 이어지므로
읍성 단독으로 방어하였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한 배후 산성
이 필요하다 현재 영산
읍성 주변에는 영축산성
과 동리산성이 위치한
다. 이 중 영축산성은 영
축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그림 1] : 창녕지역 성곽 배치도

10) 안성현․배한․윤용술, ｢창녕지역 성곽연구-낙동강연안의 성곽을 중심으
로-｣, 한국성곽학보 제19집, 2011, 2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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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 봉우리와 남쪽 계곡을 두르는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규모는
1,500m정도의 대형이다. 산성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에서 5세기대의 토

기편과 고려 및 조선시대 유물이 채집되었으므로11) 영산읍성의 배후
산성은 영축산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형태 및 평면 형태
영산읍성의 형태는 평산성이며, 평면 형태는 주형으로 알려져 있
다.12) 일반적으로 읍성 및 영진보성의 형태와 평면 형태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산성에 비해서 지형적이 제약이 적은 편이므로 산성보
다는 정형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13) 따라서 영산읍성을 중심으로 경
남지역 읍성 및 영진보성의 형태와 평면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형 태
조선시대에 축성된 읍성이나 영진보성은 대부분 평지와 야트막한 구
릉의 정상부를 두르거나 아니면 평지와 배후의 산지에 축조되어 있으
므로 일반적인 산성의 분류안을 적용하기 힘들다. 야트막한 구릉을 두
르는 형태를 테뫼식으로, 구릉정상부와 곡부를 두르는 것을 포곡식으
로, 이와 달리 성벽의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경사를 이루는 것을 평산성으로, 그리고 평지를 두르는 것을 평지성으
11) 경남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005.
12) 이일갑, ｢영산읍성 발굴성과와 의의-체성부 축조수법과 구조를 중심으로-｣,
창녕 영산읍성 학술대회-창녕 영산읍성의 역사적 의의와 보존․정비,
2011, 38∼40쪽.
13) 읍성이나 영․진보성의 산성에 비하여 지형적인 제약을 적게 받았다는 점
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실제 읍성이나 영․진보성의 평면 형태를 분석해보
면 부정형에 가까운 것들이 상당 수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산성에
비하여 지형적인 제약을 적게 받았을 뿐이지 읍성 및 영․진보성 역시 일
정부분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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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살피려 한다.
먼저 산성으로는 고성 소흘비포성이 대표적이며, 동쪽은 산의 정상
부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삼국시대의 산성과는 차이를 보인다.14) 포곡
식 성곽은 하동읍성, 병영성, 개운포성지, 금단곶보성지 등으로 읍성과
영진보성에서 확인되지만 영진보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시기적
으로 성종대에 축조된 금단곶보성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태조나 태종대
에 축조된 성곽임을 알 수 있다. 평산성은 영산읍성, 기장읍성, 거제 고
현성, 후기 동래읍성, 통영성 등인데,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즉 기
장읍성의 경우 남벽과 동벽쪽은 급경사를 이루지만 그 이외의 방향을
성내부와 외부의 해발고도가 동일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양
상은 영산읍성과 고현성과 동일하다. 이에 반해 후기 동래읍성과 통영
성은 배후의 산정상부에 성벽을 축하였으므로 앞의 읍성들과 달리 배
후의 산정상부로 접근하기 힘들다. 평지성은 전기 동래읍성, 김해읍성,
언양읍성, 창원읍성, 웅천읍성, 칠원읍성, 합포성지 등이다. 평지성은
읍성과 진성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읍성의 비율이 높다. 시기적으로 고
려말에서 성종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지만 주로 세종대나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평면형태
읍성 및 영진보성의 평면 형태는 방형, 원형, 주형, 제형으로 알려져
있다.15) 주지하다시피 읍성 및 영진보성 역시 야트막한 구릉이나 평지
14) 삼국시대 산성들 중 산정상부가 아닌 산에서 뻗어 내린 지맥의 정상부에
축조된 것으로 하동 고소성, 창녕 목마산성, 아차산성 등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삼국시대의 테뫼식 산성은 산정상부나 산정상부와 산복부를 두른다
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15) 이일갑은 이전 연구자들의 평면 형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방형, 원형,
주형, 제형으로 분류하였다(이일갑, ｢남해안 연해읍성의 평면 형태에 관한
연구｣, 文物硏究 제13집,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8,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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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소흘비포성 전경(산성)

[그림 3] : 하동읍성 평면도(포곡식)

[그림 4] : 합포성지 평면도(평산성)

[그림 5] : 언양읍성 전경(평지성)

에 축조된다고는 하지만 하천이나 구릉의 형태에 따라 성곽을 축조하
므로 평면 형태가 정형성을 띠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
다. 그 예로 주형으로 분류된 칠원읍성의 경우 조사보고서에서는 부정
형으로 보고하였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말각삼각형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산읍성을 중심으로 읍성의 평면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산읍성은 주형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유사한 형
태는 비인읍성과 기성읍성, 그리고 강진읍성 등이며16), 거제 고현읍성
도 유사하다. 이 중 기성읍성은 돌출부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강진
16) 이일갑, 앞의 책(2011),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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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성은 말각삼각형에 가깝다. 이와 달리 전형적인 주형인 것은 거제 고
현읍성인데, 돌출부 넓이가 170m정도인데 반해 영산읍성은 30m에 비
하여 넓다. 따라서 고현읍성을 제외하고는 주형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
이며, 읍성 주변의 지형이 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
을듯싶다. 그리고 주형으로 축조된 읍성의 시기는 기성읍성(공민왕 6
년 ; 1357)17), 기인읍성(세종 3년 : 1421), 강진읍성(성종 9년 ; 1478),
고현읍성(세종 14년 ; 1432년), 그리고 영산읍성이(성종 8년 ; 1477)에
축성되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주형의 읍성들은 고려시대 후기부
터 성종 대까지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이후의 읍
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와 후기를 나눌 수 있는
속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8)

