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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산성의 성문은 출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방어에 취약한 곳이다. 따
라서 성 밖의 적은 많은 화력과 전투력을 성문에 집중 시켰고, 성문은 성 전투의 주요
접전지가 되었다. 성문은 전투기술의 변화에 따라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변모되었는
데, 이 같은 현황은 입지, 출입구 형태, 통행로 바닥면, 측벽 선단부 구조 등에서 살펴
진다.
백제 석축산성 성문 구조를 보면, 입지는 주능선 중앙·주능선 측면·비탈진 경사로
구분되며, 출입구 형태는 개거식·엇문식·현문식·개거식의 현문化 등 네 가지로 구
분된다. 통행로 바닥면은 대부분 內高外底의 계단과 같은 오름식 구조이며, 일부만이
內外水平의 평탄식 구조이다. 측벽 선단부는 전면과 뒷면이 ‘곡면-곡면, 곡면-직각,
직각-직각’ 등 세 가지 구조가 확인된다.
이 같은 백제 석축산성 성문은 입지는 ‘주능선 중앙(개거식만)→주능선 측면(개거식,
엇문식)→비탈진 경사면(개거식, 엇문식, 현문식)’ 순으로 변화되었고, 각 산성내 출입
구 형태의 조합은 ‘개거식+개거식→개거식+엇문식→현문식+현문식→개거식의 현문
化’순으로 변화되었다.
입지와 출입구 형태는 초기 출입이 용이한 ‘주능선 중앙의 개거식+개거식(임천 성흥
산성 동·남문)’구조에서 점차 출입이 어려운 ‘비탈진 경사면의 현문식+현문식(금산 백
령산성 남·북문)’으로 변모되면서 방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측벽 선단부는 ‘할석
형 거친 성돌:직각-직각’ 구조에서 ‘방형·장방형 다듬은 성돌:곡면-곡면’ 구조로 변
화되었는데(고사부리성 북문1·2차), 입지 및 출입구 형태와 함께 점진적으로 변화되
었다.
성문의 변화는 기능에 따른 구조변화로서 백제의 북부와 동부를 포함한 중앙(수도)지
역과 남부지역으로 양분된 초기형태에서 8차례 이상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되었고, 그
전개양상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6C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발전되었다.
한편, 한성기 토축산성으로 확인된 증평 추성산성 남성 내성 북동문지는 출입구 형태
는 개거식, 입지는 길게 바깥으로 돌출된 성벽의 주능선 중앙에 위치, 문지 조합은 개
거식+개거식만 축조되는 구조적 속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임천 성흥산성 동
문과 남문은 한성기 토축산성 문지와 동일한 구조적 속성을 지닌 석축산성 문지로서,
백제 석축산성 문지의 구조적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형태의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제어 :	백제, 석축산성, 구조, 입지, 출입구 형태, 통행로 바닥면, 측벽 선단부, 문
지 조합, 개거식, 엇문식, 현문식, 개거식의 현문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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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산성의 성문은 성내 출입 가능한 유일한 통로이자 방어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 적은 성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많은 화력과 전투력을 성문에 집중 시켰고, 성문은 일찍부터
城 전투의 주요 접전지가 되었다. 따라서, 성문은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축조기술이 도
입되었고, 전쟁의 변화와 함께 가장 민감하게 변화되어 왔다. 이 같은 중요성은 일찍부터
학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대상이 되었다.
한국 성문연구는 김동현(1975)과 손영식(1987)에 의해 성문형식과 유형, 구체적인 범주
를 구분한 이후, 현재까지 연구 진행되었다. 성문연구 대부분은 중세이후 성곽에 집중되
고, 고려~조선시대 읍성의 건축과 관련된 분석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고대산성 성문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증가된 발굴 조사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
다. 당시 산성 연구는 성벽 절개를 통해 확인된 성벽구조 현황 파악에 치중되었고, 정확
한 구조적 특징과 기술변화는 접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서정석(1998, 2002)에
의한 백제산성 입지(비고), 규모, 치석방식, 축성법 대한 분석·비교 연구가 이루어지면
1)

서 성문을 포함해 다양한 구조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
고대산성 성문만을 주제로한 연구는 서정호(2000)와 윤선영(2005)에 의해 시작되었다.
서정호는 고구려 산성 성문의 발굴 조사현황과 함께 벽화 고분에 표현된 성문을 살폈고,
윤선영은 한반도 남부지역 성문 발굴자료를 총정리 하였는데, 모두 개괄적인 구조를 검
토하는 정도였다. 성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차용걸(2008)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고구
려·백제·신라 산성에서 발굴 조사된 성문 사례와 특징을 검토하여 삼국간의 성문 구조
를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김병희(2007, 2011)는 신라산성의 현문식 성
문을 대상으로 구조와 형태를 검토하여 성문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첫 연구가 되었다.
백제산성 성문에 대한 관심은 차용걸(2004, 2008)이 신라산성과 달리 문턱 일부분이 곡
면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주목되었다. 하지만 연구는 삼국시대 산성 가운데 일부로서 언
급되었을 뿐, 정작 백제산성 성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
유는 신라산성에 비해 백제산성 성문에 대한 조사 자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그 만큼
이나 연구자들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백제산성 성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문 중

1)	서정석은 규모, 치석방법, 축성법 이외에도 입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산성이 삼국간 전쟁이 치열해 짐에 따
라 점차 높은 산(비고 200~300m이내)위에 견고하게 축성되기 시작하였고(徐程錫 1998), 이와 관련하여 성문 입지는 방어에 유
리한 경사지역에 입지하게 되면서 통일이후의 산성과 차이점을 지적하였다(徐程錫 2002), 이러한 구분은 현재까지도 삼국시대 석
축산성의 구조와 입지, 성격 등을 연구하는 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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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구조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석축산성 성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록 상태는
양호하지 않지만 발굴 조사된 잔존 성문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고, 기능과 함께 구조적
인 변천양상을 통해 석축산성 성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Ⅱ.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조사사례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백제 석축산성 문지는 12개소 산성에서 22개소 정도인데, 조사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천 성흥산성(그림 1, 安承周·徐程錫 1996)
임천 성흥산성은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에 위치한 둘레 1.200m의 테뫼식 석축산성
으로 백제시대 加林城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문지는 동·남·서문 등 3개소가 있으며, 이
중 동·남문 2개소가 조사되었다. 동·남문 내에는 입구를 가로지르는 석축시설 및 돌계
단이 확인되었다. 석축시설은 하층과 사용층에서 다수의 백제와편이 출토되어, 초축 이
후 백제시대 개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 임천 성흥산성 문지 조사 현황표
측벽선단부
전면
뒷면

규모(폭)
전면
뒷면

명칭

입지

입구
형태

성돌

동문

북벽과 동벽이 만나는
주능선 중앙

개거식

장방형
잘 다듬음

곡면

곡면

5.5m

남문

남벽과 동벽이 만나는
주능선 중앙

개거식

장방형
잘 다듬음

곡면

곡면
(추정)

5.5m

내부
시설

비고

4.8m

석축

내면 통쪽와통 와편 다수

-

돌계단

-

2)

2. 부여 나성(그림 1,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부여 나성은 백제 사비도읍을 둘러싼 총 길이 8.4㎞의 나성으로서, 여러 차례 발굴조사
를 통해 성벽이 조사된 바 있다. 문지는 동문과 동나성 제2문지가 조사된 바 있고, 동문은
유실이 심해 형태를 파악이 어려우나, 동나성 제2문지는 형태가 뚜렷이 확인되었다. 동나
성 제2문지는 야산의 구릉에 위치하여 산성의 문지와 같은 입지를 보이며,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여 엇문식으로 축성하였다. 측벽 선단부는 전면과 뒷면 모두 곡면

2) 부여 나성은 사비도읍을 둘러싼 성벽으로, 평지와 사면위, 야산위에 축조되어 있다. 현재 발굴 조사된 문지 가운데 동문지는 평지를
가로지르는 저습지 한가운데 입지하고 있어 석축산성 문지와는 직접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나성 제 2문지는 산사면에
위치하며, 일반 석축산성과 동일한 환경에서 축조되어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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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며, 규모는 전면 폭 7m, 뒷면 폭 15m이다. 내부에는 주공, 배수시설, 계단 등이 확
인되었다. 성문의 조성 및 사용시기는 6C초~7C후반으로 백제 멸망후 폐기된 것으로 보
고 있다.

3. 논산 노성산성(그림 1, 李南奭·李賢淑 2008)
노성산성은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에 위치한 둘레 894m의 포곡식(삼태기식) 석축
산성으로, 지표 및 내부 건물지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
지는 남·서·북문 등 3개소가 존재하며, 이 중 남문지가 발굴 조사되었다.
남문지는 동남벽 모서리 부분의 주능선에서 약 30m정도 떨어진 경사면에 입지한다. 출
입구 형태는 개거식으로 장방형으로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였으며, 측벽 선단부는 전면과
뒷면 모두 곡면 구조로 축성되었다. 규모는 초축이 전면과 뒷면 모두 폭 5.6m이며, 개축
시 폭 4.4m로 축소되었다. 바닥면은 다짐층을 3단 이상 굴광한 계단형태이며, 그 외 입구
를 가로지르는 석축시설을 조성하는 등 백제시대 2차에 걸쳐 보강된 것으로 보고 있다.

4. 대전 보문산성(그림 1, 李達勳 外 1994)
보문산성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둘레 300m의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문
지는 서·남문 2개소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백제 기와편과 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축조시기는 5C후반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2> 대전 보문산성 문지 조사 현황표
측벽선단부
전면
뒷면

규모(폭)
전면
뒷면

명칭

입지

입구
형태

성돌

서문

주능선에서 남서쪽
측면 경사에 위치

개거식

장방형
잘 다듬음

곡면

곡면

5.5m

남문

주능선에서 서남쪽
측면 경사에 위치

개거식

장방형
잘 다듬음

곡면

곡면

5.4m

내부
시설

비고

4.5m

-

바닥면 계단굴착(5단)

-

-

-

5. 금산 백령산성(그림 2,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07)
백령산성은 충남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에 위치한 둘레 207m의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문지는 남·북문 2개소가 조사되었다. 출입구 형태는 현문식으로 내부에서 백제 인장와
및 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초축 및 사용시기는 6C중후반~7C후반으로 백제 멸망과
함께 폐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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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금산 백령산성 문지 조사 현황표
명칭

입구
형태

입지

측벽선단부
전면
뒷면

성돌

규모(폭)
전면
뒷면

내부
시설

비고

배수로

바닥면 계단식 조성(2단)

남문

주능선에서 서쪽
현문식
20m떨어진 경사에 위치

장방형
잘 다듬음

곡면

직각

4.3m

4.0m

북문

주능선에서 동쪽 약
현문식
30m떨어진 경사에 위치

장방형
잘 다듬음

곡면

직각

3.2m

2.8m 주공4기

바닥면 전면 부석
계단식 조성

6. 순천 검단산성(그림 2, 順天大學校博物館·順天市 2004)
검단산성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에 위치한 둘레 430m의 석축산성이다. 문지는
남·북·서문 등 3개소가 조사되었다. 문지 내에서는 삼족기 등 토기편과, 내면에 승석흔
이 있는 백제 와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축조 및 사용 시기는 6C중엽에서 7C말로 파악하
고 있다. 조사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순천 검단산성 문지 조사 현황표
측벽선단부
전면
뒷면

