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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구의 옛 이름은 달구벌입니다. 달구벌의 옛터를 지키고 있었던 達城은 달

구벌 문화의 중심이자 중요한 古代 歷史遺蹟址입니다. 

우리 문화원은 구와 수성구의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수성구청의 도움을 받아 우리 지역에 유존하고 있는 旭水山城과 法伊山

烽燧 유적 정밀 학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성과 봉수는 고  關防遺蹟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

적은 좁게는 지역민을 보호하였고, 넓게는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였던 역사유

적지입니다.

이번 조사는 수성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많은 자료를 새로 확보하였고, 고  文獻을 조사하여 城과 烽

燧의 설치 및 활용 근거자료를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이들 조사된 기초 자료는 향후, 관련 연구자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더 좋은 결과물이 재탄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들 

두 곳의 關防遺蹟址를 중심으로 역사 탐방 코스 개발에도 별도의 연구진을 

가동하여 문화의 중심지 수성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문화원은 앞으로도 계속 수성구의 지역 문화, 더 나아가 구ㆍ경북 문

화의 뿌리 찾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번 연구를 행정적으로 도

와주신 이진훈 수성구청장님, 박민호 수성구의회 의장님 외 수성구 관계자 

여러분과 연구를 수행하신 홍종흠 수성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님과 위원 여

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 12.

수성문화원 원장  윤 종 현



축    사

우리 지역의 표적인 산성유적 복원을 위한 욱수산성 및 법이산 봉수 학술

조사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많은 성곽을 곳곳에 설치하여 국방

을 튼튼히 해 왔습니다.

구광역시에도 역사의 중심지답게 원삼국시 에 조성된 달성을 비롯하여 20

여기의 성곽유적과 5기의 봉수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에 수성문화원에서 학술연구 조사한 욱수산성과 법이산 봉수는 구를 

표하는 산성과 봉수 유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관방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성과 봉수의 복원이 진행되면 주변에 위치한 고분, 비석 등 유형 문화

재와 어우러진 관광벨트를 추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역사체험의 장으

로, 일반인들에게는 문화탐방장소로 활용하는 등 문화관광 체험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욱수산성 및 법이산 봉수 학술조사 보고서 발간이 우리지역의 정체

성을 되찾고 향토문화를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수성구에서도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금번 연구용역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윤

종현 수성문화원장님, 홍종흠 수성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 12. 

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이 진 훈

  



축    사

성곽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關防遺蹟으로 우리 민족의 안위를 保 하였던 

중요 역사유적지입니다. 烽燧 또한 외적의 침입을 빠르게 조정에 보고하여 

전투준비를 하였던 가장 오래된 通信遺蹟입니다. 

금번 수성구청에서 발주하여 수성문화원에서 수행한 旭水山城과 法伊山烽燧 

학술조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수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산

업화의 발달에 의해 점차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선조들의 文化遺産

이 오랜 세월 방치된 관계로 잡목과 낙엽에 묻혀 희미하게 그 모습들을 잊

혀져가고 있을 즈음,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수성문화원에서 발 벗고 

나서 산 속에 묻혀 있던 성곽과 봉수의 遺址를 찾아내고 고  문서를 발굴

하고 번역하시어 세상 앞에 학술도서를 내어놓으시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번에 연구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수성구청과 손잡고 역사의 고장 구, 

역사의 중심지 수성구의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조사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정비 복원 및 활용 방안 연구에 다각적으로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연구 자료를 만들어주신 수성구청장님과 수성문화원장님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연구를 수행하신 수성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 위원님들

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 12.

수성구의회 의장  박 민 호



간 행 의  말 씀

수성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수성구 지역 내의 개

별 문화유적에 한 학술조사 보고서를 내게 된 것은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

다. 이번에 출간되는  구 욱수산성 및 법이산 학술조사 보고서는 수성구 

지역이 구를 형성하는 주된 뿌리 지역의 하나이면서 역사적 자취를 제

로 밝혀내지 못했던 그간의 안타까운 사정을 풀어주는 첫 걸음이 되는 뜻을 

담고 있어 더욱 감회가 깊다. 

물론 수성구 지역의 문화유적 발굴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가 도

시화하는 과정에서 길을 내고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떠밀

리듯 법에 따른 발굴조사를 해왔고, 그 결과에 한 보고서와 최소한의 후속 

복원조치들이 있어온 것이 부분이다. 이번에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 수성

구와 수성문화원이 문화재 복원과 관광 교육자원화를 목적으로 순수한 학술

조사를 벌인 것은 비록 작은 규모지만 지역민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다. 수성

문화원 향토사연구소의 첫 사업으로 수성구 지역의 문화유산과 현재의 자랑

스러운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  구의 뿌리, 壽城을 발간한 것이 수성구 지

역문화의 총론적인 것이라면 이번 보고서는 그 후 가장 먼저 이루어진 각론

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보고서의 상인 욱수산성과 법이산 봉수 는 수성구민들은 물론 구시민

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양산과 법이산에 자취가 남아있는 유적이면서 아

직 그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지내온 문화재다. 이들 문화재는 구권을 기록

한 고문헌에 거의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지만 이제야 조사를 했다는 것은 지

역민으로서는 만시지탄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들 유적은 조선조 이

전에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국가적 변란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조상들의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자

료이다. 이들은 그냥 한 시 의 흘러간 일을 단순히 상기시켜주는 것만은 아

니다. 이를 통해 안보는 어느 시 나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 당시

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역사를 

관류하는 안보의식의 교육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문화의 시 에 가장 큰 자산은 무엇보다 그 지역의 문화재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근래에 세계적 선풍을 일으킨 작가들의 작품무 가 

바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고향마을의 문화재와 유적들인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그것이 작가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한다. 

어른들에게는 어쭙잖게 보이는 유적들이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많은 

우리의 2세들에게 어떤 위 한 걸작을 만들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 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는 각종 관광 코스를 만들어 지역민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과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장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수성구 지역의 많은 유적들이 제 로 조사되고 복원되어 지역문화

재가 현재 살아 숨 쉬는 위 한 문화자산이 되기를 기 하면서 이번 조사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신 이진훈 수성구청장님과 박민호 구의회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 윤종현 수성문화원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학

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를 맡아주신 이명식 구  명예교수님과 연구원 이

희돈 구  박물관 학예실장님 등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0. 12.

수성문화원향토사 연구소장  홍 종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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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학술조사의 명칭 : 구 욱수산성 및 법이산 봉수 학술조사

2. 학술조사 발주 경위 : 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주요 관방유적

인 욱수산성과 법이산 봉수를 학술적으로 정밀조사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조사된 자료를 토 로 해당 유적을 복원ㆍ정비할 수 있도록 학술적으로 뒷받침하

고, 동시에 각종 문화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 학술조사가 실시되었다. 

3. 학술조사 상 : 

   1) 욱수산성

      가) 위    치 : 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산 168번지 일  

      나) 문화재명 : 욱수산성(旭水山城) - 비지정문화재

      다) 성곽유형 : 포곡식 산성(토석혼축성) - 구전 고포성(古浦城)

      라) 축성시기 : 추정 삼국시  초축 - 임란 시 재 수축

   2) 법이산 봉수

      가) 위    치 : 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23번지 일  

      나) 문화재명 : 법이산 봉수(法伊山 烽燧) - 비지정문화재

      다) 봉수유형 : 내지봉수 제2거 간봉(8)

      라) 축조시기 : 조선시

4. 학술조사 기간 : 2010. 10. 01 ~ 2010. 12. 31

5. 학술조사 발주기관 : 구광역시 수성구청

6. 학술조사 수행기관 : 구광역시 수성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7. 학술조사단 구성

     1) 조사책임자 : 이명식( 구 학교 명예교수 전 박물관장/역사학)

     2) 자문  위원 : 윤종현( 구광역시 수성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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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위원 : 홍종흠( 구광역시 수성문화원 향토사연구 소장)

                     박재건(향토사학자)

                     이정웅(향토사학자)

     4) 조  사  원 : 이희돈( 구 학교 중앙박물관 학예실장/고고학)

                     황정숙( 구가톨릭 학교 학원 박사 졸업/고고미술)

                     설준원(영남 학교 학원 석사 재학/문화인류학)

                     유연경(경주 학교 학원 석사 재학/문화재학)



Ⅱ.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1. 자연 지리적 환경

2. 역사적 환경

3. 고고학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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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 환경1)

 1. 자연ㆍ지리적 환경

  

  구는 경상북도의 남부 중앙에 위치한 도시로 동쪽은 경산시, 서쪽은 칠곡군, 남

쪽은 달성군, 북쪽은 군위군ㆍ영천시와 접하고 있다. 동경 128°28´~128°46′, 북위 

35°46′~ 36°01′에 위치하며, 면적 884.07㎢, 인구 2,509,187명(2009. 12. 31기준)

이다.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의 8구 290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구의 전체지형은 남ㆍ북쪽이 높고, 동ㆍ서쪽은 낮다. 지질은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계퇴적암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시의 지질을 크게 보면 중앙부에 퇴

적암지 , 서남부 및 남동부의 화산암지 , 북서부의 화강암 관입지 , 제 4기 충적

층지 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조사지 일 는 퇴적암지 로, 이암으로 형성된 구릉이 

솟아 있고, 경작지에는 이암풍화토와 황갈색사질점토, 적갈색점토가 확인된다. 전반

적으로 구릉에서 유실된 풍화토와 계곡에서 운반된 사질토가 퇴적된 충적평야가 확

인된다. 

  구분지는 북부와 남부가 큰 산지로 둘러싸이고 그 중앙부가 넓고 평탄한 침식

분지이다. 북부 산지는 유명한 팔공산괴를 주축으로 그 산록에 있는 환상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팔공산괴는 남동의 초례봉(醋禮峰, 636m)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환

성산(環城山, 809m)을 거쳐 인봉(印峰, 891m)에 이르고 여기에서 북서로 향하여 

주봉 팔공산(1,192m)에 달한다. 화강암으로 된 팔공산은 만∙장년기로 산세가 험준

하며, 그 북서에는 산성이 있는 가산(架山, 902m)이 있고, 팔공산괴 내에는 여러 

하천의 침식에 의해서 형성된 소규모의 분지가 산재하고 있다. 팔공산괴의 산록에

는 팔공산괴보다 낮은 도덕산(道德山, 660m)ㆍ응해산(鷹蟹山, 516m)ㆍ응봉(鷹峰)ㆍ

문암산(門巖山, 426m)ㆍ용암산(龍巖山, 379m)ㆍ능천산(綾泉山, 380m) 등을 연결하

는 환상산맥이 있다. 분암(玢巖)으로 된 남부산지는 신천의 지류에 의하여 서쪽의 

비슬산괴와 동쪽의 용제산괴로 구분된다. 비슬산괴에는 비슬산(1,084m)을 주봉으로 

최정산(最頂山, 915m)ㆍ청룡산(靑龍山, 793m)ㆍ산성산(山城山, 653m)ㆍ앞산(659m)

ㆍ용두산 등이 있고, 용제산괴에는 주봉 용지봉(龍池峰, 634m)을 비롯하여 덕산

1) 조사지 개관은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1991년, 

   구광역시, 2010 시정현황, 2010년,

   구광역시청(http://www.daegu.go.kr) 등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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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수성구 일  토지피복도(출처：환경부제작 토지피복분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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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德山, 598m)ㆍ병풍산(屛風山, 576m)등이 있다. 이들 산지간에는 팔조령(八助嶺, 

373m)ㆍ비내현(飛內峴, 426m)ㆍ통점령(通店嶺, 703m)ㆍ고산현(高山峴)ㆍ월배현(月

背峴)등의 고개가 있다. 또 남부 산지는 일반적으로 급경사이나 산정에는 평탄면이 있

는데, 이는 지질시 에 산지가 낮고 완만한 노년기였다가 그 뒤 다시 융기하였다. 

  분지상(盆地床)에는 중앙부를 동서로 흘러 낙동강에 들어가는 금호강과 팔조령에

서 시작해 북류하여 금호강에 합류하는 신천이 있다. 이들 두 하천의 양측에는 넓

은 범람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신천의 범람원상에는 구 시가지의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신천범람원의 동서 양편에는 오랜 침식작용으로 깎이어 형성된 파

상(波狀)의 구릉지가 널리 전개되어 있다. 이들 구릉지는 동부에서 두리봉(斗里峰, 

216m), 서부에서 두류산(130m), 와룡산(臥龍山, 299m)등으로, 낮고 완만하여 주택

지를 비롯한 신시가지가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을 

기반으로 그 위에 두텁게 퇴적된 후기중생 의 경상층군이 기본이며, 곳곳에 백악

기에 형성된 화성암류인 불국사통과 제4기층인 충적층이 분포한다. 

  구시를 남북으로 관류하는 하천인 신천은 남부 산지인 비슬산과 최정산에서 발

원하여 동류하다가 용계동에 이르러 팔조령 부근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는 천(大

川)을 합류하여 북류한 뒤 구 시가지를 가로질러 산격동 부근에서 금호강에 합류

된다. 주류의 길이 12.5㎞, 유로 전체길이 27㎞, 유역면적 165.3㎢의 준용하천이다. 

