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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창원시 진해구는 동쪽에 보배산(479m)·굴암산(662m), 서쪽에 산성산(400m), 북쪽에 천
자봉·장복산·불모산(802m) 등이 솟아 있으며, 남쪽으로 진해만을 끼고 있어 전체적으로
배산임해(背山臨海)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진해만 일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고산성과 구
산성을 비롯한 고대 산성의 존재는 물론 고려시대에는 지방 현성으로서 완포현 고산성이 있
다. 특히, 진해만지역의 관방유적은 대부분 제포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에는 왜구와 관련이 깊다. 고려시대 중엽부터 창궐하던 왜구를 무력으로 진압하던 조정의
대응책은 조선조에 이르면서 교린정책을 써서 국방력도 강화와 함께 대외정책으로 삼게 된
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교린의 방법으로 평화사절을 보내고 물자로서 회유하거나 무역을 위
한 배려와 귀화를 권유하여 향거왜인(恒居倭人)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왜인의 거류지를
중심으로 조선에 도항한 왜인들이 무질서하게 그 영역을 확장하여 거주하는 결과를 가져오
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왜관(倭館)이 탄생하게 되었다.
태종 7(1407)년 부산포(富山浦)와 제포(薺浦)를 개항하고, 태종 18(1418)년 염포(鹽浦)와
가배량을 개항하였다. 이러한 우호적 조치에도 왜구의 침탈이 근절되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
는 더 늘기만 하였으며 왜인에 대한 검문과 해금 정책을 강화하여 왜인들의 무절제한 왕래
를 정비하려고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종 초년인 1419년에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
벌함으로써 왜구에 대한 조선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1423년(세종 5)에 이
1) ① 鎭海文化院, 1993, 『熊川縣邑誌』.
② 鎭海文化硏究所, 1997,『鎭海의 文化遺蹟』.
③ 심봉근외 2인, 1976,「창원군내 성지조사보고」, 『석당논총』제 1집, 동아대학교석당학술연구장려회.
④ 나동욱, 2011.6, 「웅천읍성과 진해만 일대의 관방유적」,『웅천읍성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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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서 조선 정부는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간청으로 내이포와 부산포에 다시 왜관을
개설하였다. 이어, 1426년(세종 8)에는 염
포에도 왜관을 설치하여 3포가 개항되었다.
1494년(성종 25) 3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의
수를 살펴보면 부산포는 127호(戶) 453명,
염포는 51호 152명이었던 것에 비해 제
포2)의 왜인들은 무려 347호 2,500명으로
3포 왜관 중에서도 제포왜관은 특히 번성하
였다. 그러나 1510년(중종 5)에 '삼포왜란'
과 사량진왜변(1544년) 등의 사건으로 인
해 설치와 폐관을 거듭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과의 조약 외에 왜인들에 대한
행정 통치와 자체 방어력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1436년(세종 18)에는 내이포
만호를 경상우도의 도만호로 승격하였다.
이듬해인 1437년에는 웅신현을 웅신진으로
개편, 수군첨절제사를 두되 김해 부사가 겸
무하도록 하였다. 1452년(문종 2)에는 웅

<그림 61>해동제국기 중 제포

신·완보·천읍 등 3현과 창원의 산간 마을 세 개를 합하여 웅천현으로 개편하고 김해 도호
부에서 독립하였다3).
당시 제포지역의 관방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해동제국기(1471년)』로서 수록된「웅천
제포지도(熊川薺浦之圖)」에는 웅신현(熊神峴) 고개를 경계로 하여 그 남쪽에 왜관의 모습이
그 북쪽과 서쪽에는 웅천읍성인 웅천관(熊川官)과 제포진성인 영청(營聽)이 잘 묘사되어 있
다(그림 1 참조)
한편, 진해만 일대의 관방유적 위치도4)를 통해 볼 때 현재 진해구에는 10여개의 성곽과
3개소의 봉수가 분포하고 있다. 성곽으로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구산성(龜山城), 고려시대
의 완포현 고산성이 있다. 특히, 조선시대 전기에는 대일무역항으로 제포왜관(薺浦倭館)이
처음으로 설치되고 항거왜인(恒居倭人)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외교․군사 및 경제적으로 중요
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1434년 시축한 이래 1437년 완공하였고, 이후 1453년(단종 1)에 증
축하고 성벽 바깥으로 해자를 조성한 웅천읍성, 1486년(성종 17) 즈음에 설치된 제덕토성과
제포진성 등이 남아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웅천왜성을 비롯 명동왜성 등이 남아 있으며, 두동리 목
책성5), 청천진(晴川陣)6), 신문진(新門陣)7), 풍덕포진(豊德浦陣)8) 등이 문헌에는 보이나 실
2) 제포를 '내이포'라고도 하는데 '내이포'라는 명칭은 주위에 냉이가 많이 나 있어서 '냉이개'로 부르던 것을 한자
로 '내이포'로 표기하였다가 냉이 '제(薺)'자를 써서 '제포(薺浦)'란 한자말로 굳어졌다고 함.
3) 한국학 중앙연구원, 「진해 제포 왜관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4) 東洋文物硏究院, 2009. 「진해 웅천 안골왜성 주차장부지발굴(시굴)지도위원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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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9)도 존재한다. 또한, 웅천왜성(또는 남산왜성)의 남쪽 인근에도 왜
성의 지성으로 추정되는 성곽10)도 존재한다.
한편, 제포 주변 봉수와 관련하여 조선후기『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봉수망에 따
르면 웅천현(熊川縣)지역에는 동래-한성간의 제2거 봉수노선인 간봉이 지나가는 곳으로 가
덕도 천성보 연대산봉수에서 초기(初起)하여 사화랑(沙火郞)봉수-고산(高山)봉수-성황당(城
隍堂)봉수로 연결되는 노선(간봉 6)과 사화랑(沙火郞)봉수-여포(餘浦)봉수-가을포(加乙浦)봉
수로 연결되는 노선(간봉 7)이 있다. 또한, 사화랑봉수와 고산봉수, 장복산봉수가 문헌에 보
이고 있다.
이글에서는 고려말 조선초 창궐한 왜구들에 대비하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교린정책의
결과로 설치된 제포왜관 주변의 성곽유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웅
천만 외해의 주변의 가덕수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내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축조된 웅천왜
성과 조선수군과의 해전도 있었던 복합적인 유적의 총체로서 제포지역 관방의 의미를 되새
겨 보고자 한다.