규모(폭)
전면
뒷면

명칭

입지

입구
형태

성돌

남문

능선에서 동쪽으로
약간 비켜선 곳

개거식

할석형
거칠게 다듬음

곡면

직각

3.8m

서문

능선에서 북쪽으로
약간 비켜선 곳

개거식

할석형
거칠게 다듬음

곡면

직각

북문

주능선에서 20m
떨어진 동쪽 경사

개거식

할석형
거칠게 다듬음

곡면

직가

내부시설

비고

4.4m

주공2기
배수로

바닥면 1~2단 석렬
(계단식 추정)

3.5m

3.5m

-

바닥면 생토를 4단 굴착
계단식 조성

3.6m

3.9m

배수로

바닥면 5단
계단식 조성

7. 여수 고락산성(그림 2, 順天大學校博物館·麗水市 2003·2004)
고락산성은 전남 여수시 문수동에 위치한 둘레 350m의 석축산성이다. 성문은 남·
서·남서문 등 3개소가 조사되었다. 이 중 남서문은 폐쇄 현황만 확인되었고, 구체적인
조사는 남문과 서문에서 이루어졌다. 문지 내에서는 삼족기, 고배 등과 내면에 승석흔이
있는 백제 와편 등 검단산성과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표 5> 여수 고락산성 문지 조사 현황표
측벽선단부
전면
뒷면

규모(폭)
전면
뒷면

명칭

입지

입구
형태

성돌

남문

능선에서 서쪽으로
20m 떨어진 곳

개거식

할석형
거칠게 다듬음

곡면

직각

4.8m

서문

능선에서 북쪽으로
20m 떨어진 곳

개거식

할석형
거칠게 다듬음

곡면

직각

4.1m

내부시설

비고

4.2m

석축

-

4.6m

주공
10기

바닥면 생토를 굴착
계단식 조성

8. 여수 고락산 보루(그림 2, 順天大學校博物館·麗水市 2004)
고락산 보루는 고락산 정상 해발 355m의 봉우리에 위치한 둘레 100m의 테뫼식 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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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이다. 문지는 남서·동문 2개소가 조사되었는데, 남서문 경우 문지 외측 성돌 제거
만 진행되었고, 동문만이 정확한 구조와 형태가 확인되었다. 동문은 정상부와 연결된 주
능선과 접한 측면 경사에 입지한다. 출입구는 개거식이며, 할석형으로 거칠게 다듬은 석
재를 사용하였다. 측면 선단부는 전면과 뒷면 모두 직각구조 이고, 규모는 전면 폭 3.8m,
뒷면 폭 3.4m이다. 유물은 내면에 승석흔이 있는 기와편과 인장와 등 백제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9. 고사부리성(그림 2, 전북문화재연구원·정읍시 2013)
고사부리성은 전북 고부면 고부리 성황산에 위치한 둘레 1,055m의 석축산성으로 백제
五方城 가운데 하나인 中方城으로 비정되는 곳이다. 문지는 남·북·서문 등 3개가 조사
되었다. 이 중, 북문지는 초축 된 이후 백제시대 1차례 개축되었고, 남문은 대부분 유실되
고 주변 성벽 일부만이 잔존한다.
<표 6> 순천 검단산성 문지 조사 현황표
측벽선단부
전면
뒷면
직각
직각
곡면
곡면

규모(폭)
전면
뒷면
3.7m
3.1m 4.0m

장방형 잘다듬음

곡면

곡면

4.6m

5.4m

주혈8기

-

장방형 잘다듬음
(주변 성벽 현황고려)

유실

유실

약 6.0m이상
추정(수혈 고려)

수혈3기

-

명칭

입지

입구
형태

성돌

북문

주능선 북쪽 측면 경사

엇문식

1차 할석형 거칠게 다듬음
2차 장방형 잘 다듬음

서문

주능선 북쪽 측면 경사

엇문식

남문

남쪽 구릉의
비탈진 경사면

개거식
(추정)

내부
시설
-

비고
-

10. 순창 대모(홀어머니)산성(그림 2, 湖南文化財硏究·淳昌郡 2004)
대모산성은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대모산에 위치한 둘레 875m의 포곡식 석축산
성으로, 백제 道實郡의 치소로 추정되고 있다. 문지는 남·북문 등 2개소가 확인되었으
며, 이 중 북문이 발굴 조사되었다. 북문은 정상부 주능선에서 30m 동쪽으로 떨어진 경사
면에 위치한다. 출입구 형태는 엇문식으로 거칠게 다듬은 할석을 사용하여 축성하였고,
측벽 선단부는 전면과 뒷면 모두 곡면구조를 이룬다. 규모는 문폭 약 1.2m로서 협소하며,
바닥면은 전면 부석에 가깝게 석렬을 놓아 계단식으로 조성하였다. 유물은 내면에 승석
흔이 있는 백제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11. 청주 부모산성(그림 2, 충북대학교박물관 2012)
부모산성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부모산에 위치한 둘레 1,185m의 석축산성이다.
부모산성은 신라와 백제가 번갈아 점유했던 치열한 접경지역의 산성으로, 신라와 백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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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과 문지 축성기술이 확인되며, 유물 또한 백제와 신라의 것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문지는 동·서·남·북문 등 4개소이며, 이중 서문 2차는 백제에 의해 개축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서문의 입지는 주능선에서 약 30m정도 떨어진 동남쪽 경사에 위치한다. 출입
구는 현문식으로, 장방형의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였다. 측면 선단부는 전면은 유실되고,
뒷면은 곡면구조로 잔존한다. 규모는 1차 5.5m(추정), 2차 3.5m(추정)이며, 바닥면은 흙다
짐과 석재가 평탄하게 깔려있다. 유물은 인장와 등 백제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12. 광양 마로산성(그림 2, 順天大學校博物館·光陽市 2011)
마로산성은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위치한 둘레 550m의 석축산성이다. 문지는 동·
서·남문 등 3개소가 조사되었다. 3개소 문지는 모두 초축(1차) 개거식 축조 이후, 입구를
가로지르는 석축과 흙다짐으로 상층(2차)은 현문식 문지로 개축하였다.
<표 7> 광양 마로산성 문지 조사 현황표
명
칭
동
문

입지

입구 형태

정상부 능선에서 40m
떨어진 남쪽 경사

서
문

주능선에서 40m
떨어진 남쪽 경사

남
문

정상부 능선에서 20m
떨어진서쪽 경사

1차 개거식
2차 현문식
1차
2차
1차
2차

개거식
현문식
개거식
현문식

성돌

측벽선단부
전면 뒷면

규모(폭)
전면
뒷면

할석형
거칠게 다듬음

곡면 직각 5.6m

4.2m

할석형 거칠게
다듬음

곡면 직각 4.9m

4.0m

할석형
거칠게 다듬은

곡면 곡면 5.0m

3.5m

m
15

7m

<그림 1> 백제 석축산성 문지 조사 평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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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

비고

1차 주공4기 외 다수

백제 토기,
와편(내면
승석흔)

2차 석축 외 타원형석축
1차 주공8기
1차 주공 12기 외 다수
2차 석축 및 외부석축

백제 토기
구연편

4.0m

<그림 2> 백제 석축산성 문지 조사 평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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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문의 구조와 특징
발굴 조사된 백제 석축산성 성문 22개소는 문루와 같은 상부 시설은 모두 유실되었지
만 출입구와 통행로(바닥면) 그리고, 주공, 석축시설,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성문 검토
는 잔존구조를 토대로 축조하는 설계자 입장을 우선으로 삼았다. 축조는 먼저 입지 선정
후, 출입형태와 규모를 결정하고, 바닥면부터 축조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검토는
입지, 출입구 형태, 통행로 바닥면, 측벽 선단부 순으로 하였다.

1. 입지
백제산성을 포함한 삼국시대산성 성문은 출입의 편리함보다는 방어에 유리한 곳을 택
해 성문을 개설하여, 계곡으로 연결 되던가 적어도 능선에서 얼마간 비켜선 곳에 자리한
것으로 연구되었다(徐程錫 2002: 232). 따라서 성문의 입지는 축조와 출입에 용이한 주능
선 선상부와 관련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표 8).
<표 8>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입지 현황표
순번

유적명

성문

입지

지세

1

임천 성흥산성

동문

주능선 중앙

주능선 한가운데로서 평탄하고 안정적임.

남문

주능선 중앙

2

주능선 한가운데로서 평탄하고 안정적임.

부여 동나성

제2문지

주능선 측면

주능선 한가운데서 동쪽 측면 경사에 위치

3

논산 노성산성

남문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약 25m정도 경사아래에 위치

4

대전 보문산성

서문

주능선 측면

주능선 한가운데서 남서쪽 측면 경사에 위치

남문

주능선 측면

주능선 한가운데서 서남쪽 측면 경사에 위치

남문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서쪽 약 20m정도 경사아래 위치

북문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동쪽 약 30m정도 경사에 위치

남문

주능선 측면

주능선 한가운데서 동쪽 측면 경사에 위치

서문

주능선 측면

주능선 한가운데서 서쪽 측면 경사에 위치

북문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약 20m정도 동쪽 경사에 위치

서문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약 25m정도 북쪽 경사에 위치

남문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약 20m정도 서쪽 경사에 위치

동문

주능선 측면

주능선에서 약 6~7m 남쪽 측면 경사에 위치

북문

주능선 측면

주능선 한가운데서 북서쪽 측면 경사에 위치

서문

주능선 측면

주능선 한가운데서 북서쪽 측면 경사에 위치

남문

비탈진 경사면

평탄면과 접하는 곡부 주변 경사에 위치

5

금산 백령산성

6

순천 검단산성

7

여수 고락산성

8

여수 고락산 보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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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부리성

10

순창 대모산성

북문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약 25m정도 동쪽 경사에 위치

11

청주 부모산성

서문2차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약 30m정도 동남쪽 경사에 위치

동문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약 40m정도 남쪽 경사에 위치

12

광양 마노산성

서문

비탈진 경사면

곡부 주변의 경사면에 위치

남문

비탈진 경사면

주능선에서 약 20m정도 서쪽 경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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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백제 석축산성 성문 입지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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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그림 3>에서 나타난 성문의 입지를 정리하면, ①주능선 중앙, ②주능선 측면,
③비탈진 경사면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①주능선 중앙에 입지한 성문은 2곳에서 확인된다. 임천 성흥산성 동문과 남문이
다. 동문과 남문은 성벽이 굴곡진 주능선 한가운데, 성벽이 절개된 형태로 성문이 위치한
다. 지형은 주능선을 따라 성내외가 연결되어 안정적이며, 진입 방식은 일직선 형태로 출
입이 가장 용이하다.
둘째, ②주능선 측면에 입지한 성문은 8곳에서 확인된다. 위치는 주능선에 자리하지만
①주능선 중앙의 경우와 달리 주능선 한가운데(중앙)를 피하고 바로 옆의 측면 경사에 입
지한다. 부여 동나성 제2문지, 대전 보문산성 서문과 남문, 고사부리성 북문은 주능선 한
가운데를 피해 바로 옆의 경사면에 위치하며,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 순천 검단산성 서
문과 남문도 주능선 중앙을 피해 바로 옆의 경사면에 자리한다. 진입 방식은 주능선에서
측면 경사지역으로 한차례 꺾여 들어오는 형태이다.
셋째, ③비탈진 경사면에 입지한 성문은 12곳에서 확인된다. 성문은 주능선에서
20~40m정도 떨어진 경사에 위치하며, 입지한 세부 지형에 따라 경사중간 및 곡부측면(논
산 노성산성 남문, 금산 백령산성 북문과 남문, 순천 검단산성 북문, 고사부리성 남문, 청
주 부모산성 서문, 광양 마노산성 서문)과 주능선과 연결된 경사면(여수 고락산성 서문과
남문, 순창 대모산성, 광양 마노산성 동문과 남문)에 위치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진입
방식은 산 아래서부터 주능선 정상부를 따라 오르거나 혹은 곡부를 따라 오르던 모두 성
벽에 이르면 주변의 비탈진 경사면을 한차례 더 이동한 후에야 성문에 도달한다. 성문 입
지 가운데 진입이 가장 어렵다.
이상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입지 검토결과 <표 9>및 <그림 4>와 같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표 9> 백제 석축산성 성문 입지 구분표
입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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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