3. 축조수법
성벽의 축조수법은 시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축
성이 이루어졌으며, 각 시기별로 축조수법을 달리한다.19) 특히 조선시
대에 축조된 읍성들은 세종 20년(1438)에 반포된 ‘축성신도’의 축조 규
식에 따라 쌓았다고 알려져 있다.20) 하지만 축성신도의 반포에 의거하
여 성벽이 축조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본다. 실제 읍
17)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울진군-, 2004.
18) 다만 주형으로 구분된 읍성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형태도 다양할 뿐 아
니라 그 수도 적고, 일정 시기에 축성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하나의 형식
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확한 양상은 자료가 증가된 이후로 미
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9) 안성현, ｢남한지역 토성벽에 잔존하는 석축부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제25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6, 7쪽.
20) 심정보, ｢읍성축조에 있어서 ‘築城新圖’의 반포 목적과 고고학적 검토｣, 文
物硏究 第22輯,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2, 161～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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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영산읍성 평면도

[그림 7] : 비인읍성 평면도

[그림 8] : 칠원읍성 평면도

[그림 9] : 고현읍성 평면도

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축조수법이 확인된다.21) 따
라서 영산읍성의 축조수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의
21) 조선시대 읍성이나 영․진보성들은 축성신도 반포 후부터는 축성신도의
축조 규식에 따라 축조하려 노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각 지역의 석축기
술과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차이, 그리고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
하여 다양한 형태의 성벽이 축조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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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수법으로 기저부조성과 성벽의 축조수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저부조성
성벽의 기저부는 성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가 확
인된다. 일반적으로 성벽의 기저부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지형을 절개
한 뒤 바로 성벽을 쌓거나 아니면 일정한 높이까지 다진다. 이러한 방
법 이외의 기저부 조성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지는 듯하다.
첫째, 목재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정도로 세분할 수
있다. ① 성벽이 들어설 부분에만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양 도성, 사천
읍성과 언양읍성에서 조사되었다. ② 성벽이 축조될 부분보다 넓게 지
정한 것으로 전기 동래읍성, 창원읍성, 김해읍성, 홍주성 등이다. ③ 다
짐층을 절토한 후 지정하는 것으로 남해읍성과 창원읍성에서 확인된
다.
지정목을 이용한 기저부 보강방법은 연약지반일 경우 일반적으로 사
용되지만 하부가 풍화암반인 사천읍성의 경우 성벽의 폭만큼 지정한
것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목재를 이용한 지정은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
기 위하여 설치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지질적인 요건에 상관없이 필요
에 따라 성벽을 보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22)
둘째, 원지형을 ‘L’자나 ‘ㄩ’자상으로 굴착한 뒤 내부에 할석을 채우
는 형태로 인두대 크기의 할석을 1～2단이나 그 이상 쌓은 경우도 있
으나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영산읍성․웅천읍성․남해읍성, 거제 고현
성․창원읍성 등과 이 이외 다수의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에서 확
인된다. 이 시설의 명칭은 기저부 보강석23) 부석24), 지대석 보축부25),
22) 안성현, ｢고찰｣, 김해읍성 북문지, 2009.
23) 鎭海市․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앞의 책. 2001.
24) 東亞大學校博物館, 固城邑城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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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상형 기단보축26), 퇴박석27), 기단보축28)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데, 성벽 하부의 할석층을 보강시설로 보느냐 아니면 별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부석과 부석하부의 할석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석 하부의 기단부를 보강하는 시설로 보는 기저
부 보강석․지대석 보축부․판상형 기단보축․기단보축 등의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현재까지 알려진 기단보축과 전혀 다른 구
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단보축은 주로 고대 산성의 성벽에서
확인되는데, 외벽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단면 삼각형이나 사각형
의 형태로 덧대어 쌓은 구조물을 지칭한다. 기단보축이 설치되는 시기
는 경남지역의 경우 6세기 전반부터 확인되며, 8세기 전․중반경 성벽
기저부에 지대석이 설치되면서부터 소멸하게 된다.29) 즉 조선시대 읍
성이나 영진보성에서 기단보축으로 지칭된 구조물은 고대 산성에 설치
된 기단보축과는 다른 것이므로 성벽의 기저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상기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언양읍성과 전기 동래읍

25)
26)
27)
28)
29)

金海市․慶南文化財硏究院, 앞의 책. 2009.
창원시․(재)우리문화재연구원, 昌原邑城, 2007.
이일갑, 앞의 책. 2007.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泗川邑城址, 2008.
(財)蔚山文化財硏究院, 앞의 책. 2012.
안성현, ｢경남지역 고대 석축산성 축조기법에 관한 연구｣-기단보축을 중
심으로-, 한국성곽학회 제11집, 2007, 135∼156쪽.
이와 달리 파주 덕진산성 내성은 고구려에 의해서 축조된 이후 7세기 말
∼8세기 전반 경에 석축성벽으로 개축되었다. 석축성벽은 기저부에 지대
석을 둔 구조이지만 기저부를 보강하는 기단보축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
다. 따라서 지대석이 설치된 이후에도 기단보축을 축조한 경우도 있었다
고 생각된다(波州市․中部考古學硏究所, 波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
調査-, 2014 ; 안성현, ｢덕진산성의 축조 연대와 의미｣,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 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6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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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원읍성․남해읍성 등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의 성벽을 축
성하기 이전 다양한 형태의 기저부조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영산읍성은 암반을 굴착한 후 정지하거나 잔돌을 깔
아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이 시기에 축조된 다른 성곽들
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30)