발원지에서 상동까지는 깊은 계곡을 형성하고 유로가 고정되었지만 산동 부근에서 

평지로 나오면서부터는 유로변경이 심하다. 서부 구릉지와 동부 구릉지간을 걸쳐서 

여러 차례 유로를 이동 혹은 분류하면서 큰 선상지를 형성하였고 이 선상지 위에 

구 시가지의 중심부가 형성되어 있다. 신천의 상류부 오동에는 상수도용 가창저

수지가 만들어져 구시 상수원이 되고 있으며 상류부 산간 계곡은 구시민의 위

락공간이 되고 있다. 

  구는 남부의 내륙분지에 위치하여 체로 비가 적고 건조하며 강한 륙성 기

후이다. 2009년 1월 평균기온은 0.7℃, 8월 평균기온은 25.5℃이었으며, 평균 기온

은 14.8℃ 강수량은 832.5㎜로 기온은 올라가고 강수량은 줄어들었다. 구의 일조

시간은 긴 편이다. 바람은 겨울에는 서풍이 탁월하고, 여름에는 동남동풍이나 동풍

이 탁월하다.

  수성구는 북동단에서 금호강이 북서류하여 동구와 경계를 이루고, 서단은 신천이 

북류하여 남구ㆍ중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수성구의 북부는 이 금호강과 신천의 

범람원에 속하여 저평하다. 남부는 서쪽 신천의 범람원을 제외하면 덕산 용지봉

(龍池峰, 634m)을 중심으로 한 산지와 그 북쪽에 전개되는 100m 내외의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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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예정지인 욱수동은 수성구 남부에 속하며 남쪽으로는 성암산ㆍ안산ㆍ자양산

ㆍ 덕산과 같은 다소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남부 산지의 북쪽으로

는 여러 갈래의 능선과 계곡이 형성되어있다. 이들 계곡에서 흘러내린 유수에 의해 

계곡의 아래쪽과 평지가 만나는 부분에는 비교적 넓은 선상지가 형성되어 있다. 성

암산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말단부 능선의 서쪽으로 접해 흐르는 욱수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으며, 금호강의 지류인 남천과 합류하여 금호강으로 흘러

간다.

  파동(巴洞)은 남부에 산성산(山城山)과 법이산(法尼山)이 좁고 긴 협곡을 형성하

고 있고, 좁게나마 범람원이 발달한 곳에 형성되어 있다.2)

2. 역사적 환경

  1) 수성구의 연혁3)

  수성구(壽城區)는 신라시 에 위화군(渭火郡, 上村昌郡이라고도 함)인데 경덕왕이 

수창군(壽昌郡)이라 하였다. 고려 초에 수성군(壽城郡)으로 바뀌어 현종 9년(1018)

에 수성군사(壽城郡司)로 경주에 속했다가 공양왕 2년(1390)에 해안현(解顔縣, 慶州

任內에 속했는데 그 시 는 미상이다)을 겸하여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태조 3

년(1394)에 구겸관으로 삼았다가 태종 14년(1414)에 구에 합속(合屬)시켰으며, 

1419년에 수성현사(壽城縣司)로 구임내(大邱任內)에 속하게 된 고증과 사유로 명

명(命名)된 수성구(壽城區) 수성야(壽城野,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구획이 정리되어 

황금동, 두산동으로 되었음)가 구(區) 관할(管轄)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으며 1980년 

4월 1일 구(區) 신설시 수성구(壽城區)로 명명(命名)되었다.

  1980년 4월 1일 동구에서 분구되어 동구 관할구역 중 범어동, 만촌동, 수성동1, 

2, 3, 4가, 황금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범물동을 통합하여 수성구를 신설하였

다.( 통령령 제 9630호 : 1979. 9. 26공포) 시 조례 제1213호(1979. 8. 23 공포)

로 동구 신천동 일부로 수성4가를 신설하였다. 시 조례 제1214호(1979. 8. 23 공

포)로 범어 2동을 범어2, 3동으로 분동하였다. 시 조례 제1215호(1979. 8. 23 공

포)로 동구 신천동 764의 3번지에서 수성구 범어동 238의 3번지로 구청소재지로 

이전하였다.

2) 國立大邱博物館, 大邱 巴洞 岩蔭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2002.

3) 수성구 홈페이지(http://www.suseo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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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7월 1일 구직할시로 승격 시, 경산군 고산면이 편입되어 구역(區域)이 

확장되었다. 현재 수성구의 면적은 76.47㎢이며 행정 동명은 범어동, 만촌동, 수성

동, 황금동, 중동, 파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고산동 등이 있다.4) 욱수동은 행정

동으로는 고산1동이며, 고산1동의 관할 법정동 중의 하나이다. 

  고산동은 삼한시 부터 조그만 나라의 일부였다가 신라에 합쳐졌으며 신라 경덕

왕(741년) 장산군(獐山郡) 읍서면(邑西面)이었는데 고려 현종(1018년) 때는 경주군 

서면에 속했고 고려 충선왕(1308년) 때는 옥산부(玉山府)서면이라고 불렀다. 조선 

선조(1577년) 때 경산현(慶山縣)이 구부에 속하게 되자 구부 부동면(府東面)이 

되었다가 경산이 다시 현이 되자(1897년) 경산현 현서면이 되었다. 조선 고종 때 

경산군 서면이라 고쳐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산군 고산면이라 부

르게 되었다. 1981년 7월 1일 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산군 고산면이 

구 직할시에 편입되어 구역이 확정되었다. 1982년 9월 1일 고산1동으로 분리되

어 현재 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파동 산 정상에는 조선시  통신수단으로 사용되던 봉수 가 있으며 웅천에

서 출발하여 김해, 밀양, 청도를 거쳐 이곳 파동을 통해 한양으로 가는 국도 역할을 

하였다. 1914년 3월 5일 구부 달성군 가창면에 편입되었다가 1958년 1월 1일 

달성군에서 구시로 편입되었고, 1980년 4월 1일 구시 수성구 파동으로 행정구

역이 변경되었다.

  2) 조사지 주변 마을지 및 지명유래5)

   (1) 욱수동

  욱수동은 현재 고산1동의 법정동으로, 지금부터 약 500년 전, 서기 1400년경에 

경원이라는 선비의 조부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는데 원래는 서면 상동(上洞)이라고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욱수동으로 불렀다. 욱수동은 맥반석이 많아 

물이 맑고 수질이 좋아 동 이름을 빛날 욱(旭)자 물 수(水)자로 물이 좋은 마을 ‘욱

수’라 불렀다.6)

4) 大邱廣域市ㆍ嶺南文化財硏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 2006.

5) 慶尙北道 地名由來 總攬(1984년),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1991년),  구의 뿌리 壽城(2008), 수성구 홈

페이지(http://www.suseong.kr)에서 발췌 정리 하 다.

6) 김광순, 한국구비문학Ⅰ, 국학자료원, 2001,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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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수동의 자연부락으로는 상동, 샛터, 삼산동, 봉암이 있다. 욱수동은 또 지리상 

제일 위에 있다고 해서 상동이라고 불렀다. 샛터는 10여 채의 집이 있었는데, 지금

은 먹자골목으로 식당이 다 들어섰다. 삼산동은 집이 세 집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

다는 이야기도 있다. 봉암은 작은 마을로 10여 채 정도의 집이 있었다. 욱수동에서

는 동네가 생기고 난 뒤 동신제를 지냈는데, 앞에는 선왕당(동쪽), 사적당(서쪽)이 

있어 병(마마)이나 잡귀가 없었다.

  ① 소바우

  소바우는 욱수동의 지명이다. 방 8칸 정도 크기의 커다란 바위로 옛날에 소를 먹

이다가 소싸움이 나서 여기서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소바우라고 

명명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는 옛날 한 농부가 하루는 자산(紫山)에서 풀을 먹이기 위해 소를 

몰고 나가 소에게 먹을 풀을 베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농부를 해치

려고 하였다. 농부는 겁이나 풀베기를 중지하고 얼른 소에게 달려가니, 소는 풀 먹

기를 중지하고 호랑이와 싸우기 시작했다. 농부도 정신을 차려 소를 응원하니, 소는 

더욱 힘을 내어 호랑이와 싸우기를 수 시간, 드디어 소는 호랑이에게 이기고 주인

을 구하였다고 한다. 그 후 소와 호랑이가 싸운 자리에 큰 바위가 하나 생겼는데, 

이 바위를 ‘소바위(소바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7)

  ② 욱수천 

  욱수천은 욱수동의 지명이다. 욱수천은 작은 개울로 농사짓는데 풍족치는 않지만 

요긴하게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노적봉은 봉암지역 앞

에 위치한 풍치가 좋은 산이다. 새터에서 왼쪽으로 가면 봉암, 노적봉이 있고, 오른

쪽으로 가면 까꾸랭이, 범둔골, 망월(望月) 등 망월골이 있다. 그 가운데는 자산(紫

山)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다. 느리, 참새, 명인곡, 선돌 등이 욱수골 동편에 위치

하고 골의 깊이는 약 6㎞에 달한다. 욱수골은 욱수천이 흘러나오던 골짜기라서 명명

되었다.

   (2) 파동

  파동은 중국에 산이 제일 많은 곳이 ‘판촉’이란 지명이 있다하여 높고 낮은 산이 

7)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우리고장 대구, 1988,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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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하여 파잠(巴岑)이라 하였으나 그 후에 파동으로 개칭되었다. 파동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여 ‘1파 2무’(첫째로 살기 좋은 곳은 파동이며 둘째로 살기 

좋은 곳은 무태(팔달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려한 산수를 가지고 있던 마

을이다. 옛날 수성못 입구에서 가창까지 길이 곧다고 해서 '니리미'라고도 불리었으

며 ‘파잠’, ‘파집’이라고도 불렀다. 파동 산 정상에는 조선시  통신수단으로 사용되

던 봉수 가 있으며 웅천에서 출발하여 김해, 밀양, 청도를 거쳐 이곳 파동을 통해 

한양으로 가는 국도 역할을 하였다.

  1914년 3월 5일 구부 달성군 가창면에 편입되었다가 1958년 1월 1일 달성군

에서 구시로 편입되었고, 1980년 4월 1일 구시 수성구 파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파동은 중화 양씨와 하양 허씨가 개척한 마을로서 현재 서당골에는 양

씨재실이 건립되어 있다.

  ① 말머리바위

  말머리바위는 파동의 지명이다. 말머리바위는 말머리를 닮은 바위라서 유래되었

다. 말머리바위 아래에는 냇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방인 한 사람이 거기에 터를 잡

고 집을 지었다. 그러데 그 후 마을 사람들의 아들이 매년 하나씩 거기서 빠져 죽

었다. 그래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그 집을 철거시키고 그 내(川)를 메워버렸다고 

한다. 용두골 골짜기에는 굉장히 큰 뱀이 있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

한다고 한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먼 옛날부터 아직

까지 살고 있다고도 한다.

  ② 서당골

  서당골은 파동의 지명이다. 서당골은 조선시  서원을 많이 세워 그곳에서 학생

들을 가르치는 서당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서당골이라 하게 되었다. 현재는 중화 양

씨의 재실과 2개의 서원이 남아있다.

  ③ 오천서원

  오천서원은 파동에 있다. 오천서원은 야트막한 야산 기슭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개의 영역으로 분리 배치되어 있다. 좌측으로 외삼문(外三門), 강당(講堂), 

제수청(祭需廳)이 일곽(一廓)을 이루고 있으며 강당 우측에 제향공간(祭享空間)인 

사당이 한단 높게 토장(土墻)으로 둘러싸여 일곽(一廓)을 이루고 있다.8) 

8) 파동사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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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용두골

  용두골은 파동의 지명이다. 용두골은 앞산에서 동쪽(파동)으로 내려오는 ‘골’의 형

상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용두골', '용머리'라 불리었다. 현재 체육공원으로 조

성되어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용두골은 30여 년 전만 해도 맑은 물이 굽

이치던 구의 명소였다. 옛날 지관(地官)들은 용(제1 용두바위)이 거북을 한 입에 

삼키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구가 길지(吉地)라 했다.

  또한 제1용두바위 밑은 얼마나 깊었던지 명주실꾸리를 다 풀어도 끝이 닿지 않았

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제2용두바위에는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여름

이면 하동(河童)들이 이무기를 잡는다고 굴을 막 로 들쑤시며 야단법석을 떨기도 

한다. 현재는 앞산 쪽으로 빠지는 순환도로가 완성되어 제2용두바위 일부가 깎여져 

나갔으며 다이빙  구실을 하던 돌출바위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⑤ 용두방천

  용두방천은 파동의 지명이다. 용두산 아래 사람들이 다니는 넓은 길을 용두방천

이라 불렀다.