5) 『慶尙道續撰地理誌』에 「縣東豆洞里 去乙亥年 鎭軍二百五十名加設置木柵防禦 戊寅年罷 古基可用」이라하여
웅동1동의 두동에 1455년(세조원년)에 목책성을 세워 방어하였다가 1458년(세조 3년)에 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鎭海文化院, 『전게서』.
6) 청천진은 육진의 소모진(召募鎭)으로 『웅천읍지(1832년)』에서는 순치 병신년((효종7년,1656)에 김해 청천면
(진례)에서 충훈부(忠勳府)의 별장이었던 안골포의 북쪽에 이설하여 수군진으로 개편하여 별장이 주둔한 것으
로 기록되어 있다. 鎭海文化院, 『전게서』.
7) 신문진은 육진(陸鎭)으로서 『웅천읍지(1871년)』에 의하면 정축년(1657) 김해 유하면(장유)에서 이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수군별장이 주둔하였으나 1862년(철종13년)에 함께 폐진되었다. 鎭海文化院, 『전게서』.
8) 풍덕포진은 풍호동 해안에 설진되어 별장이 주둔하다 1606년(선조39년)에 수군을 배치하였고 1669년(현종
10년) 사포(蛇浦)로 이설하였다가 1756년에 폐진하였다. 鎭海文化院, 『전게서』.
9) 『태종실록』권22 태종11년 신묘년 7월 무자(戊子)조 신당포(神堂浦, 남문?)와 내이포(乃而浦), 부인당포((夫
人堂浦, 용원?)가 기록에 보이고 있음.
① 車勇杰, 1988,「高麗末 朝鮮前期 對倭 關防史 硏究」忠南大學校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博士學位論文.
p45-46
② 鎭海文化院, 『전게서』.
10) 조성도, 1984, 『이충무공 전적지 웅천일원 학술조사보고서』, (사) 이충무공호국정신선양회,

鎭海文化院,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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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포지역의 관방 유적
1. 웅천읍성(熊川邑城)11)

<그림 2> 웅천읍성 평면도

<그림 3> 웅천읍성 동북벽 전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성내동 일대에 위치한다. 지형상 불모산(佛母山)―보배산―봉화산맥
(烽火山脈)의 남쪽 해안에 위치하며, 봉동산(峰洞山)과 자마산(子馬山)에 둘러싸인 소분지에
위치하는 남북 장축을 가진 평면) 장방형의 평지성이다. 동서남북 사방에 반원형 옹성문지를
두고 기본적으로 읍성 네모서리에 성우(城隅)를 배치하고 동, 서문의 좌 또는 우에 하나씩
총 6개의 치성을 배치하고, 사방에 해자를 구비한 구조를 갖고 있다(그림 2).
웅천읍성(熊川邑城)은 1434년(세종 16년)에 축조되었으며, 부근 군현의 읍민을 동원하여
쌓은 사실이 성벽에 남아 있는 창녕부(昌寧府), 진주부민(晉州府民)의 동원사실을 기록한 명
문을 통해 확인된다.
웅천읍성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세종실록(世宗實錄)』의 "1434년에 김해읍성과 웅천읍성
을 같이 축조하기로 결정하여 축성을 시작하였는데, 이듬해에도 웅천읍성이 완공되지 않자
각 포진(浦鎭)의 수군을 동원하여 완공시키도록 조처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또『경
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경주도(慶州道) 웅천조(熊川條)의 기록에 의하면 "웅천은
조선 전기인 1434년에 초축하여 1453년(단종 1)에 증축"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웅천읍성의 초축 시기는 1434년에 착공하여 1435년에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457년(세조 3) 1월 29일에는 웅천읍성이 협착(狹窄)하므로 서쪽으로 옮겨 증축하자는 치계
(馳啓)가 있었고, 1460년(세조 6)에도 웅천읍성의 증축 논의가 있었으나 병조의 반대로 그
대로 두었다고 한다.

1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1,「진해 웅천읍성-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진해 웅천읍성 정비복원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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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웅천읍성 동북 외벽

<그림 5> 웅천읍성 동북 내벽

체성(그림 3)은 먼저 성벽이 될 부분의 표토를 제거하고 성 안쪽에서 외벽 쪽으로 생토면
을 'ㄴ'자상으로 정지하여, 그 위로 10cm 내외의 점토를 다져서 성벽의 하단부를 축조하고
있다. 외벽쪽은 10cm 내외의 점토다짐층 위에 자갈로서 바닥을 정지하고 상부에 외벽에서
내벽쪽으로 1.6m정도까지 3단의 인두대석(人頭大石)을 쌓고 그 위에 두께 20cm 내외의 판
석을 깔아 지대석을 만들고, 그 위에 기단석을 올려 약 20cm 정도 물리어 200×160×150
cm 정도 크기의 자연대석을 놓은 형태이다. 또한 내벽의 경우에는 기저부가 30cm, 60cm,
90cm, 등의 높이로 위로 올라 갈수록 점차 높아지다가 내벽에서 너비 260cm 지점부터 본
격적으로 협축하고 그 상단에는 미석(眉石)을 30cm 외벽 쪽으로 돌출시켜 설치하고 그 위
에 너비 70cm의 여장이 2단정도 잔존하고 있다(그림 4․5). 외벽 쪽으로는 지대석 부분의 축
조시 지형조건에 따라 레벨차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축성법은 축성신도(築城新
圖)가 반포된 1438년(세종 20년) 이전에 이미 축성신도에서 규식화(規式化)한 체성부의 축
조양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세종 연간의 연해읍성 축조시 이미 규식화된 축조계
획을 가지고 이 성을 축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웅천읍성 동남 외벽

<그림 7> 웅천읍성 동남 내벽

성벽의 너비는 기저부가 8.1m내외로 'ㄴ'자상으로 생토면을 정지한 부분에서 외벽 간 이
5.5m이며 'ㄴ'자상으로 절토된 곳에서 내벽까지는 약 2.6m 정도이다. 성벽의 잔존고는 3~
5m 내외로 동벽의 경우에는 너비 70cm의 여장이 2단 정도 잔존하고 있다. 여장부분의 석
열사이에서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여장의 최상단부는 기와로 마무리를 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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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다. 한편, 증축된 것으로 판단되는 동문지 남쪽 외벽은 초축과 유사하나 내벽부는 동
문지 북쪽과는 달리 소형 할석으로 수직되게 쌓은 뒤 토사로 경사지게 내탁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그림6․7). 이는 1453년(단종 1)에 증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성 내벽의 축조수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동문지는 반원형의 개구부가 북쪽을 향한 편문식의 옹성의 형태를 확인하였으며 문지 너
비는 약 3m 내외로 확인하였다(그림 8). 문지는 체성과 동시에 축조되었으며 문지 좌우 육
축부는 덧대어져 있으며, 체성부는 옹성과는 동시에 축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문지는 초축
이후 적어도 1번이상의 개․보수를 통해 약 25°정도 경사로 내외의 레벨차가 약 70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입구부가 수평이 아닌 경사가 진 것으로 파악된다.
웅천읍성 동남성우는 동시축조 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방대형으로 규모는 6.8×10.1m이다.
북동쪽 치성은 체성부 성벽과는 시기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총 2회 이상의 개․보수가 이루
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옹성의 개구부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용도는 동문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대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현존하는 치성의 바닥 기저부에서 확인되는 판석과 할석으로
이루어진 적석층이 기존 치성의 평면형태가 정방형 내지 반원형인데 반해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적석층과 현존하는 치성의 사이에서 흑갈색 점토층이 확인되고 있어 치성 이전에
다른 용도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되는 기와편 및 주초석 등
으로 미루어 볼 때 문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자는 성의 외벽 밖 약 9~11m 지점에서 해자의 성내외쪽 석축이 조사되었는데, 너비가
3~4m이고 잔존 높이는 약 1~2.5m이며, 동쪽의 경우 해자 하부 너비가 6.8m이고 상부너
비의 경우 7.3~8m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다(그림 9).