2) 성벽
조선시대 축성된 읍성과 영진보성은 대부분 기저부 위에 지대석이나
기단석을 두었으며, 성벽은 지대석 및 기단석에서 들여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았다. 그리고 성벽의 단면은 계단상으로 이루는 것과 협축 및
내탁식으로 나누어진다. 영산읍성은 지대석을 두고 성벽을 쌓았으며,
성벽의 단면이 계단상을 이루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단부
성벽의 기단부는 크게 기단부의 형태와 수평 및 사직선기단으로 나
누어지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기단부 형태

기단부의 형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먼저 지대석과 기
단석을 모두 둔 것으로 경남지역에서는 김해읍성․전기 동래읍성․금
단곶보성지, 경남지역이 아닌 곳은 홍성 홍주성,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성곽은 합포성지와 강진 전라병영성 등이다.
둘째, 지대석만 두고 그 위에 성벽을 쌓은 것으로 조선시대에 축성된
읍성 및 영진보성의 대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차이
30) 영산읍성에 대한 시굴조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형이 낮은
곳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기저부 조성방법이 확인
될 가능성이 높다.

234 石堂論叢 66집

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지대석을 두지 않고 기저부 상부에 바로 성벽을 쌓는 형태로
안흥진성31)과 후기 동래읍성32), 통제영성 등 조선 후기에 축성된 성곽
에서 주로 확인된다. 이들 성곽들의 기저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안흥진성의 경우 성벽의 하부는 대형의 할석으로 면석을 쌓았다. 적
심은 외벽을 한단계 한단계 쌓아 올릴 때마다 안쪽으로 할석을 채워가
면서 쌓았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단면 직삼각형태이다. 이와 달리 후기
동래읍성은 토축부를 ‘L’자상으로 굴착한 뒤 외벽의 면석을 한단씩 쌓
아 올릴 때마다 안쪽으로 할석을 채워가면서 쌓았다. 이러한 형태로 축
성된 성곽의 축조시기는 안흥진성(효종 6년 ; 1655), 후기 동래읍성이
(영조 7년 ; 1731) 등으로 조선시대 후기에 축성되었다는 점이 주목되

며, 조선시대 전기에 축조된 읍성 및 영진보성의 성벽과는 차이를 보인
다.33)
조선시대의 읍성 및 영진보성의 성벽은 지대석 및 기단석을 둔 구조
에서 지대석을 두지 않는 구조로 변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분석대상인 영산읍성은 지대석 1단을 두고 성벽을 쌓은 형태인데,
이 시기의 성곽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② 사직선기단

영산읍성 성벽의 기단부는 수평기단과 사직선기단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수평기단은 조선시대에 축성된 대부분의 성곽에서 확인되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사직선기단은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가 있으므로 사직선기단의 기원과 시기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忠淸南道歷史文化財硏究院, 앞의 책, 2001.
32) 福泉博物館, 東萊邑城址, 2001.
33) 조선시대 후기에 축조된 성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변천양상
을 알 수 있겠으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지대석을 설치하지 않은 성벽이 축
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유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중국의 축성
법의 도입과 더불어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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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한양 도성 하부 지정

[그림 11] : 김해읍성 동래읍성 지정

[그림 12] : 전기 동래읍성 기저부 축조상태

[그림 13] : 남해 읍성 토층 및 기저부
축조상태

먼저 사직선기단의 기원의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왕의 연구
에서는 기단석렬이 사직선34)→직선, 아니면 수평기단→사직선기단→
수평기단35)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왔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직선기단은
직산 사산성이 7세기 초반36), 사천 선진리토성, 마산 회원현토성 1차

34) 차용걸, ｢百濟의 版築技法-版築土壘 調査를 中心으로-｣, 백제연구 국게학
술대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8, 45～56쪽.
심정보, 백제산성의 이해, 주류성, 214쪽.
35) 이일갑, 慶南地域 沿海邑城에 대한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
구논문, 2007, 87～89쪽.
36) 百濟文化開發硏究院, 稷山 蛇山城,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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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37) 등이며, 판축토가 사직선을 이루는 것은 파주 덕진산성38)과 시
루봉보루39)가 있다. 이중 선진리토성과 시루봉보루는 후대 수축부까지
비스듬하게 쌓았다. 상기의 산성에서 사직선기단이 확인되는 부분은
경사를 이루는 곳인데 반해 평탄한 지역에서는 수평하게 기단을 쌓았
다. 또 사직선기단이 확인되는 성곽의 분포와 시기에서 정형성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은 읍성에도 적용된다. 사직선기단이 확인되는 하동읍성
과 영산읍성의 입면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사직선기단이 확인되지만 부
분적으로 수평기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단석을 단상으로 절개한 부분
이 확인되며, 영산읍성의 북벽이 위치하는 평탄한 대지는 수평기단이
설치되었다. 특히 김해읍성과 금단곶보성지의 경우 경사지에서 사직선
기단과 수평기단이 동시에 확인된다는 점에서 시기성을 반영한다고 보
기 힘들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조선시대 읍성이나 영진보성에서 확인되는 사
직선기단이 이전 시기 토성의 영향으로 축조되었다는 견해40)가 있으
나 그렇게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선기단의 기원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조선 전기의 성곽 중 한양 도성의 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양 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를 에워 쌓
고 있으며,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낙산․남산․인왕산을 잇고 둘레
는 18.627㎞이다. 한양 도성은 태조대와 세종 연간, 그리고 숙종 연간의
축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태조대 축성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양 도성의 축조에 거의 전국의 백성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馬山市, 馬山 會原縣城-馬山 會原縣城 整
備復元을 爲한 發掘調査 報告書-, 2008.
38) 波州市․中部考古學硏究所, 앞의 책. 2014.
39) 서울대학교박물관․구리시․구리문화원, 아차산 시루봉보루-발굴조사 종
합보고서-, 2002.
40) 이일갑, 앞의 책(2007), 67～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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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성의 축조는 다른 지역의 성곽 축성에 영향을 미쳤음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도성의 성벽에서 사직선기단이
보이고 있으므로 연해 및 연변 지역에서 보이는 사직선기단 역시 도성
축조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41)
[표 1] : 1396년(태조 5) 도성 축성 현황표(나경준 2012, 재인용)
道別
擔當區間
東北面 咸興 以南 天～日 9개 구간(백악마루에서 숙정문까지)
江原道
月～寒 8개 구간(숙정문에서 동소문까지)
慶尙道
來～珍 41개 구간(동소문에서 숭례문까지)
全羅道
李～龍 15개 구간(숭례문에서 돈의문까지)
西北面 安州 以南 師～弔 24개 구간(돈의문에서 백악마루까지)
合 計
97구간 58,200尺