  ⑥ 용두산

  용두산은 파동의 지명이다. 봉덕동(鳳德洞)과 파동을 경계 지워주는 산을 용두산

(龍頭山)이라 일컫는다. 그 전설은 옛날 이 산에 용이 살았다고 한다. 또 산의 형태

가 용을 닮았다는데서 용두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은 한 자웅

의 용 두 마리가 이곳에 나타났는데, 수컷이 소식도 없이 종적을 감추자 암컷이 기

다림에 지쳐 몸이 굳어져 산으로 변했으니 그 산이 용두산이라고 한다.9)

9)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우리고장 대구, 1988,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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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고학적 환경

  1) 구의 성곽유적 현황10)

  성(城)은 자급자족적인 취락단위(聚落單位) 즉, 소규모사회(小規模社會)에서 국가

적인 사회구조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갖추어지는 공공 시설물로서 ‘적군이 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올린 큰 담’, ‘외적(外敵)의 침입

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운 축조물(築造物)’, ‘해로운 동물이나 적(敵)을 방어하는데서 

출발된 것으로 아측(我側)에 유리한 지리(地理)를 얻고 적측(敵側)에 불리한 조건하

에 접근시키도록 한 것’, ‘군사상 방어의 임무와 의의(意義)를 갖고 인공적으로 융기

(隆起)시키거나 축조하고 거리적으로 공간적인 연장성을 가진 것’, ‘목재로 구축된 

것을 목책이라 한다면 성(城)은 재료상으로 광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일정한 면적

과 공간을 차지하고 군사적인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분지 내에는 일찍부터 취락(聚落)을 형성해서 정착생활을 할 수 있는 자연 

지리적 요건이 갖추어진 곳이 많았다. 그래서 선사시 (先史時代)부터 많은 취락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들은 시 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시설들을 취락 

가까이에 갖추게 되었다. 성은 이러한 시설물의 하나로서 구지역에서는 일찍부터 

구축되기 시작하며, 그 이후 시 와 기능에 따라서 그 입지와 구조를 달리하게 되

었다.

  구지역의 성은 입지상 낮은 구릉상(丘陵上)에 축조된 것과, 높은 산의 정상에 

구축된 것으로 별하여 볼 수 있으며, 성벽(城壁)을 재질상으로 구분할 때 토축(土

築), 토석혼축(土石混築), 그리고 석축(石築)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개 시 와 전

술(戰術) 형태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전투의 규모가 작고 무기의 기능이 

미약한 경우에는 낮은 구릉상(丘陵上)의 성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하였으나 전투의 

규모가 크고 무기가 보다 발달된 경우에는 낮은 방어시설로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

라서 이에 처하기 위해서는 험준하고 높은 산 위에 성을 축조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며 영구성(永久性)이나 견고성(堅固城)을 생각한다면 토성보다는 석성을 선호하

게 되는 것이다.

  구지역에 현존하는 부분의 성은 체로 구 분지 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

치하고 있는데 입지상으로는 하천변의 낮은 구릉상에 축조된 것과, 구 분지로부

터 조금 떨어지기는 했으나 교통요충지(交通要衝地)가 되는 노변(路邊)의 높은 산에 

10) 大邱直轄市ㆍ慶北大學校 博物館, 大邱의 文化遺蹟-先史. 古代,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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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된 것이 있다. 낮은 구릉상에 축조된 성은 체로 규모가 작고 토성이며 범람

원에 근접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들이다. 이에 비해서 높

은 산에 축조된 성은 보다 넓은 지역을 조망(眺望)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에 위치하

며, 이는 보다 발달된 무기나 규모의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지세를 택하여 축

조된 것이다.

  낮은 구릉상에 축조된 성으로는 달성토성(達城土城)･검단토성(檢丹土城)･봉무토성

(鳳舞土城)･고산토성(孤山土城)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성의 공통점은 첫째, 해발 

100m 미만의 낮은 구릉 정상부를 따라서 토축(土築)으로 성을 구축하였으며 성의 

둘레가 2㎞ 미만이라는 점. 둘째, 이들 토성은 입지가 강변의 낮은 구릉이라는 점. 

셋째, 이들 토성 가까이에는 고분군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달성토성은 비산동(飛山

洞)･내당동고분군(內唐洞古墳群), 검단토성은 복현동고분군(伏賢洞古墳群), 봉무토성

(鳳舞土城)은 봉무동고분군(鳳舞洞古墳群), 고산토성(孤山土城)은 성동고분군(城洞古

墳群)과 각각 인접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토성과 고분군은 서로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달성토성(達城土城)의 경우 성벽 단면에 나타나는 포함층의 유물로 보아 고총고

분(高塚古墳)이 조성되기 이전에 토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뒤에는 토성과 고

총고분이 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

나 체로 고총고분이 조성되기 전에 낮은 구릉상의 토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으

며, 고총고분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시기가 되면 이들 토성은 그 로 지속되거나 

그 기능이 변화되거나 혹은 폐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앞에 열거한 토성 가

운데 기능을 달리하거나 폐기되었으리라 생각되는 것은 검단토성과 봉무토성이다. 

이들 토성은 시 가 변함에 따라 점차 그 기능이 주위의 높은 산에 위치한 산성으

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사실에서 낮은 구릉지에의 토성 축조는 성읍국가단계(城邑國家段階)에 출

현했다가 보다 큰 규모의 국가단계를 벗어나는 시기, 즉 무기가 보다 발달되고 사

회조직이 국가단계에 이르는 시기가 되면 토성의 역할은 바뀌게 되며, 전투(戰鬪)ㆍ

방어용(阞禦用)의 성은 높은 산의 정상에 축조되게 된다. 팔거산성(八莒山城)･용암

산성(龍岩山城)･ 덕산성(大德山城) 등은 이러한 시  변화에 부응해서 축조된 산성

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구권역에서 고고학적 성곽 유지가 확인되는 유적지를 참고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11)

11) 大邱直轄市 ㆍ 慶北大學校 博物館, 大邱의 文化遺蹟-先史. 古代,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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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달성토성(達城土城)

  달성(達城)은 구의 고명(古名)인 ‘달구화(達句火)’ 또는 ‘달구벌(達句伐)’에서 유

래한 이름이라 짐작된다. 이 성은 경주의 월성(月城)처럼 구분지의 서쪽에 위치해

서 범람원과 접하는 낮은 구릉에 축조한 토성이다. 성은 오각형으로 돌려진 능선을 

따라 바깥쪽에서 쉽게 올라오지 못하게 높고 가파르게 성벽을 쌓았고, 성내는 약간

의 기복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넓은 평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쪽에 성문을 마련

했다. 성벽의 길이는 약 1.3㎞이고, 높이는 바깥에서의 낮은 곳이 5m, 높은 곳은 

12m 정도이다. 달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원삼국시  말기인 기원 3C경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성벽 아래의 포함층에서 기원전에 사용되었던 회흑색와질토기(灰黑色瓦

質土器)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무문토기시  말기부터 이곳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

었고, 그 후 원삼국시 가 되면서 성곽이 축조된 후에는 조선시  초기까지 여러 

번 수축(修築)되고, 구현의 관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 구읍성(大邱邑城)

  한국에서는 구릉과 산성을 방어의 요충으로 중시하고 평지에 있는 취락에 성을 

축조하는 예가 드물었다. 구의 평지에 읍성을 축성한 것은 조선 선조 24년(1591)

으로 이 토성은 1년 뒤인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란으로 파괴되

고 그 후 140여년이 지난 영조 12년(1736)에 석성이 새로 축조되었다. 이때의 축

성 사실을 기록한 ‘축성비’에 따르면 이 성에는 동서남북 네 곳의 정문이 있고, 각 

정문에는 문루를 세웠는데, 동문을 진동문, 서문을 달서문, 북문을 공북문이라 불렀

다. 특히 남문에는 ‘嶺南第一關’의 편액을 달았다. 이밖에 동서에 두 개의 암문(暗

門)이 더 있었다. 영조 12년(1736)에 축성된 읍성은 광무 10년(1906)과 융희 1년

(1907) 사이에 남문과 더불어 완전히 헐리고 말았다. 

 (3) 용두산성(龍頭山城) 

  용두산성이 위치하는 곳은 구시의 남쪽 경계인 산성산에서 신천을 따라 북으로 

길게 뻗은 산맥의 하단부이다. 이곳의 입지는 구에서 청도로 가는 길목으로서 좁

고 긴 산간계곡의 입구가 되는 곳이며, 구분지의 남쪽 관문의 역할을 하는 위치

이다. 이 성은 그 축조방법이 달성과 같다는 데서 원삼국시  말기이거나 삼국시

에 축조되었던 것이라 추측된다. 그래서 이 성은 명동고분군을 조성했던 집단들

    大邱廣域市ㆍ嶺南文化財硏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Ｉ, 2006.

    大邱廣域市ㆍ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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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시입보성(戰時入保城)일 가능성이 높다. 토성의 형상은 길게 뻗어 내리는 산각 

하단에 낙타 등처럼 형성된 돌기구릉(突起丘陵)을 정점으로 해서 그 둘레에 타원형

으로 성벽을 쌓은 산정식(山頂式)의 성이다. 돌기구릉은 길게 신천과 병행하고 있으

며 산각 위쪽 및 하단과 이어지는 곳을 제외한 사면은 경사가 심하다. 특히 동편은 

신천과 접하면서 높은 단애(斷崖)를 이루고 있어서 상하의 능선 접지를 제외한다면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지세이다. 성벽의 축조는, 산맥의 위쪽과 하단 쪽으로 이

어지는 곳에는 평지의 망루처럼 높은 적석벽을 쌓았으며, 다른 사면은 자연지세가 

급사면이므로 성내 도로를 겸한 낮은 토석혼합의 성벽을 쌓았다. 이 성의 내부에는 

장기적 생활을 할 수 있는 평지나 지천이 없다. 이는 달성토성이나 검단토성처럼 

취락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전투나 잠정적인 입보

성의 역할을 한 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성의 규모는 남북길이가 약 150m, 최

단 폭 약 50m, 둘레 약 400m이다. 

  (4) 봉무토성(鳳舞土城)

  봉무토성은 구에서 팔공산 동화사로 가는 길목의 금호강 북단에 위치하며, 

구분지 북쪽에 형성된 환상산괴의 한 구릉에 축조되어 있다. 토성과 인접한 유적으

로는, 성에서 남동쪽으로 0.5~1㎞ 떨어진 낮은 구릉에 위치한 봉무동고분군과 불로

동고분군이 있고, 토성이 위치하는 구릉의 주봉인 학봉에서는 청동기유적(서변동유

적)과 고분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러한 유적분포를 통해 볼 때 이곳에는 팔공산괴와 

금호강을 배경으로 하는 규모의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 세력이 봉무토성

을 축조하였다고 생각된다. 토성의 형식은, 금호강과 접해서 형성된 마제형의 구릉

을 이용해서 축조한 소규모의 포곡식 토성이다. 성곽은 길이 400m 미만의 토석혼

축인데 북쪽만은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성벽을 축조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마제형

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의 내부는 좁은 면적이기는 하나 소규모의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넓이이고, 또 성벽에 가려서 시각적으로도 외부로부터 보호

되는 지세이다. 그리고 성의 내부에 와질토기편이 많이 흩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성이 달성처럼 원삼국시  말기에 축조되었으며, 취락보호를 위한 자연발생적인 

토성인 것으로 생각된다. 

  (5) 검단토성(檢丹土城)

  검단토성은 구분지의 북쪽을 흐르는 금호강의 하안에 위치하며, 봉무토성과는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치되어 있다. 성의 둘레는 1.3㎞인데, 동편은 금호강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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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형성된 자연단애를 이용하였고, 북쪽과 남쪽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

았으며, 서쪽은 넓은 침식곡을 가로질러서 쌓은 포곡식이다. 현재는 도로와 공단으

로 인해 서쪽은 파괴되어 그 흔적을 잃고 있다. 금호강의 안(對岸)에 있는 봉무동

토성과 봉무동고분군 및 불로동고분군이 하나의 단위로 하여 취락집단을 형성하였

음이 인정되듯이 검단토성도 낮은 구릉을 따라 남으로 1㎞ 미만의 거리에 복현동고

분군이 있고, 또 가까운 하안의 구릉지역에 무문토기나 석기가 산재하고 있는 점으

로 보아 이 일 에는 선사시 부터 하나의 취락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집단이 

이 토성을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성의 내부에는 취락이 형성되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넓은 공지가 있다. 실제로 성내의 저지 와 구릉 사면에서 무문토기, 석

기, 그리고 도질토기편이 산재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이 토성이 원삼국시 에 처

음 축조되었고 그 후에도 입보 성으로서 계속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6) 성동산성(城洞山城, 고산토성(孤山土城))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지금은 구광역시에 편입되어 있으나 구 행정구역

상으로는 경산시 고산면이며, 구분지로 부터는 벗어난 지역이다. 성이 축조되어 

있는 곳은 금호강과 그 지류인 남천의 합류 지역 주변에 형성된 넓은 충적평야에 

접하고 서쪽 일부만이 계곡을 두고 금호강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구릉과 접한다. 

성의 둘레는 약 15㎞이며 포곡식과 산정식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이

러한 모양으로 축조된 것인지 아니면 이차적으로 결합된 것인지는 지금의 외형만으

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성이 있는 구릉의 남록에는 고산고분군이 있고, 동록에 접

하여 흐르는 남천을 따라 1㎞ 가량 올라간 상류 쪽 구릉에는 욱수동고분군이 있다. 