① 주능선 중앙

임천 성흥산성 남문과 동문 등 2개소

② 주능선 측면

부여 동나성 2문지, 대전 보문산성 서문과 남문, 순천 검단산성 서문과 남문, 고사부리성 북문과
서문,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 등 8개소

③ 비탈진 경사면

논산 노성산성 남문, 금산 백령산성 북문과 남문,
순천 검단산성 북문, 고사부리성 남문, 청주 부모산성 서문, 광양 마노산성 서문, 여수 고락산성
서문과 남문, 순창 대모산성 북문, 광양 마노산성 동문과 남문 등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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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능선 중앙

② 주능선 측면

③ 비탈진 경사면(좌 : 경사중간 및 곡부측면, 우 : 주능선 연결 경사면)

<그림 4> 백제 석축산성 성문 입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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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구 형태
그동안 한국성곽의 성문은 성벽이 절단된 형태(입면형태)와 상단부 개방여부, 그리고
3)

주변 성벽이 연결된 형태에 따라 형식을 구분하였다 .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백제 및 고
대시대 석축산성 성문은 상부가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 대부분 개거형으로 추정하
고 있는 상황이다(김병희 2011: 50). 따라서 발굴 조사된 현황만을 토대로 형태를 확인하
면 백제 석축산성 성문은 <그림 5>와 같이 개거형만 확인되며, 세부적으로는 개거식, 엇
4)

문식, 현문식 등 세 가지로만 구분 가능하다.

<그림 5> 산성 성문 형식 모식도(손영식 1987)

개거식은 출입구를 중심으로 성벽이 절단
된 곳에 조성된 성문으로(그림 6), 대전 보문산
성 서문, 여수 고락산성 보루 동문, 순천검단
산성 남문 등이 대표적이며, 성내로 진입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다.
엇문식은 양쪽 성벽이 서로 엇갈린 사이
에 조성된 성문으로(그림 7), 부여 동나성 제 2
문지, 고사부리성 북문과 서문, 순창 대모산성
<그림 6> 개거식 - 대전 보문산성 서문

북문 등 4곳에서 확인된다. 성밖에서 성문 위

3) 손영식은 통행로 입면형태에 따라 개거형, 평거형, 홍예형, 특수형으로 구분하고, 현문식은 개거식 일부로서 바닥형식의 구분으로
봄이 바람직함으로 여겼다(손영식 2009: 448). 하지만 김병희는 성벽의 단절 여부에 따라 평문과 현문으로 크게 구분하고, 성문
주변 성벽 형태에 따라(평면 형태) 일자형, 내만형, 볼록형, 어긋문 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병희 外 2011:
49-50).
4) 차용걸은 고고자료에서 현문식이라 이해해 온 것이 사실상은 현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교나 사다리를 이용해 출입이 가능한 성문양
식임을 밝혔다. 즉, 현문은 평문 구조의 수평 이동 동선을 차단하는 승강식 갑문의 형태와 같이 전후로 여닫는 성문 방어력을 높이
기 위해 별도로 시설하는 것임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현교로 출입하는 凹형 입면의 성문으로 설명하였다(차용걸 2012:
32-33). 그동안 凹형 입면구조를 현문식으로 구분한 기존 연구에 많은 시사를 주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고대산성에서
도 현교식 성문에 현문이 설치된 자료가 확보되고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될 때까지는 선행 발굴조사 및 연구에서 사용한 것
처럼 凹형 입면구조 성문을 ‘현문’ 또는 ‘현문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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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파악이 어려운 성문으로 개거식보다 방어 효과를 높인 성문이라 할 수 있다.
현문식은 성벽 중간에 시설된 성문이다(그림 8). 성내 진입은 현교나 사다리를 이용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방어에 가장 효율적이다. 현문식은 금산 백령산성 남문과 북문, 청
주 부모산성 서문2차 등 3곳에서 확인된다.
한편, 두 가지 형식이 중복된 성문이 있다. 임천 성흥산성 동문(그림 9)과 남문, 논산 노
성산성 남문(그림 10), 여수 고락산성 남문 등이다. 출입구 형태는 개거식이지만 외측 정
면에 석축 후 뒤쪽은 흙다짐하여 큰 단을 조성해 현문식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이 같은
성문은 정확한 형식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조사 당시 정확한 형태를 규정하지 못하고 형
식 변화에 대한 추정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광양 마노산성 남문·동문·서문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1차 개거식 축조 이후, 2차 현문식化된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11). 따라서
임천 성흥산성 및 논산 노성산성, 여수 고락산성에서 조사된 성문은 광양 마노산성과 같
이 개거식 축조 이후 현문化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산성은 단 번에 현문식으로 축조한 금산 백령산성 성문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
며, 개거식에서 현문化로 변모된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상 출입구 형태 검토를 통해 백제 석축산성 성문은 개거식, 엇문식, 현문식으로 구분

<그림 7> 엇문식 - 고사부리성 북문

<그림 8> 현문식 - 금산 백령산성 남문

<그림 9> 임천 선흥산성 동문

<그림 10> 논산 노성산성 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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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광양 마노산성 남문 1차 : 개거식(좌) → 2차 : 현문化(우)

되고, 일부 개거식 성문은 현문化 성문으로 변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거식 성문
은 총 15군데(개거식→현문化 포함)로, 백제 석축산성 성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활용
도가 높은 백제 석축산성의 대표적인 성문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현황은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22개소 내에서 파악된 것이지만, 추후 발굴조사 자료가 추가 된다 할지라도 큰 변
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10> 백제 석축산성 성문 출입구 형태에 따른 유적 현황표
출입구 형태

문

지

개거식

대전 보문산성 서문·남문, 순천 검단산성 남문·서문·북문,
여수 고락산성 보루 동문, 고사부리성 남문 등 7곳

엇문식

부여 동나성 제2문지, 고사부리성 북문·서문, 순창 대모산성 북문 등 4곳

현문식

금산 백령산성 남문·북문, 청주 부모산성 서문 등 3곳

개거식 → 현문化

임천 성흥산성 동문·남문, 논산 노성산성 남문, 여수 고락산성 서문,·남문,
광양 마노산성 동문·서문·남문 등 8곳

3. 통행로 바닥면
성문 바닥면은 성내·외 출입을 위해 직접 밟고 다니는 통행로이며, 출입구형태에 따
라 차이를 보인다. 성문 바닥면은 Ⅱ장의 자료 검토결과 초축 또는 한 차례 개축되었는
데, 조사자료 및 층위 확인결과 백제시대 개축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바닥면에는 주공,
배수로 등의 부가시설이 확인되는데, 사례가 일률적이지 않고, 구조 파악에 한계가 있어
추가 자료 확보 전까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동을 위한 구조적 관점하에 순수 바닥면 형태만 살펴보았다. 조사 자료
는 <표 11>과 같이 정리되며, 통행형태는 뚜렷이 단을 이루는 계단형태는 ‘계단식’, 뚜렷
한 단이 확인되지 않는 오름 구조는 ‘오름식’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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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백제 석축산성 성문 통행로 바닥면 구조 현황표
순번

유적명

성문
동문

1

임천 성흥산성
남문

2

부여 동나성

제2문지

3

논산 노성산성

남문

4

대전 보문산성

5

금산 백령산성

6

순천 검단산성

고사부리성

오름식 (내고외저)

2차 현문化 : 석축+흙다짐(뒷채움)

계단식 (2단 석축; 내고외저)

1차 : 생토+석렬

계단식 (2단 석렬; 내고외저)

2차 : 흙다짐+석렬

계단삭 (2단 석렬; 내고외저)

1차 개거 : 생토+흙다짐

오름식 (내고외저)

남문

생토+흙다짐

오름식 (내고외저)

남문

생토+석축+흙다짐+석열(안쪽 1열)

계단식 (2단 석렬; 내고외저)

북문

생토+석축+흙다짐+부석

계단식 (3단 부석; 내고외저)

남문

생토(5단)+흙다짐+석열(성안쪽 1열)

계단식 (5단 굴착 ; 내고외저)

서문

생토(4단)+석열(성안쪽 1열, 중간 1열)

계단식 (4단 굴착 ; 내고외저)

북문

생토(5단)+석렬(성안쪽 1열, 중간 1열)

계단식 (5단 굴착 ; 내고외저)

동문

서문

1차 개거 : 생토(3단)+흙다짐
2차 현문化 : 석축+흙다짐(뒷채움)

계단식 (3단 굴착 ; 내고외저)

1차 개거 : 암반(굴착)

계단식 (내고외저)

2차 현문化 : 석축+흙다짐(뒷채움)

계단추정 (내고외저)

생토+다짐(0.5m)+석열

오름식 (내고외저)

1차 : 구지표+성토
2차 : 1차 붕괴+성토
1차 : 생토+흙다짐+판석 부석
2차 : 1차+흙다짐

오름식 (내고외저)

오름식 (내고외저)

남문

생토

오름식 (내고외저)

생토+흙다짐+부석(계단)

계단식 (내고외저)

현문 : 체성부+부석

평탄식 (내외수평)

1차 개거 : 생토+흙다짐

오름식 (내고외저)

2차 현문化 : 석축+흙다짐(뒷채움)

평탄식 (내외수평)

1차 개거 : 생토+흙다짐

계단식 (내고외저)

2차 현문化 : 석축+흙다짐(뒷채움)

수평식 (내외수평)

1차 개거 : 생토+흙다짐+석열

계단식 (내고외저)

2차 현문化 : 석축+흙다짐(뒷채움)

수평식 (내외수평)

순창 대모산성

북문

11

청주 부모산성

서문2차
동문

광양 마노산성

계단식 (2단 석축: 내고외저)

1차 개거 : 생토

계단삭 (5단 굴착 ; 내고외저)

10

12

2차 현문化 : 석축+흙다짐(뒷채움)

계단식 (내고외저)

북문
9

오름식 (내고외저)

생토(5단 굴착)+흙다짐(추정)

여수 고락산성

여수 고락산 보루

1차 개거 : 생토

2차 현문化 : 석축+흙다짐(뒷채움)

남문
8

통행형태(단면형태)

서문

서문
7

바닥구조(시설)

서문

남문

<표 11>의 바닥면 구조자료 검토결과 축조방식은 ‘첫째, 생토암반 상면을 그대로 사용
하는 방식, 둘째 생토면 위에 흙다짐하는 방식, 셋째 흙다짐 위에 석재를 부석하는 방식
등’ 생토를 기반으로 부가되는 시설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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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굴착된 생토 및 암반을 그대로 사용한 방식이다. 유적은 동나성 제2문지 1차, 고
5)

락산성 남문 1차 (그림 12)와 고사부리성 남문, 검단산성 북문·서문이 있다.
이 가운데, 부여 동나성 제 2문지와 검단산성 북문과 서문 바닥면에는 석렬이 시설되
었다(그림 13). 석렬은 통행로의 전·중·후 부분에 1단 1열이 잔존하며, 계단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2> 여수 고락산성 남문 1차

<그림 13> 순천 검단산성 북문

둘째, 굴착된 생토 상면에 흙다짐한 방식이다. 흙다짐 경우는 흙다짐만 시설한 경우와
흙다짐 위에 석렬을 시설한 경우 두 가지가 확인된다.
흙다짐만 시설한 경우는 성흥산성 동문 1차, 노성산성 남문 1차, 보문산성 서문과 남
6)

문 , 마노산성 동문 1차와 서문 1차 등이 있고(그림 14~15), 고사부리성 북문 1~2차 등이
있다(그림 15).
흙다짐 위에 석렬을 시설한 경우는 부여 동나성 제 2문지 2차, 검단산성 남문, 마노산성
남문 1차, 고락산성 서문 1차, 고락산성 보루 동문 등이 있다. 석렬은 통로의 전·중·후
에, 1단 1렬이 잔존하며, 계단시설로 파악된다(그림 16~17).