築城處(尺)
5,400
4,800
24,600
9,000
14,400
58,200

動員人員(人)
10,953
9,736
49,897
18,255
29,208
118,049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에 설치된 사직
선기단은 조선시대 전기에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축조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벽 하부에 사직선기단이 설치되는 것은 조
선시대 성벽의 대표적인 축조수법 중 하나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기단은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부분에서 성벽의 하중을
받게 되므로 이 부분의 붕괴 위험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선기단을 설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바 없으나 3가지 정
도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형적인 여건이다. 사직선기단은 성곽 전체에서 확인되는 것
이 아니라 경사가 진 곳에서만 확인되며, 평탄한 대지에는 수평기단이
설치된다. 사직선기단의 경우 주로 경사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서 사직선기단은 지형적인 여건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41) 나경준, 朝鮮 肅宗代 關防施設 硏究,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38～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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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 한양 도성

[그림 15] : 금단곶보성지

[그림 16] : 김해읍성 외벽

[그림 17] : 웅천읍성 외벽

[그림 18] : 안흥진성

[그림 19] : 영산읍성

둘째, 성곽축조의 효율성이다. 수평기단은 원지형을 굴착한 후 기저
부를 조성하는데 반해 사직선기단은 대부분 원지형을 정지한 후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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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쌓으므로 수평기단보다는 적은 공력과 시간이 들었다는 점은 분명
한 것 같다. 따라서 축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경사면에는 사직선
기단을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조선 건국 이후 한양 도성을 축성한 학습효과이다. 조선 건국
이후 전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양 도성을 축조하였는데, 도성을 축조
하면서 체득한 축성기술로 연해 및 연변의 읍성을 축조하였을 가능성
이 높다. 즉 연해읍성이나 영진보성은 한양도성을 모범으로 축조하였
다는 견해42)가 있다. 다만 어떠한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단하나의 이
유만으로 설명하기 힘들므로 상기의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성벽
영산읍성 외벽의 최하단석은 직경 100㎝내외의 자연대석을 지대석에
서 약 20㎝정도 들여서 세워쌓기를 하였으며, 그 위에는 장대석을 적심
쪽으로 걸쳐 쌓았다. 그 위로는 세워쌓기와 눕혀쌓기를 반복하여 쌓았
는데 이러한 양상은 경남지역의 연해읍성의 축조수법과 동일하다.
그리고 영산읍성 성벽의 단면형태는 계단식으로 축조되었으며, 현재
까지 이루어진 조사결과 계단식으로 축조된 성벽은 흙으로 덮여져 있
는 것과 흙으로 덮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지는 듯하지만 동일한
관념에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형태
의 성곽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43)
첫째, 초축시 기저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단을 두어 축조하는 방식
으로 영산읍성․진해 웅천읍성, 진해 완포현고산성, 경주읍성, 면천읍
성, 해미읍성, 밀양읍성 등이며, 이 중 상부를 흙으로 덮어 마무리 한
42) 차용걸, 앞의 책(1998), 174쪽.
43) 안성현, ｢고찰｣, 烏山 禿山城-오산 보적사 요사채 증․개축부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2016,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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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는 웅천읍성, 경주읍성44), 면천읍성, 해미읍성 등이다. 따라서 영
산읍성이나 진해 웅천읍성 역시 성벽 상부에 흙을 덮어 마무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45)
둘째, 내벽에서 외벽쪽으로 덧대어 계단상으로 쌓은 것으로 하동읍
성, 마산 합포성지, 금단곶보성지 등이다. 시기적으로는 성종대 축조된
금단곶보성지를 제외하고는 고려 말 및 조선초에 축조되었으며, 성벽
을 제외하고 후대에 가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일정 높이까지 협축으로 쌓은 뒤 외벽쪽으로 계단상이 아닌 비
스듬한 경사로 면을 맞추어 쌓은 뒤 흙으로 다진 형태로 언양읍성․밀
양읍성․광주읍성 초축 성벽․영암읍성의 성벽에서 확인된다. 이 중
밀양읍성과 영암읍성은 다른 성곽에 비하여 내벽을 높게 쌓았다. 시기
적으로는 고려말에서 세종 연간, 그리고 성종 및 연산군대에 축조되었
다.
넷째, 별도의 내벽을 쌓지 않고 흙으로 다진 형태로 안흥진성․장암
진성의 성벽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의 성곽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셋째 성곽들과 외벽의 축조수법은 유사하지만 내벽과 내탁
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안흥진성이 효종 4년(1655),
장암진성이 중종 9년(1514)에 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성벽 축조에 있
어 산탁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산탁식 성벽은 원지형을
편축식 성벽보다 좁게 굴착하여 별도의 내벽을 두지 않았으며, 외벽과
44) 경주읍성은 고려시대 토성이 축조된 이후 석성으로 개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성벽의 단면으로 보아 계단상으로 들여쌓은
것이 확실하므로 첫 번째 형태에 두었다.
45) 이 중 진해 완포현고산성의 경우는 석축산성인데 성벽의 단면은 계단상을
이루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붕괴된 성석이 성벽을 덮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벽 축조 후 흙으로 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축조시기는 고려
시대로 추정되므로 계단식 형태의 성벽이 축성신도 반포 이전부터 존재하
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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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 사이는 적심을 채웠다. 그리고 성벽 상부에는 주로 평여장이 설
치되고, 여장의 내벽쪽 직하부에는 좁은 회곽도-보도-가 설치되는 형
태의 성벽을 지칭하는데, 성벽의 폭이 좁고 낮아 적은 공력을 들여서
축성이 가능하다.46) 이 형태의 성벽은 의령 벽화산성 조선시대 성벽,
함양 황석산성, 창녕 영축산성,후기 동래읍성, 통영성, 파주 덕진산성
조선시대 성벽 등에서 확인되며, 향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더 많은 성곽
에서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축조된 읍성 및 영진보성에서
는 다양한 형태의 성벽이 축조되었으며, 세종 20년에 반포된 축성신도
와 부합하지 않는 성벽이 다수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어
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주저되는 바가 없지는 않다. 다만 필자의 생각으
로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국가에서 반
포한 축성신도가 지켜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성벽이 축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된다. 둘째, 조선시대의 성벽은 내․외벽을 쌓는 형태에서 외벽만 쌓고
내벽을 쌓지 않는 형태로 발전해가는 것은 분명하며, 산탁식 성벽의 증
가는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진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Ⅲ. 영산읍성의 축조와 그 배경
1. 조선시대 읍성의 성격
조선시대의 읍성은 해당 군현의 治所가 자리한 성으로서 행정적, 군
사적 거점이었다. 성내에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관아시설이 들어서
46) 안성현, ｢성벽-석성｣, 성곽조사방법론,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120～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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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주민들이 거주하기도 하였다. 읍성은 유사시 주민들의 입보처이
기도 했다. 읍성이 위치하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은 넓고 평평한 곳, 水
原이 풍부한 곳, 險阻함에 의지하는 곳, 주민들이 번성한 곳, 그리고 석