또 남천유역에는 지석묘가 다수 분포한다. 그리고 성내역에 무문토기(無文土器)와 

삼국시 의 도질토기(陶質土器)가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이 구릉에는 축성이 있기 

전부터 어떤 세력집단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삼국시  초기에는 이 집단에 의

해서 토성이 축조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성벽은 계곡 쪽 만을 제외한 다른 쪽은 

경사면을 깎아 편축법으로 쌓았고, 모산(母山)못이 있는 남쪽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협축식(夾築式)으로 쌓았다. 

  (7) 용암산성(龍岩山城)

  용암산성은 구분지의 북쪽을 흐르는 금호강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팔공산 

환상산괴의 남쪽 외곽에 해당하는 용암산에 축조된 산성이다. 성지가 있는 용암산

은 높이가 367m이고, 북쪽으로 큰 계곡을 두고 팔공산의 산괴와 연(連)하며,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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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낮은 산으로 연결되다가 금호강의 충적평야에 접한다. 그리고 북쪽은 계곡을 따

라 동서향으로 큰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 도로는 구에서 영천으로 통하는 지

금의 영천가도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구에서 영천ㆍ경주로 가는 간선도로였다. 즉 

용암산성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육로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성의 형태는 경사

가 가파르고 산정부는 평탄한 지형을 이용, 경사가 심한 사면에 편축법으로 성벽을 

쌓은 산정식이다. 성벽은 토석혼합의 축벽(築壁)이다. 성 둘레는 약 1㎞이며, 높이

는 외측에서 10m 정도이다. 문지는 남서쪽에 있으며, 성의 남쪽 외곽에 샘이 있다. 

샘의 주변은 철성(凸城)을 쌓아 보호하였다. 이 산성의 남서쪽 사면에 고분군이 있

으며, 달성과 검단토성의 초축 목적과는 다른 군사적 목적에서 축조된 삼국시 의 

산성으로 판단된다. 

  (8) 팔거산성(八莒山城)

  지금은 구광역시에 편입되었으나, 구 행정구역상으로는 칠곡군 칠곡면에 속했

으며 구분지로부터 벗어난 지역이다. 성은 금호강의 지류인 동명천(東明川)의 천

변에 자리하는 함지산(函芝山) 정상에 축조되어 있다. 함지산은 290m 높이의 산으

로 북동쪽으로는 팔공산 산괴에 연결되고, 북서쪽은 동명천 유역의 넓은 충적평야

에 접하며 남서쪽은 동명천을 따라 금호강까지 형성된 연봉(連峰)으로 이어진다. 팔

거산성은 독모성(獨母城)이라 기록되기도 하며, 가산산성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구

북방의 군사적 요충지였다. 성의 형태는 산정식 산성으로서, 정상은 분지상의 평지

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은 정상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았고, 서쪽은 분지상의 평지를 

두고 그 바깥쪽 둘레의 사면에 편축법으로 성벽을 쌓았다. 성벽은 토석혼축이고 길

이는 1.5㎞ 정도이며, 높이는 외측에서 5m 내외이다. 산성의 서쪽 산록에는 형고

분군이 있고 성내에도 삼국시 의 도질토기가 산포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산성은 삼

국시 에 축조된 것이며, 그 후에도 입보산성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 처음 축

조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서편성벽에 망루가 있고, 일부에 석축이 남아 있는 점으

로 보아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고 생각된다.

  (9) 덕산성(大德山城)

  산성은 구분지의 남쪽 경계에 자리하는 덕산에 축조되어 있다. 성이 있는 

덕산은 해발 600m나 되는 높은 산으로 구의 진산(鎭山)이기도 하다. 동남쪽으로

는 산성산과 비슬산으로 이어지고 반 쪽인 서북쪽은 멀리 낙동강과 금호강의 충적

평야와 접한다. 성은 북으로는 구분지를 서로는 낙동강과 금호강 사이의 충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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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축조되었다. 성의 형태는 ‘안지랭이’라 부르는 깊은 계곡

을 가운데 두고 그 둘레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성곽은 길이가 약 

3㎞인데 부분 가파른 자연절벽을 이용하였으며 완만한 지형에만 자연석을 이용해

서 축조하였다. 성은 개가 붕괴되어 성벽의 높이는 알 수 없으나 석축상태가 조

잡하고 사면에 편축법으로 쌓은 점, 성내부가 넓은 점으로 보아 삼국시  후기에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축조된 석성(石城)이라 추측된다. 구읍지에 ‘成弗山有古城

今無’라 기록된 성지가 바로 이 산성을 말한다고 생각된다. 

  (10) 욱수산성(旭水山城)

  성은 경산에서 서쪽으로 약 2㎞, 고산산성[孤山山城]에서 남서쪽으로 약 4㎞ 지

점에 있는 자양산(紫陽山)에 위치하므로 자양산성(紫陽山城)이라고도 불린다. 고산

산성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성 주변의 노변동, 욱수동 등에 고

분군이 동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월동 지석묘군ㆍ시지동 지석묘ㆍ매호동 지석묘들

이 북쪽 약 2㎞ 지점에 펼쳐져 있다. 이 성은 둘레 약 2㎞ 정도의 포곡식 산성으로 

북면은 자연적인 암벽과 급한 경사면의 지형을 그 로 이용하였고, 남동쪽은 석축

을, 남서면은 토석혼축을, 그리고 북면의 능선일부에는 토축을 하였다. 東國輿地勝

覽 卷27 경산현(慶山縣) 고적조(古墳條)에는 ‘古浦城 在縣西九里, 石築周三千一百

七十尺, 今廢’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 욱수동 산성을 고포성(古浦城)으로 추

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산성 주변의 주민들은 이 산성을 모두 임진왜란 시 경산

지방의 의병장 박응성(朴應成)이 쌓은 자양산성(紫山山城)으로 알고 있었으며, 고포

성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성지가 확인되

는 곳이 이곳뿐이므로 일단 고포성을 자산산성과 동일시해도 좋을 듯하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성도 삼국시 에 이미 축조 되었으나, 그 후 버려진 상태

로 방치되어 있다가 임란이 일어나자 성 일부를 재 수축 한 것으로 추정된다. 

  (11) 설화리 산성(舌化里 山城)

  화원읍 설화리 ‘설화’ 마을 남서쪽에 비슬산에서 서쪽(화원 IC방향)으로 뻗어 내

린 능선의 말단부 해발 240m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산성 북서방향으로 평지

와 맞닿는 돌출 구릉에는 설화리 고분군이 조영되어 있고, 성곽과 접하는 북서쪽 

능선에도 일부 석곽묘가 확인된다. 성곽의 형태는 해발 240m의 동남쪽 구릉과 서

편으로 돌출한 2개의 구릉을 감싸는 마안형의 테뫼식 산성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토석축, 석축, 편축, 협축 등 다양한 축성재료와 기법이 혼용되어 구축되었다. 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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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벽은 자연 단애면을 이용한 편축법이 사용되었고, 남동벽은 추정 동문지를 기

준으로 좌우 30m 가량은 석축이다. 남서벽은 높이 2∼3m의 토석을 혼합한 성벽이 

구축되고 그 위쪽에 높이 80㎝, 폭 2∼3m 정도의 협축부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 

성내에는 적석 망 , 집수지, 암굴지, 건물지 등이 확인된다. 산성은 가야 방어를 

비롯한 낙동강 서안의 방어와 하천상의 교역로를 방비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보

인다. 

  (12) 성산리 토성(城山里 土城)    

  화원읍 성산리 화원동산 팔각정이 있는 정상부 일 의 토성으로 ‘화원토성’, ‘구라

리 성지’, ‘성산리 성지’라고도 불린다. 축조 시기는 신라 선덕왕 15년(646)이라 전

하며, 형태가 잔(盞)과 같이 생겼다 하여 ‘배성(杯城)’이라고도 부른다. 신라의 국경

방어 임무를 띤 요새지로서, 조선 초엽부터는 봉화 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서편

에 보이는 ‘물알산’ 봉화 의 봉화신호를 받아 다시 구 앞산과 팔공산을 거쳐 서

울까지 신호를 전하였다고 한다. 일명 ‘웅달성’이라고도 한다. 성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상에는 성산리 고분군이 있다. 산 정상에서는 낙동강을 비롯해 죽곡리산

성, 성산리산성을 비롯해 구ㆍ고령 일 가 잘 조망된다. 성은 자연지형을 이용해 

자연절벽을 성벽으로 이용한 구간과 판축구간이 확인되며, 성 내부에는 4세기 중엽

∼6세기에 해당되는 토기편이 발견된다.

  (13) 위천리 산성(渭川里 山城)

  낙동강이 곡류하는 위천리 ‘우나리’ 마을 뒷산 일 의 해발 200m에 위치한다. 이

곳은 낙동강뿐만 아니라 달성군 안의 고령지역 봉화산 성지와 무계리 성지를 비

롯한 고령군 성산면 일 와 옥포ㆍ현풍면 일 의 조망이 좋다. 성곽은 능선 정상부

를 비롯해 남쪽으로 돌출한 구릉자락 전체를 감싼 장란형의 테뫼식 산성이다. 성벽

은 치석(治石)한 할석을 이용하거나 토석 혼축하기도 했다. 높이는 북벽이 2∼3m 

가량이 확인된다. 산성 맞은편에 가야가 축성하였다고 추정되는 고령 봉화산성ㆍ

무계리 산성과 마주 하고 있어 낙동강의 최 외곽 방어선이자 고령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상의 결절지에 축조한 산성으로 판단된다. 내부에 건물지 흔적도 확인된다. 

  (14) 죽곡리 산성(竹谷里 山城)

  죽곡리 죽곡산에 위치하며, 산성의 평면 형태는 해발 180m의 산 정상부에서 해

발 90m에 걸쳐 남북이 긴 타원형을 이룬 포곡식 산성으로 일명 노고성(老姑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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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한다. 성벽구조는 낙동강 쪽인 남서간을 할석과 치석(治石)된 석재로 축 를 

쌓았고, 다른 쪽은 토석 혼축을 하였다. 특히 남동쪽의 남단부는 완만한 능선을 차

단하기 위해 높게 적석하여 축성하였다. 축성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 정확

한 축조 시기는 규정하기 어려우나 성 내ㆍ외에서는 삼국시 의 토기편이 산재하

고, 산성의 동남쪽 능선으로는 규모의 죽곡리 고분군이 유존하고 있어, 삼국시

로 판단된다. 

  (15) 문산리 산성(汶山里 山城)

  문산리 ‘안마’마을 남쪽의 해발 98∼103m의 능선 상에 자리 잡고 있다. 산성 북

서방향으로는 낙동강 상류를 비롯하여 성주에서 하빈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잘 조

망되고, 맞은편 남서쪽으로는 고령군 노곡리 고분 일 를 비롯해 주변 지역조망이 

양호하다. 남동쪽으로는 죽곡리 산성과 화원 산성을 비롯해 인근 다사읍과 화원읍 

일 의 구릉과 저지 가 잘 보인다. 따라서 이 산성은 낙동강 수운을 이용한 교역

로 감시와 이들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적의 방어기지로 추정된다. 형태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장타원형의 테뫼식 산성으로 성벽길이는 략 800m 정도이다. 성벽은 

북ㆍ동쪽으로는 토석혼축의 성벽이 유존하며, 서쪽 및 낙동강을 접한 남쪽은 가파

른 자연지형을 그 로 이용했다. 성 내부는 다소 편평한 편이다. 성내 구조물로는 

북편 모서리에 적석 망 와 건물지 2개소 및 성벽 안쪽으로 회곽도(廻郭道)로 추정

되는 평탄지가 확인된다. 

  (16) 하산리 산성(霞山里 山城)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성곡’ 마을 서편, ‘적산’ 마을의 북서편 구릉에 위치한다. 

낙동강의 유향과 같이 남북으로 주행하는 능선 산정부에 위치하며 일명 ‘노고성(老

姑城)’이라 불린다. 현재 유적의 일부 북서편으로는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성벽을 비

롯한 일부 구간이 파괴되었다. 

  (17) 서산성(西山城)

  현풍휴게소 서편에는 성하1리와 성하2리가 연접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성

하리라는 동명은 이들 마을 위쪽에 성이 있었다는데서 유래한 것이다. 낙동강을 S

자로 휘감고 흐르는 강 언덕에 접한 성하1리 서남편의 독립 구릉상에 玄風邑誌 
(山城條)에 ‘西山城(또는 水門津城)’으로 표기되고 있는 약 6만평 가량의 성지가 전

해져오고 있다. 성의 둘레는 1,823尺, 높이 6尺으로 성안에는 군창이 유존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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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록되고 있다. 이 성은 신라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축조하였다고 전하

나,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형상을 잃고 있다. 현재는 성하1리 서쪽 마을 끝에서 성지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성벽 일부가 유존하고 있고, 낙동강 서안을 따라 깎아지른 듯 한 절벽을 이용

한 서북쪽 일 에도 성 일부가 붕괴된 채 유존하고 있다. 성의 평면 형태는 북동-

남서가 긴 장방형으로 성 둘레는 약 1㎞에 이른다. 성벽은 할석을 가지런히 쌓아 

올린 것으로 성돌 크기는 50×20㎝정도이다. 서북쪽은 자연지형인 절벽을 이용하여 

축성한 관계로 경사가 매우 가파르다. 현재 성벽 안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건물

지나 성루 등의 유적은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일 에서 삼국시  도질토기

편과 와편들이 채집되고 있다.

