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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왜성은 1985년 울산왜성 발굴조사를 시점으로 현재까지 12개 왜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조사는 대부분 도로와 기반시설 조성에 앞선 구제발굴조
사로 진행되었는데, 발간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구조와 축조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부 발굴조사는 유적의 확인 차원에서 조사가 그치는 등 발
굴조사에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왜성 조사방법의 문제점
을 짚어보고, 보다 발전적인 조사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왜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지역이 왜성의 어느 부분에 해당
하는지를 파악하여 조사지역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시설물의 구조를 이해한 후에 착수하
여야 한다. 발굴조사방법은 조사지역의 위치에 따라 상호 다른 시설들이 확인되므로 크
게 성벽 조사와 성벽 내부조사, 성벽 외부조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성벽 조사에서는 성벽 외부의 석축을 관찰하여 석축분할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석축
분할선이 확인된 부분은 피트를 성벽 내·외부에 설정하여 단면과 평면을 동시에 조사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성벽 내부조사는 곡륜과 건물지를 중심으로 조사방법을 제시하였다. 곡륜은 절토부
와 성토부로 구분되는데, 성토부는 성벽과 축조방법이 유사하여 성벽과 동일한 방법으
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건물지 중 굴립주건물지는 획일화된 척
도로 축조되는 것을 예시하였고 굴립주건물지와 기단건물지는 초축 이후에 수축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진 예가 많으므로 굴착면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성벽 외부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시설물로는 堀, 목책, 塀이 있고, 이 시설들은 상

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그 성격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성벽 외부조사
는 거리드를 설정한 피트조사를 실시하여 세밀한 평면관찰과 동시에 단면조사를 병행
하도록 하였다.
주제어 : 왜성, 조사방법, 성벽, 호구, 곡륜, 건물지, 굴, 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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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필자는 왜성과 관련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대의 성곽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개
최되는 학술대회에서 왜성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다. 왜성에 대한 발표는 이전에
필자가 직접 왜성유적 중 한 유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험이 있어 이것을 바탕으로 왜성
조사현황과 더불어 왜성의 축조방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
에서 남해안에 분포하는 30개소의 왜성 중에서 11개소의 왜성이 발굴조사되었고 현재 1
개소가 발굴조사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11개소의 왜성유적은
보고서가 발간되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왜성의 축조방법을 파악하고자 하
였으나 대부분이 트렌치 조사 또는 트렌치를 확장한 피트조사에 그치고 있어 왜성의 축
조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2개소의 왜성에
1)

대한 발굴조사가 3개소의 왜성 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제발굴조사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다. 구제발굴조사는 도로나 건축물 조성 등의 개발행위에 수반된 발굴조사로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굴조사 후에 개발이 진행되어 유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
에 없는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사업부지 중, 일부분에 대한 트렌치 조
사나 피트조사를 실시한 내용만을 보고서에 수록한 예가 적지 않았다.
‘왜성’은 일본열도를 통일한 豊信秀吉이 선조 25(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우리나라
를 침공하고 그 부하들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그들의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거나, 왜
군 간의 연락 및 아군의 공격에 대비코자 국내에 축성한 일본식 성이다(국립문화재연구
소 2011: 922-924). 이 왜성은 남해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한정된 유적이며,
현재 30개소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나라 성곽의 전체 수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그 중
2)

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왜성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7% 가 국가지정문화재
인 사적지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다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명목하에 1996년 문화재관
3)

리국 산하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지정문화재 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적지로
지정되어 1997년 1월 1일에 각 지역의 문화재자료로 지정권고되었다(이동주 2014).
이후 왜성은 남해안지역의 각 거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징 때문에 남해안지역 개발과
맞물려 개발 행위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수반된 발굴조사는 구조에 대한 이해와
1)	정비·복원을 목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왜성은 순천왜성, 선진리왜성, 서생포왜성이 있다. 울산왜성도 1980년대 중반에 실시한 발
굴조사(동아대학교박물관 1986)는 왜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학술조사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동서문물연구원에서 조사한
부분은 구제발굴로 실시되었다(동서문물연구원 2013).
2)	사적지였던 왜성은 “서생포왜성”, “기장(죽성리)왜성”, “김해(죽도)왜성”, “안골포왜성”, “울산왜성”, “양산왜성”, “사천(선진리)왜
성”, “순천왜성” 으로 모두 8곳이다(이동주 2014).
3) 문화재청의 옛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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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에 대한 고안도 없이 진행되어 고고학적인 자료는 철저히 기록화되지 못한 채
유적은 파괴되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축조된 성곽유적의 발굴조사가 대부
분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조사형태로 이루어지고,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성곽유적이 구
제발굴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더라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과는 판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왜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의 문제이겠지만, 발굴조사에서 유
적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조사방법에 문제점이 있음이 분명하다.
필자는 왜성의 국가적인 보존문제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각종 개발행위에 수반된 발굴
조사에서 왜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와 조사성과의 창출이 선결되
어야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서두인 Ⅱ장에서는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왜성 조사현황을 살펴보고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그
4)

리고 Ⅲ장에서는 왜성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과 虎口, 曲輪 , 건물지, 堀, 목책과 같은 시설
물들을 일본의 성곽자료와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각 시설별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조사지역의 위치에 따라 확인될 수 있는 시설들을 구분하고, 각 시설에 대한
기존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조사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Ⅱ. 기존 조사방법의 검토
1. 조사현황
남해안에 분포하는 30개소의 왜성 중에서 발굴조사가 실시된 왜성은 순천왜성, 임랑포
왜성, 신답왜성, 김해왜성, 울산왜성, 눌차왜성, 자성대왜성, 기장왜성, 구포왜성, 선진리
왜성, 웅천왜성, 서생포왜성으로 모두 12개소이다(그림 1). 이외에 안골포왜성에 대한 시
굴조사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유구의 존재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동양문물
연구원 2011).

4)	왜성 내부의 인위적인 평탄면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曲輪’과 ‘郭’, 그리고 ‘丸’이라는 용어가 있다. 중세 성곽에서는 성이 단번에 함
락당하지 않기 위해 성 내부를 몇 개의 단위로 구분하여 평탄화하는 시설이 나타나는데, 이 시설을 일본 성곽연구자들은 ‘곡륜’으로
지칭하였다. 근세 성곽에서는 곡륜의 위치에 따라 위계를 두어 주요한 곡륜을 ‘丸’으로 구분하고 ‘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을 ‘本丸’, 그다음을 ‘二の丸’, ‘三の丸’으로 명명하고 있다. ‘郭’은 일본에서 곡륜과 동의어로 정의되고 있지만, 輪郭을 의식할 때는
‘郭’, 내부 평지를 의식할 때는 ‘曲輪’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http://ja.wikipedia.org/wik/曲輪). 나동욱은 근세 성곽
의 ‘丸’이 우리나라 용어로 ‘郭’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本丸’을 ‘제1곽’, ‘二の丸’을 ‘제2곽’, ‘三の丸’을 ‘제3곽’으로 구분하
였다(나동욱 2012). 이 글에서는 왜성 내부의 인위적인 평탄면을 ‘곡륜’, 내성벽을 경계로 하나의 단위가 되는 부분을 ‘곽’이라는 용
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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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왜성 분포도(城郭談話會 1999, 범례에서 수정 후 轉載)

이하에서는 발굴조사된 왜성의 발간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현황과 함께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초자료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1) 순천왜성
순천왜성에 대한 조사는 전남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 순천시에 의해 5차
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1996~1997년에 순천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
(순천시·순천대학교박물관 1997)로 시작되었다. 2차 조사는 1997년 순천대학교박물관이
외성의 성벽의 구조와 외성 내부 건물지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자 5개의 시굴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건물지는 확인되지 않고 1m 높이의 석축 성벽이 확인
되었다(순천대학교박물관 2001). 3차 조사는 2011년도에 주차장과 진입도로 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구제발굴조사로 순천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하였다. 이 또한 4개
의 시굴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 부분에서 토축성벽이 확인되어
순천왜성의 외성이 석성 부분과 토성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순천대학교박
물관 2001). 4차 조사는 2002년에 순천시에서 1997년과 2001년도에 조사되지 않은 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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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서쪽 부분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성벽과 굴 , 호구, 치 등이 확인되어 구조
와 축조방법이 검토되었다. 5차 조사는 전남대학교박물관에서 왜성의 정비·복원 계획
6)