재가 많아서 工力을 덜 수 있는 곳이다. 읍성이 입지한 지형상으로 볼
때는 평지와 구릉, 산상 능선의 말단에 입지하여 평지에 가깝게 있는
平山城 형식 등이 있으나 古읍성은 산지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조선초

기의 읍성들은 시가지로 산지를 배경으로 하는 산성과 평지성의 장점
을 취한 평산성의 형식이 대부분이다.47)
읍성이란 용어는 조선시대에 비로소 쓰여 졌으며, 관찬지리지를 통
해 확인된다. 조선초기 관찬지리지는 치소 역할을 하는 성을 읍성으로
기록하였고, 조선후기까지도 변함없었다. 읍성은 조선시기 치소가 위치
한 성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였다.
고려시기에는 읍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치소 역할
을 한 성은 縣城, 州城 등과 같이 해당 邑格 뒤에 ‘성’이 연서되거나
‘현’등의 읍격이 생략된 채 군현명에 ‘성’이 이어 기록되거나 혹은 異稱

으로 표현되곤 했다. 하지만 치소 역할을 한 성이 ‘읍성’으로 기록된 경
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뿐만 아니라 고려시
기 묘지명 자료와 각종 문집에도 치소역할을 하는 성을 지칭한 용어로
읍성을 사용한 바는 없다. 읍성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읍성’ 사례가 있어도 치소가 위치한 성은 아니었다. 치소가 위치한 성

은 州縣城으로 기록되고 있다.48)
한국에서 읍성의 순수한 개념이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 후기이다. 이
시기에 축조된 읍성은 보다 군사적인 성격을 띠면서 연해안지역부터
47) 나동욱, ｢경남지역 읍성과 진성의 시․발굴조사 성과｣, 동아문화 창간호,
동아문화연구원, 2005, 210쪽.
48) 최종석, ｢조선초기 ‘읍성’ 용어 출현의 배경과 읍성의 유형｣, 동방학지
13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7,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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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때 축조된 읍성은 주로 왜구의 창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입지도 평지에 인접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읍성의 축조 양상은 조선초기에도 이어져 세종대를 중
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된다. 당시의 읍성축조는 전 국력을 기울이다
시피 하는 역점사업이었으며 우선적으로 왜구의 피해가 가장 극심하였
던 충청, 전라, 경상의 하삼도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49)
고려 말 이래 축조된 읍성은 외적의 침입이 빈번한 혹은 예상되는
지역에 주로 축조되는 조선시대의 沿海읍성과 동일한 성격이었다. 연
해읍성이 축조되게 된 것은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에 걸쳐 3남 지방에
막심한 피해를 끼친 왜구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고려시대 후기에 축조
된 29개소의 읍성 중 타도에 설치된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3개소는
왜구의 가장 가까운 상륙지점인 경상도에 축성되고 있으며, 또한 29개
소의 읍성 중 15개소가 우왕대에 축조되고 있어 연해읍성에 대한 중요
성도 매우 강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0)
조선시대 태조에서 태종대까지의 對倭비변책은 산성의 유리함을 내
세운 淸野入堡방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이것은 평지 읍성이 수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연해읍성을 축조하자는
제의가 태종 15년(1415) 문헌상 처음 등장하게 된다.51) 왜구를 해안선
에서 막아 피해를 줄이고 백성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방어책이었다.
이후 태종 16년에 泰安邑城이 시축되었고, 이듬해에는 전라도의 長沙
邑城이 축조되기 시작하였고, 경상도의 鎭海邑城이 축조되었다.