<그림 8> 웅천읍성 동문지 옹성 접합부 성벽

<그림 9> 웅천읍성 남쪽 해자

또한 북벽의 외벽 밖 약 9m지점에 설치된 해자는 너비가 7.8m이다. 해자 내외의 호안석축
이 다 양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해자 내에서 설치된 석축시설의 일부도 확인되고 있는데 너
비 4.6m로 거제 고현읍성에서 확인된 조교(釣橋)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옹성 및 치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해자일부를 폐기하고 새로이 해자를 축
조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해자라인을 웅천읍성의 증개축으로 인해 일부를 폐기하고 그 위에
체성 및 옹성, 치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옹성쪽에 인접한 해자 방향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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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부 하단부로 진행하고 있어 고고학적 조사결과와 문헌기사를 연계해 볼 때 웅천읍성의
동문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초축 성벽이 축조되었으며 이후 단종1년에 증개축된 것이 지금
의 동문지와 동남쪽에 위치한 체성부로 추정된다. 따라서 웅천읍성의 초축 당시 평면플랜은
지금 잔존하는 체성부의 절반에 해당하며 웅천읍성 내 우체국 건물의 뒤쪽을 연하는 선으로
현재의 읍성 내부로 출입하는 도로의 북쪽이 초축 해자로 볼 수 있다(그림 10).
한편, 남쪽 성벽의 외벽은 기반암층인 자갈 역석층을 굴착하여 정지하고 그 위에 황갈색
자갈층과 사질점토를 교대로 다진 후 흑갈색점토로 다져 지반을 조성하였다. 지반 위에는
인두대(人頭大)의 할석과 자연석을 3~5단의 기저부를 조성한 후 외벽 면석을 기준으로 너비
130cm의 기단보축을 남기고, 지대석에서 약 20cm 정도 물리어 1m내외 크기의 자연대석과
인두대 크기의 석재를 잔돌 끼워가며 쌓은 형태이다. 내벽은 인두대 크기의 할석과 그보다
작은 할석으로 수직되게 막쌓기 하였는데 내벽 바깥쪽으로는 토사로 다짐되어 있어 이보흠
의 「축성신도」의 축조방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토유물은 분청사기, 백자편, 옹기편과 와편, 수골(獸骨) 등이 있다. 분청사기를 비롯한 백
자편의 일부의 경우는 조선시대 임란이전인 15․16세기로 편년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수
습된 대부분의 자기편의 경우는 16~17세기 이후로 편년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읍성 체성부와 해자 내부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투석용 몽돌들이조사되었다

.
<그림 10> 웅천읍성 동벽과 해자 발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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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덕토성(齊德土城, 경상남도 기념물 제117호)

<그림 11> 제덕토성 평면도12)

<그림 12> 제덕토성 토루 전경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에 위치한다. 조선시대 초기 내이포를 개항한 뒤 왜관을 두어
항거왜인을 60명으로 제한하면서 일반적으로 왜관의 외부에는 목책을 두르고 다시 밖에 성
을 쌓아 일반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이 토성은 제포진성의 동쪽 끝부의 야산 정상부로부터 능선을 따라 웅신현(熊神峴)을 가로
질러 능선을 따라 웅포(熊浦)의 하천쪽으로 연결된다(그림 11). 지형을 삭토하거나 단일경사
를 이루도록 만들어 성벽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성벽의 규모는 길이 1k
m, 높이 3~5m, 기단부 5m 정도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로 길이 약 82m정도가 조사되었는데 너비 3~3.6m, 높이 0.5~1.3m 규모
로 잔존하였다(그림 12). 토성은 기반암 위에 축조되었으며 외벽에는 2~3열의 석열이 확
인13)된 것으로 보아 기단에 석축한 판축토성일 것으로 보인다(그림 13․14). 정확한 축성 년
대와 축성목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실한 내용을 고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러나 『세조실록』에 의하면 1455년(세조 원년) 경상우도절제사가 지금의 웅동 쪽에 성보
쌓기를 건의할 때「제포에 왜인이 2,011이나 머물고 있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의 산등
성이로부터 서쪽으로 만호영 앞까지, 동쪽으로는 웅포까지 성을 쌓고 얕은 곳에는 목책을
세우고 이어서 관문을 세워서 웅천의 군사 20~30명으로 하여금 파수를 보게 하는 등 밤에
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낮에는 열어 출입을 절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기록이 보
인다.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와 현재 잔존한 토성의 범위로 볼 때 기록과 일치하고
있어 토성의 축조는 이때를 즈음하여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12) 손승철, 2007,「薺浦倭館의 過去와 現在」,『アジアのなかの日朝關係史』, 九州國立博物館 朝鮮通信使 400
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13)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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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남문지구내 제덕토성 유구

<그림 14> 남문지구내 제덕토성 단면

한편, 1507년(중종 2) 삼포에 축성하기 위하여 성기를 측량하자 항거왜인이 축성을 중지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병조와 축성도감에서 상의한 일14)이 있으므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종 36년(1641년), 제포의 왜관에서 머물고 있는 왜
인들이 금지된 물건을 몰래 팔기 위해 야밤을 틈타 담장을 넘어 여염으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수직군사(守直軍士)를 세명이나 찔러 죽인 사건을 경상도우병사(慶尙道右兵使) 방
호의(方好義)가 보고하자 포소(浦所)의 원장을 높고 튼튼하게 개축할 것으로 논의한 것15)으
로 보아, 그 당시 일종의 담장 역할을 하던 것을 증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체성의 상부는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통로로 이용되어 지금도 2m 정도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성벽 양
편으로는 한 때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이 이루어졌고 분묘가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다.

3. 제포진성(薺浦鎭城, 경상남도 기념물 제184호)

<그림 15> 제포진성 항공사진

<그림 16> 제포진성 평면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366․830․83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그림 15). 제덕동 안지개마을의 낮
은 야산 서쪽 경사면을 이용하여 정상부로부터 능선을 따라 해안에 이르기까지 축조되어 있는
포곡식성이며, 현재 성 안쪽은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정상부에는 1980년에 지어진 한
국통신공사 건축물이 남아 있다. 2002년에 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해 북쪽지역의 성벽
이 일부 제거되었으며, 최근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체성부와 성내 일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14) 『中宗實錄』卷4 中宗2年 丁卯年 9月 己巳條
15) 『中宗實錄』卷94 中宗36年 辛丑年 6月 丙子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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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보면 제포(薺浦)는 내이포(乃而浦)라고도 하는데 웅천현(熊川縣)의 서남 1km 지
점인 해안변의 제덕마을 둘레에 있다. 제포는 웅천뿐만 아니라 창원의 방어와 남산포의 조
운(漕運)과 관련하여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시되던 곳으로 고려 1390년(공양왕 2) 양광도와
전라도 및 경상도 등의 연해처에 모두 만호를 두었는데 이때 이미 별장이 주둔해 있었다16).
1398년(태조 7년)에 우수영을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제포진성은 1390년 왜구 침입에 대비
하여 설진된 이래 1426년(세종 8)에 제포를 개항한 후 왜인의 불법이주를 막기 위해 축조되
었다. 조선 성종 때에는 이르러 선군의 선상수어가 무너지고 제포에 성자가 없어서 만호가
먼저 사로잡힐 것이라 하여 축성이 무산되었다. 그 후 1484년(성종 15) 사헌부 집의 조숙기
(曺淑沂)의 계청17)으로 1485년(성종 16) 우의정 홍응(洪應)을 순찰사로 남아 경상우도와 전
라좌도 지역의 축성 예정지를 간심하여 삼포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 22개 처의 수군영진에
축성키로 하였다. 그 해 3월에는 이미 제포에 축성이 진행되고 있었으며18) 1486년(성종 1
7)에 완성되었다.
이곳은 경상우도수군절도사영으로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두었는데 안골포, 사량포,
당포, 영등포, 옥포, 조라포, 평산포, 적량진을 소관하였다. 삼포왜란 후 임진왜란으로 안골
진에 옮겼으나 1625년(인조 3년)에 다시 이곳으로 옮기면서 수군만호(水軍萬戶)로 강등하였
다. 당시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배치되어 있었다.
부속시설로서 문지․건물지 등이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19), 지표조사 결과 총연장 1,377
m, 너비 4.5m, 높이 2m 규모의 석축성으로 낮은 야산의 서쪽 경사면을 이용하여 정상부로
부터 능선을 따라 해안에 이르기까지 축조된 것이다(그림 16). 성벽은 자연대석으로 이중기단
을 조성하였고(그림 17), 동․서․남․북의 정방에 옹성형 문지와 성벽의 요소요소에는 치성을 두
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깊이 5m 내외, 폭 5~9m 내외의 해자를 둘
렀다. 성 내외 주변지역에서 백자와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20) 2009년 부산-진해 경
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21)에서 동벽부 해자 바깥 인접한 지역에
서 성토부가 확인되었는데 전체너비 10.8~11.8m, 높이 1.9~3.3m규모이다.