5)	고락산성 남문 1차의 바닥면 사진(사진 7)을 보면 굴착된 암반이 요철이 심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암반 그 대로 바닥면으
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암반 사이에 흙다짐하거나 혹은 석렬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고는 암반
사이 흙이 채워져 있더라도 암반 상면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6)	보고서에는 생토면을 5단으로 굴착한 현황만 설명하였다(李達勳·李康承·沈正輔·兪元載 1994: 28). 하지만 서문의 사진자료
에는 생토층과 함께 흙다짐 흔적이 확인되며, 남문은 바닥면과 성문 폐쇄석 사이에 다짐층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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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보문산성 서문(상), 마노산성 서문1차(하)

<그림 15> 마노산성 동문1차(상), 고사부리성 북문(하)

<그림 16> 검단산성 남문(상), 마노산성 남문1차(하)

<그림 17> 고락산성 서문1차(상), 고락산보루 동문(하)

<그림 18> 순창 대모산성 북문

<그림 19> 고사부리성 서문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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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굴착된 생토 상면에 흙다짐 후, 전면을 부석한 경우이다. 고사부리성 서문 1차와
순창 대모산성 북문이 있다(그림 18~19). 바닥면은 성안이 높고, 성밖이 낮아진 급경사
지형이며, 바닥 전면에는 넓적한 할석을 계단식과 같이 깔아 놓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바닥면을 조성하는 세 가지 방식은 생토면·암반 굴착 후, 바닥면을 그대로 사용
하느냐 혹은 그 상면에 흙다짐 또는 부석과 같은 추가 시설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
인다. 세 가지 축조 방식은 개거식과 엇문식 성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서로 간 잔존
형태 차이는 있지만 “생토면 → 흙다짐 → (전면)부석”의 일률적인 축조 방식이 관찰된다.
한편, 현문식·현문化된 성문을 살펴보면 개거식 및 엇문식과 유사한 조성 방식이 관
찰된다. 현문식 성문 조성방식은 석축성벽 상면에 흙다짐하는 경우, 흙다짐 후 부석하는
경우, 석축성벽 상면에 바로 부석한 경우 등 세 가지가 확인된다.
첫째, 석축성벽 상면에 흙다짐하는 방식은 성흥산성 동문·남문 2차, 노성산성 남문 2
차, 고락산성 남문 2차, 마노산성 동·서·남문 2차, 금산 백령산성 남문 등이 있다. 성문
은 백령산성 남문을 제외하고, ‘개거식→현문化’된 것으로 개거식 바닥면에 일정 높이로 석
축한 뒤 뒷면을 흙채움 하였다(그림 20). 백령산성 남문은 단번에 현문식으로 축조되었고,
석축성벽 상면에 흙다짐 후 1단 1렬의 석렬을 놓아 계단식으로 축조하였다(그림 21 상).
둘째, 석축성벽 상면에 흙다짐 후 부석한 방식은 금산 백령산성 북문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21 하). 백령산성 북문은 남문과 같이 단번에 현문식으로 축조되었고, 바닥면은 흙
다짐 후, 전면에 걸쳐 넓적한 할석을 놓아 계단식으로 조성하였다.

<그림 20>성흥산성 동문2차(상), 마노산성 동문2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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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백령산성 남문(상)·북문(하)

셋째, 석축성벽 상면에 바로 전면을 부석한 경우는 청주 부모산성 서문 2차에서 확인되
었다. 청주 부모산성 서문은 신라의 현문식 성문을 개·보수한 것으로 바닥면은 흙다짐
없이 바로 할석을 전면에 깔아 수평하게 조성하였다.
이처럼 현문식·현문化 성문의 경우 석축성벽 상면에 흙다짐한 후 사용하느냐, 혹은
전면 부석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조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한편, 석축성벽 상면에 바
로 부석한 청주 부모산성 서문 2차 축조방식은 신라의 현문식 성문을 개·보수 했던 특수
성을 고려한다면 다소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산성의 현문식 성문은 대부분
석축성벽 상면에 흙다짐하여 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통행로 바닥면 축조 방식을 검토한 결과 개거식과 엇문식 성문은 ‘생토 및 암반 →
흙다짐 → 전면 부석’ 방식으로, 현문식 및 현문化 성문은 ‘석축성벽 상면 흙다짐 → 전면
부석’ 방식으로 축조하였고, 통행로의 전·중·후 위치에 1단 1렬의 석렬을 놓아 계단식
으로 축조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축조방식은 기반구조(생토·암반, 석축성벽) 위에 부가시설 여부와 형태에 따
라 축조방식이 구분되는 것으로, 개거식·엇문식·현문식 등 모든 백제 석축산성 성문은
‘ ①기반시설(생토·암반, 석축성벽) → ② 흙다짐 → ③ (전면)부석’ 방식으로 바닥면을
구축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4. 측벽 선단부
측벽 선단부는 성벽 내·외 벽면과 성문 양쪽 측벽이 접하는 출입구 외곽의 모퉁이로
서, 차용걸(2004: 14, 2008: 77)은 백제 석축산성 성문이 신라 석축산성과 달리 곡면 구조
인 점을 지적하여 백제 석축산성 성문 구조를 파악하는데 큰 자료가 되고 있다. 측벽 선
단부가 곡면구조는 발굴 조사된 백제 석축산성 성문 대부분에서 확인되며, 구조양상은
크게 두 가지가 관찰되어 주목된다.
첫째는 성문 전면의 측벽 선단부만 곡면을 이루는 경우이다. 이 같은 경우는 금산 백령
산성 남문·북문, 순천 검단산성 남문·서문·북문, 여수 고락산성 서문·남문, 광양 마
노산성 동문·서문 등 총 9군데에서 확인된다.
둘째, 성문 전면과 뒷면의 측벽 선단부가 모두 곡면을 이루는 경우이다. 임천 성흥산성
7)

동문·남문 , 부여 동나성 제 2문지, 논산 노성산성 남문, 고사부리성 서문·북문 2차, 대

7)	임천 성흥산성 동문과 남문의 경우 전면 선단부는 곡률 형태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만 뒷면 선단부는 뚜렷하게 노출되지 않았다. 하
지만 동문의 평면도와 남쪽 측벽 입면도(安承周·徐程錫 1996: 35(도면 5), 40(도면 7))를 자세히 살펴보면 뒷면 선단부가 둥글
게 말아 돌아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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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 보문산성 서문·남문 , 순창 대모산성 북문, 광양 마노산성 남문 등 총 10군데에서 확
인된다.
이를 통해 곡면구조는 ‘전면 측벽 선단부만 곡면’인 경우와 ‘전면과 뒷면 측벽 선단부 모
두 곡면’인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문 전면과 뒷면 중 단 한 곳이라도 곡면을 이루지 않고, 모두 ‘직각구조’로 축조
된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 고사부리성 북문 1차의 경우도 확인된다.
그러고 보면, 측벽 선단부 구조는 의외로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는데, 정리하면 ‘곡면곡면’, ‘직각-직각’, ‘곡면-직각’ 구조 등 세 가지로 확인된다(그림 22).
곡면 – 곡면 (전면 - 뒷면)

대전 보문산성 서문

직각 - 직각

곡면 - 직각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

광양 마노산성 동문

<그림 22> 성문 측벽 선단부의 전면과 뒷면 구조도

성문 측벽 선단부가 한 곳이라도 곡면구조인 경우(곡면-곡면, 곡면-직각)는 19군데서
확인되고, 모두 직각구조인 경우(직각-직각)는 2군데(고사부리성 북문1차,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로서, 백제 석축산성 성문은 측벽 선단부를 곡면구조로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면 측벽 선단부가 직각구조인 경우 뒷면 측벽 선단부는 모두 직각구조이며, 뒷
면 측벽 선단부가 곡면구조인 경우 전면 측벽 선단부는 모두 곡면구조인 특징이 확인된
다. 이 같은 현황을 고려하면 전면 측벽 선단부가 유실되어 구조를 알 수 없는 청주 부모
산성 서문 2차의 경우 뒷면 측벽 선단부가 곡면구조인 점을 보아 전면 역시 곡면구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8)	대전 보문산성 남문의 뒷면 선단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문은 서문의 입지와 출입구 형태가 동일한 구조로서 문지 측벽 선
단부 역시 서문과 같이 전면과 뒷면이 모두 곡면구조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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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문의 구조변화
앞서 검토한 성문의 입지·출입구 형태·통행로 바닥면·측벽 선단부를 통해 백제 석
축산성 성문의 구조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는 기능을 대변하며, 기능은 축조의
목적이 된다. 성문은 아군의 출입과 적군의 침입을 방어하는 두 가지의 역학적인 목적과
기능을 위해 축조된 시설이며, 이는 성문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입지를 포함한 구조에서 나타는 성문의 기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변화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입지
앞서 세 가지로 구분된 성문 입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주능선 중앙은 산등줄기 한가운데로 산상에
서 제일 평탄한 곳이다. 진입방식은 주능선 등줄
기를 따라 ‘성외→성문→성내’로 일직선 형태이
다(그림 23). 백제 석축산성 성문 가운데 진입이
용이하고, 입지는 가장 안정적이다. 이 같은 입지
9)

는 백제 한성기 토축 산성인 증평 추성산성 남
성 내성 북동문(중원문화재연구원 2013a)의 입지
와 같아 주목된다. 일직선 진입 형태의 성문은 현
재 성흥산성 동·남문이 유일하며, 개거식 구조
에서만 확인된다.
②주능선 측면은 ①주능선 중앙의 성문이 경사
면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진입방식은 주능선

<그림 23> ① 주능선 정상부 중앙

등줄기를 따라오다가 성벽에 이르면 경사면으로
돌아 이동하는 ‘성외 → 성벽 ↘ 성문 ↗ 성내’로 굽이진 형태이다(그림 24). ①주능선 중
앙의 성문보다 진입이 어렵도록 수비적 이점을 보강하였다. 현재 부여 동나성 제2문지,
고사부리성 서문과 북문, 보문산성 서문과 남문, 고락산 보루 동문, 순천 검단산성 서문
과 남문이 있고, 개거식과 엇문식에서 확인된다.