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는데, 호구 3개소, 굴 2개소, 천수대 동벽 성벽 1개소, 본성 북단 추
정건물지 1개소에 대해 실시하였다(전남대학교박물관 2006).
순천왜성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부분적인 트렌치 및 트렌치 확장조사로 진행되어 시설
물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2) 기장 임랑포왜성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에
앞서 2001년 5월 2일부터 同年 7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구제발굴조사로 실시되었
다. 이 조사에서는 임랑포왜성의 지성부가 조사되었는데, 왜성과 관련된 시설은 10개의
7)

곡륜 과 굴립주건물지 3동으로 보고하고 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이 발굴조사는 약 16,000㎡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왜성의 내부시설 형태와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내부시설 특히 곡륜의 축조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토
층의 구분이나 건물지의 특성을 파악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신답왜성
김해시 진례면 퇴래리에서 농소리로 통하는 국도대체도로 건설에 앞서 구제발굴조사
가 실시되었다(경남문화재연구원 2004). 유적에서 왜성과 관련된 유구는 곡륜과 굴이 확
인되었는데, 조사가 트렌치 및 트렌치를 확장한 pit형태로 이루어져 유구의 전체적인 형
태와 규모, 분포범위도 파악되지 않는다.

4) 김해왜성
가락IC에서 강서구 식만동 식만교를 잇는 도로개설에 앞서 구제발굴조사가 실시되었
다(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조사지역 내에서는 곡륜 7개소, 호구 1개소, 계단지, 수혈과
함께 목책으로 파악되는 주혈이 확인되었다.
파상으로 조성된 곡륜을 관통하는 트렌치를 설정하여 각 곡륜의 단차와 단면형태를 파

5)	보고서에는 ‘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왜성에서는 ‘해자’ 대신에 ‘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굴’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6)	보고서에는 ‘문지’로 명명하였으나 왜성의 출입구는 ‘호구’로 명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글에서는 ‘호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7) 보고서에는 한자어인 ‘郭’으로 명명하였지만, 각주 4)의 정의에 따라 ‘곡륜’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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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여 곡륜의 조성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지만, 층위에 대한 해석이 누락되어 있고 곡륜
의 전면부 석축 실측도가 부분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석축방법의 검토가 불가능하다.

5) 울산왜성
1984년도 울산시에서 실시한 시내남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던 중 당시 사적
9호였던 울산왜성의 성벽 석재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자 1985년 6월 처
음으로 울산왜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동아대학교박물관 1986). 이 조사에서는 성
벽과 곡륜, 일부 호구로 추정되는 부분과 목책 주혈, 토성부가 확인되었다. 조사는 모두
트렌치 조사로 실시되었는데, 성벽 조사는 내외면의 석축을 노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성벽의 축조방법은 파악되지 않는다. 토성부분은 단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잔존상태가
불량한 부분을 조사한 탓인지 토성의 축조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경사지게 쌓인 층위만
확인되었다.
이후 울산왜성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부지에 일부가 편입되어
구제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동서문물연구원 2013). 조사지역은 울산왜성의 중심부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인데, 여기에서 성벽이 확인되었다. 성벽 조사는 내부
성토 부분은 성벽과 직교하게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하고, 외면 석축 부분은 평면 노출
하여 축조양상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는 성벽을 절개하여 성벽 축조방법에 대한 성과는
얻을 수 있었지만, 성벽 내측의 성토부에서 성벽과 나란한 방향의 토층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분단시공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할석열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6) 눌차왜성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천성-눌차) 건설공사에 앞서 구제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한국문물연구원 2010). 조사대상지역의 면적은 9,779㎡에 달하지만 확인된 유구는 곡륜
8)

약 10개소와 竪堀 1기이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면, 곡륜의 평면형태는 확인할 수 없고 토층둑을 통해 곡륜의 존
재만 파악할 수 있다. 발굴조사 광경이나 항공사진이 없어 발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
는지 알 수 없지만, 유구배치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이 아닌가 추측된다.

8) 굴 중에서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한 굴을 수굴로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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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 자성대왜성
자성대왜성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원에 조선통신사 기념관 건립사업이
추진되면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자성대왜성의 성벽과 곡륜, 우물,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발굴조사는 구제발굴의 형태로 실시되었
으나 지도위원회 결과 복토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해체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조사는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조사를 진행하여 왜성의 구조와 축조양상을 파
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성벽의 단면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성벽의 단면 구조와
축조양상도 파악되지 않는다.

8) 기장왜성
기장군 기장읍 시온리와 죽성리 사이의 도로를 확장, 포장하는 공사구간에 기장왜성의
지성 일부가 포함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복천박물관 2008). 발굴조사에서는 곡륜 4
개소, 수혈, 구, 집석 등이 확인되었다.
곡륜은 단면 토층도를 작성하여 단위를 구분하고 있어 곡륜의 단위면적과 단차를 파악
하기에 좋은 자료로 파악된다. 그러나 곡륜의 단면 토층도에서 층 구분 기준이나 층의 성
격(성토층과 자연퇴적층) 구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곡륜의 조성방법을 파악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

9) 구포왜성
부산광역시에서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을 계획하면서 구포왜성의 지성이 구제발굴조사
되었다(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조사에서는 곡륜 2개소, 굴립주건물지 24동이 확인되었
다. 곡륜은 2조의 구상유구를 기준으로 1곡륜과 2곡륜으로 구분하였으며, 등고선과 직교
한 구상유구는 수석원(나동욱 2012: 341)의 흔적으로 보았다. 굴립주건물지는 정상부에
집중되어 중복 조성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조사는 평면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곡륜의 단면조사나 토층조사의 내용은 확인되
지 않고 주혈의 토층조사 내용도 누락되어 중복 조성된 굴립주 건물지의 평면구조를 파
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0) 사천 선진리왜성
선진리왜성은 모두 5차에 걸쳐 내·외부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왜성과
관련된 유구는 2002년도에 실시된 조사에서 확인되었다(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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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구는 천수각, 성벽, 석축, 호구 1개소, 추정호구 1개소 등이 있다.

왜성에 대한 조사는 트렌치와 트렌치 확장조사를 통해 전대에 축조된 고려토성의 재이
용 흔적을 파악하여 의미 있는 조사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벽에 대한 트
렌치조사가 내외면을 노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성벽의 축조방법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
하며, 토성벽의 재이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극히 희박하여 아쉬움으로 남는다.

