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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이 백제시대 웅진성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백제가 熊津에 도읍하였던 475년부터 泗沘로 천도하는 538년까지 약 64년간 도읍지의 거
성은 웅진성이었고, 그것이 지금의 공산성이란 점은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공주는 백제
의 두 번째 도읍지로 기능을 다한 이후 약 1,500여 년 동안 일반 도시로 기능하여 왔기 때문
에, 웅진도성의 영역과 문화상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그동안
여러 시기에 걸쳐 시가지의 구성과 영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古代 도성의 모습을 구체적으
로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백제시대 ‘熊津’ 고도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사실상 많은 한계가 있어 왔다.
백제의 웅진천도는 475년 고구려의 南進으로 인한 한성의 상실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루어졌다. 따라서 웅진 또는 웅진성이라는 명칭이『三國史記』에 처음 등장하는 것도, 백제가
한성에서 이곳으로 천도하면서 등장한다. 다만 이 웅진이란 이름이 도읍, 지명, 혹은 강의 명
칭인지 혹은 산성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15).
이와같이 백제의 웅진도읍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 웅진성인 공
산성이 王都의 중심거성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왕궁이 성내에 입지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웅진으로의 천도당시 배경과 더불어
구체적인 왕궁의 위치문제, 그리고 공산성의 축조시기와 구조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공산성에서 이루어진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공산성 내 성벽의 축성기
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백제시대 공산성의 축조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
아가 웅진도읍기 백제 웅진성의 구조와 특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5) 이남석, 2002,『웅진시대의 백제고고학』, 서경. 백제 초기 온조왕대 강역설정 과정에서 남쪽의 경계로
언급되는 ‘웅천’을 금강으로 보면서 웅진이 이미 백제 초기에 주목되었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웅천
을 금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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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백제 웅진도읍기 왕성에 대한 논의

백제의 웅진도읍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 웅진성인 공산성이 왕도
의 중심거성으로 기능하면서 왕궁이 성내에 입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웅진으로의 천
도당시 배경과 더불어 왕궁의 위치문제, 그리고 공산성의 구조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일반적으로 백제는 도성의 위치에 따라 한성기(B.C. 18~475), 웅진기(475~538), 사비기
(538~660)로 구분한다. 이는 백제의 천도에 기준한 것으로, 웅진기의 시작은 고구려의 한성
함락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웅진천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어시
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을 도읍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등으로, 웅진으로
천도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검토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구려 재침의 우려 때문에
차령산맥과 금강으로 이루어진 웅진으로 천도함으로써 방어에 유리하게 했다는 자연조건을 고
려한 천도 선정과16), 도성사적 입장에서 웅진이 강의 南岸 구릉지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견
해도 있다17). 그리고 천도 선정에 정치적 이유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웅진지역이 이미 왕실
의 거점지역이었다는 전제하에서 왕실세력의 주도하에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제기되었
다. 즉, 고대 교통로상의 중요한 渡津에 해당되어 그 중요성으로 웅진성이 축조되었다던가18),
천도이전 檐魯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견해이다19). 그리고 중앙귀
족화된 목씨세력의 세력기반 인근지역으로의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견해와20) 더불어 비록 왕실
의 거점지역은 아니었으나, 특정 귀족세력의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력의 하나
인 白氏의 세력기반 인근지역으로의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견해까지도 제기되었다21). 그러나 웅
진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천도 이전 기반세력이나 시설이 없었으며22), 오히려
구원군으로 참여한 지방세력의 주도에 의해 세력 간 공지인 웅진으로의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23). 따라서 웅진천도 이전에 공주시가지는 세력의 공지로서, 주목할 만 한
16) ① 노중국, 1988, 노중국, 1988, 『百濟 政治史 硏究』, 일조각, 149쪽.
② 유원재, 1997, 『熊津 百濟史 硏究』, 주류성출판사, 18쪽.
17) 성주탁, 1983, 「한성지역 백제초기 성지연구」,『백제연구』1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28~129쪽.
18) 박순발, 2003, 「熊津 遷都 背景과 泗沘도성 조성 과정」,『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서경문화사, 114쪽.
19) ① 박현숙, 2001, 「웅진천도와 웅진성」,『백제문화』3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28쪽.
② 김영관, 2000, 「百濟의 熊津遷都 背景과 漢城經營」,『충북사학』11․12합집, 69~74쪽.
③ 김병남, 2007,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웅진도읍기의 백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5~48
쪽.(김영관과 김병남은 문주왕의 즉위 전 담로인 웅진성에 파견된 자제․종족 중 한사람이었을 가능성
도 제기하였다.)
20) 김수태, 2004, 「백제의 천도」, 『한국고대사연구』36, 한국고대사학회, 31~38쪽.
21) 강종원, 2011, 百濟 熊津遷都와 貴族勢力의 動向」,『백제문화』4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332~336쪽.
22) ① 이남석, 1997, 「熊津地域 百濟遺蹟의 存在意味-百濟의 熊津遷都와 關聯하여」,『백제문화』26, 공
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47~51쪽.
② 이남석, 2002,「웅진시대 백제유적의 존재의미」『웅진시대의 백제고고학』, 서경.
23) ① 이남석, 2006, 「수촌리 고분군과 백제의 웅진천도」,『역사와 역사교육』11, 웅진사학회, 114~117
쪽.
② 신경애, 2007, 『4~5世紀 百濟 地方勢力의 動向-熊津遷都 前後를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2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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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의 존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웅진성의 기록은 성왕 4년인 526년의 修葺 기록이 처음이다. 즉 공산성은 적어도
성왕 4년 이전에 축조되어 있었고 526년에는 수즙이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등의 관련기록에는 백제가 웅진에 도읍하던 시기의 성책 축조기사가 적지 않게 확
인됨에도 불구하고, 웅진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가 聖王代에 수즙기사가 등장한 것이다.
공주지역이 역사의 주 무대에 등장하는 것도 백제의 웅진천도와 함께이지만, 웅진기 백제도성
의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읍지 熊
津을 과연 ‘도성’의 형태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4).
즉 都城이란 사전적 정의로 첫째 국가의 도읍지로서 성곽으로 둘러싸여 군사적 목적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역할을 했던 곳을 말하나25), 백제도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都
城’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수도의 개념이나 단일성곽 자체를 하나
의 도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즉 기존 연구자들은 ‘도성’을 현대의 사전적 개념 하에
도읍지 또는 서울로 해석하기도 하고, 중국 당나라의 도성, 조선의 도성 등 후대의 완성된 도
성의 개념으로 백제의 도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國都造營의 원리와 기준을 기록하
고 있는 중국 주대의 자료인 『周禮』考工記에 도시계획의 규칙이 정해져 있음에도, 南朝의 건
강성은 자연 지세를 이용해 축성한 도성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대
왕조들의 편의대로 확장함으로서 도성의 평면형태가 불규칙하다. 즉 도성의 가장 완성된 형태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국 唐나라의 長安城도 考工記에 의한 도성계획이 완벽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웅진이 형태적인 면에서 중국식의 도성 규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도의 공간적
범위의 개념 하에서 ‘도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웅진기에는 고구려의 남침으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서 천도가 단행되어 당시 왕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는 완성된 도성
구조를 마련할 상황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공산성을
중심으로 그 존재상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백제 웅진도읍기 왕성의 위치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공산성을 중
심으로 백제의 왕성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왕궁의 위치를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
나 금강을 끼고 위치한 공산성이 王宮城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王宮의 위치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현재의 공산성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주장이고26), 다른 하나는 공산성 밖에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24) 서정석, 2002, 『백제의 성곽』, 학연문화사.
2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한국고고학사전』.
26) ① 안승주·이남석, 1987,『공산성 내 백제추정왕궁지 발굴조사보고서』, 공주사대박물관.
② 안승주, 1988,「백제 도성(웅진성)에 대하여」『백제연구』19, 충남대백제연구소.
③ 유원재, 1993,「백제 웅진성 연구」『국사관논총』45집, 국사편찬위원회.
④ 이남석, 1999,「백제 웅진성인 공산성에 대하여」『마한·백제문화』14, 원광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⑤ 서정석, 2000,「백제 웅진도성의 구조에 대한 일고찰」『백제문화』29,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⑥ 심정보, 2003,「웅진도성의 구조와 방어체제에 대하여」『백제도성의 변천과 연구상의 문제점』, 서
경, 166쪽.
⑦ 이남석, 2013,「공산성은 백제 웅진성이고 왕성이다」『공산성』특별전 도록, 국립공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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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웅진기 왕궁에 관련된 기록은 『三國史記』 백제본기에 전한다.