9) 기존에는 증평 이성산성으로 불려왔으나, 2014년 1월 22일 사적 제527호로 지정되면서 추성산성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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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탈진 경사면은 성문 가운데 입지가 가장
낮고, 비탈진 사면을 이룬다. 일부는 정상부 지
형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진입방식은 주능선
에서 성벽을 따라 20~30m정도 경사를 이동하는
‘성외→성벽↘(20~30m 이동)성문↗성내’로 굽이
진 형태이다(그림 25~26). 입지 ①·②보다 진입
이 어렵고, 백제 석축산성 성문 가운데 방어에 가
장 발달된 입지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노성산
성 남문, 대모산성 북문, 고락산성 남문과 서문,
검단산성 북문, 백령산성 남문과 북문, 마노산성
동문과 남문이 있고, 개거식과 엇문식, 현문식 등

<그림 24> ② 주능선 정상부 측면

모든 구조에서 확인된다.
이상 세 가지로 구분되는 입지는 성문이 조성
된 기반 지형이 평탄하여 안정성이 높을수록 진
입형태가 단순하고, 출입이 용이하며, 반대로 성
문의 기반 지형이 불안정한 경사면에 조성될수
록 진입형태가 굽이져 출입이 어려운 것을 알 수
10)

있다 . 또한, 입지에 따른 성문의 출입구 형태는
입지 ①주능성 중앙은 개거식, 입지 ②주능선 측
면은 개거식·엇문식, 입지 ③비탈진 경사면은

<그림 25> ③ 비탈진 경사면1

개거식·엇문식·현문식으로 다양화 되는 것이
확인된다.
즉,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입지는 주능선 중앙
에서 비탈진 경사면으로 변화할수록 진입방식이
어려워지고, 출입구 형태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에 효율성이 높
아지게 된 기능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③ 비탈진 경사면2

10) 필자와 같은 견해는 ‘고사부리성 Ⅴ.고찰’에서도 찾아진다. 고사부리성 고찰에서는 백제산성 성문 입지를 산능선과 곡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산능선은 다시 정상부와 정상부에서 약간 비켜난 것으로 세분하였는데, 이것은 출입의 편리성을 포기하고 방어에 유리
함을 택한 것으로 보았다(전북문화재연구원·정읍시 2013: 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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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구 형태
앞장에서 백제 석축산성 출입구 형태는 개거식, 엇문식, 현문식 등 세 가지와 별도로
‘개거식→현문化’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출입구 형태 변화는 입지에 따라 ①주능선
중앙 입지는 개거식만, ②주능선 측면 입지는 개거식과 엇문식, ③비탈진 경사면 입지는
개거식과 엇문식, 현문식이 사용되었고, 이 같은 현상은 효율적인 방어 기능에 따라 입지
와 출입구 형태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성 내 존재하는 성문들의
출입구 형태 조합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조합방식은 <표 12>과 같이 네 가지로 나타나며,
조합방식에 따른 입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 백제 석축산성 성문 출입구 형태와 조합 모식도
가) 개거식만 축조

성흥산성(동•남문1차)
보문산성(서•남문)
마노산성(동•서•남문1차)
검단산성(서•남•북문1차)
고락산성(서•남문1차)

나) 개거식, 엇문식 축조

고사부리성
(엇문 – 서•북문1~2차)
(개거식 - 남문)

다) 현문식만 축조

백령산성(북•남문)

라) 개거→현문化만 축조

성흥산성(동•남문2차)
마노산성(동•서•남문2차)
검단산성(서•남•북문2차)
고락산성(서•남문2차)

11)

가) 개거식만 축조된 경우는 5개소에서 나타나며, 입지는 성흥산성 성문 은 ‘①주능선
중앙’만, 보문산성 성문은 ‘②주능선 측면’만, 마노산성과 검단산성, 고락산성 등은 ‘②주
능선 측면~③비탈진 경사면’의 복합으로 확인된다. 개거식 성문만 축조된 조합방식은 다
양한 입지 변화에도 꾸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개거식과 엇문식이 축조된 경우는 고사부리성 1곳에서 나타나며, 입지는 ‘②주능선
측면~③비탈진 경사면’의 복합으로 확인된다. 엇문식은 엇문식만 축조하는 경우가 없어,
개거식 성문이 꾸준하게 사용되는 현황 속에 선택적인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 현문식만 축조된 경우는 백령산성 1곳에서 나타나며, 입지는 ‘③비탈진 경사면’ 만
확인된다. 현문식 성문과 ③비탈진 경사면 입지는 출입이 가장 어려운 구조로서, 현문식

11) 성흥산성 북문지는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평면도(國立中央博物館 2010: 138) 및 현장
확인 결과 주능선 정상부 한가운데 입지한, 개거식 구조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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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축조된 조합방식은 백제 석축산성 성문 가운데 방어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화된 최
종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개거식→현문化만 축조된 경우는 “가) 개거식만 축조된 5개소 산성”가운데, 보문산
성을 제외한 4개소 산성에서 나타난다. 다양한 입지 변화 속에서 꾸준하게 축조된 ‘개거
식+개거식’ 성문 조합은 현문식 성문 등장과 함께 방어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개·보수
가 이루어져 현문化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정리하면 성문조합은 입지와 출입구 형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인 적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며, 그에 따른 구조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입지는 ‘①주능선 중
앙 → ②주능선 측면 → ③비탈진 경사면’ 순으로 변화되고, 형태는 ‘①개거식 → ②엇문
식 → ③현문식 → ④개거→현문化’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둘을 포함한
산성 내 문지 조합변화는 <표 13>과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성문의 입지·출입구 형태·조합방식은 그 형태가 다양하면서도 의외로 일관성
있고 점진적인 설계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백제 석축산성 성문 조합 변화도

3. 통행로 바닥면
통행로 바닥면은 생토·암반을 정지하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 위에 흙다짐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흙다짐 후 전면 부석하여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생토 및 암반, 흙
다짐, 부석면’ 등으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백제산성 출입을
위해 생토 및 암반으로 된 바닥을 밟거나, 흙다짐된 바닥 혹은 전면 부석된 성문의 바닥
을 밟고 통행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바닥을 밟고 지나던 통행방식은 검토결과 단면이 內高外低형과 內外水平형 두 가지가
확인되는데, <그림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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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성문 바닥면 통행방식 단면 모식도

첫째, 內高外低형은 성안쪽이 높고, 성밖이 낮은 형태이다. 성문은 개거식, 엇문식, 현
문식, 개거식→현문化까지 모든 형식의 성문 21곳에서 확인된다(표 11). 통행 방식은 성
외부터 성내로 높아지는 오름식 구조이다. 바닥면은 전면·중앙·뒷면 부분에 1단 1렬의
석렬을 놓아 계단시설을 구비하거나 계단형태로 전면을 부석하여 축조한다. 또는 생토·
암반과 흙다짐만 조성된 바닥면은 발굴조사 결과 3~5단으로 굴착하하여 계단과 같이 축
조하였다(표 11). 이 외에도 뚜렷한 단차를 이루는 계단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오름구조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잔존현황이 그리 양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악된 것이며, 대부분의
성문 바닥은 미끄러지기 쉬운 사선형태 보다는 통행에 용이한 계단과 같은 오름식 구조
가 중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內外水平형은 현문식 1곳과 개거식→현문化된 성문 3곳 등 총 4곳에서 확인된다
(표 11). 통행 방식은 바닥면이 수평한 평탄식 구조이다. 이 같은 성문은 신라의 현문식
성문을 개·보수한 청주 부모산성 서문2차에서 확인되고, 개거식→현문化된 광양 마노
산성 동·서·남문2차에서 확인된다. 마노산성 성문은 개거식 입구에 석축한 후 뒷면을
흙다짐하였는데, 상면을 수평하게 처리하였다. 같은 형식으로 변모된 성흥산성 동·남문
2차, 노성산성 남문2차, 고락산성 남문2차의 성문이 2단 이상의 계단 형태의 오름구조로
축조된 점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산성 진입위해 內高外低형 오름식 구조와 內外水平형 평탄식 구
조 두 가지 형태의 바닥을 밟고 통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內高外低형은 개거식과 엇문
식, 현문식, 개거식→현문化 등 모든 형식의 백제 석축산성 성문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일
반적인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특징으로 확인된다. 반면, 바닥면이 평탄구조로 조성된 內
外水平형은 신라 현문식 성문을 개·보수한 청주 부모산성 서문2차와 개거식→현문化된
마노산성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라 현문식 구조의 영향을 받아
현문化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백제 석축산성 성문 바닥면 중 계단형태가 확인되지 않은 성문은 9군데가 있다.

百濟 石築山城의 城門構造와 變遷過程

63

이 가운데, 고락산 보루 동문을 제외한 산성은 8곳은 아직 1차 바닥면까지 미조사 되었거
나(성흥산성 동·남문1차, 보문산성 남문) 잔존형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보
고하지 않은 것(노성산성 남문1차, 고사부리성 북·서·남문, 마노산성 동문1차)이 대부
분이다. 성문 입지 대부분이 비탈진 경사지역에 자리함을 고려할 때, 계단형태가 아닌 사
선형태로 조성한다면 매우 미끄럽고, 성 밖으로 추락 위험성이 높은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 석축산성 성문은 대부분 계단 형태와 같은 오름 구조의 축조가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축조형태는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특징으로 여겨진다.

4. 측벽 선단부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측벽 선단부는 “곡면-곡면, 곡면-직각, 직각-직각” 등 세 가지
구조가 존재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2). 세 가지 구조는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데, 고사
부리성 북문에서 확인된다.
고사부리성 북문은 초축 이후 한 차례
개축되었는데, 초축(1차)의 측벽 선단부는
‘직각-직각’구조이며, 개축(2차)은 ‘곡면-곡
면’ 구조로 확인된다(그림 28).
측벽 선단부의 구조 차이는 성돌의 모양
에서도 확인된다. 초축(1차)성문은 거칠게
다듬은 할석을 성돌로 사용하였고, 개축(2
차) 성문은 잘 다듬은 방형·장방형 성돌
을 사용하였다.
즉, 거칠게 다듬은 할석형 성돌로 성벽과
문지를 ‘직각-직각’ 구조로 축조하고, 후에
잘 다듬은 장방형·방형의 성돌로 성벽과
문지를 ‘곡면-곡면’ 구조로 개축한 구조 및
기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방형·장방
형의 다듬은 성돌은 할석형의 거친 성돌을
사용하는 것보다 발전된 성벽 축성기술로
서, 측면 선단부 구조 변화에도 적용된 것
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변화는 다른 산성
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성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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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고사부리성 북문 1~2차 축조현황

함께 측벽 선단부 구조 현황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백제 석축산성 성벽 성돌과 측벽 선단부 구조
지역구분

백제수도
및
북부
·
동부
지역

백제
남부
지역

측벽 선단부

유적명

소재지

성벽
성돌 모양

전면

뒷면

임천 성흥산성 동문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방형·장방형

곡면

곡면(추정)

임천 성흥산성 남문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방형·장방형

곡면

곡면(추정)