11) 웅천왜성
웅천왜성의 남동쪽 일부분이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해동문화재연구원 2014). 발굴조사는 성벽과 櫓臺, 굴, 곡륜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보존문제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다.
성벽조사는 잔존상태가 양호한 2개소를 절단하여 단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성벽 단면
구조와 축조방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석축 부분의 관찰 없이 양호
한 부분을 대상으로 단면조사를 실시한 것과 평면조사를 수반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2) 서생포왜성
서생포왜성은 창표당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성 내부에 대한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실시
되었다(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4). 발굴조사에서는 곡륜 2개소, 굴립주건물지 5동, 기단
건물지 1동, 집수시설 1기,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본 유적에 대한 조사는 단면조사뿐만 아니라 평면조사도 병행하여 기록하였지만, 학술
조사의 한계로 곡륜의 성토부 분할 성토나 분단 시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문제점의 인식
발굴조사의 가장 큰 맹점은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에서 얻어진 유적 일부분의 자료를 가
지고 유적 전체를 예상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격을 알 수 없는 유물산포지의 경우
시굴조사를 거치지 않고 발굴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구조와 성격
의 유구가 확인될지를 가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반해 성곽유적은 겉으
로 드러나 있는 성벽이나 시설물 때문에 그 성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내부시설도 기
존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성곽유구가 그러한 것
9)	도면상에는 공굴의 존재도 표현되어 있으나 보고문에는 공굴과 관련된 조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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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성곽유적 중, 왜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구조적으로 변화·발전
해 온 성곽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일본의 중세 성곽의 끝과 근세 성곽의 시작점에 위치한
특수한 성곽유적이다. 왜성은 성벽과 성벽 내·외부시설이 전혀 다른 형태와 구조를 나
타내어 우리나라의 성곽과 같은 조사방법으로 발굴조사를 실행하면 자칫 실수하기 일쑤
이다. 특히 왜성 내부에 조성되는 곡륜은 근래에 산지를 개간하여 만든 계단식 논이나 밭
의 형태를 띠고 있고 1598년 정유재란 이후에는 용도 폐기되어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
어 온 경우가 많으므로 근래에 조성된 경작지로 오인하기 쉽다.
눌차왜성의 경우, 그 요인은 알 수 없지만 곡륜의 평면조사 내용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토층둑만으로 곡륜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어 조사 착수 당시에 곡륜의 존재를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답왜성은 곡륜의 존재를 인지하면서도 광범
위한 조사지역에 29개의 트렌치와 10m×10m 이하의 피트 6개만 설정하여 조사를 완료하
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곡륜의 존재는 인식했지만 그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여
초래된 결과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이외의 이유로 이러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곡륜 조사에 있어서 구조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곡륜의
기본적인 축조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토층조사 내용이 부족한 것이다. 유구의 상세한 사
항도 그렇겠지만 토층은 현장 조사자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층의 구분 기준과 성격을
명확하게 기술해 주지 않는다면 토층양상을 통한 유구의 축조방법이나 구조검토는 불가
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곡륜의 토층조사에서 그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더라도 자
연퇴적층(구지표층)과 성토층의 구분은 보고서에 명기되어야 곡륜의 축조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서에는 이러한 구분이 누락되
어 있다.
왜성의 성벽조사는 대부분 정비·복원을 위해 성벽 외면의 석축을 노출하는 형태로 진
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조사방법은 정비·복원을 위한 삼국~조선시대의 석축성벽 조사
방법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성곽의 성벽은 지난 수십 년간의 발굴조사에서 기초자료가
축적되어 성벽 내·외면과 일부 관찰되는 성벽 단면을 기준으로 성벽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이지만, 왜성은 아직 성벽 조사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단면구조나 축
조방법에 대한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비·복원을 위한 학술조사라 하더라도
성벽의 단면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벽의 구조와 축조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벽을 복원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시설인 건물지 조사에서도 기 조사의 사례에서 왜성 내부에서 굴립주건물지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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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지게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뚜렷한 특징을 기준으로 하는 구분 없이 굴립주건물지가
확인되면 왜성 관련 건물지로 보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
르기까지 굴립주건물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굴립주건물지가 공교롭게도
왜성 내부에 위치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러므로 맹목적인 구분이 아닌 건물지의 구조
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한 구분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지뿐만 아니
라 기타 시설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왜성과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이제까지의 왜성 조사에서는 왜성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구조적 특징
에 맞게 고안된 조사방법의 결여로 인해 고고학적인 기초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장을 나누어, 먼저 왜성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
보고 다음 장에서 왜성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왜성 조사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도
록 하겠다.

Ⅲ. 왜성의 구조적 특징 이해
왜성은 이제까지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보면, 성벽과 호구, 성벽 내·외부에 조성된
堀과 목책, 그리고 성벽 내부의 곡륜과 건물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왜성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성벽과 호구, 곡륜, 건물지, 굴, 목책의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벽
성벽은 성의 외곽 둘레를 막은 건조물로 외부로부터 공격해 오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
하기 위해 성 가장자리에 土壤이나 돌을 이용하여 구축하는 시설이다. 조선의 읍성과 진성
은 대부분 성벽을 수직에 가깝게 쌓으며, 평면형태는 직선 또는 곡선을 이룬다. 그러나 왜
성의 성벽은 수직이 아닌 사선상으로 기울여 쌓으며, 평면형태도 직선 또는 곡선이 아닌 굴
절된 형태를 이룬다. 성벽의 경사각도는 대개 60~70°를 이루며, 굴절부는 일본 성곽 용어로
‘橫矢’라고 하여 지형이나 방어 또는 공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로 축조된다.
왜성의 성벽은 대개 여러 겹으로 둘러져 있어 그 평면형태를 기준으로 梯郭式, 連郭式,
輪郭式, 渦郭式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울산광역시 중구 2013: 75). 일본에서는 돌로 쌓은
성벽을 ‘石垣’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경사면을 따라 조성된 성벽은 ‘竪石垣’
이라 하여 따로 구분한다. 수석원은 왜성에서 확인되는 특징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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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왜성의 성벽 축조형태[左: 웅천왜성, 右: 성벽과 橫矢의 평면모식도(西ヶ谷恭弘 2002: 215)]

성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임진왜란 이후에 축성된 일본성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어 왜성
축성 당시에 조선의 성곽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나동욱 2012).
왜성 성벽의 상부에는 조선 읍성의 여장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고, 성벽이 굴절되는 모
퉁이[隅部]와 횡시의 상부에는 (장)방형의 隅櫓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 읍성

의 여장과 같은 시설은 일본 성곽연구자들은 ‘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는데, 판

자로 만들면 ‘板塀’, 토양을 쌓아 만들면 ‘土塀’으로 구분한다. 塀은 방어능력을 향상시키
고, 동시에 적을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은폐시설인데, 塀 상부에는 판재나 기와를 이
용하여 지붕을 만들고 병의 벽면에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의 작은 구멍을 내어 놓았
다. 병 벽면의 구멍은 ‘狹間’이라고 부르며, 적의 공격에서 안정적으로 활이나 탄환을 발
사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림 3>과 같이 狹間은 안쪽이 넓고 바깥쪽이 좁은 형태로 구멍
이 나 있어 방어력은 높이고 공격은 용이하도록 조성한다.

  
<그림 3> 塀의 단면구조(左: 小和田 泰経 2006: 140)와 姬路城의 塀과 狹間(右)

隅櫓는 2~3층이 많고 평소 창고로 사용되고 전시에는 측면방어를 위한 공격 장소로 사
용된다(울산광역시 중구 2013: 94). 櫓는 성벽 모퉁이나 횡시의 상부뿐만 아니라 성벽 상
부에 길게 조성하는 多聞櫓, 문과 결합된 櫓門 등이 구축되기도 하여 성벽 상부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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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통해 이와 같은 시설물의 설치 여부도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림 4> 隅櫓와 多聞櫓의 實例[左: 隅櫓의 예(일본 松江城), 右: 多聞櫓의 예(일본 熊本城)]

성벽에 부가되는 시설은 이외에도 방어 또는 공격시설로서 우리나라의 雉城과 같은 구
조물이 확인되는데, 이 치성도 조선의 성곽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나동욱
2012). 왜성에서 치성은 대부분 성벽의 굴절이 어려운 수석원에 부가되는 경향이 강한 것
으로 보인다.

2. 호구(虎口)
성벽은 폐쇄적인 시설이지만 성 내부의 사람들이 성 내·외부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필
수적으로 성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왜성도 출입을 위한 성문이 설치되는데, 왜성의 성문
은 ‘虎口(고구치)’라고 부르며, 어원은 작은 출입문이라는 뜻의 ‘小口(고구치)’에서 변형되
었다고 전해진다(울산광역시 중구 2013: 88). 조선 읍성과 진성의 성문이 대부분 직출입
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는 데 반해, 왜성의 성문은 적의 진입이 난해하도록 여러 번 굴절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성곽의 출입문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왜성에서
도 이 3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平入り虎口

喰違い虎口

枡形虎口

<그림 5> 虎口의 분류[出典: フリー百科事典 『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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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곽에 있어서는 호구의 발전방향을 平入り虎口 → 喰違い虎口 → 枡形虎口 순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구의 형태에 따른 방어 양상을 살펴보면, 平入り虎口는 정면에서 적과
대응되게 1면에서만 공격할 수 있고, 喰違い虎口는 2면, 가장 발달한 枡形虎口는 출입구
와 출입구 사이에 작은 광장을 만들어 적이 1차 출입구를 지났을 때 3면에서 공격할 수 있

는 구조이다. 枡形虎口는 조성된 위치에 따라 다시 外枡形과 內枡形으로 구분되는데, 외
승형은 공격에 유리하고 내승형은 방어에 유리한 구조로 알려져 있다(나동욱 2012: 297).