문주왕 3(477)년 봄 2월에 궁실을 중수하였다.
동성왕 8(486)년 가을 7월에 궁실을 중수하고, 겨울 10월에 궁의 남쪽에서 대열하였다.
동성왕 11(489)년 겨울 11월에 남당에서 군신들과 연회하였다.
동성왕 22(500)년 봄에 임류각을 궁의 동쪽에 세우니 높이가 5장이었으며, 못을 파고 기
이한 짐승을 길렀는데, 그 잘못됨을 간하여도 듣지 않은 채 다시 간하
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 궁문을 잠궜다.
성왕 4(526)년 10월에 웅진성을 수리하고 사정책을 세웠다.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궁실을 중수한 기록이 웅진천도 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왕궁·왕
성관련 기록이다. 즉 웅진성의 축조와 관련된 기록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궁실의 축
조기록으로 보아, 城郭도 축조하지 않은 채 궁실만 중수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왕성이고 천도 후 처음으로 궁실의 중수기록이 문주왕 3년조의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성곽의 축조는 웅진천도 직후를 전후하는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
으로 판단된다28)
웅진도읍기 왕궁의 위치를 살필 수 있는 기록은 구체적이지 않다. 다만 일부 기록에서 주목
되는 것은 『삼국사기』기록에서 확인된다.

동성왕 13(491)년 여름 6월에 웅천의 물이 넘쳐 왕도 2백여 채의 집이 물에 잠겼다.
동성왕 19(497)년 여름 6월에 큰 비가 내려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가고 무너졌다.

동성왕 13(491)년조에 홍수로 인하여 왕도의 민가 2백여가가 표몰한 사실과, 동성왕
19(497)년에도 홍수에 피해를 입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대한 설명은 없다. 즉
일반 민가와 달리 왕궁은 홍수 피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
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9). 따라서 왕궁은 제민천변의 저지대에 입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동성왕 22(500)년조의 기사를 보면 신하들의 상소가 두려워 궁문을 닫은 것
으로 보아 왕궁은 임류각과 더불어 왕성 내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공산성 내 추정왕궁지 범위의 협소성과 왕궁과 성문이 일
직선으로 통하지 않는 점, 동성왕 8년 궁 남쪽에서 군사를 대열하였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병
27) ① 輕部慈恩, 1971,『百濟遺蹟の硏究』, 吉川弘文館.
② 김영배, 1980,「공주 백제 왕궁 및 임류각지 소고」『고고미술』6-3,4합집.
③ 성주탁, 1980,「백제 웅진성과 사비성 연구」『백제연구』11, 충남대백제연구소.
④ 박순발, 1996,「백제 도성의 변천과 특징」『한국사의 이해』.
⑤ 박현숙, 2001,「웅진 천도와 웅진성」『백제문화』30,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⑥ 김수태, 2001,「웅진성의 변천」『백제문화』30, 공주대백제문화연구소.
⑦ 이도학, 2010,「백제 웅진도성ㅜ연구에 관한 검토」『동아시아 고대학』23, 동아시아고대학회.
28) 서정석, 2007,「웅진기의 도성제」『백제의 건축과 토목』,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98쪽.
29)
, 1997『
』,
, 137
.

유원재

웅진백제사연구 주류성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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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집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점 등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이러한 논지를 전개함에 앞서
동성왕 22(500)년조 기사의 임류각이 궁의 동쪽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궁내가 아니라 궁 바깥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궁문을 닫아 버렸다’라는 기록에 대해서는 ‘궁문’이 역사적으로 민
의를 전달하는 상징적 장소로서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논지는 쌍수정광장의 추정
왕궁지는 지형상 협소하고 남쪽에 사열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經部
慈恩이 지적한 공산성 동쪽 토성지 남쪽의 평탄지와 김영배가 지적한 공산성 남문 밑의 공간
을 지적하면서 웅진도읍기 백제 왕궁은 공산성 앞에서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30).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공산성과 주변의 지형현황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 인한 판단이다. 즉
경부자은이 지적한 공산성 동쪽 토성지 남쪽의 추정왕궁지는 시굴조사 결과 자연적인 곡부가
매몰된 평탄지로 水口가 존재하는 곳이며, 토성 남쪽의 평탄지는 구릉선상부에 해당하는 곳이
지만 지도와는 달리 주변에 협곡이 많은 지역으로, 쌍수정 추정왕궁지에 비하여 대지의 폭이
훨씬 좁은 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영배가 지적한 공산성 남문 밑의 공간도 1997년 발굴
조사를 통하여 산사면의 곡부와 주변에 존재하는 백제시대 굴립주건물지가 1동 확인된 바 있
다. 원래의 지형환경은 쌍수정 추정왕궁지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최근
쌍수정 추정왕궁지 북쪽의 넓은 평탄지에 해당하는 성안마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왕궁지 관
련시설로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공산성 내 왕궁지의 존재의미를 보강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산성의 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공산성의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는 매우 제한적으
로 이루어져 왔다. 공산성 내 백제성벽에 대한 조사는 1987년과 1988년에 동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와 2009년과 2014년에 성안마을 발굴조사와 함께 공북루 서쪽으로 약 20m 내
외의 위치에 해당하는 내성벽구간에 대한 구간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3년에는 동쪽 토
성지 연결지점과 서북쪽의 공산정 붕괴성벽구간에 대한 성벽조사가 이루어졌다. 성벽의 구조
는 토성과 석성의 형태가 모두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백제 웅진성인
공산성이 土城인지 石城인지에 대한 연구자간의 합의는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기도 한다.
현재의 공산성은 동벽 735m만 백제 때 축조된 土城이고, 나머지 1,925m의 석성은 조선조
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석성의 시축시기와 석성과 토성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구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31). 이는 백제 성곽은 토성이 먼저 발전하고 나중에 石城이 등장
하였던 것으로 인지하고, 백제 석축산성의 등장을 6세기 이후로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백제시대 산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보다 불분명한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어느 특정 성곽이 백제 성곽인지 아닌지 조차 연구자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32).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동안 공산성 내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
30) 이도학, 2010, 앞의 논문, 269~272쪽.
31) 서정석, 2002, 앞의 책, 63쪽.
32) 이천 설성산성, 설봉산성, 포천 반월산성 등을 기준으로 한성기 백제 석성의 존재에 관한 논의가 주
를 이룬다.
① 김호준, 2002,「설성산성 발굴조사 개보」『한국성곽연구회 창립 학술회의』, 한국성곽연구회.
② 김호준, 2004,「이천 설봉산성의 축조기법 고찰-서문지 및 주변 정비구간 백제 성벽을 중심으로
-」『문화사학』21, 한국문화사학회.
③ 심광주, 2004,「한성시기의 백제산성」『한성기 백제고고학의 제문제(Ⅰ)』, 서울경기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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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기준으로 공산성의 성벽구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공산성 내 백제성곽의 축조현황