본격적으로 연해지역에 읍성이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세종 때 부터

49) 심정보, 韓國 邑城의 硏究-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1995, 36쪽.
50) 심정보, 위의 책, 48쪽.
51) 전라도 도관찰사 朴習이 장흥,고흥,광양 등 3읍이 바닷가에 있어 왜구가
배를 대는 곳인데, 이전에 설치한 城子가 무너지거나 기울어졌으므로 修
築하자고 건의했다(太宗實錄卷30, 15年 8月 乙丑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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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세종대에는 1419년의 대마도정벌을 계기로 왜구의 침입에 대비
하기 위한 연해읍성의 축조가 시급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즉 세종대에
이르러서 연해지역과 섬 지방은 공지화에서 벗어나 연해지역의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연해지역과 해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
가되었다. 이러한 연해지역의 경제적인 유용성이 커짐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로 하여금 종래의 방비책인 내륙
의 山城入保體制 만을 강요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읍성입
보체제가 기본원칙이 되었다.
세종 11년(1429)부터 읍성축조가 본격화되었다. 許稠가 경상도 연해
각 읍은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데 城堡가 온전하지 못하므로 매년 농한
기마다 쌓아 10년을 기약하면 성보가 완고해질 것이라고 건의한 것52)
이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2월 4일에 병조판서 崔潤德을 忠淸․全羅․
慶尙道의 都巡撫使로 삼아 城基의 審定을 하는 때를 분수령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최윤덕은 2월 10일에 모두 6개 항목으로 된
‘各官城子造築條件’을 마련하였다. 즉 가장 긴요한 연해읍은 산성 대신

모두 읍성을 쌓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읍성을 쌓을 곳이 없는 경
우 산성을 수리하며, 읍성을 축조할 때는 부근 陸地州縣으로 3～4읍 또
는 5～6읍을 묶어서 지원받게 하며, 舊城이 있는 고을은 가능한 한 그
대로 수축하며, 舊城이 없는 경우 근처에 城基를 택하여 신축하며, 견
고하지 못하여 수축하여야 할 城子는 民戶數의 적고 많음에 따라 다시
물려 쌓거나 축소하여 고을의 실정에 맞도록 하며, 민호수가 적고 또
성을 쌓을 수 없는 고을은 인근 읍성으로 합치도록 하고, 각 고을을 城
子를 일시에 다 쌓을 수 없으니 각기 성자의 대소를 헤아려 그 연한을

정하여 견고하게 축조하도록 한 다는 것이 그것이다.53)
세종이후 문종-단종대의 읍성축조는 도관찰사 鄭苯이 하삼도의 51
52) 世宗實錄卷43, 11年 正月 壬申條.
53) 심정보, 앞의 책,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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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읍성을 그대로 두어둘 仍舊대상의 읍성과, 물려서 넓혀야 할 ‘退築’
대상의 읍성 및 고쳐 쌓아야 할 ‘개축’대상의 읍성, 그리고 추후에 꼭
쌓아야 할 ‘隨後可築’대상의 읍성을 분류하여 이를 완축하려 하였다.
하지만 문종대에는 간쟁기관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
았으며, 단종대에는 하삼도의 축성을 담당하였던 鄭苯이 안평대군의
도당으로 지목되어 견제됨으로써 결국을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세종대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邑城役이 일시 停罷되기에 이르렀
다.54)
세조․성종대에는 읍성축조 지역이 확대되었다. 15세기 후반기에 읍
성축조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삼포왜인의 상경로 연변에 있는 주요 읍
에 대한 축성계획이었다. 3포 왜인의 상경로는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
었는데 낙동강을 이용하는 노선은 일차적으로 왜구침입의 염려가 있는
데다가, 왜인이 오가면서 내륙의 읍에 읍성이 없음을 알면 침입할 마음
이 생길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계획에는 미흡했으나
양산, 밀양, 진주, 경주 등 큰 고을의 읍성이 축조되고, 칠원 등 3포에
이웃하는 연해읍성들이 크게 보완되었다.55)
세종실록지리지(1454)에 의하면 335개의 행정구역중 읍성이 수록
된 것은 전국 96개소였다. 도별로 경상도가 27개소, 전라도가 20개소,
평안도가 16개소, 충청도가 15개소 여타 18개소로 경상도가 가장 많았
다. 성종대에는 전국의 행정구역 330개소 가운데 190개의 읍성 중 179
개소가 石築되었는데 충청 20개소, 경상 45개소, 전라 39개소, 평안 33
개소 북방 및 왜구 대비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56)

54) 심정보, 앞의 책, 93쪽.
55) 차용걸, ｢행성․읍성․진성의 축조｣,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190쪽.
56) 나동욱, 앞의 책(2005), 209～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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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산읍성 축조의 배경
조선시대의 읍성은 대부분 연해읍성으로서 왜구의 방비를 위한 것이
었다. 그런데 연해가 아닌 영산에 읍성이 축조된 이유는 무엇이었을
까? 그것은 영산지역이 일찍부터 왜구의 침입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활
발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영산지역은 고려말부터 왜구가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노략질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다음 기록은 고려 말에 왜적이 영산지역을 노략
질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왜적이 울주(蔚州)에 침입하였으므로 우인렬(禹仁烈)이 그를 공
격하여 9명을 죽였다. 또 밀양(密陽)에 침입하였으므로 우인렬
이 그와 싸워 패전해 전객 부령(典客副令) 최방우(崔方雨) 등
수 명이 전사하였다. 적은 靈山으로 가서 지세가 험한 곳에 근
거지를 튼튼히 꾸렸다. 우인렬과 부원수 裴克廉이 진격하였으나
불리하였다(고려사제114권, 열전 제27 우인렬조).
辛氏 낭장 김우현의 아내이다. 洪武 乙未年(우왕 5년 : 1379)에
왜적이 졸지에 이르니 우현은…(新增東國輿地勝覽卷二十七
靈山縣).
烈女 高麗 辛氏 낭장 신사천의 딸이다. 洪武 壬戌(고려 우왕8년
: 1382) 6월에 왜적 50여명이 영산을 침략했을 때…(新增東國
輿地勝覽卷二十七 靈山縣).