  (18) 와우산성(臥牛山城 초곡산성(草谷山城))

  산성은 비슬산에서 현풍 쪽으로 뻗은 삼각의 최정상부로 ‘양동’ 마을의 북동쪽에 

위치한다. 속칭 ‘성말랭이’라 불리며, 읍지에 ‘현풍과녀성(玄風寡女城)’이라 했다. 산

성을 중심으로 주변 능선 상에는 팔장군묘를 비롯해 700여개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비슬산 자락의 해발 600m로 인근 현풍시가지를 비롯해 낙동강, 석문

산성, 고령지역까지 시야가 양호한 곳이다. 성의 규모와 형태는 산 정상부에 남북으

로 비스듬히 뻗은 구릉의 7부 능선을 따라 축조한 테뫼식 산성으로 형태는 장타원

형에 가깝고, 전장은 1.7㎞에 이른다. 동북쪽 성벽은 할석을 이용한 협축법으로 비

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구간이며, 략 3∼5m 가량이 남아 있다. 축조 수법은 기

단부에서 들여쌓기하고, 잔존 폭은 기단부 6∼9m 정도, 상면 3.5∼4m 정도이다. 

남동쪽과 남쪽, 서쪽 성벽구간은 성벽이 부분 무너져 정확한 높이와 형태를 파악

하기는 어렵다. 성내 구조물로는 성벽을 따라 문지 3개소, 망 , 건물지 등이 확인

되었다.

  (19) 내리 토성(內里 土城)

  내리 ‘성담’ 마을 북서편 구릉일 와 낙동강과 접하는 해발 25m 돌출된 독립구릉 

정상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변을 비롯해 현풍읍내로 연결되는 내륙일

가 잘 조망되는 지점이다. 성의 규모와 형태는 산허리를 따라 돌아가며 축조된 장

란형에 가깝다. 성벽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체로 외형상 구릉 상부를 삭

토해 축조한 흔적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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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명 칭 소 재 지 시대 재료 구조

성둘레

(km)

해발

(m)
기타

1
달성토성

(達城土城)
중구 달성동 294-1 삼국 토축 포곡식 1.3 39 ㆍ

2
대구읍성

(大邱邑城)
중구 포정동 일대 조선 석축 평지성 2.7 50 평지성

3
용두산성

(龍頭山城)
남구 봉덕동 산32∼34 삼국

토ㆍ석

혼합
테뫼식 0.4 186 ㆍ

4
봉무토성

(鳳舞土城)
동구 봉무동 산26, 27 원삼국

토ㆍ석

혼합
포곡식 0.4 74 ㆍ

5
검단토성

(檢丹土城)
북구 검단동 산1∼13 원삼국 토축 포곡식 1.3 70 ㆍ

6
성동산성

(城洞山城)
수성구 성동 산1-50 삼국

토ㆍ석

혼합

포곡식

테뫼식
15 92

고산토성

(孤山土城)

7
용암산성

(龍岩山城)
동구 도동 산35, 36 삼국

토ㆍ석

혼합
테뫼식 1.0 367 ㆍ

8
팔거산성

(八莒山城)
북구 노곡동 산1 삼국

토ㆍ석

혼합
테뫼식 1.5 290 ㆍ

<표 1> 구지역 성곽 현황

  (20) 석문산성(石門山城)

  도동리의 ‘절골’ 마을 북동쪽에 소재하는 석문산과 진등산에 위치한 토석 혼축 산

성으로 두 기슭이 맞닿는 ‘절골’ 앞에 암석이 우뚝 서서 마치 석문처럼 보인다하여 

석문산성(石門山城)이라 부른다. 산성은 산 정상부 구릉과 양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가지능선 그리고 그 안쪽의 ‘절골’을 감싸는 포곡식 산성이다. 임진왜란 당시 망우

당 곽재우장군이 낙동강을 따라 달성ㆍ고령 등의 내륙으로 쳐들어오는 왜병을 효과

적으로 막기 위하여 성벽을 축조한 것이라 전한다. 석문산과 진등산은 북에서 남으

로 흐르는 낙동강이 U자 상으로 감싸고도는 형국을 취하고 있어 산성이 위치하기

에 더없이 좋은 지세를 가지고 있다. 성벽은 부분 토석 혼축이며, 부분적으로 석

축도 확인된다. 축조는 협축법과 편축법이 모두 확인되며, 동쪽 성벽구간은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성내 구조물로는 건물지와 망 , 문지가 확인된다. 건물지는 

구릉 정상부와 부근 평탄지를 비롯하여 서, 남쪽 일 의 구릉사면에서 확인되나 유

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 는 북동쪽 모서리와 남서쪽 모서리에서 확인된다. 북동

쪽 모서리는 민묘 주위로 타원형의 시설지가 확인된다. 이곳은 북쪽의 서산성을 비

롯하여 고령 개포리를 비롯해 주변 지형의 조망이 양호한 지점이다. 문지는 중앙 

절골 입구부로 판단되나 별다른 시설 없이 입구의 좌우에 자리 잡은 석괴를 이용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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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덕산성

(大德山城)
남구 대명동 산226 삼국 석축 포곡식 3.0 600

成弗山有古城

今無

10
욱수산성

(旭水山城)
수성구 욱수동 산163 삼국

토ㆍ석

혼합
포곡식 2.15 471

고포성,우곡

성,자양산성

11
설화리 산성

(舌化里 山城)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19-1
삼국

토ㆍ석

혼합
테뫼식 2.0 188~200 ㆍ

12
성산리 토성

(城山里 土城)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10
삼국

토ㆍ석

혼합
테뫼식 0.6 80

화원토성, 

구라리 성지, 

성산리 성지, 

배성(杯城)

13
위천리 산성

(渭川里 山城)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산172-1
미상

토ㆍ석

혼합
테뫼식 ㆍ 200 ㆍ

14
죽곡리 산성

(竹谷里 山城)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산30
삼국

토ㆍ석

혼합
포곡식 ㆍ 90~180 노고성(老姑城)

15
문산리 산성

(汶山里 山城)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산44
삼국

토ㆍ석

혼합
테뫼식 0.8 98∼103 ㆍ

16
하산리 산성

(霞山里 山城)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산8, 산27
미상

토ㆍ석

혼합
테뫼식 0.78 155 노고성

17
서산성

(西山城)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672
미상 석축 테뫼식 1.0 25~40

수문진성

(水門津城)

18
와우산성

(臥牛山城)

달성군 유가면 초곡리 

산1번지
삼국 석축 테뫼식 1.5 669

초곡산성(草

谷山城),과녀

성(寡女城)

19
내리 토성

(內里 土城)

달성군 구지면 내리 

41-1
미상 토축 테뫼식 0.8 25 ㆍ

20
석문산성

(石門山城)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산75
미상

토ㆍ석

혼합
포곡식 0.5 283 ㆍ

  2) 구의 봉수유적 현황12)

  (1) 법이산 봉수(法伊山 烽燧)

  수성구 파동에 소재하고 있는 해발 333m의 법이산 정상에 위치한다. 봉수 는 

규모가 작은 간봉으로 조선시  봉수 이다. 봉수 방호벽 둘레는 87m 정도이고 석

단으로 쌓은 흔적이 남아 있으나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봉수는 남쪽

의 밀양-청도를 거쳐 오는 정보를 북쪽의 경산-하양-영천-의성으로 이어주는 역할

을 했다. 가까이는 남쪽으로 청도의 팔조령과 북쪽으로 경산의 성산봉수(현 구광

역시 수성구 성동)에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서로간의 거리는 8㎞이다. 

12) 이희돈, ｢慶尙北道의 關防遺蹟,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8집, 2001의 자료를 재정리하였다.



41

  (2) 성산 봉수 1(城山 烽燧)

  성산봉수 1은 경산군 고산면 성동 산5번지(현 구광역시 수성구 성동 산22번지) 

성산(城山)에 위치하는 삼국시  봉수지. 성동 성산성(城山城)내에 남이 있는 봉수

이나, 지금은 돌무더기가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券27, 慶山縣 烽燧條의 ‘城山烽燧 在縣北八里 北應河陽縣匙山 西應大丘府壽城縣法

界山’ 기록에서 이곳이 성산봉수지이며 북쪽으로 하양 시산봉수 와 응하고 서로는 

구 수성현 법이산 봉수 와 응했음을 알 수 있다.

  (3) 성산 봉수 2(城山 烽燧)

  성산 봉수 2는 화원읍 성산리 화원동산 팔각정이 있는 정상부 일 에 신라 선덕

왕 15년(646)에 축조된 성산리 토성(일명 화원토성, 구라리성지, 배성, 웅달성)으로 

불리는 토성이 있고 그 토성 중앙 상면(일명 상화 (賞花臺))에 조선 초엽부터 사용

된 봉화 가 유존하고 있다. 봉화는 여기서 서편에 보이는 ‘물알산’ 봉화 의 봉화

신호를 받아 다시 구 앞산과 팔공산을 거쳐 서울까지 신호를 전하였다고 한다. 

정상에서는 낙동강을 비롯해 죽곡리산성, 성산리산성을 비롯해 구ㆍ고령일 가 

잘 조망된다. 

  (4) 소산 봉수(所山 烽燧)

  달성군 현풍면 남리 남쪽 해발 267.5m 정상부가 소산 봉수지로 추정된다. 이 지

점은 북편으로 논공 일 를 비롯해 달성군 산지와 남쪽 현풍 및 서쪽 고령 일 의 

조망이 양호한 곳이다. 정상부는 현재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유구를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경질토기편이 확인된다. 

  (5) 마천산 봉수(馬川山 烽燧)

  달성군 다사읍 현내리 뒷산 해발 250m 구릉에 위치한다. 이 지점은 낙동강과 금

호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달성 서쪽 35리, 하빈 고현 남쪽 1

리에 마천산 고성이 위치하고 이를 ‘금성’이라 부른다는 기록이 있는데, 규모로 보

아 봉수지로 추정된다. 동ㆍ남ㆍ북벽은 가공석으로 축조한 외벽이 남아 있다.

  (6) 팔조현 봉수(八助峴 烽燧, 삼산리 봉수(三山里 烽燧))

  팔조령 정상부에 위치한 산장 휴게소 뒤편의 산정상부에서 고압선철탑이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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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청도군과 구광역시 달성군 가창

면과의 경계지점이며, 현재 봉화산 방향으로 가는 산길의 오른편으로 석축의 일부

가 확인되고 있다. 석축은 높이 약 1.5m로 7∼10단이 남아 있다. 석축의 아래쪽으

로 약 8m 떨어진 곳에는 등고선 방향으로 높이 2.5m 내외, 너비 4.1m, 길이 70m 

정도의 평탄지가 남아 있다. 이곳에서 와편이 많이 산재해 있다.

번호 봉수명 소 재 지 해발
(m) 문 헌 자 료

1
법이산 봉수

(法伊山 烽燧)
수성구 파동 산 23 333

남쪽으로 청도(淸道)의 팔조현(八助峴)에 응하고, 

북쪽으로 경산(慶山)의 성산(城山)에 응한다.

2
성산 봉수 1

(城山 烽燧)
수성구 성동 산 22 92

동쪽으로 하양(河陽)의 시산(匙山)에 응하고, 

서쪽으로 수성현(壽城縣)의 법이산(法伊山)에 응

한다.

3
성산 봉수 2

(城山 烽燧)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10
93

서쪽으로 성주(星州) 말응덕산(末應德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대구 마천산(馬川山)에 응한다. 

4
소산 봉수

(所山 烽燧)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산 59
267

남쪽으로 창녕(昌寧)의 봉산(烽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성주(星州) 가리현(加利縣) 말응덕산(末

應德山)에 응한다.

5
마천산 봉수

(馬川山 烽燧)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산 40
250

남쪽으로 화원(花園) 성산(城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성주(星州) 각산(角山)에 응한다.

6

팔조현 봉수

(八助峴 烽燧)

(三山里 烽燧)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산162,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산 182-1

410
남쪽으로 청도군(淸道郡) 남산(南山)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 수성현(壽城縣) 법이산(法伊山)에 응한다.