부여 동나성 제2성문

충남 부여군

방형·장방형

곡면

곡면

논산 노성산성 남문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방형·장방형

곡면

곡면

대전 보문산성 서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방형·장방형

곡면

곡면

대전 보문산성 남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방형·장방형

곡면

곡면

청주 부모산성 서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방형·장방형

곡면(추정)

곡면

금산 백령산성 남문

충남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

방형·장방형

곡면

직각

금산 백령산성 북문

충남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

방형·장방형

곡면

직각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

전남 여수시 문수동

할석형

직각

직각

고사부리성 북문 1차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할석형

1차 직각

1차 직각

고사부리성 북문 2차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방형·장방형

2차 곡면

2차 곡면

고사부리성 서문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방형·장방형

곡면

곡면

순창 대모산성 북문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할석형

곡면

곡면

광양 마노산성 남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할석형

곡면

곡면

순천 검단산성 남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할석형

곡면

직각

순천 검단산성 서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할석형

곡면

직각

순천 검단산성 북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할석형

곡면

직각

여수 고락산성 서문

전남 여수시 문수동

할석형

곡면

직각

여수 고락산성 남문

전남 여수시 문수동

할석형

곡면

직각

광양 마노산성 동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할석형

곡면

직각

광양 마노산성 서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할석형

곡면

직각

<표 14>를 보면 성벽을 방형·장방형 성돌로 축조한 경우는 “곡면-곡면”과 “곡면-직
각” 두 가지 구조로 축조하였고, 할석형 성돌로 성벽을 축조한 경우는 “곡면-곡면”, “직
각-직각”, “곡면-직각” 등 세 가지의 모든 구조 축조현황이 확인된다.
이 같은 현황은 할석형 성돌에서 방형·장방형 성돌로 성벽을 축조하는 변화과정에서
측벽 선단부 구조가 ‘직각’에서 ‘곡률’로 변화된 과정이 각 산성별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14>에서 확인된 성벽 성돌과 측벽 선단부의 구조에 따른 산성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지역적인 변화상이 살펴진다.
먼저, ‘방형·장방형 성돌’ 성벽과 측벽 선단부가 ‘곡면구조’인 산성은 고사부리성 2차
(북·서문)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백제 수도지역을 포함한 북부와 동부지역에 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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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할석형 성돌’ 성벽과 측벽 선단부가 ‘직각·곡면구조’인 산성은 모두 남부지역에 소
재한다. 이 같은 분포는 산성간 축성 시간차를 감안하더라도 백제 수도 및 북·동부지역
과 남부지역에서 석축산성 축조에 적용된 기술 정도가 달랐음을 말해준다.
적용 기술차이의 원인은 뚜렷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 석축산성 축성 주체인 백제 수도
가 웅진(공주)과 사비(부여)에 소재했음을 고려하면, 근거리에 위치한 북부·동부지역 석
축산성들은 임천 성흥산성 동·남문, 부여 동나성 2성문과 같이 중앙의 상위기술이 직접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며, 수도와 멀리 떨어진 남부지역 석축산성들은 중앙의 영향을 받
아 할석형 성돌로 축조한 ‘직각-직각’구조의 초기 형태에서 점차 ‘곡면-곡면, 곡면-직각’
구조로 측벽 선단부가 변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방형·장방형 성돌 성벽, 곡면-곡면’구조로 대변되는 중앙(수도) 기술의 적용과 지방
석축산성 변화는 일괄변화 보다는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
되는데, 남부지역 석축산성에 적용된 성돌과 측벽 선단부 구조를 보면 네 가지변화 형태
가 확인된다.
첫째, ‘할석형 성돌 성벽, 직각-직각’으로 두 가지 구조 모두 적용되지 않은 경우(0％)이
다. 고사부리성 북문1차,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에서 확인된다.
둘째, ‘방형·장방형 성돌 성벽, 곡면–곡면’으로 두 가지 구조가 모두 변화된 경우
(100％)이며, 고사부리성 서문과 북문2차에서 확인된다.
셋째, ‘할석형 성돌 성벽, 곡면-곡면’으로 성문 측면 선단부 한 가지 구조만 변화된 경우
(50％)이며, 순창 대모산성 북문과 광양 마노산성 남문이 있다.
넷째, ‘할석형 성돌 성벽, 곡면-직각’으로 외측 선단부 일부만 변화된 경우(25％미만)이
다. 검단산성 남·서·북문, 고락산성 서·남문, 마노산성 동·서문이 있다.
이 같은 남부지역 석축산성은 네 가지 적용 형태를 통해 고사부리성 북문1차와 여수 고
락산 보루 동문은 상위기술 적용 전 구조이며, 여타 산성성문은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축
성변화가 진행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위의 기술이 모두(100％) 적용된 남부지역 석축산성은 고사부리성이 유일하다.
고사부리성은 백제 5方城 가운데 하나인 中方城으로서 지방통치의 거점지이다. 따라서
고사부리성이 지니는 중요성과 위상을 고려하면, 개축(2차) 당시 백제 중앙의 주도적이
고, 적극적인 기술투입이 동반된 축성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축성
기술이 적용된 方城은 관할지역의 각 郡·縣 단위 소재 산성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
으로 보이며, 郡·縣단위 산성들은 영향 정도에 따라 성문 측벽 선단부 구조가 앞서 검토
한 과정과 같이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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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문 구조의 변천과정
앞서 발굴 조사된 성문의 구조 검토를 통해 입지, 출입구 형태, 통행로 바닥면, 측벽 선
단부 등의 특징을 확인하였고, 기능 검토를 통해 입지변화와 성문의 조합, 통행방식 및
측벽 선단부의 구조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변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는 ①주능선 중앙 ②주능선 측면 ③비탈진 경사면 순으로 출입이 어렵게 변
화되었으며, 출입구 형태 또한 ①주능선 중앙은 개거식, ②주능선 측면은 개거식·엇문
식, ③비탈진 경사면은 개거식·엇문식·현문식으로 다양화 되었다.
둘째, 출입구 형태는 ①개거식 → ②엇문식 → ③현문식 → ④개거→현문化’ 순으로 변
화되었고, 조합방식은 개거식+개거식 → 개거식+엇문식 → 현문식+현문식으로 적의 침
입에 대한 방어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셋째, 성문의 바닥구조와 통행방식은 대부분 內高外低형의 계단 형태와 같은 오름식
구조가 중심을 이루며, 일부 개·보수된 현문化 성문에서는 신라 현문식 구조의 영향을
받아 內外水平형의 평탄식 구조가 적용되었다.
넷째, 측벽 선단부는 ‘할석형 성돌 성벽, 직각-직각’ 구조에서 ‘방형·장방형 성돌 성벽,
곡면-곡면’ 구조로 변화되었다. ‘방형·장방형 성돌, 곡면-곡면’ 구조 성문은 북부와 동부
를 포함한 중앙(수도) 일원에 소재하는 산성에서 나타난다. 수도와 멀리 떨어진 남부지역
에 소재한 산성의 성문은 ‘할석형 성돌 성벽, 직각-직각’구조에서 중앙의 영향을 받아 ‘곡
면-곡면 및 곡면-직각’ 구조로 변화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방에 소재한 方城을 중심으
로 기술적인 영향이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석축산성 성문의 구조변화는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석축
산성 축성기술의 선후관계를 파악 할 수 있는 속성이며, 특히 백제 웅진 천도 이후 축성
된 석축산성의 구체적인 구조와 기술, 그리고 전개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부분에 대한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백제 석축산성 성문
구조가 변천된 전개과정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문의 구조변천 현황은 <표 15>와 같이 정리되며,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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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개거식

���� 경사면

방형･장방형

� � ��� �입�� 형태변화� (개거식� �� 현문化)�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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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 형태변화� (현문식� 등장)� �� 조�� 변화� (현문식� +� 현문식)� �
남문
현문식 ���� 경사면
방형･장방형
금산
백령산성
북문
현문식 ���� 경사면
방형･장방형

�산� 노성산성� 남문1차

� � ��� 입지�� 변화� (���� 측면� +� ���� 경사면)�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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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중앙)� �� 북․동부지��
형식
입지
��� 모양
유적명
(조합)
남문1차
개거식
���� 중앙
방형･장방형
���
성흥산성
동문1차
개거식
���� 중앙
방형･장방형
� � 1�� 입지�� 변화� (���� 중앙� �� ���� 측면)� � � � � � � � � � � � � � � � � � � � � �
서문
개거식
���� 측면
방형･장방형
���
보문산성
남문
개거식
���� 측면
방형･장방형

<표 15>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구조변천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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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식(계단)

곡면-직각
곡면-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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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1차
개거식
���� 경사면
할석형
곡면-직각
���
고락산성
남문1차
개거식
���� 경사면
할석형
곡면-직각

남문
개거식
���� 경사면
방형･장방형(추정)
서문
엇문식
���� 측면
방형･장방형
북문2차
엇문식
���� 측면
방형･장방형
� � ��� 측�� �단부� 변화� (곡면-곡면� +� 곡면-직각� �� 혼재양상)� � � � � �
��� ��산성� 북문
엇문식
���� 경사면
할석형
남문1차
개거식
���� 평탄면
할석형
�양�
동문1차
개거식
���� 경사면
할석형
마노산성
서문1차
개거식
���� 경사면
할석형
남문
개거식
���� 측면
할석형
���
서문
개거식
���� 측면
할석형
검단산성
북문
개거식
���� 경사면
할석형
고사부리성

� � ��� 입지�� 변화� (���� 측면� +� ���� 경사면)
� � � �� 성�� �� 측�� �단부� 변화� (할석형� �� 방형･장방형�� 직각-직각� �� 곡면-곡면� �� ⽅城�� 축조)

� � 2�� �입�� 형태(엇문식)� �� 조�� 변화� (개거식+엇문식)� � � � � � � �
고사부리성� 북문1차�
엇문식
���� 측면

� � 1�� 입지�� 변화� (���� 측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락산� 보�� 동문
개거식
���� 측면

�부지�� 유적명

성흥산성은 문헌기록과 부합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축성된 산성 가운데 하나로서, 동
문과 남문의 입지와 출입구 형태, 문지의 조합은 가장 이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성흥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임천지역은 백제때 加林郡으로 불리던 지역으로, 성흥산성
은 일찍부터 백제의 加林城으로 비정되어 왔다. 가림성은 『三國史記』 기록에 의하면 東城
12)