황갈색 풍화

암반토나 적갈색점질토와 황갈색 풍화 암반토를 번갈아 다졌는데 안쪽은 10~12도의 경사로,
바깥쪽은 25~50도의 경사로 성토하였다(그림 18). 하동읍성에서 조사된 양마장(羊馬墻)22)과
비교되는 자료로 제포진성으로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체성부-외환부(外環部, 너비8.8m)-해자
(9.1m)-성토부(11.8m) 의 순서와 규모로 확인되었다. 현재는 남쪽 정상부의 건물지 석축일
부와 서쪽 문지, 동쪽 문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의 기초만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포진성은 처음 개항을 목적으로 축조하였는데 삼포왜란(三浦倭亂, 중종5년, 1510)을 계기
16) 『高麗史』고종 14년(1227년) 5월 웅신현에 침입한 왜구를 별장 정금억(鄭金億) 등이 산간에 매복 해 있다
17)
18)
19)
20)
21)

가 격퇴시킨 기사가 보인다.
『成宗實錄』卷171 成宗 15年 甲申年 十月 壬午條
『成宗實錄』卷176 成宗 16年 乙巳年 三月 戊戌條
『嶺南鎭誌』 第 2冊「薺浦鎭誌」
이일갑, 2000,『南海岸地域 朝鮮時代 鎭·堡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리문화재연구원, 2009,「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 4차 지도위원

회 자료집」.
22)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4,『河東邑城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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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병영성으로 그 성격을 바꾼 것으로 성곽이 크게 훼손된 것은 인접에 있는 웅천읍성과 남
산왜성 증 수축 시에 대부분의 석재를 여기서 조달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23).

<그림 17> 제포진성의 남벽 근경

<그림 18> 제포진성 해자 외곽 성토부 단면도

4. 제포 수중유적(薺浦水中遺蹟)
제포수중유적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77-4번지일대 제덕만 해안에 위치한다. 웅천에
서 서남쪽으로 바다로 향한 길을 따라 약 1km 정도를 지나면 냉이고개가 나오는데 이 고개
에서 남서쪽 아래로 보이는 바다가 제덕만이다. 이 일대는 조선 전기 삼포의 하나로 최초로
개항한 역사적인 대일무역항으로 제포왜관(薺浦倭館)이 설치되고 항거왜인(恒居倭人)이 거주
하였던 곳이다.
이 유적은 제덕만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진행되다가 매립된 토사의 무게로 갯벌 속에 목책
유구가 수면에 떠올라 알려지게 되어 1997년 6월 10일부터 1997년 12월 10일까지 동아대
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24)되었다.
조사 당시 목책은 현재의 해안선에 근접하는 위치에서 발견되었지만 목책을 설치하던

<그림 19> 제포 전경

<그림 20> 제포 수중목책

당시는 해안선이 현재보다 100m이상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바다 한가운 위
치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9).
23) 동아대학교박물관, 1984, 『鎭海龜山城址』, p25.
24) 東亞大學校博物館, 1999, 『鎭海 薺浦水中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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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 조사된 목주는 150cm 정도의 길이와 10cm 내외의 직경을 가진 것으로서 크
게 4군을 이루면서 일렬로 분포하고 있었다(그림 20). 그리고 각 zone은 약 15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각 목주들은 직경 5cm 내외의 칡넝쿨이나 싸리나무를 이용하여
엮은 동아줄로 서로 묶어서 하나의 목책을 형성하도록 하였고(그림 21), 그 사이 사이에는
20×30×15cm 크기의 사람 머리 크기의 할석이 놓여 있었다(그림 22).

수중목책에 사용

된 목재는 소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주종으로 목주의 하단은 도끼나 낫으로 끝을 뾰족하게 깎
아 수중에 잘 꽂히도록 하였다. 목주의 크기는 대체로 길이 200cm, 직경 15cm가 주류를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중종실록(中宗實錄)』 1520년(중종 15)조에 의하면25) 「"…(삼포왜란 이
후) 우도 거제땅의 영등포, 옥포, 지세포, 조라포와 고성땅의 당포와 웅천땅의 안골포 등은
모두 방어의 긴요한 땅인데……, 또 전자에 왜적들이 제포, 영등포, 안골포, 부산포, 다대포
의 병선을 불태워 버려서 남은 것이 없으니 적이 만일 다시 입구하면 반드시 전과 같이 불
태울 것이니 모름지기 큰 나무를 박아 세우고 쇠사슬로 여러 차례 연결하여 배를 감춘 포구
를 횡단하고 또 칡 동아줄로 무거운 돌을 나무에 달아 그 나무를 물 밑 한자쯤 잠기게 하여
적선이 걸리어서 넘어들어 오지도 못하고 찍어서 끊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연결한 나무 중
앙에 쇠갈고리를 설치하여 잠그기도 하고 풀기도 하여 열고 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우리가 배를 쓰고자 하면 갈고리를 풀고 나가게 하면 거의 배를 지키는 계책에 합당함으로
우후(虞侯) 김량필(金良弼)을 시켜 먼저 수영에서 시험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편하고 도움이
된다면 左右道 各浦에 한 모양으로 만들어 배치하겠습니다 "하였다. 유순(柳順), 김수동(金壽
童), 성희안(成希顔) 등이 유순정(柳順汀)의 아뢴 대로 하기를 청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제포를 비롯한 영등포, 안골포, 부산포, 다대포의 병선들을 왜적이
불태워 버려 남은 것이 없었으므로 좌 ·우도의 각 포에 수중목책을 설치하여 조선측의 배
를 보호하고 왜선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로 목책은 제덕동 해안을 매립하여 신어판장
을 축조하기 전의 마을 서쪽 돌출지점 즉, 지금의 제덕마을 부근 제포진성 앞에서 동쪽의
제포왜관지(薺浦倭館址)의 해안에까지 반원형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책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은 300여점의 분청사기, 토기, 선박의 부재, 청동제품, 목
간,와편과 사슴뿔을 비롯한 동물유체 등이며 인근 웅동의 두동도요지에서 지표채집된 유물과
동일한 기법의 기명도 채집된다. 실록의 기사와 발굴과정에서 다량으로 수습된 분청사기의
연대로 보아 16세기경에 설치된 관방유적으로 보고 있다. 이 후 1998년 6월 경상남도 통영
시 산양읍 삼덕리 대청마을과 인접한 해안의 당포 삼덕항 공사현장에서도 다수의 목주가 발
견되어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발굴조사를 실시26)되었다. 조사에서 이미 훼손된 유구가
확인되었고, 수중목책을 구성한 목주 44점과 와편, 옹기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27)
25)『中宗實錄』卷 十五(1520)年 庚午 五月條「都元帥柳順汀狀棨曰 右道巨濟地永登浦玉浦知世浦助羅浦 固城地唐
浦 熊川地安骨浦等處 則皆是防禦最緊之地 且前者賊倭等 焚蕩薺浦永登浦安骨浦釜山浦多大浦兵船無餘 賊若復寇
則必如前焚蕩 順植大木 以鐵鎖 次次聯接 橫截藏船浦口 又用葛大索 縣重石于木 使木沈水下一尺許 使賊船拘礙
不得踰入 且不得斫斷 又於聯木中央 置鐵鉤 或鎖或解 令開閉在我 我欲用船 則解鉤出去 庶合守船之策 故令虞侯
金良弼 先於水營試驗如其便益 可於左右道各浦 一樣造排也 柳順金壽童成希顔等 請의 柳順汀所啓 上從之…」
26) 馬山地方海運廳․慶南文化財硏究所, 2001,『統營三德港內 唐浦水中遺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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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포 수중목책 고정용 동아줄

