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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서울 한양도성의 발굴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문

유재춘
강원대학교

1. 논문의 의의

본 발표문에서는 1999년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립예정부지(중구 정동)의 도성터가 발굴된
이후 한양도성과 관련된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소개하고 그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도성 관
련 고고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세 발굴내용 소개가 일부 지점 조사내용에 그치고, 그간 드러난 도성 축조방식에 대
한 편년 문제도 조선시대 기록과 발굴 결과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좀 더 세밀한 고증을 수반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기존의 학술적
성과의 미흡성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향후 도성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조사에
서 어떠한 필요사항이 있는지를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러한 그간의 한양도성 발굴조사에 대한 성과 정리는 향
후 다른 관련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학술자료가 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2. 발표문에 대한 질의

1) 한양도성 유구의 시기 편년을 보통 태조, 세종, 숙종, 순조 이렇게 하고 있고, 발표자께서

- 134 -

| 제5발표 토론 |

도 본 발표문에서 대체로 그 분류편년에 따라 발표문을 작성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는 이러한 편년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상식선상의 분류이고 적어도 학술적 측면에서의 고고
자료에 대한 편년은 좀 더 세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편년방식은 대개 석축의 외형만
을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한양도성은 1396년(태조 5) 태조대 1차 공사는 총연장 59,500척이었고, 높고 험한 곳은 석
성으로 축조하되 높이 15척이었고(석성 총연장 19,200척), 낮고 평탄한 곳은 토성으로 축조
하되 성벽 기저부 폭이 24척, 상단은 18척, 높이 25척(토성 총연장 40,300척)이었습니다. 태
조대 1차 축성은 태조 5년(1396) 미완성된 채로 완료되었지만 그해 7월 폭우로 水口, 옹성,
성벽이 유실되거나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곧이어 2차 공사를 시행(1396년 9월 종료)하
여 흥인지문 부근 등 봄철 공사에서 완성되지 못하였던 곳의 완축과 여름철 장마로 무너진 곳
의 개축, 그리고 낮은 석성의 보수, 성문의 月團, 樓閣을 지었고, 특히 이 때에 장마비로 무너
진 토성을 석성으로 대체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태조대 2차 공사후에도 군인, 승려 등을 동원하여 부분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태조 7년
(1398)까지 완축된 도성의 둘레는 9,767步였습니다.(이는 척으로 계산하면 58,602척이므로 1
차 공사 때 시공한 성터보다 감소된 것으로 구간별로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후 세종 4년(1422) 대대적인 개축공사를 시행하여 성벽은 험지에는 16척, 次地에는 20
척, 평지에는 23척의 높이로 수축하였고, 이때에 당초에 개축을 예정하였던 토성의 무너진 곳
24,535척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곳도 모두 석성으로 개축하였습니다. 이후 세종대에 여
러 차례 보수 공사가 있었고, 특히 문종 1년(1451) 좌승지 정이한이 감독하여 보수할 때에는
큰 돌을 사용하여 개축하여 튼튼함이 예전 성보다 더 낫다고 한 바 있었으며, 조선후기에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숙종대의 대대적인 수축을 비롯하여 영조대의 붕괴된 곳에 대한 개축 및
순조대의 수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도성 축조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분석은 단순한 시기 편년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발굴조사 내용 소개에서 대체로 태조대 축성을 대개 석축만을 제시하였는데, 이미 실록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태조대 1차 축성의 2/3 정도는 토성이었습니다. 현재 발굴조사된
지점에서 이 당시 토성 구축 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구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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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광장 발굴조사 소개 부분에서 세종대 석성으로 개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축양상이 있
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토성을 어떤 방식으로 석성으로 개축한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발표자께서 소개하신 여러 발굴조사 내용 가운데에는 해당 지점이
본래부터 석성으로 축조한 곳인지, 토성으로 축조하였다가 석성으로 개축한 곳인지를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조사에서 나타난 유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태조대에 1차 축성된 도성 구간중 석성구
간과 토성구간에 대한 대략적인 가늠이 있어야 향후 축조방식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없을 듯
합니다. 혹 태조대 1차 축성 당시의 도성의 토성과 석성 구간의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인
지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3) 남산봉수대지 구간 발굴에서 城廊 유구가 확인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
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양도성에 성랑을 설치한 기록이 확인되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알기로는 도성에 성랑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哨軍의 주둔을 위한
건축물이라면 이는 성랑이 아니라 軍鋪라고 해야 올바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성에 초군을
위한 초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鋪幕” 혹은 “軍鋪”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조
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랑은 본래 성벽 위에 설치하는 방어시설물입니다. 인
조실록을 보면 황해도 황주성에 성랑 2,068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후금
의 침략을 받은 직후 황급히 황주성 성벽이 낮은 것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성벽을 따
라서 성위에 설치하는 방어시설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백범광장 발굴조사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태조대 성곽의 경우 풍화암반을 ‘ㄴ자’형
으로 굴토하여 판축기법으로 내탁부를 성토 후 면석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태조대 1차 축성과 그 이후 개축공사시의 축조방식을 이해하는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조사구간에 대해 “동서간의 레벨
차이는 7.6m이다. 태조대 쌓은 구간과 세종대 고쳐쌓은 구간이 확인된다.”라고 하였고, 이 내
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태조대에 처음부터 석축성으로 쌓은 곳과 세종대에 석성으로
개축한 곳이 확인된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이 질의 내용은 위의 2)번항목과 연관되어 있습
니다만, 실록 기록을 참고하면 沙峴(무악재)~南山 구간은 당초 토축성으로 구축된 것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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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집니다. 세종대 도성 개축공사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平陽府院君 金承霔는 “모두 돌로 쌓
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沙峴에서 南山에 이르는 사이 중국 사신들이 올 때에 보
이는 곳만이라도 석축으로 고쳐 쌓아야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사현(즉 무악재)에서
남산에 이르는 구간이 대체로 토성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5) 아동광장 발굴조사에서 다수의 반방전이 출토되었는데, 그 사용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
는 것 같습니다. 혹 발표자께서는 이 유물이 어느 시기에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성에 반방전을 사용한 것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선전기에
는 일찍이 세종대에 벽동의 목책성을 甓城으로 개축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축성에 벽돌
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아동광장 구간에서 출토된 반방전의 경우는 시기나 사용목
적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6) 그간 20여회의 한양도성 관련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도성 축조와 관련된 많은 고고자
료가 축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발굴 유구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치밀한 연구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과 유구 해석이 합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고증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향후 고고학적 학술조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발표자께서는 발표문을 작성하시면서 발표
문에 제시하신 것 외에 향후 학술적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부가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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