王 23년(501) 8월에 築城되었다 .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성문 바닥면에서 다량의 백제 기
와편과 문화층이 확인되었고(安承周·徐程錫 1996), 최근 성벽 절개조사가 진행되어 구
체적인 백제 성벽의 축성현황이 확인되었다(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부여군 2013).
하지만 성흥산성이 가림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직 충분한 자료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사비천도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석축산성을 쌓을 만큼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남아있으며(龜田修一 1995: 52), 특히 가림성에 대해
서는 성벽이 토성과 석성으로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동성왕 때에 쌓은 것이 토성이고,
현재의 석성은 백제 말이나 고려시대 개축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兪元載 1996: 7797).
이러한 견해는 오래전부터 加林城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제 석축산성에 대해서도 일견
적용되어왔으며 현재도 축성시기와 관련되어 검토되어야 할 중요 부분이다.
명확한 유적 성격은 名文이나 金石文과 같은 결정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확
인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은 성곽의 위치 비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곽
의 기본적인 속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安承周·徐程錫 1996: 111) 자료 검토와
구조를 찾아 그 속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성흥산성은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제자료와 성문 입지, 출입구형태, 문지
조합 등 검토결과 비교적 이른 형태의 성문구조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백제시대 축성
된 석축산성 성문의 초기모습을 완벽히 알 수 없지만 자료 검토결과 입지는 주능선 중앙
에 자리하며, 출입구 형태는 모두 개거식 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토축산성인 증평 추성산성에서 발굴된 문지이다. 추성산
성 남성 내성에서는 백제 한성기에 축조된 문지 2개소가 발굴되었는데, 이 가운데 북동
문은 입지와 출입구형태 등이 성흥산성 문지의 구조와 같아 주목된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3a). 북동문지는 남성 외성의 북벽과 동벽이 회절하는 지점으로 동벽이 북쪽으로 능선
을 따라 진행되다가 북동쪽 끝에서 성벽이 길게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성문은 돌출
된 능선 중앙부에 입지한다(그림 29). 문지의 출입구 형태는 성벽이 절개된 개거식이며,
통로부 바닥면은 기초를 다진후 바닥석을 놓고 다시 점토를 깔아 문으로 사용하였다. 유

12) 『三國史記』, 「百濟本紀」, 東城王 23年條. “八月 築加林城 以衛士佐平苩加鎭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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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증평 추성산성 남성 평면도(좌), 내성 북동문 조사 평면도(우상)ㆍ조사후 전경(우하)

물은 4~5C토기가 다수 확인되었다. 북동문지 외에 내성 남문지와 외성 남문지1(남수문
지) 모두 개거식으로 성내에는 개거식 문지만 축조되는 조합방식을 보인다.
현재까지 발굴된 백제 석축산성 가운데서, 문헌기록과 부합되면서도 성문의 입지와 출
입구 형태, 성내 축조된 문지의 조합 등에서 한성기 토축산성과 동일한 구조가 적용된 것
은 성흥산성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성기 토축산성과 웅진·사비기 석축산성과의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추후 많은 자료의 비교·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흥산성
에서 확인된 성문 축조구조는 추부산성 남성 내성 북동문지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성흥
산성 동문과 남문의 경우 성벽이 길게 바깥으로 돌출되다가 돌아가는 모퉁이에 입지하는
문지구조(그림 3)는 추부산성 남성 내성 북동문과도 같아 축성재료만을 제외한다면 동일
한 축조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성흥산성의 축성구조가 문헌기록상에 나타난 동성왕 대의 모습
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상기한 것처럼 성흥산성 성문 축성에 적용된
입지와 출입구 형태, 그리고 문지 조합형식 등은 한성기 토축산성의 축성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백제 석축산성 문지의 구조적 속성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형태의 것으
로 판단된다.
석축산성 성문의 이른 구조에 첫 번째 변화(표 15-1.)는 입지(주능선 측면)에서 살펴진
다. 입지 변화는 대전 보문산성 서·남문과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에서 확인된다. 보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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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성문은 개거식 문지와 방형·장방형 성돌 성벽의 측벽 선단부 곡면-곡면 구조로서 성
흥산성과 같은 이른시기 문지 축성구조를 유지한다. 하지만 문지의 입지는 돌출된 주능
선 중앙부가 아닌 주능선 중앙부의 측면으로 변화되었다.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은 중앙의 상위기술(방형·장방형 성돌 성벽, 곡면-곡면 구조)이
적용되기 이전의 석축산성으로, ‘할석형 성돌 성벽과 직각-직각’ 구조가 적용된 남부지역
석축산성이다. ‘성돌과 측면 선단부 구조’를 제외하면 출입구 형태는 개거식, 입지는 주능
선 측면으로 대전 보문산성 성문과 동일한 축성구조를 보인다.
보문산성이 자리한 대전지역은 백제 東界지역이며, 여수 고락산 보루는 해안의 接境지
역에 위치한다. 지정학적인 위치성을 고려할 때, 성흥산성과 같이 내륙에 축조된 기존 산
성보다는 한 층 더 발달한 방어에 효율적인 문지의 입지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
다.
두 번째 변화(표 15-2.)는 엇문식의 선택적 사용과 문지조합에서 찾아진다. 엇문식의
선택적 사용은 고사부리성 북문1차에서 확인된다. 북문 1차는 ‘할석형 성돌’로 축조된 성
벽에 측벽 선단부는 ‘직각-직각’구조이며, 입지는 주능선 측면에 위치한다. 축성구조는
출입구 형태만을 제외하면 여수 고락산 보루 동문과 같이 남부지역에 축성된 기존 석축
산성 속성을 따른다. 기존에 개거식만 축성된 남부지역 석축산성에서 엇문식의 선택적인
수용으로, 문지 조합은 개거식+엇문식으로 변화되었다.
백제 석축산성 엇문식은 순창 대모(홀어머니)산성 북문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대모
산성은 측벽 선단부가 ‘곡면-곡면’구조로 고사부리성 북문1차의 ‘직각-직각’구조 보다 후
행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된 백제 석축산성 성문가운데, 고사부리성 북문1차는 중앙
지역 일원을 제외한 가장 먼저 축조된 엇문식 성문으로 볼 수 있다.
엇문식 문지는 석축산성 이전 토성에서부터 확인된다. 엇문식 문지가 조사된 유적은
청주 정북동 토성으로 문지 4개소 가운데, 남문과 북문이 엇문식이다. 정북동 토성은 적
13)

어도 4C부터 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 북문의 경우 최근 발굴을 통해 적어도 삼국시
대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淸州市·中原文化財硏究院 2013: 60).
하지만 정북동 토성의 엇문식 문지는 평지에 축조된 것으로, 이른 시기의 토축 산성에
서 확인된 경우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엇문식 문지가 한성기 토축산성에서
사용되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현재 백제 석축산성에서 엇문식 문지가 사용된 것은
부여 동나성 제2문, 고사부리성 서·북문, 순창 대모산성 북문 등이 있다. 이들 유적을 기

13) 정북동 토성의 축조시기에 대해서는 1ㆍ2차 발굴조사단에서는 4세기 단계 청주지역의 독자적인 지역집단이 축성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으며(忠北大學校 中原文化財硏究所 1999, 2002), 이에 반해 성벽과 유구의 층위 양상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것이라는 견해(朴淳發 2004: 45-61)도 제시되는 등 아직까지 축성시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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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여 엇문식 문지가 석축산성에 적용된 시점은 순창 대모산성 북문보다 선행한 고사부
리성 북문1차와 수도의 동나성 제2문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웅진기 말부터는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변화(표 15-3.)는 또 한 번의 입지변화(비탈진 경사면)가 나타나며, 백제 남부지
역에서는 측벽 선단부 구조가 변화된다. 입지는 비탈진 경사면에 성문이 축조되며, 논산
노성산성 남문1차와 고사부리성 남문에서 확인된다. 논산 노성산성 남문1차는 출입구 형
태가 개거식이며, 방형·장방형 성돌로 축성된 성벽에 측벽 선단부는 ‘곡면-곡면’구조이
다. 문지는 동·북부를 포함한 중앙(수도)지역 일원에 축조된 기존 산성의 축조구조를 유
지하며, 성문 입지만 다르게 축조되었다.
남부지역 석축산성에서 비탈진 경사면의 입지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고사부리성 남
문으로 판단된다. 남문은 중앙에서 변화된 입지가 적용된 것으로, 방형·장방형의 성돌
로 성벽이 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북문1차는 2차로 변화되어 서문과 함께 ‘방
형·장방형 성돌, 곡면-곡면’구조의 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사부리성은 중
앙의 상위기술이 모두 적용(100％)된 남부지역 석축산성으로, 中方城으로 비정되는 곳이
다. 따라서 고사부리성은 문지 입지가 비탈진 사면으로 변화된 시점에서 方城으로 대대
적인 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문지의 입지가 비탈진 경사면으로 변화된 시점에 이르면, 백제 석축산성 문지
는 성흥산성 문지와 같은 이른시기의 문지구조를 탈피하게 된다. 문지는 개거식과 엇문
식이 사용되고, 입지는 주능선 중앙, 주능선 측면, 비탈진 경사면 등으로 다양화되며, 문
지조합은 개거식+개거식에서 개거식+엇문식 등으로 변화된다. 이 같은 변화는 方-郡-城
체제 정립초기, 고사부리성과 같은 방성이 축성되는 시기로서 적어도 사비천도를 전후한
때(6C초중반)부터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방성에 적용된 성문의 축조기술은 해당 소재 郡·縣城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는
데, 바로 네 번째 변화(표 15-4.)는 남부지역 석축산성에서 확인된다. 변화는 측벽 선단부
는 ‘곡면-곡면’구조로 입지는 비탈진 경사면에 축조가 시작되며, 순창 대모산성 북문에서
그 예가 찾아진다. 순창 대모산성 북문은 엇문식 구조이면서도 기존 엇문식 입지와는 달
리 주능선에서 약 30m정도 떨어진 경사면에 축조된다. 또한 성벽은 할석형의 거친 성돌
로 축조되어, 기존 남부지역 석축산성 축성법을 따르면서도 문지의 측벽 선단부는 ‘곡면곡면’구조로 변화되었다. 대모산성 북문 변화양상은 방성과 달리 기존 남부지역 축성법
과 중앙에서 변화된 구조가 적용되어 구요소와 신요소가 하나의 산성 내에서 혼재된 모
습을 보인다.
광양 마노산성 남·동·서문은 입지는 주능선 중앙 평탄면(남문)과 비탈진 경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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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문)에 자리하고, 할석형의 거친 성돌을 사용하면서 측벽 선단부는 ‘곡면-곡면’(남
문)구조와 ‘곡면-직각’(동·서문)구조가 각기 사용되었다. 순천 검단산성 문지도 주능선
측면(남·서문)과 비탈진 경사면(북문)에 입지하는 등, 남부지역 석축산성의 기존(구)구
조와 새롭게 적용된 (신)구조가 혼재된 변화양상을 보인다.
다섯 번째 변화(표 15-5.)는 남부지역 석축산성 성문의 입지와 측벽 선단부 구조가 점
차 일원화 된다. 순천 검단산성 남·서·북문의 경우, 입지는 혼재된 양상이지만 측벽 선
단부는 모두 ‘곡면-직각’구조로 동일하게 축조되었다.
이후 여수 고락산성 서·남문1차부터는 입지는 ‘비탈진 경사면’, 측벽 선단부는 ‘곡면직각’구조로 모든 구조가 동일한 형태로 정립·축조된 양상을 보인다. 남부지역에 소재
한 석축산성 성문의 구조가 혼재된 상태에서 동일한 형태로 정립되는 모습은 백제의 방군-성 지배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섯 번째 변화(표 15-6.)는 현문식 등장이다. 현문식 성문은 금산 백령산성 남·북문
에서 확인된다. 성문은 현문이란 새로운 형태를 제외하면 비탈진 경사면에 입지하고, 방
형·장방형의 성돌을 사용하며, 측벽 선단부는 ‘곡면-직각’구조로서 지방에서 방-군-성
체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일원화된 백제의 성문 축조구조를 따르고 있다. 또한 문지조
합은 선택적 수용이 아닌 모두 현문식+현문식만 축조된 특징을 보인다. 금산 백령산성은
출입이 가장 까다로운 비탈진 경사면 입지에 현문식 문지만 축조된 점을 볼 때, 현재까지
가장 발달된 백제 석축산성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백령산성은 신라와 대립하던 백제 東界에 위치한 산성 중 비교적 중요한 곳에 자
리한다. 백령산성이 자리한 남이면 건천리 일대는 백제 멸망기 신라 김유신 5만군의 침공
로 가운데 하나로 비정되며(洪思俊 1967: 51-81; 鄭永鎬 1972), 특히 炭峴과 관련된 인접
지역이어서 그 중요성은 무엇보다 큰 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에 최고의 기술이 투여된 성문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발달된 기술의
적용은 성문에서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백령산성은 북문 주변에 치를 시설하였는데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07), 성문 외에도 방어 시설물이 변화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
다.
14)