공산성은 공주시 금성동과 산성동에 걸쳐있는 公山에 축조된 백제시대 성곽지로 사적 12호
(1963. 01. 21)로 지정된 백제시대의 웅진성이다. 성은 금강 南岸의 해발 110m인 공산 전체
가 성곽과 그와 관련된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에 대한 조사는 일제시대부터 백제시대 熊
津城, 특히 왕성으로 인지되면서 진행되었다. 특히 1980년 이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계속된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시대 추정 왕궁지와 주변의 관련시설이 조사됨으로써, 백제
웅진시대 왕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한층 더 드러
내게 되었다.
공산성 성곽의 규모는 1978년에 계측한 결과에 따르면 총연장은 2,660m이며, 그 중 석성
은 1,925m이고 토성은 735m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산성의 축성에 대한 문헌기록은 정확
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백제 26대 성왕 4년(526년)에 수리와 관련된 기록이 처음으로 확
인되므로, 이 기록으로 보면 공산성은 성왕 4년 이전에 이미 축조되어 있었기에 526년에 수
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곽은 석성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석
성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중기 임진왜란 직후에 개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쌍수산성사적비문 중 “萬曆壬寅年間 宗伯西 柳公根 出爲都巡察使 施築此城 觀設領備”라는
기록과 『大東地志』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관찰사였던 유근이 선조 35년인 1602년에 개축사업
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이루어진 개축사업으로 토성이 석성으로 개축된 큰 규모의
작업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부여 부소산성의 토축성이 고려~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33) 기존에 석성이었기 때문에 석성으로 개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 진행된 공산성 내 백제성벽에 대한 조사는 1987년과 1988년에 동쪽 토성지를 중심
으로 이루어진 조사와 2009년 공북루 서쪽 성벽의 내성에 대한 발굴조사, 2013년 토성구간과
공산정 붕괴성벽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그리고 2014년 공북루 서쪽으로 약 20m 내외의 위치
에 해당하는 북쪽 성벽구간에 대한 구간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1987년도 조사는 內城을 중심으로 3곳에 트렌치를 넣어 조사하였고, 1988년도 조사는 외성
에서 중심으로 5곳의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1987년 내성조사에서는 만아루지 맞은편
인 B피트에서 수구가 확인되었는데 남단에서 노출된 수구는 성하단에 석축으로 수로를 꾸미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수구는 引水口 주변에는 집수시설이 있으나 出水口는 성벽면이 그
대로 뚫린 상태이며 수구 주변은 석재로 채워져 있는데, 외성의 존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점으로 미루어보아 수구가 있는 내성축조 당시 외성의
④ 김 영, 2011,「백제 초축설이 있는 경기지역 일부 산성의 재검토」『영남고고학』58, 영남고고학회.
33) 김용민, 1997,「부소산성의 성벽축조기법 및 변천에 대한 고찰」『한국상고사학보』26, 한국상고사학회,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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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이미 상실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988년에 진행된 외성조사에서는 1지역에
대한 면조사에서 성곽의 형태가 노출되었으며, 3지역의 트렌치 조사에서 판축토층이 중층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987년과 1988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산성의 동남편 城線은
내성과 외성의 이중성의 형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성선은 지금과는 다른 것으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백제시대 초축 성벽이 토성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구간별로 석축
구간도 확인되었다.
2009년도에 진행된 조사는 성안마을 내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북
루 서쪽으로 백제시대 內城壁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일정부분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동쪽 토성지 연결지점과 서북쪽의 공산정 붕괴성벽구간에 대
한 성벽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에 성안마을 발굴조사와 함께 공북루 서쪽으로 약 20m
내외의 위치에 해당하는 성벽구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성곽의 조사현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도면 1> 공산성 내 성벽조사 현황

1) 공산성의 동쪽 토성지
동쪽 土城址 내부의 평탄지는 일제시대 경부자은에 의해 추정왕궁지로 연구된 바 있으나,
1987~88년에 우리대학 박물관에 의해 토성지의 발굴조사가 진행된 이후, 평탄지에 대한 구체
적인 확인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경부자은에 의하여 추정왕궁지로 추정되어 있
는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와 백제의 웅진천도 초창기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토성지 일
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 웅진성의 고고학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 32 -