<그림 22> 제포 수중목책 고정용 할석

Ⅲ. 웅천왜성(경상남도 기념물 제79호)
1. 웅천왜성의 개요28)
웅천왜성(남산왜성이라고도 함)이 위치한 와성만의 앞바다는 거제도 북쪽 해안과의 좁은
물길을 따라서 사천, 순천에 이르고, 또 동쪽으로 향하면 가덕도 북쪽의 물길을 지나서 부산
에 이르는 연안 수로에 해당한다. 남산의 정상에서는 진해만의 선박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
고, 또한 웅포로 침입을 시도하는 조선수군의 선박에 대해서 산 위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상의 요지에 해당된다. 일본측 문헌에는 웅천포성, 웅포성이라고 기록
되어 있으며 '코모카이죠〔こもかい城〕'․'코모가이죠(こもがい城)'라고 불렀다.
웅천왜성에 관한 기록이 처음 나오는 곳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초』29)이며 『임진상초』
에도 등장30)한다. 여기에서 이순신장군이 조선수군을 인솔하여 수차례에 걸쳐 웅포 공격을
감행했을 때인 1593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웅포만 입구, 동서 산기슭에 일본군의 방어시
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웅천왜성이 본격적인 축성이 개시된 것은 1593년
7월로서 일본군의 주력부대가 서울에서 철수하고 부산, 양산 등에 집결하여 6월의 진주성
공략 이후 경상남도 연안 각지에 성을 쌓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축성이 시작된 직후인 159
3년(선조 2) 8월의 웅천의 상황에 대해서 이순신의 만력 21년 8월 10일의 기록31)에서
27) 慶南文化財硏究院, 2001, 『統營三德港內 唐浦水中遺蹟』
28) ① 倭城址硏究會, 1979, 『倭城』.
② (재)해동문화재연구원, 2016, 『진해 웅천왜성·소사동유적 』에서 주로 인용
29)『亂中日記草』, 萬曆二十一年 三月六日條,「曉發行到熊川 則賊徒奔遑陸地 作陣山要」.
30)『壬辰狀草』, 萬曆二十一年 四月初六日條,「熊川之賊 扼項釜山之路 據險藏船 多作巢穴 不得已先去此賊 乃進
釜山二月初十日 十二日十八日 二十日或遺伏誘引 或出入逃戰 彼賊曾㥘舟威 不出洋中 每李輕疾之船 闖然於浦
口 追逐則旋入其深處 只以東西山麓 築壘分屯 多張旗幟 放丸如雨 」.
31)『壬辰狀草』萬曆二十一年 八月十日條,「則熊川城内南門外屯賊、則為半熊浦移徙結幕、西門外․北門外․鄕校洞․東
門外屯賊、則幷二百余隻、同熊浦左右邊分泊(中略）熊浦西峯、薺浦北山、安骨浦西峯等處、亦築土城」.

www.kaum.or.kr

65

남해안을 통한 교류의 역사

「웅포서봉(熊浦西峯)」이 보이는데 웅천왜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593년 11월경 웅포를 방문한 그레고리오 더 세스베데스신부의 2통의 편지32)에서
웅천왜성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웅포성은 난공불락을 자랑하며 단기간에 시로 감탄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거대한 성
벽, 탑, 시(砦)가 멋지게 구축되고, 성의 기슭에 모든 고급 무사, 아고스티노〔アゴスチイ
ノ. 小西行長〕와 그 막료, 또, 연합군의 병사 등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 지
어진 넓은 집에 살고, 무장의 집은 성벽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제1 서간）」
「웅포성에는 아고스티노와 함께 유마(有馬) ․ 대촌(大村) ․ 오도(五島) ․ 평호(平戸) ․ 천초(天
草) ․ 서본(栖本) 등 그들 모두 동맹군과 막료가 있고, 모두 바다를 따라 주거하고 있다. 성
위에는 아고스티노의 동생 여칠전(与七殿)과 비센테〔ヴィセンテ, 兵右衛門〕가 망을 보고
있다.(제2 서간）」 또한, 세스베데스신부는 그가 성의 최고 높은 곳에 주거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곳에 이르는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는데 대한 불편함을 적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웅천성은 일단 1593년에 완성을 보였던 것 같다.
1595년(선조 28) 1월 당시 산세가 험한 바닷가에 위치하여 석성과 목책, 해자로 둘러져
바닷가까지 이어진 성벽과 가옥들, 배를 대기 위해 굴착한 문 등 웅천왜성의 상황33)에 대해
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순신장군의 1593년 4월 20일의 보고에서도
「웅천입암평의지진(熊川笠岩平義智陣)」과 「웅천입암일진 웅포이진(熊川笠岩一陣 熊浦二
陣)」이라는 기록34)이 보이는데 웅천왜성과 지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웅천왜성에는 지성도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성으로 추정되는
자마산성(子馬山城)과 명동왜성(明洞倭城)과 웅천왜성의 서쪽 3개의 지성 등이 이들에 해당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본성 외곽에 다수의 지성이 배치된 것은 웅천왜성이 임진
왜란기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거점기지로서 부근의 항만 전체의 확보를 통하여 조선수군의
이용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35).
웅천왜성의 수비 병력에 대해서는 4,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렀으며36), 선조 28년(15
95)에 이르러서는 강화교섭이 급속히 진전되어 6월에는 소우 요시토시〔宗義智〕의 성이 철
수하기 시작하였고37) 11월에는 웅천왜성에서도 일본군이 철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38).
1597년(선조 30) 1월, 일본군의 재 침입으로 정유재란이 발발하였는데 고니시 유끼나가와
소우 요시토시 등 옛 성주들이 웅천왜성을 재점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39). 1598년(선조
31) 11월 23일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가 가또오 기요마사〔加藤清正〕등과 함께 부
산포에서 철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웅천왜성도 11월 초순에는 폐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2) 松田毅一、川崎桃太訳,『日本史』.
33)『宣祖實錄』乙未二月 癸丑條「營占海岸一山、山勢甚峻、繞以石城上添木柵周囲可六七里、斸山爲池、 鱗次架
屋、塡海築城、星列鑿門 門卽泊船之所也」.
34)『壬辰狀草』, 萬曆二十二年 四月二十日條.
35) 倭城址硏究會, 1979, 『전게서』.
36)『宣祖實錄』 甲午 三月丙申條 「熊川薺浦四千」, 같은책 四月乙丑條 「薺浦行長一萬対馬島義智三千」.
37)『宣祖實錄』乙未 七月巳卯條 「義智則昨日城子盡破從當燒盡軍幕移陣」, 乙未七月 戊子條 「平義智亦已撤營
柵房、並於
當日已盡燒火、義智方寓行長陣中」.
38)『宣祖實錄』乙未十一月庚午條「熊川熊浦森浦兩陣亦爲燒撤」
39)『朝鮮御陣中覺書』, 「七月上旬又朝鮮ニ御渡海コモガイニ御在陣 小西摂津守殿其余之諸将各御会合評定被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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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웅천왜성지의 현황과 발굴조사
1) 웅천왜성지의 현황
웅천왜성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211-1번지에 위치한다. 이 성은 남문동의 남산(184m)
산봉우리에서 능선을 따라 산기슭까지 뻗친 둘레 1,250m, 높이 3~8m의 석성으로, 성내의
넓이는 약 5000평 정도이다40). 『웅천읍지』에 따르면 3개의 봉우리가 있었으나 이를 삭평
한 뒤 산정상부에 혼마루〔本丸〕을 두고 산록(山麓)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적으로
니노마루〔二之丸〕, 산노마루〔三之丸〕를 질서 있게 배치하여 축성하였다. 남산(해발 184
m)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동서로 가로지르는 석축과 서쪽은 내륙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기위하여 북쪽의 능선을 따라 자연 하천변의 산기슭까지 경사지성벽[竪石垣, 다테이시
가키, 그림 24-2) ]이 축조되어 있는 석축성으로 전체적인 평면은 와성만 쪽을 향하여 남북
양익상(兩翼狀)으로 '∨'자 상을 이루고 있다(그림 23). 임진왜란 때인 1593년 고니시 유끼
나가〔小西行長〕가 구축하여 수비하던 곳으로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축성한 것을 정유
재란에 재침하여 수축하였다고 한다.