3. 곡륜(曲輪)
곡륜은 일본용어로 ‘쿠루와(くるわ)’라고 부르며, 성의 一區劃을 이르는 의미(鳥羽正雄
1995: 109)로 사용된다. 쿠루와를 표기하는 한자로는 ‘郭(くるわ)’과 ‘曲輪(くるわ)’이 있는
데, ‘郭’은 원래 도시를 둘러싼 성벽 등 침입을 막는 외연의 방어시설을 가리킨다. 이것에
비해 ‘曲輪’은 그러한 방어시설에 의해 지켜지는 내부공간을 지칭하는 의미가 더 크다(울
산광역시 중구 2013: 73). 그러한 의미에서인지 이제까지의 왜성 조사보고서에는 인위적
인 평탄면을 지칭하는 용어로 ‘郭’보다는 ‘曲輪’의 사용예가 더 많이 확인된다.
왜성은 산지나 구릉 사면을 그 범위로 조성하여 원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방어시설
이나 생활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경사면을 인위적으로 평탄화한 곡
륜을 조성하여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곡륜은 산정부나 구릉 정부를 중심에 두고 波
狀의 형태로 대부분 연속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곡륜은 산이나 구릉 사면의 경사면 위쪽을 절토하여 절토 시에 생성된 土壤을 경사면
아래쪽에 성토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곡륜이 연속적으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성토부의 전
면과 절토부의 시작점이 같은 선상에 위치하게 되며, 이 선상에 석축을 하여 성토층이 무
너지지 않게 보호하는 기능과 동시에 성벽과 같이 방어의 역할을 겸하게 한다(그림 6).
곡륜은 형태와 기능에 따라 帶曲輪, 腰曲輪으로 分類하기도 한다(그림 6). 帶曲輪은 주
요 곡륜의 외측에 띠상으로 곡륜을 에워싸듯 세장하게 만든 보조적 기능의 공간을 지칭
하며, 腰曲輪은 대곡륜보다 짧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곡륜을 말한다(나동욱 2012: 336343). 이 외에도 일본성에는 성문 엄호와 출병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馬出し가 설치되
는데, 성벽 외측으로 돌출시켜 평탄면을 조성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馬出曲輪’으로 구
분하기도 한다(나동욱 2012: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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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곡륜 단면 모식도(左)와 곡륜의 구분(右)

4. 건물지
왜성의 내부 건물의 배치와 구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군과의 전쟁에 참여한 명나라 종군화가가 순천왜교성 전투장면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征倭紀功圖卷>을 통해 어느 정도 건물의 형태와 배치상태를 알 수 있다.
<그림 7>을 보면, 바다를 향해 있는 정상부에는 三層의 천수각이 눈에 띄게 묘사되어
있고 천수각을 여러 겹으로 에워싼 성벽이 확인된다. 겹겹으로 둘러진 성벽과 성벽 사이
공간에는 장방형의 건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천수각 주변 건물과 성벽이나 호구
상부에 조성된 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붕이 기와지붕이 아닌 판옥 또는 초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征倭紀功圖卷> 의 순천왜교성 전투 장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왜성 관련 건물지는 수혈을 파고 그 내부에 목주를 세워 구축하
는 굴립주건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왜성 관련 건물지는 굴립주건물지로 대표된다.
굴립주건물은 대부분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이루며, 곡륜의 절토부에 집중 조성되는 양상
을 나타낸다. 굴립주건물지의 주혈은 구포왜성과 같이 지름 30cm 내외의 소형 주혈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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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것과 임랑포왜성, 서생포왜성과 같이 지름이 70cm 내외의 대형 주혈로 조성된 것
이 있다. 건물지를 이루는 주혈 간의 간격은 약 200cm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왜
성 관련 건물지의 구분을 행하거나 중복된 굴립주건물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성 내부 건물지에는 굴립주건물지 외에 완사면을 ‘⊓’형태로 굴착하고 굴착면의 가장
10)

자리를 따라 기단을 설치한 건물지가 확인된다 . 이 건물지는 서생포왜성과 임랑포왜성
에서 각각 1동이 확인되어 그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서생포왜성의 경우 건물지는 초축
11)

이후에 수축된 양상이 뚜렷하며, 수축된 건물지의 상면에서는 ‘穴藏(あなぐら) ’이라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초축 당시 상면에서는 경사면 위쪽의 곡륜으로 향하는 형
태로 곡선상의 판상할석 열이 확인되었다. 판상할석의 지름은 약 30cm이고 판상할석 간
의 간격은 30~40cm로 일정하였다. 이 시설은 名護屋城 山里丸의 茶室 주변에서 확인된
飛石과 유사하여 물고임이 심한 지역을 이동하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성격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4: 132).
기장 임랑포왜성에서 확인된 1호 건물지는 왜성과는 별개의 유구로 보고되었지만, 구
조상 서생포왜성에서 조사된 건물지와 유사하여 왜성 관련 건물지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림 8>을 보면, 경사면을 굴착하고 굴착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기단을 설치한 것이 동일
하게 확인된다.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그림 8> 곡륜 단면 모식도(左)와 곡륜의 구분(右)

5. 굴(堀)
왜성에도 우리나라 성곽의 해자와 같은 시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해

10) 이 건물지는 편의상 ‘기단건물지’로 명명하여 굴립주건물지와 구분하고자 한다.
11)	땅속에 구덩이를 파고 물건을 저장해 두는 곳[地中に穴を掘って、物を蓄えるようにした所(출처-http://dictionary.goo.
n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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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같은 시설을 ‘堀’이라 하여 그 형태와 축조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다.
굴은 내부 채움 물질, 설치방향, 단면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되는데, 각 기준에 따라 3~4
가지로 구분된다. 채움 물질은 물로 채우는 水堀, 진흙으로 채우는 泥田堀, 아무것도 채
우지 않는 空堀로 나누어지며, 설치방향에 따라서는 橫堀, 竪堀, 畝堀로 나누어진다. 굴
의 단면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굴의 바닥면이 평평한 것을 箱堀, 둥근 것을 毛拔堀, ‘V’자
형인 것을 藥硏堀, 양벽의 경사각을 달리하여 비대칭적인 바닥면을 이루는 것을 片藥硏
堀으로 구분한다.

   

<그림 9> 畝堀(左: 村田修三 2008: 9)과 障子堀(右:출처-http://underzero.net/html/casl/cas_m_hori.htm)

특수한 형태의 굴로는 굴의 바닥면을 종횡으로 구획하여 격자형으로 만든 障子堀이 있
는데, 이것은 성내로 진입하는 적병의 행동을 제한하여 쉽게 사격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의 굴이다.
왜성 조사에서 굴이 확인된 예는 순천왜성과 눌차왜성, 웅천왜성이 있는데, 눌차왜성
의 굴은 조사자가 竪堀로 보고하고 있지만, 형태와 구조상 굴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순천왜성의 굴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굴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1
조의 트렌치를 3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단면형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굴은 웅천왜성의 조사예가 유일한데, 웅천왜성의 굴은 형태상 畝
堀 또는 畝狀竪堀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굴은 급경사를 이루는 자연 경사면을 경사방향
과 나란하게 여러 조의 구를 파서 적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목책
목책은 울산왜성과 김해왜성에서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배치와 구조상 목
책으로써의 역할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목책의 존재는 <그림 7>의 <征倭紀功圖卷>과
<그림 20>의 <울산성전투도>에서 뚜렷이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성벽 외부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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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왜성과 관련된 목책의 존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고 있다. <征倭紀功圖卷>과 <울산성전투도>를 바탕으로 볼 때, 목책은 성벽의 외연을 따
라 열상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성벽 외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된다면
그 존재가 뚜렷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왜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이외에도 우물, 배수로, 계단지, 그리고 그 성격이 불분명
한 관련 수혈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조선의 성곽유구에서
도 흔하게 확인되는 유구이며, 발굴조사예가 뚜렷하지 않아 조선시대의 유구와 구별되는
특징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은 그 존재만 언급해 두
고자 한다.