외성 내부의 평탄지대는 일제시대 輕部慈恩에 의해 추정왕궁지로 알려진 곳으로, 남향의 넓
은 평탄지를 이루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유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흔
적도 없이, 자연지형상 골짜기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면 2> 공산성 토성지 조사현황도(2013년)
성벽에 관한 조사는 외성의 북쪽 성벽과 외성 서남쪽 모서리부분에 대한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외성 북쪽 성벽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석축으로 조성한 성벽을 확인하였다. 그동
안 공산성의 外城은 토성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를 통하여 웅진천도 초기의 성벽구간으로 이
해하기도 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성벽은 외벽을 석축한 후 내탁부에 석축과 판축보강
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체의 규모는 너비 800㎝에 성벽 외벽에서 성체까지의 높이 약 340㎝
의 규모이다.
세부적인 성벽의 축조기법을 살펴보면 석비레 생토면을 ‘ㄴ’자상으로 굴광한 후 바깥쪽을
석축하였는데, 성의 외벽은 4~5단으로 장방형과 방형의 석재를 가공하여 ‘바른층쌓기’로 하였
다. 높이는 약 120cm이다. 기단석은 상부의 석재에 비하여 비교적 거친 석재를 이용하였으
며, 기저부는 암반층이 포함된 생토면을 깊이 20cm정도 굴광한 후 모래와 잡석으로 정지한
후 石築하였다. 이와같이 기저부를 굴광하는 조성기법은 2009년도 성안마을 성벽조사에서 확
인된 백제시대 석축 내벽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1987년 토성 남벽의 기석 내어쌓기와는 다른
技法으로 확인된다. 성벽의 축석은 하부에서 비스듬하게 들여쌓기를 하였는데, 약 200㎝너비
의 석축 내부에는 잡석과 기초석재가 채워져 있다. 석축성벽의 내벽은 불규칙하지만 바깥쪽
성벽과 마찬가지로 들여쌓기로 축석한 후, 그 안쪽은 석비레토와 점토, 그리고 목탄층을 포함
하여 판축하는 것으로 보강하였다. 그리고 위쪽은 석비레토와 붉은색 점토를 이용하여 판축함
으로써 약 600㎝내외 너비의 토축의 내탁부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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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공산성 동쪽토성의 북쪽외성 트렌치 조사내용(2013년)
토성지로 인식한 부분에서 확인된 석축 성벽의 축석기법은 2009년 성안마을 공북루 서쪽
내벽과 추정왕궁지내 연지, 영은사 앞 연지의 축석기법과 동일한 기법으로 조영된 점 등으로
미루어, 조사된 범위를 중심으로 외성의 상당부분은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 축조된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석축성벽의 하단부에는 성벽축조 이후에 조영된 백제시대 瓦棺墓가 완전한 형태
로 남아있으며, 성 내부 중앙의 선상부에는 통일신라시대 인화문 화장용기가 자리하고 있어
성벽의 조성시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34).
다음으로 외성의 남서쪽 내성 연결부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
던, 백제시대에 축조한 새로운 단계의 토축 성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현재 내성에서
외성으로 연결되는 지점 사이에 약간 돌출되어 있는 구릉이 있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는 토축
성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34)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기초로 1987년 조사를 통하여 토축성으로 확인된 남쪽 성벽에 대한 재검토
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축조기법의 차이는 축조 시기의 선후차이로 볼 수도 있
지만, 1987년 조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작지로 개간되는 등의 대단위 지형변경이 있었던 점
과 당시 성벽 절토조사 당시 토축성의 내부에서 석축흔적이 남아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987년 조사지역에서도 토석혼축성으로 축조되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공주대학교박물관,
2013,『공산성 토성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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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서쪽 석성부분

① 2009년 조사
북서쪽 석성부분은 공북루의 서쪽 성벽구간에 해당하는 곳으로, 2009년도에 진행된 조사는
성안마을 내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백제시대 성벽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최초의 석
축성벽구간에 대한 조사이다. 이 조사는 성벽 안쪽의 내성벽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였다. 이후
2013년 9월 14일 붕괴된 공산정 부근의 성벽구간에 대한 조사, 그리고 2014년 공북루 서쪽
연결 성벽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조선시대 석축성벽 아래에 존재하는 백제시대 성벽
구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09년에 진행된 조사는 주변의 조선시대 건물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층에 존재하는 백
제시대 성벽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일정부분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는 조선-통일신라-백제시대의 문화층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최하층
은 백제시대 문화층이 있고, 그 위로 약 70cm 정도의 깊이에서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이 확인
되었다.
성돌은 자연석재를 이용하였으며, 기초부에서부터 9단(1.8m)정도의 석축열이 남아있다. 성
벽의 상단부는 조선시대 성벽의 기초부에 맞닿아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지만, 현재보다 높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시대 내성벽은 석축된 형태로 지반층을 20~50cm 깊이 정
도 掘壙하여 턱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성벽을 축조하는 방식이며, 성벽의 축조는 거친 자연석
을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구축하고 석재 사이의 빈틈은 잡석을 끼워 넣거나 할석을 '종석쌓기
' 함으로써 견고성을 높였다. 조사결과 성벽의 내축부는 석축의 형태로 백제시대에 축성되었
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내부에서 확인되는 백제문화층은 2차에 걸쳐서 확인되는데, 고토양 쐐기층과 사질토층으
로 이루어져 있는 지반토의 상면에 약 0.5～1㎝ 두께로 적갈색 점토가 지반토를 피복하듯이
덮여 있는 1차 문화층과 그 위에 10㎝내외의 점토층을 피복하여 2차 문화층을 형성한 것으로
구분된다. 백제시대 1차 문화층은 적갈색 점토층을 일정범위에 피복하듯이 시설한 것으로, 백
제문화층 전반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생활면 조성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된다. 특히 주변지역이 상시적으로 물이 스며나는 곳인 점을 감안할 때, 인위적으로 건육
화하기 위한 흔적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1차 문화층의 상면에는 생활퇴적층으로 암회색 점
토층과 사질토층이 확인되었다.
2차 문화층은 1차 문화층 상면에 10㎝내외 두께의 황색 점토층을 두텁게 피복하듯이 조성
한 것으로, 내성벽까지 전체를 포장하듯이 시설되어 있다. 이 점토층은 이물질이 거의 없는
정선된 점토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부 점토층에서 확인된 현상이지만 점토층사이에는 목
질흔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木材를 이용하여 점토층을 보강하는 등의 정치한 기반 조
성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황색 점토층은 성벽 기초시설의 앞쪽에 ‘ㄴ’자상의 굴
광된 구덩이의 상면을 덮어서 마무리하였는데, 기존의 성벽에 덧대어 생활면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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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2009년 공북루 서쪽 백제시대 성벽(안쪽)조사
출토유물은 개배와 삼족토기 등 소량의 백제토기편만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차 문화층의
경우 적갈색 점토층 하단부에서 고배편과 개배, 심발형토기편, 그리고 경질토기편이 일부 확
인되었으며, 2차 문화층의 하단 퇴적층에서는 뚜껑, 개배, 삼족기, 호형토기편, 경질토기편 등
주로 백제시대 토기편만이 출토되었다. 이는 그동안 공산성 조사에서 확인된 기종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 문화층은 백제시대 2차 문화층의 상면에서 확인되는데, 기와퇴적층이 20~30㎝내
외로 두텁게 확인된다. 통일신라 기와퇴적층은 황색 점토층 상면에 포함되어 있는데, 황색 점
토층의 하면 퇴적층이 일정한 정지면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하여, 상면은 매우
불규칙하게 훼손된 면을 이루고 있다. 이는 황색 점토층 상면에 두텁게 퇴적된 통일신라층에
의한 영향을 추정해볼 수 있다. 즉 백제시대 2차 조성된 문화층의 상면에 통일신라 문화층이
중복되면서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황색 점토층 하단의 堆積面에서 출토된 토기가 모
두 백제시대 토기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도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즉 백제시대 증축
된 황색 점토층 생활면이 통일신라기에 중복 점유되면서 불규칙한 면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2013년 조사된 북서쪽 성벽
2013년 조사된 공산성 북서쪽 외곽의 공산정 부근 성벽은, 성벽이 붕괴되면서 발굴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곳은 공산성 내 서쪽 지역의 높은 고지대에 속하며, 공산정을 중심으로 사
방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백제시대 유적은 물론이고 백제시대
성곽조차 그 존재 여부가 의문시 되던 곳이었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통일신라시대에 조