이처럼 백제 동계 지역에 현문식 문지의 조합이 축조되는 시기는 옥천 管山城 전투 (554)
와 금산 추부 장대리 신라고분(崔秉絃·金根完·林樹珍 1992) 등 신라와의 치열한 전투
가 벌어진 이후로 판단된다. 당시 뚜렷한 전투 현황을 알 수 없지만 금산 지역은 장대리
신라고분군을 통해 6C 중후반에 신라세력이 추부까지 진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成正鏞

14) 『三國史記』, 「新羅本紀」, 眞興王 15年條. “百濟王明襛 與加良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湌耽知等 逆戰失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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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1), 이후 대전 및 금산 추부면을 경계로 신라와 백제가 대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최
병화 2010: 76-77). 금산 백령산성 축조시점 또한 성내에서 출토된 다량의 명문 인장와 검
토를 통해 위덕왕 43~45년(6C후반)에 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강종원·최병화 2007:
180), 이 시기 추부까지 진격한 신라세력을 방어를 위해 접경지역에 현문식이 적용된 산
성이 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일곱 번째 변화(표 15-7.)는 개거식 성문의 현문化이다. 현문化된 성문은 임천 성흥산
성 동·남문2차, 논산 노성산성 남문2차, 여수 고락산성 서·남문2차에서 확인된다. 개거
식 성문이 현문化된 것은 현문식 성문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현문식 구조는 주로 전투의
긴장감이 흐르는 접경지역 산성에 적용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기존에 축성된
지방소재의 산성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개거식→현문化된 문지라 할 수
있다.
현문식은 금산 백령산성과 같이 한 번에 축조된 경우가 있지만 임천 성흥산성 동문과
남문, 논산 노성산성 남문, 여수 고락산성 남문 2차, 광양 마노산성 동·서·남문 2차와
같이 개거식이 현문화된 성문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산성은 분명 개거식이라는 기본
15)

설계구조에서 현문식화 하였다 .
이후 백제 석축산성 성문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부분적인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
악되는데, 바로 여덟 번째 변화이다.
여덟 번째 변화(표 15-8.)는 內外水平의 성문 통행로 등장이다. 현문식 문지가 등장한
직후에도 통행로 바닥면은 대부분이 內高外底의 계단과 같은 오름식 구조였다. 하지만
개거식→현문化의 변화과정에서 평탄식 구조의 성문 바닥면이 등장한다.
평탄식 구조는 광양 마노산성 남·동·서문 2차에서 확인된다. 성문 형태는 모두 개거
식 → 현문化된 성문으로서 개거식 성문 전면에 석축하고, 안쪽으로 흙다짐하여 內外水
平하게 평탄한 바닥면을 축조하였다.
성문 바닥면이 평탄한 구조는 신라산성 현문식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신라 현문식 성문이 조사된 것은 삼년산성 남문(中原文化財硏究院 2006)·동문1~2차
(中原文化財硏究院 2013b), 고모산성 남·서문(中原文化財硏究院 2007·2009), 충주산성
동문(忠北大中原文化硏究所 1999)·북문(中原文化財硏究院 2008)등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삼년산성 동문1차와 고모산성 남문을 보면 성문은 협축된 성벽 중간에

15) 성문의 신축 또는 개ㆍ보수는 국가에서 실시한 일련의 축성 사업으로 접경지를 포함한 백제 전역에 긴장감을 흐르게 하고, 내치에
흔들림 없이 대외세력 방어에 집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매우 효율적이었을 것이라 본다. 이처럼 신기술이 적용된 접경지역 축성사
업과 지방소재의 기존 산성 개ㆍ보수는 방어력 증강 목적이기도하지만 백제의 내치 안정화를 겸한 전략적인 군사 정책에 따른 변
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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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삼년산성ㆍ고모산성 문지조사

<그림 31> 부모산성 서문2차

축조되어 바닥면은 흙다짐 없이 평탄하게 부석하여 통행로를 조성하였다(그림 30). 이 같
은 신라 현문식 구조는 백제 현문식이 흙다짐 후, 석렬·부석하고, 內高外低의 계단과 같
은 오름식 구조로 축조한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백제에서 신라산성 성문의 구조적인 영향을 받게 된 과정은 청주 부모산성 서문2차에
서 살펴 볼 수 있다(그림 31). 청주 부모산성은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치열했던 접점지 가
운데 하나로서 성의 소속이 적어도 1~2회 이상 바뀐 곳이다.
서문 2차 조사내용을 보면 신라의 현문식 성문을 백제가 개·보수 한 것으로, 백제 유
물과 함께 측면 선단부가 곡면구조로 확인되어 백제의 구조적인 요소가 반영되었다. 하
지만 신라 요소도 함께 반영되었는데, 바로 바닥면 구조가 계단과 같은 오름식 구조가 아
닌, 내외수평의 평탄식 구조로 축조된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전투와 소속이 뒤바뀌는 현황 속에서 기술적인
16)

도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 이후 광양 마노산성 남·동·서문 2차와 같이 개거식 성문
이 현문화된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16) 전쟁을 매개로 한 장기적이 대응과 교류는 삼국의 각종 문화와 제도를 유사한 수준으로 가져오는 결과를 보이며(김기흥 1999:
166), 그 결과는 성문의 구조에서 보이는 것처럼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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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백제시대 산성의 성문은 출입과 방어라는 상반된 두 기능을 겸한다. 따라서 입지, 출입
구 형태, 통행로 바닥면, 측벽 선단부 등의 두 가지의 역학적인 기능을 겸한 설계가 이루
어졌고, 방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차 변화되었다. 그 증거는 입지, 출입구 형태, 통
행로 바닥면, 측벽 선단부 등 발굴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입지는 주능선 중앙에서 주능선 측면, 비탈진 경사 순으로, 출입구 형태는 개거식, 엇
문식, 현문식 그리고, 개거식→현문化 순으로 달라졌다. 통행로 바닥면은 內高外底형의
오름식 구조 속에서 內外水平형의 평탄식 구조가 등장하였고, 측벽 선단부는 ‘할석형 성
돌:직각-직각’구조가 ‘방형·장방형 성돌:곡면-곡면’ 구조의 영향을 받아 ‘곡면-곡면 및
곡면-직각’구조로 변화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백제 북부·동부를 포함한 중앙(수도)지역과 남부지역으로 양분된 상
태에서 8차례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그 전개양상은 적어도 웅진천도 이후부터 6C말
까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백제 석축산성 성문연구는 구조 일부분을 파악하는 정도였을 뿐 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과 변화과정을 전혀 살펴 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하나의 산성에는 2~3개
이상의 성문이 존재하며, 각 성문의 구조, 구조변화, 변화의 지속적 속성, 복잡한 제 구조
간의 상관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정리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연구 현실아래 나름대로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구조와 특징을 정리
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구조적 속성과 시기차이를 반영한 기술속성의 변화를 살펴 성
문 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출입구 형태는 개거식, 입지는 주능선 중앙, 문지 조합은 개거식
만 축조되는 구조적 속성이 한성기 토축산성으로 밝혀진 증평 추부산성 남성 내성 북동
문에서 확인된 구조와 동일하여, 백제 석축산성 성문의 초기적 속성으로, 토축 산성에서
석축산성으로 변화되는 실마리를 추론하였다.
연구는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백제 석축산성 성문 22개소만 검토하였지만 추가로 조사
되는 자료를 더 한다면 본 연구에서 검토되지 못한 주공, 배수로, 내옹성 등 제반시설에
관한 부분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아직 논리상 비약적인 부분도 있으며, 보완해야할 부분도 많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체계적인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여 앞으로 수정·보완토록 하겠다.
▶논문접수일(2015.4.23) ▶심사완료일(2015.6.2) ▶게재확정일(20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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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The fortress gate structure and change
process of Baekje stone mountain fortress
Byung-hwa Choi

(Gakyung Institute for Archaeology)
While the gate of mountain fortress is essential for access, it is vulnerable for
defense. Accordingly, enemies outside the fortress concentrated fire force and fighting
power on fortress gate and the gate was major combat filed. The gate has been transformed
to enhance defensive power. Such status is examined in terms of location, doorway style,
traffic route floor and sidewall fore-end structure.
As for Baekje stone fortress gate structure, location is divided into branch ridge
center, branch ridge side, and slant slop. Doorway style is divided into 4 including
Gaegeoform, Eotmunform, Hyeonmunform and Hyeonmun style of Gaegeoform. Most
traffic route floors are high outside and low inside stair escalating structure, and only few
are internal and external horizontal flat structure. For sidewall fore-end, front and rear has
3 structures including ‘curve-curve, curve-vertical and vertical-vertical.’
Such Baekje stone fortress gate location was changed from ‘branch ridge
center(Gaegeoform only)→branch ridge side(Gaegeoform, Eotmunform)→slant slope
(Gaegeoform, Eotmunform, Hyeonmunform)’ and the assembly of doorway style was
changed into the order of ‘Gaegeoform+Gaegeoform→Gaegeoform+Eotmunform→Hyeo
nmunform+Hyeonmunform→Hyeonmun style of Gaegeoform.’ For location and doorway
style, it was transformed from easy accessible Gaegeoform+Gaegeoform (East and south
gate of Imcheon Seongheung Fortress)’ structure of ‘branch ridge center to restricted
accessible ‘slant slope Hyeonmunform+Hyeonmunform (South and North Gate of Geumsan
Baekryeong Fortress) to enhance efficiency of defense. And, for sidewall fore-end, it was
transformed from ‘cut and rought stone: vertical-vertical’ structure to ‘square·rectangle
trimmed stone: curve-curve’ structure (North gate 1, 2 of Gosaburi fortress) in gradual
transformation with location and doorway style.
The change of gate is a structural change by function, which had more than 8 times
of gradual changes from its initial style divided into central (capital) area and south area
including east and north of Baekje. Its progress was carried out by the end of 6th century
when the capital was moved to Ungjin.
Meanwhile, Jeungpyeong Chuseong Fortress south and internal fortress north
and east gate which was confirmed as earthen fortress at Hanseong period had structural
attributes including doorway style as Gaegeoform, location at branch ridge center of
projected wall lengthy toward outside, and Gaegeoform+Gaegeoform. Regarding this, east
gate and south gate of Imcheon Seongheung Fortress have same structural attribute of
earthen fortress with earthen fortress at Hanseong period. It was found that the earliest
style structure was applied among the structural attribute of gate of Baekje stone fortress.
Key words : Baekje, stone mountain fortress, structure, location, doorway style, traffic
route floor, sidewall fore-end, gate assembly, Gaegeoform, Eotmunform,
Hyeonmunform, Hyeonmun style of Gaegeo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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