조선시대에도 영산지역은 낙동강 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
본과의 관계 속에서 군사적 거점이 되기도 하고,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
기 위한 요충지였으며, 일본인의 왕래 또한 많았다. 즉 다음 기록들은
영산지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인데, 영산지역에 왜관을
설치하거나, 내륙인 영산지역에도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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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야 한다거나, 왜인들이 영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좌도 處置使가 아뢰기를, “기해년에 東征한 뒤로부터 倭寇
들이 이미 天威에 굴복하여 감히 포학을 부리지 못하오나, 승냥
이 같은 야심을 품고 잠시 붙어서 신하로 섬기다 잠시 동안에
배반하여 간사한 꾀를 헤아리기 어렵사오니, 예비책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바다에서 거리
가 2, 3일정이 되는 낙동진․의령포 및 뱃길이 서로 통하는 창
녕․영산․의령․초계 등의 강가에 倭館을 설치하고 烽火를 엄
하게 단속해야 합니다.”(세종실록48권 12년(1430) 4월 12일
신사조)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내이포에 정박
했던 왜인들이 서울에 올라왔다가 되돌아가는 길에는 모두 東
萊 溫井에서 목욕하는 까닭에, 길을 돌아서 역으로 달리게 됨으
로 사람과 말이 모두 곤폐하오니, 금후로는 내이포에 정박한 왜
인들은 영산 온정에서 목욕하게 하고, 부산포에 정박한 왜인은
동래 온정에 목욕하도록 하여 길을 돌아가는 폐단이 없게 하소
서.”하니,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80권 20년(1438) 3월 1일 을
유조).
同知中樞院事 李思儉이 비변책을 올리기를, “1. 왜인들은 잠깐
臣服하다가 바로 배반한다 하는데, 우리의 해변에 섞여 살면서
우리의 허실을 엿보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이제부터는 密陽․靈
山 두 고을 중에서 마땅한 곳을 골라 客館을 옮겨 지어 장사치
왜인을 접대하면, 客倭는 土物을 진상함에 있어 輸運하는 폐단
을 줄이게 되고, 장사치 왜인의 판매도 또한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렸다(세종실록86권 21년(1439) 9월 2일 정
미조).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沿海의 요해지에는 鎭을 설치하고 鎭
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州縣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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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寇賊이 발생하여 邊鎭이 감히 이
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無人之境을 밟는 것
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內地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巨鎭을 설치하고, 근방의 여러 고을을 中翼․
左翼․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節目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大丘道는 그 중익을 大
丘․河陽․慶山으로 하고, 좌익은 淸道․靈山․昌寧․玄風으로
하며, 우익은 仁同․軍威․新寧으로 합니다.”(세조실록2권 1
년(1455) 9월 11일 계미조)
日本國 藤熙久의 사자 吾羅三甫羅가 병으로 靈山 溫井에서 죽
으니, 경상도 관찰사가 예에 의하여 致祭하고, 또 관을 갖추어
장사지냈다(세조실록4권 2년(1456) 5월 4일 임신조).
경상도 靈山縣에 가두었던 왜인 古時羅 등이 감옥을 뛰어넘어
도망갔다(중종실록16권 7년(1512) 5월 8일 신사조).

성종 8년(1477)에 하삼도의 축성 등을 조정에서 논의하였는데,57) 그
과정에서도 영산읍성이 축조되는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沿邊의 城堡는 진실로 마땅히 빨리 쌓아야 하고, 內地의 성보
또한 불가불 쌓아야 하며, 또 그중에서 왜인이 경유하는 낙동강
변의 邑城은 더욱 마땅히 급히 쌓아야 할 것.
梁山․密陽․晉州․咸安․漆原․靈山․宜寧․彦陽․丹城․永
川․大丘․淸道․慶山 등의 고을은 비록 內地라 하더라도 혹은
변방에 가깝고, 혹은 倭客이 경유하는 길이므로, 城堡가 없는 것
은 불가하니, 마땅히 급히 쌓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도 沿海의 여러 고을은 (땅이) 비록 작고 좁더라도 모두 城
堡가 있는데, 연해에서 1,2일 정도 걸리는 내지의 여러 고을은
57) 朝鮮王朝實錄卷77 成宗 8年 閏2月 11 戊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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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가 없다고 하여 일찍이 성을 쌓지 않았으니, 이미 失策입니
다. 또 金海의 黃山江 위에서부터 상주의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는 왜인이 이 水路를 따라 왕복하는데, 만약 (이들이) 난을 일으
키려고 한다면, 비록 1,2일 거리라 하더라도 배를 타고 오르내리
면 진실로 어렵지 않습니다. 沿江의 여러 고을에 성보가 없는
것도 또한 미편하니, 비록 한 달 만에 다 쌓지는 못하더라도 영
산 이하 여러 고을에 먼저 쌓고,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은 밖에서
부터 안으로 연한을 작정하여 큰 고을은 그 고을로 하여금 스스
로 쌓게 하고, 작은 고을은 이웃 고을과 같이 힘을 합하여 쌓게
함이 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그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沿邊의
城堡는 진실로 마땅히 빨리 쌓아야 하고, 內地의 성보 또한 불가불 쌓

아야 하며, 또 그중에서 倭人이 경유하는 낙동강 변의 邑城은 더욱 마
땅히 급히 쌓아야 한다. 따라서 梁山․密陽․晉州․咸安․漆原․靈山
․宜寧․彦陽․丹城․永川․大丘․淸道․慶山 등의 고을은 비록 內地