- 36 -

성된 판축성벽, 조선시대 성벽, 그리고 근현대 성벽이 확인되었다.
백제~통일신라시대의 판축성벽은 조사 트렌치 내 성벽 중 가장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
으로 현재 성벽의 남쪽 경사면 상단부 표고 55~57m 사이의 범위에 해당한다. 백제~통일신라
시대 성벽은 판축이 이루어진 土築施設과 더불어 일부 구간에서 석축이 확인되는데, 석축이
확인되는 지점은 성벽 전면의 기저부와 내측으로 자연암반과 만나는 지점이다. 현재 성벽은
조선시대와 근․현대 성벽이 반복 축조되면서 전면의 판축부와 석축부는 150㎝내외가 절토되는
등 훼손된 상태이다.
조사 범위 내에 포함된 트렌치 모두에서 판축부와 더불어 성벽 전면의 기저부에서 석축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축조기법을 살펴보면 자연 암반을 ‘L'자상으로 비스듬히 굴광한 후 바깥
쪽에 석축을 하고 요철이 있는 부분을 흑색사질점토와 잡석을 약 20~30㎝ 가량 편평하게 채
워 대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그 상면으로 판축을 하여 성벽을 조성하였는데, 판축은 회백색
조의 사질토와 흑갈색조의 사질점토를 시루떡처럼 켜켜이 쌓아 조성하였다. 판축부는 약
330~350㎝내외의 폭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는 기반암에서부터 170~210㎝ 내외 정도 높이의
판축부가 남아있다.

<사진 4> 공산정 부근 붕괴성벽 조사 후 전경(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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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공산정부근 성벽 가-1 트렌치 단면도(2013년)
그리고 판축부에는 부분적으로 석재를 보강하여 재보수한 흔적도 확인된다. 판축부의 내측
으로는 폭 약 90㎝, 높이 30~40㎝ 정도의 석축이 열을 지어 조성되어 있는데, 석축은 20~60
㎝ 정도의 할석을 2~4단으로 ’바른층쌓기‘ 하였다. 석축의 위치는 판축의 상면과 판축 사이층
으로 다양한데, 이는 대부분 암반층에 인접한 범위에 해당하는 곳으로 확인된다. 주목되는 내
용은 판축부의 바깥쪽으로 160~180㎝내외 정도의 판축부가 절토되어 있는데, 切土로 훼손된
판축부 상면에는 어골문을 포함한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판축된 백제~통일신라시대 성벽의 기저부인 판축부 하층의 흑색사질점토와 잡석
을 이용하여 축조한 단일 성토층에서 수습되었는데, 대부분 백제시대 기와이며, 토기편도 소
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판축부를 절토한 상면에서 백제~통일신라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③ 2014년 공북루 서쪽 성벽조사
2014년 공북루 서쪽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 역시 성벽의 배부름 현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해
체·보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사
트렌치는 성벽과 인접하고 있는 성내 현황부터 성벽 외부로 금강의 모래가 퇴적되는 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길게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는 백제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누층에 걸쳐 반복 사용된 성벽
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표고 11.2~15m내외의 지점에서 백제시대에 초축한 석축의