<표 2> 구지역 봉수 현황

 







Ⅲ. 조사내용
1. 욱수산성

2. 법이산 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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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욱수산성

  1) 문헌자료 검토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慶山縣-

 古跡

 古浦城 在縣西九里 石築 周三千一百七十尺 今廢

 亐谷城 在縣西六里 周官六翼新羅時合三城 爲押梁郡綂合後改爲三城

□ 海東地圖(1530)

 古浦城 在縣西 石築 周三十一白七十尺今廢 

 亐谷城 在縣西 周官六翼新羅時合三城 爲押梁郡統合後改爲三城

□ 大東地志(1861~1864)

-慶山 城池-

 古浦城 北九里周三千一百七十尺

 亐谷城 西六里■周官六翼云新羅時合古浦金城亐谷三城爲押梁郡文武王綂合後改爲三城

□ 八道名勝古蹟(1929)

-慶山郡 古蹟-

 古浦城 在西九里

□ 嶠南誌(1939)

-慶山郡-

 古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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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名(別名) 現在地 時期(改築) 成壁(高さ×長さ×幅) 壘材 備考

子山城 孤山ㆍ旭水 1592 ×1800m× 土石
壬辰倭亂に設置, 

義兵の拠点

古浦城14) 県西9里15)北9里16) ×3170尺×17) *石18)

亐谷城19) 県西6里20) 新羅 *周官六翼21)

 古浦城 在郡西九里 石築 周三千一百七十尺 今廢

 亐谷城 在郡西六里 羅代金城周官六翼合三城 爲押梁郡統合後改爲三城

□ 朝鮮城郭一覽(慶尙南北道編(1982)13)

□ 文化遺蹟總覽 中卷(1977)22)

  자산성지(子山城址)

  조선 선조(宣祖) 임진왜란(壬辰倭亂) 시 성동(城洞)에 있던 봉화 (烽火臺)가 왜군

(倭軍)에 점령(占領)되어 통신(通信)이 두절되자 박응성(朴應成) 장군이 자산성(子山

城)을 쌓고 의병(義兵) 약 200여명을 동원하여 적을 물리쳤다고 구전(口傳)할 뿐이

다. 현재 략 주위 1,800m 정도의 석축과 일부 토축의 흔적이 있다.

□ 大邱地域文化遺蹟(1988)23)

  욱수동산성

  이 성은 경산에서 서쪽으로 약 2㎞, 고산산성[孤山山城]에서 남서쪽으로 약 4㎞ 

13) 井上秀雄, ｢朝鮮城郭一覽-慶尙南北道編, 1982

14) 新增東國輿地勝覽-古蹟条
15) 朝鮮王朝時代の各邑誌ㆍ郡誌(天理図書館蔵)で相当する頁の欄外に誌名を表示した。, 文献備攷, 輿地図書-

古蹟條, 朝鮮地誌略
16) 大東地志城池

17) 大東地志城池, 文献備攷, 輿地図書-古蹟條,, 朝鮮地誌略
18) 文献備攷, 輿地図書-古蹟條, 朝鮮地誌略
19) 新增東國輿地勝覽-古蹟条
20) 大東地志城池, 文献備攷, 輿地図書-古蹟條, 朝鮮地誌略
21) 朝鮮王朝時代の各邑誌ㆍ郡誌(天理図書館蔵)で相当する頁の欄外に誌名を表示した, 大東地志 城池, 文献備攷, 

輿地図書-古蹟條

22) 文化遺蹟總覽,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23) 大邱地域文化遺蹟, 嶺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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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있는 자양산(紫陽山, 해발 450m)에 위치하므로 자양산성(紫陽山城 또는 자

산성(紫山城))이라고도 불린다. 고산산성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

다. 성 주변의 노변동, 욱수동 등에 고분군이 동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월동 지석

묘군을 비롯해서 북쪽 약 2㎞ 지점에 펼쳐져 있다.

  이 성은 둘레 약 2㎞ 정도의 포곡식(包谷式) 산성으로서 북면(北面)은 자연적인 

암벽(岩壁)과 심한 경사면(傾斜面)의 지형을 그 로 이용하였고, 남동면(南東面)은 

석축(石築)을, 남서면(南西面)은 석토축(石土築)을, 그리고 북면(北面)의 능선일부에

는 토축(土築) 하였다.

   東國輿地勝覽) 卷 27 慶山縣 古蹟條에는 ‘古浦城 在縣 西九里 石築 周三千一

白七十尺 今廢’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 욱수동 산성을 고포성(古浦城)으로 추

정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 경산읍에서 서남 3㎞ 지점에 이 산성이 위치하고 

있어서 거리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산성 주변의 주민들은 이 산성을 모두 임진왜란 시 경산지방의 의병장 

박응성(朴應成)이 쌓은 자산산성(紫山山城)으로 알고 있으며, 고포성(古浦城)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성지(城址)가 관찰되는 곳이 이곳뿐이므로 일단 고포성(古浦城)

을 자산산성(紫山山城)과 동일시해도 좋을 듯하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성도 삼국시 에 이미 축조되었으나, 그 후 버려

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임란이 일어나자 성 일부를 재 수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 元慶山의 傳統文化(1988)24)

  자산성(紫山城)

  경산읍에서 서쪽으로 약 2㎞, 성산성에서 남서로 약 4㎞지점에 해발 451m의 자

양산(紫陽山)( 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소재)에 위치하므로 자양산성(紫陽山城), 자

산성(紫山城) 등으로 불리고 있다.

  성산성과는 넓은 들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성 주위의 노변동ㆍ욱수동  

등지에 고분이 동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성은 둘레가 약 2㎞정도의 포곡식 산성을 하고 있지만, 부분 자연 지세를 

이용한 성벽으로 활용하고, 길이에 비해 축성범위는 적다. 북면은 자연적인 암벽과 

심한 경사면의 지형을 이용하였고 남동면은 석축을, 남서면은 석심토축(石心土築)

을, 그리고 북면의 능선 일부분은 토축을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7, 경산

24) 元慶山의 傳統文化, 경산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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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적조에 ‘亏谷城 在縣西六里…’라는 기록과 大東輿地圖에 표시된 오곡성의 위

치 등과 비교해 볼 때 방향과 거리가 일치하고 있어 이 ‘자산성’을 ‘오곡성’으로 추

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반면에 현지 주민들은 임진왜란 때 경산지방의 의병

장 박응성이 쌓은 자양산성25)으로 알고 있을 뿐, 오곡성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

람은 없었다. 이 성은 삼국시  때 이미 축조된 후 방치되어 있다가 임란 때 성곽 

일부를 수축하여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 慶北의 山城과 烽燧(2001)26)

  자산산성(紫山山城)

  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산 168번지 소재하는 성으로 지금은 구광역시에 편

입되어 있으나 구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산군 고산면 욱수리다. 고산산성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성 주변에 노변동ㆍ욱수동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조선 선조 임진왜란 시 성리에 있던 봉화 가 왜군에 점령되어 통신이 두절

되자 박응성(朴應成)장군이 자산산성을 쌓고 의병 약 200여명을 동원하여 적을 물

리쳤다고 구전할 뿐이다. 현재 략 주위 1,800m 정도의 석축과 일부 토축의 흔적

이 있다. 東國輿地勝覽권 27 경산현 고적조(慶山縣 古蹟條)에는 ‘古浦城 在縣 西

九里 石築 周三千一白七十尺 今廢’라는 기록이 있어 현재의 자산산성을 고포성으로 

추정한다. 이 성은 삼국시 에 이미 축조된 것이지만 그 후 방치되어 있다가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성 일부를 보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명 자산성(子山城)

이라고도 한다.

□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 200627)

  욱수동산성(旭水洞山城)

  

  이 성은 경산에서 서쪽으로 약 2㎞, 고산산성[孤山山城]에서 남서쪽으로 약 4㎞ 

지점에 있는 자양산(紫陽山)에 위치하므로 자양산성이라고도 불린다. 고산 산성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성 주변의 노변동, 욱수동 등에 고분군이 동

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월동 지석묘군ㆍ시지동 지석묘ㆍ매호동 지석묘들이 북쪽 

약 2㎞ 지점에 펼쳐져 있다. 이 성은 둘레 약 2㎞ 정도의 포곡식 산성으로서 북면

25) 李鍾炫編,  경산군지, 1971.

    ｢城堡條｣, ‘紫陽山城 壬亂朴應成所築’ ｢山川條｣, “紫陽山 在郡西九里 壬亂朴應成所築遺址”

26) 이희돈, ｢慶尙北道의 關防遺蹟,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8집, 2001.

27) 大邱廣域市ㆍ嶺南文化財硏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Ｉ,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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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적인 암벽과 급한 경사면의 지형을 그 로 이용하였고, 남동쪽, 남동면은 석

축을, 남서면은 석토축을, 그리고 북면의 능선일부에는 토축을 하였다. 新增東國輿

地勝覽 卷 27 慶山縣 古墳條에는 ‘古浦城 在縣西九里, 石築周三千一百七十尺, 今

廢’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 욱수동 산성을 고포성(古浦城)으로 추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산성 주변의 주민들은 이 산성을 모두 임진왜란 시 경산지방의 

의병장 박응성(朴應成)이 쌓은 자산산성(紫山山城)으로 알고 있었으며, 고포성이라

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성지가 확인되는 곳

이 이곳뿐이므로 일단 고포성을 자산산성과 동일시해도 좋을 듯하다. 이 같은 사실

들을 종합해보면 이 성도 삼국시 에 이미 축조 되었으나, 그 후 버려진 상태로 방

치되어 있다가 임란이 일어나자 성 일부를 재수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 경산문화 사전, 200928)

  욱수동 산성

  욱수동산성(旭水洞山城)은 경산군 고산면(孤山面)(현 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자양산(紫陽山, 해발 451m, 산 163번지 일 )에 위치하는 삼국시  산성이다. 

  이 산성은 경산에서 서쪽으로 약 2㎞, 성동산성(城洞山城)에서 남서쪽으로 약 4㎞ 

지점에 있는 자양산에 위치하므로 자양산성(紫陽山城)이라고도 불린다. 성동산성(고

산산성)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성 주변의 노변동, 욱수동 등에 

고분군이 동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월동 지석묘군ㆍ시지동 지석묘ㆍ매호동 지석묘

들이 북쪽 약 2㎞ 지점에 펼쳐져 있다. 이 성은 둘레 약 2㎞ 정도의 포곡식 산성

(包谷式 山城)으로서 북면은 자연적인 암벽과 급한 경사면의 지형을 그 로 이용하

였고, 남동쪽, 남동면은 석축(石築)을, 남서면은 석토축(石土築)을, 그리고 북면의 

능선일부에는 토축(土築)을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7 慶山縣 古墳條에는 

‘亏谷城 在縣西九里, 石築周三千一百七十尺, 今廢’라는 기록과 동여지도에 표시된 

우곡성(亏谷城)의 위치 등과 비교해 볼 때 방향과 거리가 일치하고 있기에 이 욱수

동 산성(紫陽山城)을 우곡성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산성 주

변의 주민들은 이 산성을 모두 임진왜란 때 경산지방의 의병장 박응성(朴應成)이 

쌓은 자산산성으로 알고 있었으며, 우곡성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성지가 확인되는 곳이 이곳뿐이므로 일단 우곡성을 자산

산성과 동일시해도 좋을 듯하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산성도 삼국시

에 이미 축조 되었으나, 그 후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28) 경산시립박물관, 경산문화 사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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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 일부를 재 수축(再 修築) 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의 자료를 살펴보면 욱수동산성은 현재의 법정 행정 동명을 이용하여 성 명

칭을 표기 하고 있다. 고 문서와 현 까지의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新增東國輿地

勝覽 卷 27 慶山縣 古墳條에 등장하는 고포성(古浦城), 우곡성(亐谷城)을 욱수동 

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다. 또한 산성이 위치하는 자양산의 이름을 빌어 자양산성(紫

陽山城), 혹은 자산성(子山城, 紫山城)이라는 이칭 또한 혼재하고 있다. 

  성에 한 명칭의 결론은 차후 관계 역사학자들의 고증과 깊이 있는 연구에서 밝

혀지길 바라며, 우선 각종 기록 자료를 검토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관련문헌 연도 욱수산성 명칭

1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古浦城, 亐谷城

2 海東地圖 1530 古浦城, 亐谷城

3 大東地志 1861~1864 古浦城, 亐谷城

4 八道名勝古蹟 1929 古浦城

5 嶠南誌 1939 古浦城, 亐谷城

6 朝鮮城郭一覽 1982 子山城, 古浦城, 亐谷城

7 文化遺蹟總覽 1977 자산성지(子山城址)

8 大邱地域文化遺蹟 1988 욱수동산성, 고포성(古浦城), 자산산성(紫山山城)

9 元慶山의 傳統文化 1988 자산성(紫山城), 자양산성(紫陽山城), 오곡성

10 慶尙北道의 關防遺蹟 2001 자산산성(紫山山城), 고포성, 자산성(子山城)

11 文化遺蹟分布地圖 2006
욱수동 산성(旭水洞山城), 자양산성, 

고포성(古浦城), 자산산성(紫山山城)

12 경산문화대사전 2009
욱수동 산성, 자양산성(紫陽山城), 

우곡성(亐谷城), 자산산성

<표 3> 욱수산성 관련 명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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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 일반29)

   성(城)의 용어에 하여 표준국어 사전에는 ‘내성과 외성 전부를 일컫는 말’,  

새 우리말 큰 사전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올린 큰 담’, 국어 사전에는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운 축조물’

이라 하였으며, 삼국의 성곽과 무기에는 ‘목책류의 결구로 해로운 동물이나 적을 

방어하려는 데서 출발된 것으로 생각하며 아측(我側)에 유리한 지리를 얻고 적측(敵

側)에 불리한 조건하에 접근시키도록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서울 특별시

사(特別市史)에는 ‘군사상의 방어의 임무와 의의를 갖고 인공적으로 융기(隆起)시

키거나 축조하고 거리적으로 공간적인 연장성을 가진 것’이라 하였고, 한국성곽(韓

國城郭)의 사적고찰(史的考察)에는 ‘전수(戰守)의 방법으로 시설된 여러 가지 가운

데 목재로 구축된 것을 목책(木柵)이라 한다면 성은 재료상으로 광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일정한 면적과 공간을 차지하고 군사적인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통해 성곽의 개념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엄밀한 의

미에서 성과 성곽은 차이가 있다. 성은 내성만을 의미하고 성곽은 내ㆍ외성을 통칭

하는 의미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성곽의 정의는 광의로 보는 경우와 협의로 볼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한마디

로 요약하면 ‘군사적ㆍ행정적인 집단이 공동목적을 갖고 거주주체(居住主體)의 일정

한 공동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구조물이 연결성을 갖고 있고, 적의 습격에 비하여 

흙ㆍ돌로 구축한 방어시설의 총칭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성곽은 우리 선조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인공구조물 중 가장 규모가 큰 유

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전체면적의 약 7할이 산지로 되어 있어 산성을 위주로 

하여 발전하여 왔고, 고을마다 성곽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 성곽이 

위치해 있다.