라 하더라도 혹은 변방에 가깝고, 혹은 倭客이 경유하는 길이므로, 城
堡가 없는 것은 불가하니, 마땅히 급히 쌓아야 한다. 둘째, 왜인이 경유

하는 길이 무릇 3道에서 낙동강 뿐 만이 아닌데, 3도의 여러 읍성을 일
일이 쌓을 수 없으므로, 沿海 郡縣의 城堡만 긴급하고 늦은 것을 헤아
려서 점차 쌓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다.
즉 성종은 下三道의 沿邊과 內地의 여러 고을은 성을 쌓을 만한 곳
을 監司로 하여금 살피게 하여 보고하도록 한 뒤에 성을 쌓게 하였는
데, “비록 한 달 만에 다 쌓지는 못하더라도 靈山 이하 여러 고을에 먼
저 쌓고,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年限을 정하여 큰
고을은 그 고을로 하여금 스스로 쌓게 하고, 작은 고을은 이웃 고을과
같이 힘을 합하여 쌓게 함이 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라는 언
급으로 보아 영산지역의 중요성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영산지역에 읍성을 축조한 것은 내지라 하더라도 왜인이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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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을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비하기 위한
축성을 하게 했던 것이다.

Ⅳ. 맺음말
창녕의 영산읍성에 대하여 문헌자료와 그간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읍성 축성의 특징과 그 구조, 영산지역에 읍성이 축성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읍성의 특성과 그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영산읍성의 위치는 경남
지역이 신라에 의해서 복속된 이 후에 축성된 성곽과 동일하며, 읍성의
배후산성은 영축산성이다. 그리고 형태는 평산성이며, 평면 형태는 전
형적인 주형인 거제 고현성과 달리 산정상부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
히 좁다. 영산읍성 성벽의 축조수법은 조선시대 전기의 연해읍성과 유
사하지만 지대석 기저부에 부석을 하지 않은 점은 특이하다.
이와 더불어 영산읍성과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을 비교하였는
데, 그 결과 이 시기의 성벽의 기저부는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었는데,
시기적이나 지역적인 특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시대 읍성
및 영진보성의 성벽 기저부는 지대석을 둔 구조이지만 조선후기에는
별도의 지대석을 두지 않고 성벽을 쌓는 방향으로 변했음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성벽의 지대석은 사직선과 수평기단으로 나누어지며, 전국
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사직선기단에서 수평기단으로 변화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양도성 성벽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성벽의 단면이 계단식 성벽 역시 조선시대 전기에는 일반적으로
확인되지만 조선시대 후기에는 계단식 성벽과 별도의 내벽을 두지 구
조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려시대에 축조된 완포현고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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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계단식 성벽이 확인된다는 점은 이러한 형태의 성곽이 축성신도
반포 이전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에 축조된 읍성은 대부분 연해읍성으로서 왜구의 방비를 위
한 것이었다. 그런데 연해가 아닌 내지에 속하는 영산지역에 읍성이 축
조된 것은 영산지역 역시 왜구의 침입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활발했던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영산지역은 고려 말부터 왜구가 낙동강을 거슬
러 올라와 노략질하여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낙동강변
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군사적 거점이 되기
도 하고,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요충지이며, 일본인의 왕래 또
한 많았다.
이에 성종 8년(1477) 하삼도의 축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산지역
이 양산, 밀양 등과 함께 읍성축조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즉 양
산, 밀양 등의 고을이 비록 內地라 하더라도 변방에 가깝고, 혹은 倭客
이 경유하는 길이므로, 城堡가 없는 것은 불가하므로 마땅히 급히 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산지역에 읍성을 축조한 것은 내지
라 하더라도 왜인이 낙동강을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비하기 위한 축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논문은 2016년 9월 15일에 투고 되어,

201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2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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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storical meaning of construction of
Changnyeong Youngsan eupseong
and structural feature
Nam, Jae-Woo․Ahn, Sung-Hyun
Based on excavational results, we have researched on the
historical meaning of Youngsan eupseong in Changnyeong and its
structural features.
Eupseong, Town Wall, which had been built along the coastal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had aimed to protect coastal area
from japanese pirates.
Thought Youngsan area weren't coastal area, Young-San
eupseong had been constructed in the same purpose. Because
Changnyeong disrict had been plundered and attacked by japanese
pirates who came along the Nakdong river.
In 1477(8th year of king Sungjong's reign, king's court made
decision to costruct Town Wall in Youngsan, Yangsan and Milyang.
Because king and his court worried that japanese pirates were able
to reach and plunder this region along the Nak dong river.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Eupseong is as follows,
Location of Youngsan eupseong is same with another Forts and
Fortifications in Kyoungnam province after 5th centu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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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chuk sanseong Fortress had been located behind of eupseong.
And the Town Wall was constructed between ground and
mountainous area. Youngsan eupseong is different from Gohyun
Town Wall in Geo-Je Island in terms of layout. Because Youngsan
eupseong is becoming narrow towards the mountain area. The
construction methods of wall are similar to the other Town Wall of
coastal area built in the early Joseon period.
we compared Youngsan eupseong with the other Town Walls and
Forts of Joseon dynasty. As a results, we found two methods to
strengthen the basis of wall. One is using wooden piles and the
other is making foundation bed by digging the ground with the L or

ㄩ shapes and filling up the pit with rocks.
In terms of construction technique of Town Wall of Joseon
dynasty, foundation stones had been usually installed on the fundus
of walls in the early time. But the technique had been changed and
the foundation stones had been disappeared.
Stylobate of the Wall had been constructed into two types of
shape. One is diagonal shape and the other is horizontal shape. In
the Youngsan eupseong, we had found both shapes of stylobate.
And the diagonal shape stylobate was a rusult of influence from the
Capital Fortress of Hanyang in Joseon dynasty.
Key Words : Youngsan eupseong, japanese pirates, fort and
fortidication, diagonal stylob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