Ⅳ. 발전적 조사방법의 모색
1. 사전조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앞서 실시되는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굴조사자는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성과를 숙지하는 정도의 사
전지식을 가진 채 발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조사자
가 여러 번 조사경험이 있는 유적일 경우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조사자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구조와 성격의 유적일 경우에는 발굴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왜성
도 이러한 유적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의 성곽과는 다른 구조와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발
굴조사에 앞서 별도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사전조사에서는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주변일대의 고고학적인 조사자료는 기본이고,
왜성과 관련된 각종 서적들과 문헌기록, 지도자료, 근대화 이전의 사진자료도 섭렵해야
한다. 문헌기록을 통해서 보면,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의 왜성의 축성과 관련된 자료
(축조시기와 축조자 등)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성벽의 길이와 높이, 내부건
물의 수와 크기, 구조 등도 알 수 있는 예도 있다. 울산왜성의 경우, 1915년 일본인 小宮謙
藏이 문헌사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蔚山城址考』라는 책자에는 울산왜성의 성벽 길이와
높이, 건물 수, 건물의 규모와 구조, 목책의 길이, 해자의 길이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차철욱 역 2010). 이러한 문헌기록은 향후 진행될 발굴조사를 통한 검증으로 왜성의
구조 복원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왜성 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료는 조선 후기의 고지도에서부터 근래에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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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형도까지 다양하다. 지도자료는 성벽의 형태와 규모를 알 수 있게 해 주며, 디테일
한 지도인 경우에는 곡륜이나 굴 등의 위치와 수, 배치양상까지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왜
성은 일본의 성곽발달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어 일본 성곽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기초 자료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인들에 의해 서생포왜성, 기장
왜성, 김해왜성, 가덕왜성, 안골포왜성, 웅천왜성, 양산왜성의 측량도가 제작되었다(城郭
談話會 1997~2010). 이 측량도는 성의 규모와 성벽의 평면 형태, 호구의 위치, 곡륜과 굴
의 배치양상까지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제작되었는데, 이러한 측량도를 사전에 확보
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한다면 성벽과 호구, 곡륜, 굴 등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측량도 외에도 일제강점기의 지적도와 고지도는 성벽의 형태와 호구의 위치, 정유재란
이후 조선의 왜성 활용 양상 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서생포왜성의 경우, 울산서생진
지도와 일제강점기의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성벽의 형태와 호구의 위치, 민가 조성상태,
토지의 지목 등을 통해 조선 후기의 왜성 활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양상은 왜성
의 중심에 있는 1곽과 2곽을 제외한 부분의 수군진지로의 전환이다(그림 10). 발굴조사가
예정된 지역이 지도상 수군진지로 전용된 부분에 해당한다면 왜성 이후에 수군진영과 관
련된 시설물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시굴조사에서 중복양상이 일부만 확인되
었다 하더라도 발굴조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단일 유적과는 다른 조사계획을 수
립해야 할 것이다.

울산서생진지도(1872)

일제강점기 지적도

서생포왜성 측량도(高田 徹 作圖)

<그림 10> 서생포왜성 관련 지도 비교

왜성은 남해안 개발과 맞물려 1970년대 이후로 각종 개발공사와 도시화로 인해 멸실되
거나 크게 훼손되어 그 원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왜성의 경우 근대화 이전
의 사진자료는 발굴조사에 앞서 유적의 훼손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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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호구의 위치와 형태, 구조까지도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어 발굴조사에 큰 도움이 된다.
발굴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진자료는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과 근대화 이전의 항공
사진을 들 수 있으며, 이 자료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토지리원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울산왜성의 위치가 확인되는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1967년 촬영)

   
<그림 12> 일제강점기 부산진성(자성대왜성)의 전경(左)·서문(右) 사진(독립기념관 소장)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사전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굴조사지역이 왜성의 어느 부분
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조사지역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시설의 성격과 구조를 이
해한 이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굴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표조사에서 곧바로 발
굴조사를 착수하게 된 경우라면 유적의 훼손이 심한 부분이나 조사지역의 가장자리에 층
위를 파악할 수 있는 트렌치를 설정하여 조사지역의 토층 파악을 선행하여야 한다. 조사
지역의 토층 파악이 완료되면, 유적의 조성상태나 폐기상태를 바탕으로 조사방법을 결정
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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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왜성 조사는 크게 성벽과 성벽 내부, 성벽 외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하에서는 이러한 구분 기준으로 각 지점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시설들을 파악해 보고 각 시
설들에 대한 기존 조사방법을 검토하여 조사방법의 수정을 시도해 보았다. 조사방법의
수정은 이제까지의 발굴조사에서 조사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 성벽, 내부조사에
서 곡륜과 건물지, 외부조사에서 굴과 목책을 중심으로 시도하였다.

1) 성벽 조사
성벽은 순천왜성과 선진리왜성, 울산왜성, 웅천왜성, 선진리왜성에서 각각 조사되었지
만, 아직까지 왜성의 성벽 축조방법에 대한 정설은 없는 것 같다. 왜성의 성벽은 대부분
성의 외측을 감싸는 외성벽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예를 바탕으
로 보면 외성벽은 외면에는 석축을 하고 성 내면에는 성토를 하여 성벽을 쌓는 편축이 일
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웅천왜성의 경우, 성 내부에도 1~2단의 내벽석이 확인되지만 외
벽만큼 높게 쌓아 협축의 형태를 이루지는 않는다. 성벽 조사는 이러한 성벽의 구조 때문
인지 대부분 성벽과 직교하는 트렌치를 설정하여 성벽의 성토 부분만 절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조사예는 순천왜성과 선진리왜성을 들 수 있는데, 순천왜성의 성
벽조사는 폭 2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성토 부분의 단면 일부만 확인하는 조사에 그쳤고
(전남대학교박물관 2006),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된 선진리왜성도 성벽에 대한 조
사는 트렌치 조사로 이루어졌다(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성벽에 대한 조사는 외면의 석축을 노출하여 석축의 입면도와 성벽 단면도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성벽의 입면도 작성은 석축방법의 변화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게 하며,
성벽 단면도의 작성은 성벽의 기울기를 圖上化할 수 있어 왜성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
12)

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성벽의 상부는 후대의 붕괴로 인해 원형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전면적인 노출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벽의 상부는 앞서 살
13)

펴본 櫓가 설치되는 부분으로 노의 기초 시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벽의
내·외면과 상부의 노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벽이 어긋나 있거나 성벽이 마감된
흔적이 확인된다면 호구의 존재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성벽의 외면에 대한 조
사가 완료되면 성벽의 단면구조와 축조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왜성의 성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벽 내부 적심을 토양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12) 왜성 성벽의 기울기는 시간적인 속성으로 왜성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파악되고 있다.
13)	櫓의 기초는 ‘土台’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적심이나 초석과는 달리 성벽의 상부에 나무를 걸쳐 기초로 한다. 따라서 노의 기초는 적
심이나 초석의 형태로 확인되지 않고 할석무지의 형태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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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내부 적심 토양은 우리나라 土城의 성벽과 같이 판축다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연적인 붕괴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왜성 유적을 답사하다 보면 대부분 성
벽의 상부가 무너져 내리기보다는 성벽의 하단부 또는 중앙부가 터져 나오는 양상으로
붕괴된 부분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벽 내부를 단순히 토양으로 채웠기 때문
14)