- 38 -

성벽과 내성벽 안쪽에 퇴적되어 있는 백제시대 1·2차 문화층,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고려시대
자연퇴적층이 확인되었다. 표고 15m이상의 지점에서부터 조선시대 1·2차 성벽 조성층과 이후
축조된 근·현대 성벽이 확인되었다.
백제~통일신라시대 성벽은 조선시대 1차 조성한 성벽의 하층과 맞닿아 있는데, 지표면에서
약 8m이상 깊이에서 백제시대에 축조한 성벽과 안쪽의 문화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발굴
조사를 통하여 백제시대 저지대에 성벽을 축조하기 위한 부엽공법을 통한 지반정지법과 협축
성벽의 내·외 축성벽면, 그리고 성 내부의 文化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백제시대 초축성벽의
전방부에서 확인된 토층의 퇴적상황을 기초로 하여, 석축성벽이 통일신라시대 어느 시점까지
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북루 서쪽으로 성벽이 축조된 지점은 공산성 내 곡부에 해당하는 성안마을 내 지역에서도
지형상 저지대에 속하며, 계곡부의 유수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습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따라
서 성벽을 축조하기 전에 약 250㎝이상으로 두텁게 부엽공법을 통하여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
고 그 상면으로 성벽을 조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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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공북루 서쪽 성벽 조사지역 토층도(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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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벽의 안쪽 바닥은 20~40㎝ 내외의 크기의 박석을 호선형으로 덧대어 보축한 후,
상면에 점토를 덧대어 보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저지대 구간에서 확인되는 부엽공법은 백제시
대 한성기 왕성인 풍납토성과 사비기 외곽인 부여 나성과 신라시대 함안의 성산산성에서 확인
되는데, 성산산성에서는 성의 외벽에 잡석을 호선형으로 쌓은 외벽보강구조물이 조사 된 바
있다.
협축인 성벽의 폭은 약 780㎝정도로 체성부는 모두 할석을 채워 넣었다. 외성벽은 기초부터
10단(2.0m)정도의 석축열이 남아있는데, 노출된 성벽의 중앙부는 배부름 현상이 확인되어 매
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벽의 기초부는 표고 11.2m에서부터 시작되며, 부정형한
잡석형태의 석재를 거칠게 쌓아서 기초를 조성한 후 20~30㎝내외 크기의 석재를 쌓아올린 것
으로 확인된다. 외성벽의 기초부는 니질 점토층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으며, 성벽의 전방에는
잡석재가 두텁게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단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外城壁의 축조는 거친 자연석을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구축하고 석재 사이의 빈틈에는 잡
석을 끼워 넣었다. 이러한 축조법은 기존에 공산성에서 조사된 추정왕궁지의 연지와 영은사
앞쪽 백제시대 지당의 축석기법, 그리고 조사지역에 연접한 성안마을 내성벽의 축조기법과 동
일한 형태로 확인되므로 이와 비교할 수 있다.
내성벽은 외성벽과 마찬가지로 자연석재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기초부터 20단(4.4m) 내
외의 석축열이 남아있다. 성돌의 형태와 쌓은 모습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된다. 가장 하단부
인 표고 11m~11.8m 내외의 범위는 부정형한 할석을 쌓아서 기저부를 조성한 후 암흑색점질
토로 상면을 피복한 것으로, 백제시대 당시 생활면에 노출되지 않는 기초부분으로 판단된다.
표고 11.8m~15.4m 범위의 성벽은 석축으로 면석을 일정하게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面石의
축조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확인된다.
즉 표고 12.5m내외의 범위에서는 성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스듬이 흘러내리는 듯한 형
상으로 확인되는데, 일부 보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고 13.2m 내외의 범위에서 성벽
의 축조기법과 성돌의 형태가 구분되는데, 하단부의 성돌은 대부분 장단비가 1 : 3을 넘지 않
는 방형이나 장방형의 돌이 확인되는 반면 상단부의 성돌은 대부분 장단비가 1 : 3을 넘으며,
장단비가 1 : 5가까이 되는 세장방형의 성돌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하단부의 성벽은
자연석을 허튼층쌓기 수법으로 쌓아 구축한 뒤 석재 사이의 빈틈에 잡석을 끼워 넣어 축조하
였고, 상단부의 성벽은 ‘바른층 쌓기’ 수법으로 구축하였다. 이는 성벽의 축조 후 지속적인 사
용과 보축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측면의 토층 퇴적상태를 통하여 검토할 수 있
다.
성내부의 토층조사에서 확인되는 백제시대 문화층은 2차에 걸쳐서 확인된다. 백제시대 1차
문화층은 성벽의 초축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부엽층의 기초부에 성벽을 쌓고 내측면에 너비
200㎝에 높이 100㎝의 석축으로 기저부를 보축하였으며, 상면에 40㎝내외의 두께로 연갈색
점질토를 덮어 회곽도와 같은 생활면을 조성한 것이다. 석성에서 보축성벽은 성돌이 체성벽을
누르는 힘을 분산시키고 지형적인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사가
급하거나 지반이 취약한 곳에 한하여 보축성벽을 쌓았으며 보축성벽을 쌓는 방법은 여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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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2014년 조사된 공북루 동쪽 백제시대 성벽
(①외성전경, ②외성부분 퇴적상태, ③내성전경, ④내성부분 문화층, ⑤내성 보강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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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35).
백제시대 1차 문화층은 성벽의 초축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문화층으로서 안쪽의 저지대로 약
간 기울어진 퇴적상황을 보이며, 내성벽에서 약 370㎝ 떨어진 거리에 너비 100㎝내외의 모래
층이 반원형의 배수로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내황으로 추정된다. 이 1차 문화층은 성벽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데, 성벽에서 약 500㎝정도 떨어진 문화층의 상면에
葺石施設이 확인된다. 이는 내성벽에 인접한 토양이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일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제시대 2차 문화층은 1차 문화층에서 약 30~50㎝내외의 상면에서 확인되는데, 사질토와
점토를 이용하여 상면을 보강하였다. 2차 문화층에서 확인되는 시설은 없으나 백제시대 기와
퇴적층이 확인되며, 1차 문화층에서와 같이 내성벽에서 약 370㎝내외의 거리에서 너비 100㎝
의 반원형 배수로 시설이 확인된다. 내부에는 모래층이 퇴적되어 있는데, 내황과 같은 용도로
추정된다. 특히 2차 문화층은 1차 문화층 상면에 시설된 즙석시설 상면에 퇴적되어 있으며,
초축 이후에 그리 길지 않은 시기에 보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 문화층은 백제시대 2차 문화층에서 약 50~70㎝내외의 상면에서 확인되는데, 황갈
색점토 다짐층이 내성벽의 안쪽에 약 550㎝이어지다가 암회색조의 점토층과 연결된다. 통일신
라 문화층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나, 문화층 상면에서는 소형할석들과 더불어
기와층이 확인된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 연결된 층위상에서 나무울타리 시설이 확
인되었다. 이 시설은 내성벽에서 안쪽으로 약 16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는데, 구조는 지름 7
㎝ 정도, 길이 100~170㎝내외의 말뚝을 약 50~60㎝간격으로 하여 1열로 세워 밖은 뒤, 말뚝
사이에는 지름 1~2㎝ 가량의 나뭇가지를 40~55㎝ 정도의 너비로 엮어서 고정하였다. 말뚝의
끝 부분은 뾰족하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출토유물은 말목 하층의 기반층에서 백제시대 기와가
확인되고, 말목 상면의 점토층에서는 통일신라시대로 판단되는 태선문 기와와 납석제 용기가
확인된다.

Ⅳ. 백제 웅진성의 성벽구조와 특징

공산성은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시대 왕성으로서 면모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추정왕궁지와 최근 성안마을 일대의 왕궁관련시설지구 유적에 대한 조
사를 통하여 백제 왕성인 공산성의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이루는
성곽의 초축시기와 구간별 성곽의 모습에 대한 이해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물론 공산성의
성벽에 대한 축조관련 문헌기록은 많지 않다. 때문에 백제시대 웅진기 왕성으로서의 역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 성벽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
다. 다행히 최근 공산성 동쪽 토성지와 북서쪽의 석성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통
일신라시대 성벽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더욱이 공산성은 웅진시대 왕성일 뿐만 아니라 사비도읍기 북방성으로 활용된 것으로, 『翰