  조선 세종 때 양성지(梁誠之)는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한 일찍이 중국에서도 ‘고구려 사람들은 성을 잘 쌓고 방어를 잘하므로 함부로 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29) 성의 일반 인 용어해설과 기  개념에 하여는 다음의 들을 참조하여 요약하 다.

    李元根, 三國時代城郭硏究, 1980.
    孫永植, 韓國城郭의 硏究, 1987.
    韓國鄕土史硏究全國協議 , 鄕土史硏究 便覽,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1991.
    반 환, 한국의 성곽,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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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성곽이 나타났는지는 분명히 밝힐 수는 없다. 문헌상에 나

타난 것으로는 史記, 조선전(朝鮮傳)에 평양성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처음

인데 이는 체로 기원전 2세기에 해당된다. ‘한(漢)이 위만(衛滿)을 침공했을 때 

왕검(王儉)에 이르니 우거(右渠)가 성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으

로 보아 고조선의 말기에는 성곽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여러 달이 지나도 성을 함락

시키지 못할 정도로 본격적인 성곽전이 전개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三國史記, 백제본기에서 기원전 18년에 온조왕이 위례성에서 즉위하였

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어떠한 

형태의 성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백제 초기에 축성된 풍납토성(서울 강동구 

풍납동)과 개루왕 5년(132)에 축성된 북한산성 등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당시의 규

모를 짐작하게 한다.

  그 후 삼국시 를 통하여 나라마다 많은 성을 축조하였고, 그 중에서 신라의 삼

년산성과 월성은 그 당시의 표적인 성으로 자리 잡았는데, 우리나라의 축성 기술

은 이 무렵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지형과 환경에 적용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성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도성(都城)ㆍ읍성(邑城)ㆍ산성(山城)ㆍ행성(行城)ㆍ장

성(長城)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산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산의 자연적인 지세를 최 한 활용하여 능선을 따라 용이 산허리를 감듯 

꾸불꾸불 기어 올라가는 산성은 자연에 순응하고 동화하려고 했던 우리 선인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였다. 산성은 삼국시 부터 시작되어 고려, 조선시 에 걸쳐 널리 

유행하였던 형식으로, 조선 초기에는 전국에 759개소의 성곽이 있었는데 이 중 산

성이 182곳으로 가장 많았다.

  산성은 일반적으로 평야를 앞에 둔 높은 산에 자리 잡는 것이 보통으로 이는 들

판을 건너오는 적을 빨리 발견하여 이에 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평지

와 동떨어진 깊은 산 속에 산성을 쌓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천험(天險)을 이용하

여 지구전을 펴려는 생각에서였을 것으로 그 예로 칠곡의 가산산성, 문경의 조령관

문, 서울의 북한산성, 창녕의 화왕산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산성은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쌓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지 않고 또 성

에서 오래 항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 성벽은 산꼭 기로부터 

골짜기에 걸쳐 고리모양으로 돌아나가고 가장 낮은 쪽 근처에 성문과 수구를 설치

하고 가장 높은 곳에 망루를 세웠다. 산성은 체로 골짜기를 감싸고 축조되었으므

로 성안에 많은 병마를 주둔시킬 수 있었고 군량을 보관할 창고와 병영, 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성벽과 관련된 시설물로는 성문, 옹성, 여장, 치(雉), 각루(角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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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문(暗門), 수구 등이 있었다. 성문은 골짜기에 설치하여 적의 공격 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문 주변의 벽채는 큰 돌을 사용하여 다른 곳에 비해 더 튼튼하

게 쌓았다.

  적의 내침이 있으면 군사와 백성들까지도 일단 산성으로 피하여 굳게 성을 지키

면서 장기적인 항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성은 피란성이라고도 부른다.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고려 때에는 적이 쳐들어오면 민간인들로 하여금 식량과 집

을 불태우고 인근의 산성이나 섬으로 피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청야작전(淸野作

戰)이라고 부른다.

  고려 태조 2년(919)에는 서경에 성을 쌓고 왕이 친히 거동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 이라는 강한 의지의 발로였으며 북방경략(北方經略)에 힘

을 기울여 북방의 영토 확장에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북방접경지역의 축성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후 태조는 왕궁을 세우면서 황성(皇城)을 쌓았는데, 그 크기는 

모두 2천 6백 칸의 소규모로 아직 도성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였다. 현종 원

년(1009)에 다시 나성(羅城)을 축조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중지

되었다가 강감찬 장군의 건의에 의해 현종 20년(1029)에 나성이 완성되었다. 이 나

성은 토성으로 둘레가 2만 9천 7백보, 높이 27척, 두께 12척, 성문이 25개소였다. 

한편 북쪽의 거란과 여진에 비하기 위하여 덕종 때부터 정종 때에 걸쳐 약 12년

간의 긴 세월을 거쳐 천리장성(千里長城)을 쌓았다. 이 성은 높이와 두께가 각각 

25척인 석성으로 압록강 어귀에서 청천강과 동강의 상류지역인 산악지 를 거쳐 

동쪽으로 영흥(永興)에 이르는 장성(長城)이었다.

  그 밖에 고려 초기에 쌓은 산성을 보면, 표적으로 태조는 안북부(安北府)를 설

치하고 지금의 용강(龍岡), 함종(咸從), 자산(慈山), 순안(順安) 등지에 성을 쌓았고, 

정종 2년에는 서경(西京)에 왕성을 쌓고 서북면의 통덕(通德)[순천(順川)], 덕창진

(德昌鎭)[박천(博川)]과 동북면의 철옹(鐵甕)[영흥(永興)]에 성을 쌓았다. 그리고 광

종 때에는 서북면에 안융진(安戎鎭)[안주(安州)], 동북면에는 장평진(長平鎭) 등지에 

성을 쌓아 비하는 등 축성(築城)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후기에는 원의 강점 하에서도 축성이 이루어져, 왜구(倭寇)와 홍건적(紅巾

賊)에 비하여 해변에 축성을 많이 하였다. 고종 때에는 의주, 화주에 철관성을 쌓

았고, 몽고의 내침으로 강화도에 천도하고 각도에 성을 수축케 하여 항몽의 의지를 

불태웠다.

  조선 전기에도 산성 축성이 계속되었다. ‘외적을 막는 데는 산성이 가장 적합하

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서(李敍)는 세자인 태종에게 ‘농한기를 틈타 산성

을 수축하여 불의의 외침에 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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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조 때 경상도 경차관(敬差官) 한옹(韓雍)은 ‘높고 험한 산성을 3년 안에 수축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 다음해 적인 산성 수축사업이 벌어졌다. 창녕의 화왕산성, 

청도의 오혜산성, 구미의 금오산성, 경주의 부산성, 남원의 교룡산성, 담양의 금산

성, 정읍의 입암산성, 고산의 이흘음산성(伊訖音山城), 도강의 수인산성, 나주의 금

성산성이 수축되고 서북방에는 성주의 흘골산성(屹骨山城), 자주산성(慈州山城), 덕

주의 금성, 삭주성, 양덕성, 강계성, 백벽산성, 향산성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하였다.

  태종 때 의정부에서 올린 국방 책에도 산성에 관한 것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

다. 그 내용은 각 읍에서 3, 4식(1식은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산성을 두되 옛터

가 있는 곳은 수축을 하고, 없는 곳은 지리(地利)를 택하여 새로 쌓고 창고를 지어 

식량을 저장하였다가 급할 때에는 백성들이 산성에 들어가 힘을 다해 싸우자는 것

이었다.

  조선시  초기에는 고려 말 왜구에 비하기 위한 연해(沿海) 읍성의 축조가 계

속되었으며, 북방 변경에는 행성(行城)의 축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세종, 성종 에 

읍성 축조가 활발하여 이제까지 읍성이 없던 곳에 새로 성을 쌓고, 고려시  토성

을 석성으로 바꾸는 한편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한편 조선 초기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화포의 제조, 병선의 건조 및 성곽 축조 기술의 발달을 보게 되었는데, 

특히 화약 제조 기술이 크게 발달하여 태종 9년에는 화차가 만들어졌으며, 종래의 

방어용 및 해전용인 화포를 성을 공격하는 무기로 발전시켰다.

  이에 세종 때에 성곽 축성 기술도 발전하여 도성의 수축 공사에 가로 50㎝, 세로 

20㎝ 정도의 다듬은 화강석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과 석회를 쓰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성곽의 구조에서도 15도 안팎의 경사를 유지한 안정된 모습을 

보여 준다. 드디어 세종 때에는 두만강 연변과 압록강 상류 유역을 개척하여 6진과 

4군을 설치하게 되었고 영토의 확장에 따라 압록강, 두만강 연변을 따라 행성을 축

조하였다. 행성(行城)이란 적침의 요해지를 가리어 설치한 것으로 흔히 평지에는 석

성을 쌓고, 낮고 습한 곳에는 참호를 파거나 목책을 세우며 높고 험한 곳에는 흙을 

깎아 내리고 취토를 하여 안팎으로 둔덕을 만들어 쌓았다. 이 같은 행성의 축조 수

법은 고려의 천리장성과 일치한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연변의 행성을 통틀어

서 장성이라고 불렀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15개의 행성이 축조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개국 이래 왕성한 외침 비책은 세월이 지나면서 평화 분위기가 계속됨

에 따라 문약(文弱)에 흘러 성곽 축조에 점차 무관심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의 심상치 않는 동정에 우리 조정에서는 비로소 

일본을 경계하기 시작하였고 3도의 방비를 서둘렀다. 경상, 전라, 충청 감사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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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뽑아 보내어 병기를 준비하고 성지를 수축케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경상도에 성을 가장 많이 쌓게 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태평세월

을 보낸 백성들은 노역을 꺼려하여 지금같이 태평한 세상에 성을 쌓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원망하는 소리가 높았다.

  경상감사 김수(金晬)는 성을 쌓는 일에 힘을 기울여 가장 많은 성을 수축하였으

나, 험준한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평지에 쌓았으며 또 규모만 넓게 잡아 많은 사람

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규모의 전쟁에 한 경험이 없었고 

왜군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산성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조정에서는 

험준한 산을 의지하여 성곽을 설치할 것과 산성을 수축할 것을 논의하였다. 임진왜

란 중에 또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성룡(柳成龍) 등 많은 사람들은 험준한 요로에 

산성을 쌓을 것을 건의하였다. 그것은 이미 충주, 용인, 진주성에서의 패전의 원인

이 바로 평야전(平野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포루(砲

樓)제도를 설치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곧 산성의 일정한 거리마다 포루를 설치하면 

적의 조총이 무력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포루제도의 설치는 그 뒤에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산성 수축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제천, 단양, 영주 등

지에서 수축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전라도에서는 남원의 교룡산성, 정읍의 입암산성, 

건달산성 등이, 경상도에는 합천의 이숭산성(李崇山城), 지리산의 귀성, 가야의 용기

산성 등이 수축되었다. 왜군이 퇴각한 뒤 전황이 소강상태에 들어서자 선조는 수복

한 지역 내에서 장기전에 비하여 축성을 서둘렀는데 이때의 축성에는 부분 승

군이 동원되었고 전투에 참가했던 승장들이 축성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관문의 설치도 이루어졌는데 관문은 행성(行城)이나 장성(長城) 혹은 

내지의 중요한 요로에 문을 닫고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숙종, 영조 

에 많이 만들어졌다. 그 표적인 것으로 선조 27년(1594)의 조령관문이며 영조

의 남안(南岸)과 청천강의 북안(北岸) 중간에 있는 적유령을 비롯하여 수 개소에 관

방시설(關防施設)이 만들어졌다. 