인 것으로 판단된다. 순천왜성의 천수대 동편 성벽은 根石 이 너무 작고 트렌치 부분과
좌·우의 외면 석축방법이 서로 달라 부분적인 수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전남대학교
박물관 2006: 54-56). 서생포왜성 창표당부지 내 유적의 2구역 곡륜 전면 석축의 경우도
모두 3 부분에 트렌치를 설정하여 토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3부분 중 2부분의 석축이 초
축 이후에 수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4). 따라서 성벽에 대한 트
렌치 조사만으로 성벽의 구조와 축조방법을 단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
는 위험이 있다.
울산왜성과 웅천왜성의 성벽 조사는 순천왜성과 선진리왜성 조사와는 달리 구제발굴
의 형태로 조사지역 전면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울산왜성은 외성벽의 남동쪽 일부분에 대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에서 주목
되는 것은 성벽과 직교하게 확인되는 3조의 석열이다(그림 13). 석열은 2~3단으로 쌓여
있으며, 석열 간의 간격은 240cm 정도이다. 보고자는 이 석열의 존재를 성벽의 분단시공
과 관련된 시설물로 추정하고 있다(동서문물연구원 2013: 16). 이 시설은 필자가 직접 실
견하였는데, 석열의 바닥면은 생토층과 접해 있고 1차 성토층의 상부 높이와 거의 유사한
높이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성벽과 직교한 트렌치만 설정한 후 평면제토를 실시하여 석
열을 기준으로 좌우의 토층양상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석열의 기능적
인 역할은 추측으로만 가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웅천왜성은 현재 도로개설사업에 앞서 구제발굴조사로 외성벽 일부와 櫓臺, 堀 등이
조사되고 있다. 성벽은 폭 4m 정도로 능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데, 이 중 잔존상태가 양
호한 성벽에 대해 횡방향으로 절단하여 성벽 단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웅천왜성의 성
벽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외벽석과 성토층 사이에 율석 외의 지름 30cm 내외의 할석
무지가 확인되는 것이다(그림 14). 성벽의 외벽석 뒷채움으로 율석을 넣는 것은 이미 여
러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 왜성의 성벽축조에 특징적인 요소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름
30cm 내외의 할석무지의 성격은 현재 조사자와 왜성 전공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으
로 그 성격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14) 石垣 등에서 가장 아래에 쌓는 초석(츨처-http://kotobank.jp/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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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울산왜성 성벽 및 내부 석열(
(동서문물연구원 2013: 16)

) 평면도

<그림 14> 웅천왜성 성벽 내 할석무지(

)

(해동문화재연구원 2014)

이상과 같이 왜성 성벽 조사에서 다양한 시설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 시설들의 존재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변화가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기
존의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성벽 조사방법의 수정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
겠다.
왜성의 성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축 이후에 여러 번의 수축이 행해진 예가 많고
단기간에 축성하기 위해 여러 그룹이 성벽을 분할하여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벽석의 관찰을 통해 석축방법이 상이한 부분이나 벽석의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
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벽이 가장 양호하게 잔존해 있는 서생포왜성의 경우, 남
쪽 수석원의 외성벽 관찰을 통해 석축방법이 구분되는 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확인된
석축구분선은 분단석축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었다(그림 15).

<그림 15> 서생포왜성 남쪽 竪石垣 분할 석축선 위치도
(上: 城郭談話會 1999: 부록에서 轉載, 下: 서생포왜성 남쪽 수석원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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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성벽 발굴조사는 성벽의 진행방향에 직교되는 트렌치를 설정하는 방법으
로 진행되었지만, 트렌치 조사는 유구의 부분적인 파괴를 통한 단면조사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고자료의 확보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므
로 다양한 시설들이 확인되는 왜성의 성벽 조사는 외벽석의 표면관찰을 토대로 하여 트
렌치와 피트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즉, <그림 16>와 같이 분할석축된 부분은 피트를
설정하여 분단시공을 위한 석열의 확인과 함께 토층조사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분할
석축선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벽과 직교한 트렌치를 설정하여 단면조사를
실시한다.
트렌치 조사는 단면조사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일정한 폭으로 평면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단번에 성벽 바닥까지 굴착하지 말고 평면과 단면 관찰을 통한 시설물의 유
무를 확인해 가면서 제토한다. 트렌치 조사에서 시설물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트조사 부
분을 같은 깊이까지 제토하여 시설물의 분포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림 16> 분할석축선이 확인된 부분에 대한 트렌치 및 피트 조사 계획도

피트 조사에서도 먼저 가장자리를 따라 트렌치를 설정하여 토층의 변화양상을 미리 파
악한 후 평면제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성벽 중앙부에 성벽과 나란한 둑을 남기고 성벽 외
측으로도 피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웅천왜성에서 확인된 내부 성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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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할석무지의 조사와 함께 성벽의 외벽석 관찰로는 파악되지 않는 석축 단위의 구분
과 성벽 수축여부를 평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벽 내부조사
왜성의 성벽 내부에는 곡륜, 건물지를 비롯하여 우물, 계단, 집수시설, 수혈, 구와 같은
15)

다양한 시설 들이 확인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시설은 곡륜이다. 곡륜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성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시설로 생활을 위한 건물이나 군
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대지를 평탄화한 것이다. 곡륜은 발굴조사가 이루어
진 12개소의 왜성유적 중에 10개소의 유적에서 확인되어 왜성 내부를 조사할 때에는 반
드시 곡륜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곡륜은 경사면 위쪽을 절토하고 절토 시에 생성된 토양을 경사면 아래쪽에 쌓는 방식
으로 조성되는데, 경사면 아래쪽 성토부는 우리나라 고대 토성과 같이 판축상으로 다져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자로 하여금 후대의 복토층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성 내부조사에 앞서 곡륜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곡륜은 구릉 또는 산사면을 인위적으로 평탄화했기 때문에 극심하게 지형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트렌치 조사나 평면제토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대략적인 위치와 범
위를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앞서 곡륜의 위치와 범위, 가능하다면
조성된 수까지도 파악하여 조사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곡륜의 조사는 잡풀을 제거하고 현대 경작층이나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
작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곡륜 전면부의 석축 범위를 파악하고 석축의 전면을 먼저 노
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곡륜도 초축 이후에 부분적인 수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파악되어 전면부 석축 관찰을 통해 수축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축의 표면적인 관찰로 수축 부분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심되는 부분
에 대해 곡륜 성토부 평면조사를 실시하여 수축여부를 거듭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곡륜 전면부 석축의 수축 예는 서생포왜성 창표당부지 내 유적 2구역 곡륜부에서 뚜렷
하게 확인되는데, 모두 3부분에 설정한 트렌치 중 1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축 이후에
수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4).

15)	‘시설’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
풀어 설비함. 또는 그런 설비(네이버 국어사전)’로 정의되어 토목·건축적인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구
조물과 같은 건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초와 같은 토목적인 것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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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서생포왜성 창표당부지 내 유적 2구역 곡륜 토층(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4)

<그림 17>을 보면, 녹색으로 표시한 층위가 왜성 초축 당시 곡륜의 성토층인데, 기준토
층 1·2에서는 녹색 성토층의 전면부가 절단된 형태로 확인되어 전면부 석축이 수축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준토층 3에서는 전면부 석축이 유실된 상태지만 성토층이 절토된 흔
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곡륜의 조성방법은 기준토층 1·2를 기준으로 한다면 성토 이후
에 전면부를 절토하여 석축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기준토층 3을 기준으
로 하면 전면부에 할석무지를 두어 성토와 동시에 전면부에 석축을 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곡륜의 여러 부분에 대한 단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을
대상으로 단면 토층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곡륜의 조성방법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른 결론
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곡륜에 대한 조사는 여러 개의 곡륜을 하나의 트렌치
로 꿰는 형태로 1조만 설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곡륜의 조성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아닌 곡륜의 수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 치중한 조사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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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개의 트렌치를 설정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곡륜조사는 곡륜 상부에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곡륜의 평면 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렌치를 먼저
설정하여 절토부와 성토부를 구분하고 성토층의 토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조사에 도움
이 된다.