35) 박종익, 1994,「고대산성의 축조기법에 대한 연구」『영남고고학』15, 영남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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苑』의 기록에 ‘북방성 방 1리반’이라고 규모가 알려져 있듯이 정확한 존재를 살필 수 있는 자
료이다. 특히 공산성은 부소산성과 더불어 전체 길이가 2,450~2,660m로 알려져 있어 그 크기
에 있어서도 기록과 정확히 부합한다36). 그러나 여러 시기에 걸쳐서 사용된 산성은 이전 시기
의 유구가 변형되거나 멸실되는 등 초축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
문에, 공산성의 초축당시 성벽의 형태나 축성과정에 대해서는 구체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
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성벽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공산성의 성벽은 1987~88년 조사된 동쪽 토성지의 존재와 더불
어 2013년에 동쪽 토성지에서 확인된 석축성벽의 존재, 그리고 2009~2014년 중에 조사된 북
서쪽 성벽구간의 석축성벽의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공산성 내 성벽조사는 1987~88년 조사 당시 동쪽 토성지의 남벽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지역은 남쪽의 구릉으로 연결되는 완만한 지형을 이루는 곳으로 주변에서 성벽 축조를 위한
토양재료의 조달이 매우 용이한 곳에 해당한다. 반면에 동쪽토성지의 북벽은 지형의 경사가
매우 급한 곳으로, 토성지 남벽과는 지형상에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에 대하여 2013년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쪽 토성지의 북벽에서는 석축의 성벽이 확인된 점이다. 여기에서 확인
된 성벽은 면석이 가로:세로가 1:1이든가 2:1에 가까운 모습으로 치석한 성돌이며, 주변에서
함께 확인된 유구를 통하여 축조상의 정확한 선후관계를 살필 수 있다. 즉 석축성벽이 축조된
이후, 성벽의 바깥쪽으로 약 3m 내외의 거리에 백제 와관묘가 시설되었다. 그리고 이후 통일
신라시대 화장용기인 인화문 합이 동쪽 토성지 내부의 선상부에 시설되었다. 따라서 유구의
조성시점은 백제시대 석축성벽 → 백제 와관묘 → 통일신라 화장용기의 순으로 확인된다.
물론 동쪽 토성구간과 석축성벽구간의 연결부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토성지구간의 성벽이 전적으로 토성의 형태로 축조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성벽의 축조에 있어서 경제성과 더불어 축조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성이 입지한 지역의 지형환경에 따라서 성벽의 축조재료에 많은 영향을 받
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형적인 조건이나 축조의 편의성과 방어상 등의 이유로 구간
에 따라 토축과 석축을 혼용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석축성벽의 문제이다. 공산성 내 공북루 서쪽구간의 성벽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백
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성벽의 내외협축된 석축 성벽과 북서벽에서 편축의 석축 성벽이
확인되었다. 백제의 석축산성이 언제 축조되기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문제는 501년 8월 가림성
의 축조를 기준으로 6세기대로 보고 있다37). 그러나 이는 신라가 5세기 후반인 470~486년에
삼년산성의 축조에서 개축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때, 백제의 석축산성에 대한 이해의 폭
에 재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38).
또한 한성기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사비기 부소산성에서와 같이 그동안 백제 왕성으로 인식
되는 곳은 기본적으로 토성이라는 점과 공산성 동문지 주변의 토성지와의 관계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부소산성 역시 토성이지만 북문지 서쪽 성벽은 토성의
36) 서정석, 2013, 앞의 도록, 165쪽.
37) 안승주, 서정석, 1996,『성흥산성-문지발굴조사보고서-』,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38) 차용걸, 2003,「한성시기 백제산성의 제문제」『호서고고학보』10, 호서고고학회,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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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면에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석축시설을 한 사례가 있으며, 『翰苑』卷 30, 「蕃夷部」所引
『括地志』에 “百濟王城 方一里半 北面累石爲之”라고 한 점은 현재 공산성의 실상과도 잘 부합
된다.
또한 최근 부소산성 축성의 다양성을 검토한 논문에서도 확인되는데, 부소산성 내 성벽이
판축토루를 중심으로 토축을 위주로 하되 석축도 확인되고, 토축과 석축의 방식도 구간마다
다르고 성벽과 축기의 너비, 체성의 너비 등이 다른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성역 사전에 백
제 조정에서 부소산 주변의 지세와 처해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축성규식을 마련해 성역소에 내
려주었으나, 축성과정에서 당시의 지세와 처해있는 맥락에 따라 담당고을 고유의 축성전통과
그때그때 축성감관과 역군의 판단에 따라 구간마다 다소 다양하게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39).
즉 백제에 석축산성에 비하여 토축 산성이 많은 이유는 기술적 이유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40). 토축이 석축에 비하여 먼저 시작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토축도 나
름대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41). 이는 부여 부소산성의 토성 축조수법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고려말~조선초에도 유사한 토성축조수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통하여,
석성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토성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살핀42)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토축보다 석축이 후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석재를 다루는 도구와 숙련된 기술력
의 투입과 같은 노동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지만, 백제사회의 경우 한성기 횡혈식석실묘
의 축조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분한 기술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웅진기의
산성에서 토성과 석성의 문제는 기술성의 차이보다는 산성이 입지한 지역의 축성조건에 영향
을 받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대의 개축도 토성의 경우 토성
으로, 석성의 경우 석성으로 개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산성에서 확인된 석축성은 산사면부에 축조되는 편축식의 석축과 성안마을의 곡부에 시설
된 성벽의 경우와 같은 내외 협축의 석축산성으로 확인된다. 특히 2013년에 조사된 동쪽 토
성지의 북벽과 공산성 북서벽에 해당하는 공산정 붕괴성벽구간에서 확인된 석축성벽은 모두
편축의 형태로 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축된 성벽의 외벽은 치석한 면석을 이용하여
석축하고, 뒷채움은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모습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뒷채움석 상면을 모
두 포함하여 판축한 체성부가 확인되는데, 이와같은 축성법은 부여 동나성 구간에서도 확인되
고 있어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공산성 내외 협축의 석축성벽은 성안마을 내 왕궁관련시설이 위치한 곡부의 지형에서 확인
되었다. 성벽의 정확한 축성시기를 구체화하기는 어렵지만 웅진도읍기 전반에 조영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내성벽과 연결되는 백제시대 문화층이 2차례에 걸쳐서 확인되
고, 그 상면에 통일신라층이 별도로 조성되는 점과 더불어, 공산성 성안마을 내 왕궁관련시설
의 존재를 통해서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성벽과 연결된 백제시대 문화층은 2개의 층위
39) 한병길, 2007,「포곡식 부소산성 축성의 다양성」『한국상고사학보』55, 한국상고사학회.
40) 심정보, 1999,「고구려산성과 백제산성과의 비교 검토」『고구려의 산성과 방어체계-제5회 고구려연구
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41) 서영일, 2005,「한성백제시대 석축산성의 축조 배경연구」『문화사학』23, 한국문화사학회.
42) 김용민, 1997,「부소산성의 성벽축조기법 및 변천에 대한 고찰」『한국상고사학보』26, 한국상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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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고 있으며, 성벽의 기초부가 성안마을 내 왕궁관련시설의 확장된 대지의 기저부에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성안마을 왕궁관련시설은 곡부를 가로지르는 축대를 구축하고
건물을 배치한 것으로, 웅진도읍 초기부터 백제 멸망기까지 지속적인 조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이다.
공산성 내에서 가장 넓은 저지대 곡부에 해당하는 성안마을 내 대단위의 대지성토와 축대조
성 등을 통하여 전체 범위에 걸쳐서 백제시대 관련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지성토를 위한
불다짐시설이나 축대와 물길이 지나는 곳에 설치된 도로와 배수로의 배치 등을 통하여 백제시
대 발전된 토목기술의 측면을 살필 수 있다. 즉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성도읍기 횡
혈식석실묘의 조영에서도 발전된 석재가공기술을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안마을 내 대
지조성과 같은 발전된 토목기술과 지형활용기술은 백제의 성곽축조에 매우 발달된 기술을 갖
추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특히 성안마을의 왕궁관련시설에 대한 활용과 더불어 성벽구간의 축조도 일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건물지가 입지한 대지 축대 하부의 부엽층이 성벽기저부 하층의
부엽층과 연결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안마을 내 왕궁관련시설은 층위
상 부엽층을 통하여 성안마을 내 곡부의 배수와 안정된 지반정지를 한 후, 축대를 축조하여
건물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대지조성을 위한 축대하층의 부엽층과 성곽 기저부의
부엽층이 서로 연결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산성의 석축성벽은 이미 성안마을 내 왕궁관
련시설이 조영될 당시 석축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적어도 백
제시대 웅진성인 공산성은 초축당시 풍납토성이나 부소산성과 같은 토성이 중심을 이루었다기
보다는, 석축성이 주를 이루어 축조되었으며 구간에 따라서 토성으로 축조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Ⅴ. 맺음말-웅진도읍기 왕궁지에 대한 검토-