<그림 83> 웅천왜성 유구배치도(高田徹(2001)에서 인용)

이 곳은 지형적으로 제포와 안골만 사이에 반도처럼 돌출한 남산의 정상부에 위치하면서
(그림 24-1) 북쪽으로 웅포만을 포용하고 있어서 육로는 물론 해로로 안골포, 마산, 가덕
도, 거제도와 연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할 경우에도 일본과 위치적
40) 高田 徹, 2000, 「熊川倭城の繩張り」『倭城の硏究』第5號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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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까운 요지이다.
왜성의 평면은 제곽식(梯郭式)으로 성내 넓이는 16,650㎡ 정도이고 둘레 1,250m, 성벽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3~8m에 이른다. 축성에 사용된 성석은 현무암과 청석이 대부분인데
축성에 사용된 성석(城石)은 현무암과 청석이 대부분인데 가장 큰 암석은 1.5×1.5×2m에
이르는 것도 있으며, 현존하는 성벽의 길이는 약 7~800m 정도이다. 가장 큰 암석은 1.5m
×1.5m×2m에 이르는 것도 있다. 대형면석을 상하로 고르게 쌓고 그 사이사이에 괴석(塊
石)을 채우면서 지면에서 70°
정도의 경사각을 이루어 축성하였다. 성벽은 자연할석을 이용,
잔돌끼워 난적쌓기를 하였다. 성벽 우각부(隅角部)의 축조는 입석(立石)의 모서리를 맞추어
쌓는 세워쌓기〔縱石積〕으로 쌓은 방법이 주로 확인되며, 긴 면과 짧은 면을 서로 엇갈리
게 조합하는 엇갈려쌓기〔算木積〕도 일부 확인된다.
웅천왜성은 지형적으로 제포와 안골만 사이에 반도처럼 돌출한 남산의 정상부에 위치하면
서 북쪽으로 웅포만을 포용하고 있어서 육로는 물론 해로로 안골포왜성, 마산왜성, 가덕도왜
성, 거제도북안의 제 왜성과 연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왜군이 본국으로 철수할 경우에도
일본과 위치적으로 가까운 요지이다. 인근의 동쪽 안골포왜성의 경우도 동쪽의 부산왜성으로
부터 20km, 남쪽의 가덕왜성과는 4km, 서북쪽 웅천왜성과는 약 3.5km거리에 있으면서 서
로 연계되어 외해의 가덕수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내해를 확보하는 위치에 축성되어 있다. 특
히 안골포와 웅포는 해전이 있었던 곳으로 선조 25(1592)년 7월 10일에는 안골포 해전으로
일본군 250여명을 사살하고 병선을 불태웠으며, 선조 26(1593)년 2월 10일부터 3월 6일 사
이에는 웅천왜성의 수군을 격멸하기 위하여 이순신장군이 수차례 공격을 시도 한바 있다.
2) 웅천왜성의 발굴조사
2014년 해동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에서 성벽과 망루지, 추정 밭이랑 해자〔畝堀〕가
조사되었다41).
① 성벽
조사된 웅천왜성의 성벽은 웅천왜성의 동쪽 끝 '쿠르와〔曲輪〕42)'의 외벽으로 조사된 성
벽의 진행방향은 남-북향으로 서쪽 곡부 쪽으로 가면서 굴절되어 능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어
있다(그림 24-3). 현재 규모는 길이 75m, 너비 4.5∼2.5m, 높이 3.6m 정도이다. 성벽은
곡부에서 지형에 맞게 치성처럼 측면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요코야〔橫矢〕'의 역할이 가능
하도록 조성하였다. 일부 잔존 석축의 각석형태로 보아 망루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성벽
의 축조수법은 자연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쌓은 후 벽석과 벽석의 틈은 잔돌을 끼워 가면서
줄눈흐트려쌓기로 축조하였고, 벽석은 약간 경사지게 쌓았다.
이 성벽은 와성만의 입구에 위치하여 방어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성벽의 서쪽 굴절부에서 야구라〔櫓(망루)〕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성벽에 망
루가 보강된 점에서 다른 왜성과도 비교된다.
41) (재)해동문화재연구원, 2016, 『전게서』
42) 國立文化財硏究所, 2011,『韓國考古學專門事典-城郭․烽燧篇』, 성내에 기능이나 역할에 대응해서 구획되어
진 한 개소의 구역 또는 공간을 말함. 일반적으로 일본 중세․전국의 성에서는 곡륜, 근세성곽에서는 '마루
〔丸〕'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용어로는 '곽(郭)'으로 해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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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성벽의 서쪽에서 조사된 경사지성벽(그림 24-4․5)을 '다테이시가키〔竪石垣〕'또
는'노보리 이시가키〔登石垣〕'라고도 하는데 다테이시가키는 산성의 정상부와 평지의 거관
부(居館部,유력자의 치소)를 연결하는 성벽으로 석축일 경우 '다테 이시가키〔竪石垣〕', 토
축일 경우 '다테 토루이〔竪土壘〕'라고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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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쪽에서 본 전경