<그림 18> 서생포왜성 곡륜부 왜성 관련 유구배치도 및 2구역 곡륜 단면도

서생포왜성의 조사예를 보면, 왜성과 관련된 시설은 대부분 절토부에 조성되며, 성토
부에는 후대의 경작지나 수혈 등이 조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는 곡륜의 성토
부는 지반이 약하여 건물이나 군사시설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18>의 서생
포왜성 곡륜부 왜성 관련 유구 배치도를 보면, 대부분의 건물지와 관련시설들이 성토부
가 아닌 절토부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토부 토성의 파악은 왜성 축조 당시의 유구와 이후에 조성된 유구의 선후관계를 파
악하는 데 유리하다. 곡륜 성토부의 성토는 절토부 굴착 시에 생성된 생토층을 이용하는
데, 대부분 굴착과 동시에 성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토층은 생토층의 토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후에 조성된 유구의 내부토와는 다른 토성을 가지기
때문에 상·하 중복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후관계의 구분이 가능하다.
곡륜의 조사방법은 편축된 성벽과 구조, 축조방법이 유사하여 성벽 조사방법과 동일하
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먼저 전면부 석축을 관찰하여 석축분할선이 확인되는지
를 파악한 다음, 석축분할선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트를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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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는 트렌치를 설정하여 단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왜성 내부조사에서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된 굴립주건물지에 대한 조사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굴립주건물은 목주가 지하에 묻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지만 짧은 시간에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성 내부의 건물이
대부분 굴립주건물 형태로 조성된 것은 단기간에 생활시설이나 군사시설을 마련할 수밖
에 없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굴립주건물은 임랑포왜성과 구포왜성, 서생포
왜성에서 다수가 조사되었는데, 굴립주건물지의 주혈은 약 200cm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주혈의 배치는 일본의 名護屋城 내부에서 조사된 굴립주건물지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1998)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왜성과 관련된 유구로 파
16)

악된다. <그림 19>는 서생포왜성에서 확인된 1구역 굴립주건물지 1호와 名護屋城 내부
에서 조사된 굴립주건물지이다. 기본적으로 지름 70cm 내외의 수혈을 말각방형 또는 원
형으로 파고 내부에 목주를 세워 구축한 것과 목주 간의 거리를 약 200cm 간격으로 둔
것, 평면형태도 정면 10칸, 측면 2~3칸의 세장방형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평면조사에서
확인된 주혈은 내부토의 유사성 검토와 더불어 주혈 내부 목주 간의 간격을 고려하여 하
나의 건물로 조합할 수 있을 것이다.
굴립주건물을 이루는 개별 주혈에 대한 조사방법은 주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조사방법은 평면조사를 통해 목주의 위치를 파악하고, 목주를 횡가하는 선상으
로 단면조사를 실시하여 목주의 설치 방향과 보강토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주혈의 단면
조사는 크기가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하여 조사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구조복원에 도움
이 된다. 임랑포왜성과 서생포왜성과 같이 굴립주건물을 이루는 주혈이 지름 70cm 내외
로 큰 경우에는 절반을 절개하는 기존의 조사방법과는 달리 4등분하여 1/4부분에 대해 먼
저 단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주혈이 사선상으로 파여져 있거
나 목주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을 때 그 방향에 맞게 단면조사 방향을 수정하기가 용이하
며, 평면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주혈의 위치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구포왜성과 같이
굴립주건물의 주혈이 작은 경우는 절반을 절개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절반부를 바닥까지 굴착하여 조사하지 말고 단계를 나누어 평면과 단면을 확인한다면 보
다 나은 조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단면조사가 완료되면 대부분 주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주혈 내부에는 반드시 한 개의 목주가 설치되는 것으로
16)	이러한 길이의 척도는 조선의 척도와는 달라 구분이 가능하다. 일본 전 열도를 통일한 豊信秀吉은 도량형을 통일하였는데, 이 중
길이의 단위를 6尺 3寸을 1間(191cm)으로 정한 것이 주목된다. 왜성에서 확인되는 굴립주건물지의 주혈 간격이 약 200cm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척도를 기준으로 구축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92

야외고고학 제21호

야외고고학-4교.indb 92

2014-11-24 오후 2:31:22

오인하는 것에서 비롯된 듯한데, 하나의 주혈 내부에서 2개의 목주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
으므로 보존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절반 부분에 대해서도 해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19> 서생포왜성 및 명호옥성 내부 굴립주건물지
(左: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4, 右: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1998)

왜성 내부에서는 굴립주건물지 외에 기단건물지로 분류될 수 있는 독특한 건물지가 확
인되고 있는데, 이 건물지는 임랑포왜성과 서생포왜성에서 각각 1동씩 조사되었다. 기단

건물지는 완사면을 ‘⊓’형태로 굴착하고 굴착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기단을 설치하였는데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이룬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서생포왜성 창표당부지 내 유적 2구역
건물지 2호를 예로 보면, 기단을 경사면 위쪽을 감싸듯이 설치하고 상면에는 판석을 이용
하여 敷石하였다. 부석은 건물지의 중앙부에 한정되어 확인되고 부석의 중앙에는 穴藏이
조성되어 있다. 이 건물은 수혈을 파고 조성되기 때문에 평면조사 단계에서는 수혈주거지
로 오인할 수 있고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굴립주건물과 전혀 다른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17)

왜성과 관련된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물지가 곡륜의 절토부에 위
치한다는 것과 기단을 경사면 위쪽 절토면에 설치한 것, 그리고 내부에 穴藏이라는 독특
한 시설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본다면 왜성과 관련된 시설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기단건물지 조사는 조선시대의 건물지와 동일하게 중심을 기준으로 구획하여 트렌치
조사와 평면조사를 병행하면 되겠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기단건물지는 굴립주건물에 비
해 규모는 작지만 수혈을 파서 기단을 축조하고 상면에 판석으로 부석을 하는 것으로 보
아 굴립주건물보다 많은 노력이 투여된 것으로 보이며, 건물이 곡륜과 곡륜을 연결하는
선상에 위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수한 성격의 건물로 추정된다. 그러한 이유에서

17)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는 왜성과 구분하여 별도의 건물지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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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상·하 중복된 양상으로 수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단건물지의 경우 가능한 한 굴
착면까지 평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생포왜성에서 조사된 기단건물지는 수축된 건
물의 상면에는 판석으로 부석하였지만, 초축 당시의 건물 상면에는 지름 약 30cm의 판상
할석을 40~60cm 간격으로 놓아 디딤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수축된
경우 학술조사 또는 정비·복원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면 상부시설물 때문에
건물지의 바닥면까지 폭 30~50cm의 트렌치를 설정하여 토층양상만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다. 만약 트렌치상에서 판석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이후의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
지만, 판석과 판석 사이에 트렌치가 설정된다면 수축이 아니라 기단석 내부에 토양을 채
워 정지한 후 상부에 판석을 깐 1회적인 유구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굴립주
건물지와 더불어 기단건물지,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건물지나 시설물의 경우라도
항상 수축 또는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성벽 내부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시설은 굴과 목책이 있는데, 이 시설은 여러
겹으로 둘러진 왜성의 구조상 성벽 내부가 될 수도 있고, 외부가 될 수도 있다. 굴과 목책
의 조성 목적은 적이 성벽으로 쉽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성벽 외부에 주로
조성되는 시설로 파악된다. 따라서 굴과 목책은 성벽 외부시설로 파악하여 다음 단락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성벽 외부조사
왜성의 성벽 외부에는 목책과 굴, 병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는데,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에서는 굴과 목책만 확인되고 있다. 확인된 목책과 굴은 그 존재가 뚜렷하지 않고 추정이
가미된 부분이 많이 엿보이고 있어 그 존재와 구조 확인을 위한 조사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책은 김해왜성과 울산왜성에서 확인되었는데, 김해왜성은 내부 곡륜과 사선상으로
교차되는 형태로 주혈이 배치되어 있어 왜성과 관련된 시설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울산왜성은 외측으로 뻗어 나가는 토성 상부에서 3개의 주
혈이 확인되어 목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위치가 불분명하며, 확인된 수가 적어서 목
책인지 아니면 토성 상부에 구축된 건물의 주혈인지 알 수 없다.
목책의 조사는 목책을 이루는 목재가 모두 사라진 상태이므로 평면조사를 실시하여 목
책을 세우기 위한 수혈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목책은 평지에 조성될 수도 있겠지
만 토루나 굴의 내·외부에도 조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거리드를 설정하여 평면 배치와
관련시설물과의 축조관계를 동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목책의 기초시설로 추정되는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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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면상에서 확인되면, 앞서 살펴본 굴립주건물의 주혈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하는 것이 좋다. 목책은 상부구조물을 받치기 위한 기초시설이 아니므로 목재의 설치방
향이 다양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단면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목재를 수직으로 세워 조
성한 목책인지, 아니면 목재를 사선상으로 맞대어 세워 조성한 목책인지를 파악할 수 있
도록 한다.
굴은 순천왜성, 눌차왜성, 웅천왜성에서 확인되었는데, 순천왜성의 굴 조사는 일조의
트렌치를 3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전체적인 굴의 배치와 단면형태를 파악하지는 못
하였다. 눌차왜성에서 조사된 堀은 등고선과 직교하게 배치되어 있어 보고자는 竪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평면형태치와 단면형태가 정형성이 전혀 없고 방향성도 직선상이
아닌 사행상으로 조성되어 있어 굴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한국문
물연구원 2010).
웅천왜성에서 조사된 堀은 등고선과 직교하게 구를 연이어 파놓은 형태로 일본 성곽연
구자들은 이러한 구조의 굴을 畝堀 또는 畝狀竪堀로 부르고 있다(西ヶ谷恭弘 2002: 230233). 이러한 굴은 곡륜과 마찬가지로 발굴조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지형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굴의 종류는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그
구조도 다양하여 굴의 구조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
계상 굴의 구조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 그보다 근본적인 굴
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사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堀은 그 배치가 대개 성벽과 나란하게 조성되지만, 竪堀이나 畝堀과 같이 특수한 목적
하에 성벽 방향과 직교하게 조성하는 것도 있
다. 성벽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굴의 경우는 성
벽과 직교하게 설정한 트렌치를 설정하여 그 존
재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굴과 무굴의 경우는
성벽과 직교하게 설정된 트렌치 조사에서는 그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형관찰을
통해서 굴의 존재를 파악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
우에는 거리드를 설정하고 거리드의 외연을 따
라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정하여 그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굴의 존재
가 확인되면 굴의 평면조사를 세밀하게 진행하
여야 하는데, 이것은 평면형태와 단면형태에 따