백제의 왕도 웅진의 구조는 북쪽 끝에 왕성인 웅진성이 있고, 그 남쪽으로 시가지가 전개되
는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웅진성인 공산성은 기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백제 왕성으
로서 일찍부터 인지되었으며, 발굴조사를 통하여 왕궁지와 왕궁관련시설의 존재 등에 대한 구
체적인 이해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구
조, 즉 동쪽 토성지와 더불어 곡부의 내외협축된 석축성벽, 그리고 편축의 석축성벽 등이 확
인되었다. 모두 동시기 조영을 확언할 수는 없으나,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에 조영되는 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산성 내 성벽의 일부구간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을 뿐, 문지의 존재나 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공산성을 중심으로 백제 웅진기 왕궁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집중되어
왔다. 특히 최근 발굴조사 성과를 통하여 공산성 내 성안마을과 쌍수정광장의 건물지를 웅진
도읍기 왕궁관련시설로 추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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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공산성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시가지나 구릉에서 찾고자하는 연구가 여전히 있다. 이에
맺음말을 대신하여 웅진도성에 해당하는 공주시가지의 지형환경을 살펴, 공산성의 입지적 차
별성과 공산성 내 왕궁의 존재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왕도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적 자료가 전무한 웅진기 왕도의 실체를 접
근하는 것은 매우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웅진의 구조와 관
련된 기록은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하여, 삼근왕 2년의 기록을 통해 왕도 웅진 내에 저자(시
장)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성왕 5년과 23년조의 기록을 보면 웅진, 웅천의 북쪽은 사냥
이 가능한 넓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성왕 8년 기사에서 보이듯이 궁의 남쪽은
군대의 사열이 가능할 정도의 평탄지를 추론할 수 있는 반면에, 동성왕 13년과 19년조의 홍
수피해 기사를 통하여 왕도의 중앙에 흐르는 제민천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수와 범람이 있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왕궁이 水害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왕궁은 왕도 내 민가의 입지보다는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성왕
20(498)년에 熊津橋를 가설한 기록이 있어, 왕도 웅진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제민천의
동쪽과 서쪽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시장이나 궁의 존재, 사열의 행위, 제민천, 웅진교 등과 같은 시설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으나, 시설간의 유기적인 관계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공주시가지
는 주변을 둘러싼 산과 금강을 중심으로 구분된 동서 약 2.5㎞, 남북 약 4㎞의 분지 내에 웅
진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분지상의 지형구조는 자연적으로 공주시가지의 외곽을 둘러싸는
듯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왕도 웅진을 감싸고 있는 인위적인 나성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웅진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천이나 자연지형을 경계로 도성의 경계가 이루어졌을 가
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공주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濟民川의 존재이다. 현재는 제방정비를 통하여
제민천의 유로가 정비되었으나, 근대까지도 제민천과 금강이 합수되는 지점은 미나리꽝이라는
늪지가 형성될 정도로 하천유역이 매우 넓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웅진도성은 동서간의
좁은 범위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제민천’이 입지하는 지형조건상 한성기 풍납토성이나
사비도성과 같이 평지도성의 구조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 지형으로 이해된다. 즉 도성의 구
조가 지형환경상 평지도성의 구조를 갖출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웅진도성 내
거주공간은 ‘제민천’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 해당하는 구릉이나 사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웅진
도성의 자연환경에 맞는 도성의 공간구획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쌍수정광장의 추정왕궁지는 지형상 협소하고 남쪽에 사열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부자은이 지적한 공산성 동쪽 토성지 남쪽의 평탄지
와 김영배가 지적한 공산성 남문 밑의 공간을 지적하면서 웅진도읍기 백제 왕궁은 공산성 앞
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우선 경부자은이 지적한 공산성 동쪽 토성지
남쪽의 추정왕궁지는 시굴조사 결과 자연적인 곡부가 매몰된 평탄지로 수구가 존재하는 곳이
며, 토성 남쪽의 평탄지는 구릉선상부에 해당하는 곳이지만 지도와는 달리 주변에 협곡이 많
은 지역으로, 쌍수정 추정왕궁지에 비하여 대지의 폭이 훨씬 좁은 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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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가 지적한 공산성 남문 아래쪽의 공간도 1997년 발굴조사를 통하여 산사면의 곡부와
주변에 존재하는 백제시대 굴립주건물지가 1동이 조사되는 등 원래의 지형환경은 공산성 내부
의 쌍수정 추정왕궁지나 성안마을 내 왕궁관련시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공산성과 주변의 지형현황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 인한 판단이다. 즉 공주시
가지를 중심으로 한 웅진도성 내에서 공산성 추정왕궁지와 성안마을 내 왕궁관련시설 만큼 입
지의 차별성과 함께 넓은 대지에 집중되어 있는 백제유적이 조성된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 발굴조사가 집중된 공산성 북쪽의 넓은 곡부 평탄지에 위치하는 성안마을 범위의
경우 왕궁관련 시설은 물론 다양한 생활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진행된 쌍수정
일대의 추정왕궁지에 대한 보완조사를 통하여 1987~88년 조사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대단위의
대지성토층과 굴립주건물지, 그리고 전체 대지 외곽시설의 존재를 파악하였다.
이와같이 최근에 진행된 공산성 내 성벽과 건물지에 대한 조사성과를 기초할 때 백제 웅진
도읍기에는 공산성 내에 왕궁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의 축조도 토성을 비롯하여 편축
과 내외협축의 석축성벽이 함께 조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의 지형상 석축성벽이 주를 이
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웅진도읍기 백제사람들은 계곡부에 해당하는 성안마을 왕궁관련
시설에 대한 대단위의 성토대지조성과 같은 토목공사와 더불어, 곡부에 부엽공법을 통한 지반
안정화에 기초하여 내외협축의 석축성벽을 조영하는 등 필요에 의한 성벽의 축조와 공간의 활
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참고>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산성 사회교육

- 현재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는 유적의 발굴조사와 더불어 공주 공산성을 대학의 사회교육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같이 공산성은 백제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적으로 많은 시민·학생들이 찾는 문화유적이다.
- 1980년대부터 공산성 발굴조사에 직접 진행한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는 공산성에서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공산성 역사놀이터”를 운영함으로써 발굴조사현장과 역
사문화 탐험이 어우러지는 지역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전
문가에게 직접 듣는 공산성과 백제 역사이야기는 물론,

시간대별로 ‘나도 고고학자’라는 주제

속에 발굴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땅속에서 찾아낸 백제! 발굴현장 탐험’, ‘1,500년 전 백제의
타임캡슐-밤-’, ‘두드려서 찾아낸 백제문양-탁본-’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
다.
- 이와같은 체험교육을 통하여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공주시의 문화유산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의 진정성을 느끼고 창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생한 역사
놀이터로 공산성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공산성 발굴조사 자료는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지만, 발굴조사를 수행한 기관과 전문연구자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침묵하는 유적 공산성이 아니라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산성이 되고 있다.
- 이러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물관과 같이 전시실 안에 놓여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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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무형의 사진매체를 통하여 접할 수 있던 ‘백제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
가 되었다. 특히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체험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교육을 통하여
백제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교육을 통한 “생생문화재”교육과 공주시의 역사브랜
드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 유적의 설명과 체험행사의 진행은 발굴조사를 담당한 공주대학교 박물관의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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