2. 남쪽 천수대와 경사지 성벽 전경

3. 동쪽 끝 ‘쿠르와〔曲輪〕
‘ 의 외벽

4. 경사지 성벽 전경(동쪽에서)

5. 경사지 성벽 남쪽 석축 전경

6. 경사지 성벽 단면

7. 망루(야구라) 전경

8. 추정 우네보리 전경

<그림 24> 웅천왜성 유구 사진

7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포지역 관방유적과 웅천왜성

장축방향은 동-서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이며, 평면형태는 서쪽이 약간 좁은 형태로
일자형이다. 규모는 잔 존길이 33∼34.0m, 폭 4∼4.6m, 높이 0.8∼2.8m 정도이다.
축조방식은 협축식으로 경사를 이루면서 3∼5단 정도로 높게 쌓고, 북쪽의 내벽은 1∼2단
정도 낮게 쌓아 상면의 높이를 맞추었다. 외벽은 자연석과 할석을 이용 잔돌끼쌓는 기법을
이용하였다. 외벽은 능선을 따라 2m~2.3m 높이 정도로 흙과 할석을 보강하면서 축조하였
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율석(栗石)으로 뒷채움하였다. 내성벽은 높이가 외성벽보다 높기
때문에 흙이나 할석의 보강 없이 율석으로 뒷채움하였다.
울산왜성, 서생포왜성, 기장왜성, 가덕왜성, 웅천왜성 구포왜성, 안골포왜성 등에서도 능
선의 사면을 따라서 축조된 다테이시가키 또는 다테 토루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너비 2∼4
m, 높이 1.5∼4m 규모로 잔존하고 있다. 다테이시가키는 석축으로 외곽선의 경우 서생포
왜성, 웅천왜성 등과 같이 협축(夾築) 한 곳도 있고, 토축 또는 한 면만 석축하는 편축(片築)
의 경우가 있다. 평산성의 산성부와 평지의 거관부를 연결하는 방어라인의 성격을 띤다. 일
본의 경우 다테이시가키는 효고켄〔兵庫縣〕의 아와지 스모토죠〔淡路 洲本城, 1526-1615
사이 축조〕, 오우미 히코네죠〔近江 彦根城, 1603년 축조〕, 아이치켄〔愛媛縣〕이요 마츠
야마죠〔伊予 松山城, 1602년 축조〕․ 이요 오오요케죠〔伊予 大除城, 1501년 초축〕등의
유적에서 보인다43). 다테이시가키는 왜성 특유의 방어시설물로서 전쟁이 끝난 후 본국에서
도 일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장왜성, 자성대왜성, 안골포왜성, 남
해왜성 등과 같이 조선 수군진성의 성벽을 일부 왜성벽으로 이용하거나 수군진성 인근 지역
에 왜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상호 교류사적인 측면에서 주목된
다44).
② 망루〔노(櫓, 야구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망루지의 장축방향은 동-서형이며,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6.7m, 너비 6.6m, 높이 약 3.5m 정도이다(그림 24-7).
망루는 기반층을 'ㄴ자' 형태로 정지한 후 네 면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석축을 쌓고 내부에
길이 20∼30㎝ 잡석을 채워 넣었다. 각루의 외벽 면석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쌓았
다. 면석은 현재 1∼3단 정도 잔존하는데 대표적인 크기는 70×50×50㎝ 정도이며, 수석원
의 외벽석보다 규모가 작다. 외벽은 자연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고 그 틈새는 잔돌을
끼워서 쌓은 할석기법을 이용하였다. 또 모서리는 삼각형상으로 치석한 각석을 쌓은 후 작
은 잡석을 고임석으로 이용하여 경사각을 이루게 축조하였다.
망루와 경사지 성벽 경계의 북편으로는 계단이 확인되었는데 계단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북
편으로 외면을 맞추었다. 현재 3단 정도 잔존하는데, 규모는 잔존길이 2.2m, 잔존너비 2.6
m, 높이 약 1.1m이다. 단의 내부는 황갈색과 명갈색 사질토로 채운 후 상면에 할석과 잡석
을 이용하여 평적한 흔적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결실되고 두번째 단에서만 확인된다. 계단과
계단 사이의 너비는 0.8∼1m 정도이다.
43) 內田九州男, 2003,『松山城登り石垣調査報告書』, 愛媛大學法文學部人文學科 內田硏究室.
44) 羅東旭, 2008, 「남해안지역 왜성의 수석원(竪石垣)에 관한 연구」, 靑村論叢, 제9집, 세종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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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루지 주변에서 기와편이 다수 확인되어 기와지붕을 가진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야구라〔노(櫓)〕는 원래 '시창(矢倉)' 또는 '矢蔵(시장)'이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화살을 보
관하면서 전시에는 이들을 쏘기 위해한 시설45)이다. 외벽에는 여장과 마찬가지로 총안를 설
치하고, 그곳에서 활이나 조총으로 사격할 수가 있다. 노는 위치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데
성벽의 모서리에 구축된 '스미야구라〔隅櫓〕'와 주로 주곽의 성벽을 따라 조영된 회랑식의 '
다몬야구라〔多聞櫓〕'가 있다. 그리고 '와다리야구라몬〔渡櫓門〕'이라하여 문루 위에 노가
설치된다.
웅천왜성에서 확인된 망루는 왜성의 발굴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노
가 성벽의 모서리나 중간지점에 설치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수석원 끝에 설치된 점은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망루는 왜성의 최 외곽선에 위치하는 관계상 조선수군의 이동을
감시하고 해상으로부터 왜성에 접근하는 조선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조총을 쏘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 외곽의 방어를 공고히 하는
시설물로 보인다.
③ 추정 밭이랑 해자〔畝堀, 우네보리〕
일본성에서 성의 수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땅을 파서 성과 바깥을 차단하는 해자를 '
호리〔堀〕'이라 한다. 물이 채워지지 않는 황(隍) 형태의 해자를 '가라보리〔空堀〕'이라하
고 물을 채운 해자를 '미즈보리〔水堀〕'이라 한다. 왜성의 해자는 대부분 空堀로서 서생왜
성, 기장왜성, 웅천왜성 등에 그 형태가 잘 남아있다. 대체로 하부 너비가 2~3m, 상부 너
비가 5~10m, 깊이 5~6m 정도 규모이고 물자의 수송로, 인접한 지성과의 연락로로도 활
용되었다.
한편, 해자의 설치방향에 따라 등고선을 따라 성벽과 나란히 설치한 해자를 '요코보리〔橫
堀〕' 성벽과 직교상으로 설치한 해자를 '다테보리〔竪堀〕'이라 한다. 또한, 해자를 밭이랑
같이 조성하여 마치 다테보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적들의 수평 이동을 제한시키는 해자
를 '우네보리〔畝堀〕'라고 한다.
발굴된 웅천왜성 수석원의 북쪽에서는 요철형의 지형이 확인되는데 마치 호리가 5~6개가
연속된 것처럼 보여 우네보리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24-8).
우네보리는 일본 성곽에서는 종종 확인되나 국내 왜성유적에서는 서생포왜성의 본환 동남
쪽에 두줄의 해자가 연속되고 있어 우네보리로 보고 있는 사례가 유일하다. 그러나 조사된
웅천왜성의 골을 이루는 상면과 골의 정상부 너비가 일정하지 않고 연장선도 직선상이 아닌
굴곡이 져 있어 다테보리가 연속해서 설치된 해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웅천왜성은 여타의 왜성과 더불어 쿠르와〔曲輪〕을 다단식 혹은 다중
식으로 배치하면서 방형 또는 굴곡이 있는 성벽 외부에 가라보리〔空堀〕, 호리끼리〔堀
切〕,다테보리〔竪堀〕등의 각종 해자가 배치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평면상 방형 또는
굴곡이 있는 성벽 외부에 각종 해자가 배치되는 구조는 중세 거관(居館)의 행정적 기능을,
쿠르와를 다단식 혹은 다중식으로 설계한 것은 중세 산성의 군사적 기능을 계승한 것으로 1
45) 國立文化財硏究所, 2011,『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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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군정(軍政) 통합의 기능을 갖는 평산성 또는 평지성 형태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46). 왜성은 이러한 성곽발달사의 연속선에서 일본 근세 성곽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유적이라 할 수 있겠다.
3) 웅천왜성의 지성(支城)47)
웅천왜성의 지성(支城)으로 일본측의 기록에는 감포산성(甘浦山城)과 소산성(小山城)의 2곳
에 축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측 문헌에는 자마왜성(子馬倭城, 甘浦山城)과 명동
왜성(明洞倭城)이 보인다. 자마왜성은 진해시 성내동 산15번지 일대로 웅천(熊川)지역과 웅
동(熊東)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와성만의 북쪽인 자마산(해발 240.7m)의 정상부와 능선에 축
조되어 있는 성이다(그림 25-1). 둘레 350m, 높이 2m 규모로 산의 정상부를 깎아 내고
능선을 따라 120×100×75㎝ 크기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단이 지도록 석축하거나 토축으로
경사면을 받쳐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48).