<그림 20> <울산성전투도>에 표현된 토병

왜성(倭城) 조사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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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굴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굴은 성벽의 외측에 설치하여 성벽을 향해
공격해 오는 적의 진행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 폭과 깊이
가 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울산왜성의 축조에 관한 문헌자료를 정리해 놓
은 「蔚山城址考(차철욱 譯 2010)」의 내용에 따르면 굴의 폭과 깊이가 명시되어 있어 굴의
조성은 訓令에 따라 시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평면형태와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방향성이 정연하지 않다면 굴의 기능적 목적하에 조성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왜성의 성벽은 편축식으로 조성하는데, 성벽의 내측을 토양으로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렇다면 성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토양이 필요할 것이며, 이 토양은 수급이
용이한 근거리에서 조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은 당연하다. 성벽의 근거리로는 성벽이
조성되는 선상의 내측과 외측이 있는데, 내측은 성의 입지적 유리함을 가지기 위해서 외
측보다 지대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측의
토양을 파서 성벽 축조에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구덩이는 성벽
과 나란하게 배치되고 얼핏 堀과 같은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굴의 조사
에 있어서 세밀한 평면조사와 여러 부분을 대상으로 단면 토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병은 그 실체가 왜성 조사에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울산성전투도>에서 토병이 뚜렷하
게 묘사되고 있어 그 존재가 의심된다. 현재까지 조사는 성벽의 일부나 성벽 내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지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병
은 후대에 소멸되었거나 극히 일부분만 잔존하여 확인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목책과 굴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법과 동일하게 거리드를 설정하여 지형과 토층
의 변화양상, 굴과 성벽과의 위치관계 등을 통해 그 존재 여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왜성에 대한 조사는 1985년 울산왜성 조사를 기점으로 현재 2014년 웅천왜성의 발굴조
사까지 30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발굴조사는 대부분 구제
발굴조사로 진행되어 조사된 부분은 현재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이 소멸되었고, 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왜성의 구조와 축조방법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조사자의 왜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조사성과의
정리를 통한 조사방법의 모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
국 고대~조선시대 성곽에 대한 조사는 여러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이것을 종합한 『성곽조사방법론(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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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일본의 고대 성에 대한 조사방법은 수
록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 산재하는 왜성에 대한 조사방법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어도 왜성의 구조와 축조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
초자료의 확보를 위한 조사방법은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작성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제까지 조사된 왜성을 대상으로 조사현황을 살펴보고 보고서상에
서 확인되는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왜성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과 호
구, 곡륜, 건물지, 굴, 목책을 일본 성곽자료와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구조적인 특징을 살
펴보았다. 또한 기존 조사방법의 문제점과 각 시설별 구조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구조와
축조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발굴조사에 앞선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왜성에서 조사지역
의 위치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조사지역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시설에 대
한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문헌기록
과 지도자료, 사진자료를 예로 들어 각각의 유용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실제 발굴조사에 있어서 성벽조사는 외면 석축의 표면관찰을 통해 석축분할선의 존재
를 파악하고, 석축분할선이 확인되는 부분은 성벽의 내측에 피트를 설정하여 단면조사와
평면조사를 병행하게 하였다. 또한 석축분할선이 확인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성벽의
단면구조와 축조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트렌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성벽 내부조사에서는 곡륜과 건물지를 대상으로 조사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곡륜은 성
벽과 동일한 방법으로 곡륜 전면부 석축에 대한 관찰과 평면조사를 병행하여 수축된 부
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피트 조사와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기술하
였다. 건물지는 굴립주건물지와 기단건물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사방법을 제시하였다.
굴립주건물지는 목주의 간격과 주혈 내부토의 유사성 검토로 건물 조합이 가능하며, 굴
립주건물을 이루는 주혈은 평면조사와 수정된 단면조사방법을 통해 목주의 위치와 설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단건물지는 구조적인 특징을 들어 조선시대 건물지
와의 차이점을 설명함으로써 왜성과 관련된 건물지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굴립주
건물지와 기단건물지는 초축 이후에 수축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수축과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벽 외부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시설물로는 목책과 굴, 병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 존
재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그 존재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시설들은 배치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거리드를
설정하여 지형과 토층의 변화양상, 상호 위치관계 등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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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성은 그 규모가 크고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으므로 현 단계에서 획일
화된 조사방법을 제시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제발굴조사 형태로 진
행되는 왜성에 대한 조사는 향후의 점검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이같이 최선의
조사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다.
왜성 측량도와 같은 기초자료가 일본인의 손에 의해 작성되고 왜성에 대한 연구 또한
일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방관하는 것은 우리들 역시 이 땅에 산재하는 왜성이 그
들의 문화이자 그들의 유적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우리 역사의 한 부
분이듯이 왜성도 임진왜란 당시 우리 선조들의 국난 극복의 현장이므로 우리의 문화재
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의해 왜성의 역사적 의미가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풍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2014.8.20) ▶심사완료일(2014.10.6) ▶게재확정일(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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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ress Examination Methodology
Seong-hoon Park

(Hangyeore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Initiated from the excavation of Ulsan Fortress, currently there are 12 excavations
of fortresses that were built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under progress. The excavation
was a rescue excavation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roads or the infrastructure, however,
by looking at the current research, many problems arose from the excavation process.
The studies of the fortress structure or construction methods were very limited, and most
excavation was merely executed to look for the ruins. Thu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fortress excavation procedures and seek for ways to improve the
process.
Prior to the excavation process of the fortres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has to
be executed to comprehend which section of the fortress are being excavated, and it has
to begin after understanding the structures of facilities within the examined area. The
examination method depends on the fact that different facilities will be foun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particular examined section, thus methodology was separated into rampart
examination, interior of rampart examination and exterior of the rampart examination.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rampart examination has to observe the stone work
of the rampart exterior and locate the stonework split line, and on these located split lines,
the rampart should have an interior and an exterior pit in order to examine the cross section and the planes simultaneously.
The current study suggested that the interior of rampart examination had to focus
on Gokryun (曲輪) and building remains. Gokryun is separated into cut-slope section and
compiled section of the earth. The cut-slope section had similar construction method as the
rampart, thus it was concluded that examining both using the same method was most efficient. Moreover, this study illustrated that emphasized that, out of the building remains,
the buildings without an infrastructure (Gulipju- style building) had a unified scale of composition. The research further emphasized that most of the buildings without an infrastructure and the foundations of the building structure has had contraction or has been rebuilt
since the primary construction, thus a detailed examination of even the cut surface had to
be executed.
In regard to the exterior of rampart examination, the facilities that could be confirmed during the process are boris, wooden fences and walls. It is efficient to comprehend
the characters and structure of these facilities through mutual relationship, thus the study
suggest on executing a pit evaluation using the set grid and a detailed observation of the
planes along with the cross section examination.
Key words : Fortress, Methodology, Rampart, Hogu(虎口), Gokryun(曲輪), Building
remains, bori(堀), Wooden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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