46) 柳在春, 1999,『近世韓日城郭의 比較硏究』
47) 일본성에 있어 중심이 되는 본성 주변에 위치한 거점적 성격의 연결성으로 지성(枝城), 단성(端城), 외성(外
城) 등으로도 통용 됨.
48) 城郭談話會, 2002, 『倭城の 硏究』第 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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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동왜성
평면도

1.추정 자마왜성 원경

3. 명동왜성의 본환 남동쪽 문지

4. 명동왜성 서북쪽 지성 성벽

5. 명동왜성에서 본 서남쪽 지성

6. 명동왜성 서남쪽 지성 성벽

7. 명동왜성 서남쪽 지성 북쪽 성벽

8.명동왜성 서남쪽 지성 출토기와

<그림 25> 명동왜성과 지성의 성벽 유구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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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명동왜성은 명동 뒷산 해발 80m 정상부
를 삭평한 뒤 자연석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본성을 축조하였고(그림 25-3) 본성의 북(그림 2
5-4)․서(그림 25-5) 양쪽의 2구역에도 각각 장방형의 석루를 축조하였으며, 본성 북쪽으로
500m 지점의 산봉우리에도 전방을 살필 수 있는 정방형의 석루 2개소를 축조하였다(그림 2
5-249)). 성벽 축조에 이용한 자연석은 큰 것은 140×110cm, 110×60cm 정도이고, 작은
것은 56×35cm, 30×18cm 크기이다(그림 25-6․7). 현재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성
내외에는 와편들이 흩어져 있다(그림 25-8). 1593년(선조 26 마쯔우라 시게노부〔松浦鎭
信〕 등이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둘레 365m, 높이 1~2m에 이른다.
1593년(선조 26) 8월 10일자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도 웅천의 3곳에 왜성을 축성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그 당시 쓰시마 도주(島主)이자 고니시유키나가의 사위이던 소오요시토시
〔宗義智〕가 제포에 주둔하여 쌓았던 성이 감포성이었고 임진왜란 당시 남산왜성에서 1여
년동안 머물렀던 세스뻬데스 신부의 서간(書簡)에 1레구아(약 3마일)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
리에 종의지의 주둔 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亂
中日記)』에도 종의지가 웅천 땅에 주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서 이 명동왜성에 종의지가
주둔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50).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축조된 왜성과 정유재란 때 축조된 왜성 등 약 30여개의 왜성
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왜성은 '일본성곽연구의 표준화석'이라 할 만큼 일본 국내에 몇몇
남지 않은 당시 성곽의 발달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회 조사한 웅천왜성 동쪽부분의 다테이시가키〔竪石垣〕, 야구라〔櫓〕, 쿠르와〔曲輪〕,
추정 우네보리〔畝堀〕 등은 왜성의 연구와 더불어 일본 근세 성곽사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웅천왜성은 서생포왜성과 더불어 현재까지 확인된 왜성유적 중 대부분의 성곽 시설물들이
가장 양호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진왜란 때 웅천왜성이 위치한 웅포는 일본 수군이 주둔한 기지로서 이순신장군을 비롯
한 조선수군이 웅포를 공략한 역사적 사실과 가또오 기요마사, 쿠로다 나가마사와 더불어
임진왜란 3대 선봉장인 고니시 유끼나가가 웅천왜성에 주둔한 사실 만으로도 중요한 유적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조일외교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대마도주이자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인 소우 요시토시가 축조한 지성 등도 인근에 잔존하고 있어 그 의미를 더
하고 있다.

49) 角田 誠, 2002,「明洞倭城の縄張り」,『倭城の 硏究』第5號, p116 도면 전제.
50) 鎭海文化硏究所, 1997,『鎭海의 文化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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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에서 진해만 일대의 주요 관방유적인 성곽과 웅천왜성지를 살펴보았듯이 이지역의 관
방시설은 거시적으로 보아 고려말 조선초 창궐한 왜구들에 대비하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
해 제포를 중심으로 한 조선정부의 교린정책의 결과로 설치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임진
왜란을 거치면서 웅천만 외해의 주변의 가덕수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내해를 확보하는 과정
에서 왜성이 축조되었고 조선수군과의 해전도 있었던 복합적인 유적의 총체로 볼 수 있다.
제포만 일대는 당시 부산포 염포와 더불어 국제적인 개항지로서 지금도 개발로 인하여 일
부 훼손되기도 하였지만 당시의 환경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평지읍성
으로서 성벽과 부속시설이 양호하게 남아있는 웅천읍성과 제포진성, 제덕토성, 남산왜성 등
의 성곽유적과 봉수지 등의 군사통신유적 등이 함께 잔존하고 있어 주변유적과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정비 복원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웅천읍성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제포왜관터와 제덕토성 일부가 발굴조사 후 사라졌
다. 또한, 부산·진해 경제 자유 구역청이 신항만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웅천만 일대의 매
립 공사를 벌이면서, 괴정 마을 앞 일부 바다를 제외하고 바깥쪽 바다는 매립되면서 이들
유적과 제포진성의 역사문화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웅천왜성은 외교사적으로 보나 종교사적으로도 중요한 유적이며, 제포진성 및 웅천
읍성과 연계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도 만들 수 있는 스토리가 잠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자
산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들 유적에 대한 기본적인 유구의 현황파악을 위한 종합 학

술조사와 보존대책, 그리고 적절한 활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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