  한편 조선에 장기간 주둔하고 있던 왜군들도 해변에 성을 쌓았는데, 울산 서생포

로부터 동래, 김해, 마산, 거제로 이어지는 해변에 20여 개의 일본식 성을 쌓고 지

구전에 비하였다. 왜성(倭城)으로 불리는 이들 성은 이중 삼중으로 아성(牙城)을 

쌓고 그 외곽에 다시 성곽을 높이 쌓는 방식이었다.

  임진, 병자호란으로 수도를 적군에게 유린당하였던 조정에서는 도성 수비와 축성 

논의가 분분하여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축성하였고 강화산성을 수축하게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성곽의 큰 변화를 맞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산성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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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보(入堡)는 장기간의 농성에서 큰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산성의 입지조건상

의 장점과 시설의 견고성이 재검토되게 되었고, 특히 실학파에 의해 중국과 일본의 

성제(城制)를 검토, 장점을 흡수하여 수원 화성과 같은 우수한 성제를 남기게 되었

다. 특히 거중기(擧重器)와 활차(滑車)등 근  과학 기기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성의 전말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는데, 조선 정조 때 지은 華城城役儀軌는 성곽 

연구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3) 욱수산성 구조 및 현황

  (1) 성체(城體)

  한국의 성곽은 처음에는 간단한 목책(木柵)의 시설물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토성

으로 발전해 갔으며 삼국이 고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 3세기 이후에는 많은 인

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석성을 쌓았다. 목책성이나 토성, 석성 등은 그 출현 시기가 

각기 다르지만 삼국시 , 고려시 , 조선시 를 거치는 동안 기능에 따라 혼재해 왔

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벽돌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정조 때 수원

성 축성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을 뿐 우리나라의 성곽은 석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토성은 흙을 다져 넣어가며 쌓는 판축법(板築法)과 토성이 축조될 곳의 좌우 흙

을 파내 둔덕을 쌓아 올리는 삭토법(削土法)이 있는데 판축식은 주로 평야에서, 삭

토식은 산등성이에서 사용되었다.

  삼국시 의 성곽은 산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발생 과정도 산성이 다른 형식

의 성곽보다 먼저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세가 산악으로 중첩되어 있어 자

연 지세의 험고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주로 낮은 구릉을 이용하여 

토축 또는 석심(石心) 토축의 토성을 쌓다가 후기로 갈수록 성곽의 규모도 커지고 

재료도 개 석축으로 바뀌게 된다.

  욱수산성은 경산에서 서쪽으로 약 2㎞, 성동산성(城洞山城)에서 남서쪽으로 약 4㎞ 

지점에 있는 자양산에 위치하므로 자양산성(紫陽山城)이라고도 불린다. 성동산성[孤

山山城]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성 주변의 노변동, 욱수동 등에 

고분군이 동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월동 지석묘군ㆍ시지동 지석묘ㆍ매호동 지석묘

들이 북쪽 약 2㎞ 지점에 펼쳐져 있다.(지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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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수산성은 3개의 작은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이다. 안산 

정상(해발 470.9m)을 최정상으로 하여 산세의 들고 나감을 그 로 이용한 평면 부

정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측량조사 결과, 성벽의 총 길이는 2,176m 이며 성안 면

적은 170,005㎡ 이다. 

  성벽은 지형에 따라 돌과 흙을 혼합한 토석혼축성으로 먼저 돌을 포개 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식으로 축조하였는데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일부 구간에서 

확인되는 석축 성벽은 자연돌의 할석(割石)을 이용하여 정연하게 쌓기도 하였다. 성

벽의 구체적인 축조기법은 협축법과 편축법을 고루 사용하되 문지 주변과 일부 성

벽은 협축법을 따르고, 나머지 성벽은 토석 혼축의 편축법이 사용되었다.

  욱수산성은 판축법(板築法)과 삭토법(削土法)이 모두 사용되었다. 문지 주위에는 

기저부 폭 5m, 높이 1.5m, 상부 폭 1.5m의 사다리꼴 판축법 토성이 축조되어 있

다. 욱수산성 성벽 부분 구간은 삭토법으로 축조되었는데 성 안쪽의 흙을 퍼내어 

성 밖의 토성벽으로 이용하였다. 자연히 성 안쪽의 흙을 퍼낸 자리인 내황(內隍)은 

군사 이동로인 폭 5m 내외의 내부 회곽도(廻郭道)가 마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토성벽의 단면은 부분 사다리꼴이며 하부 폭 4~7m, 상부 폭 0.5~1.5m이다. 

토성벽의 높이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발굴조사를 통

하지 않고서는 경계를 짓기가 어렵다. 다만 육안으로 관찰되어지는 높이는 평균 

1.5~3m이다.

  욱수산성 일부 구간은 자연 단애를 그 로 이용한 무성(無城)절벽 구간이 있다. 

이들 구간에는 자연 절벽을 그 로 이용한 부분도 있지만 능선 끝 지점에서 성 밖

으로 기역자로 단이 지게 삭토하여 토성벽을 쌓지 않고 그 자체가 성벽의 경계가 

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히 성벽의 끝단이 마련되어 외부의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욱수산성 성벽 돌출부상에서 치(雉)로 판단되는 2개의 반원형 지와 망루로 사

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2개의 망루 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2개소의 토성 문지와 1

개소의 추정 수구문지가 확인된다. 문지 1과 문지 2, 치 1 북쪽 지상에는 출입문

을 경비하였던 추정 막사 건물지 3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치 1 북서

쪽 지는 성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성안 주민과 병사가 생활하였던 

건물지를 비롯한 생활유적지가 유존한다고 판단된다.(도면 1) 

  욱수산성 성벽 현황을 각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도면 1). 각 구

간의 분할은 조사단이 임의적으로 분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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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구간(도면 1, 사진 4~7)

  1구간은 동쪽 치 1로 추정되는 부분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 둥글게 원호를 그리

며 북쪽으로 진행하여 북쪽 돌추부 상에 유존하는 추정 망루 1(사진 28)까지이며, 

길이는 약 300m 이다. 

  치 1 부근은 성벽이 일부 유존하고 있다. 성벽은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

석을 거칠게 치석(治石)하여 쌓아올렸는데 현재 10여단 유존하며, 잔존 높이는 약 

1.2m, 길이는 약 10여 미터 유존하고 있다(사진 4, 5). 성벽의 크기는 가로 20, 세

로 15m 전후의 화강석재이며 성벽 안쪽은 내탁(內托)하여 성체를 고정시키고 있다. 

  석 성벽 구간이 끝나면 토석혼축의 성벽으로 연결된다. 토석혼축 성벽은 동쪽 급

경사를 이용하여 안쪽의 토석을 삭토하여 보축의 방법으로 성벽 외벽을 형성하고 

있다. 유존하는 성벽의 높이는 1m 내외만 유존하고 있고 나머지 상면은 오랜 세월

을 거치며 부분 붕괴 유실되었다고 판단된다. 

  협축법 성벽 상면의 폭은 약 2~2.5m 전후이다(사진 6). 토석 혼축법의 성벽이 

유존하는 구간을 지나면 성벽은 다소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북진하게 된다. 이 구

간은 부분 성벽 외면의 급경사를 그 로 이용하여 편축법으로 축조되어 있다. 1

구간 끝 지점인 망루 1에 이르게 된다.

  나) 2구간(도면 1, 사진 8~11)

  2구간은 망루 1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 능선을 거의 일직선상에 가깝게 진행하

여 서쪽 모서리에 유존하는 추정 망루 2(사진 29)까지이며, 길이는 약 717m이다. 

  망루 1은 1구간 성벽과 2구간 성벽이 합쳐지는 곳에 해당한다. 이곳은 북쪽(욱수 

체육공원)에서 올라오는 좁은 등산로와 합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성 쪽에 

붙어 큰 암괴가 자리하고 있어(사진 28) 성안으로 들어오는 간이 출입구 시설이 있

었다고 추정되지만 특기할만한 흔적은 확인되고 있지 않는다. 

  성벽에 붙어있는 암괴 상면은 다소 평편하여 성을 축조한 당시 사람들이 이곳에 

성벽을 붙여 북쪽의 출입을 튼튼히 하였고, 자연 지형을 그 로 이용하여 망루의 

역할도 겸하게끔 설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곳에 올라서면 북쪽과 동쪽 북서쪽 일

 전체가 조망(사진 31)되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據點)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 

추정 망루 1에서 조금만 북쪽을 나아가면 역시 거 한 암괴가 솟아있는데 상면은 

편편하고 면적은 다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추정 망루 1보다 더 북쪽으

로 돌출되어 있으나 망루 1보다는 낮은 지형에 있어. 망루 1과 상호 긴밀한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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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초소 혹은 경계병의 근무지의 역할로 활용된 공간으로 판단된다.

  망루 1에서 시작하는 성벽은 남서쪽으로 진행하며 거의 일직선상에 축조되어 있

는데 능선의 북쪽을 따라가며 가파른 지형을 그 로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벽은 토석혼축이며, 편축법과 협축법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간, 구간 다르게 축조 

하였다. 북쪽 성벽 안쪽으로는 북쪽 성벽 보다 더 높은 능선 척추부가 형성되어 있

으나 이곳에 성벽을 축조하지 않고 북쪽으로 더 나아가 전체 지형이 급격히 낮아지

는 지점들을 이용한 것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그 로 성벽화 함으로써 돌출된 능

선 척추부를 이용하여 공간 활용과 지형적 유리를 점하기 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북 성벽의 북쪽은 매우 가파른 지형을 하고 있어 특기할만한 문지나 출입구를 내

지 않았고 치(雉)나 망루 등의 시설물도 확인되지 않는다.

  북 성벽 안쪽에 형성된 능선 척추부는 현재 안산 정상을 가기위한 등산로로 활용

되고 있어 산길이 나있는 상태이며, 안산 정상 아래에는 근년에 쌓아올린 원추형의 

조탑군(造塔群) 4개가 조성되어 있다(사진 38, 39).

  조탑을 조금 지나 안산을 향해 축조된 성벽은 다소 급한 경사를 가지며 성체가 

올라가고 있으며, 2구간 끝 지점에 안산 정상이 있다. 안산 정상은 470.9m이며, 성

에서 제일 높은 곳을 점하고 있다. 망루 1과 같이 성벽은 정상 높은 곳을 둥글게 

감싸 안고 돌아 동남쪽으로 진행하게 된다. 

  안산 정상부 역시 높게 돌출되어있고 다소 둥근 지를 가지고 있어 망루 2(사진 

29)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 올라서면 북쪽 서쪽 남쪽 일부를 조망할 수 있는 군

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에 해당한다. 이곳 역시 남서쪽 아래 마을에서 올라오는 등산

로가 연결되어 있어 망루 1에서와 유사한 간이 출입시설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현존

하는 잔존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3구간(도면 1, 사진 12~17)

  3구간은 망루 2로 추정되는 안산 정상에서 성벽이 시작되어 남동쪽 능선을 따라 

완만한 만곡부를 형성하며 동쪽 계곡 상부에 돌출된 추정 치(雉) 2까지며, 길이는 

약 628m이다.

  망루 2를 감싸 돈 성벽은 원을 그리며 동쪽으로 이어지는데 성벽 연장선상에 석

축의 흔적 일부가 남아있다(사진 15). 그러나 이들 성벽이 민묘 축 와 겹치고 있

어 어디까지가 성벽 기저부(基底部)이고 어디까지가 축  상면인지는 정밀 발굴조

사를 하여야만 그 경계를 알 수 있다. 

  민묘 축 와 중첩된 석 성벽을 지나면 성벽은 남동쪽으로 솟아있는 능선의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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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따라 경사지게 내려오고 있다. 부분 토석혼축의 성벽이며, 편축법과 협축법

이 고루 사용되었다. 

  망루 2(안산 정상)에서 성벽을 따라 남동쪽 250m 지점에 문지 1(사진 22, 23)이 

있다. 문지 1 주변은 협축법으로 좌우를 튼튼하게 하였으며 성문 좌우 기저부에는 

다소 큰 산석들을 이용하여 기저부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다. 토석혼축이지만 석

재의 비율을 높였으며 장 석류(長大石類)가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문지 1의 폭은 약 3m이며 문지 좌우 육축부(陸築部)의 높이는 2m 전후, 상면 폭

은 1.5~2m 전후이다. 문지 1의 북동쪽 10여 미터 지점에는 건물지로 추정되는 넓

고 평편한 지와 석재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사진 34, 35) 오랜 세월, 낙엽과 

흙에 의해 두텁게 피복이 되어있는 관계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하여야만 건물지 유

무와 성격, 규모 등이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지 1을 지난 성벽은 능선의 척추부를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척추부 말단

부에서 원호를 그리며 북동쪽으로 완만하게 꺾이고 있다. 둥글게 돌아가는 성벽은 

동쪽 계곡부를 향해 다소 경사를 가지며 내려가다가 문지 1에서 251m 떨어진 지

점에 있는 문지 2(사진 24, 25)와 만나게 된다. 

  문지 2의 형태와 구조 역시 문지 1과 유사하다. 문지 2의 폭은 2~3m이며 좌우 

육축부에는 석재가 많이 포함된 토석혼축이다. 성벽 좌우의 육축부 기저부에는 거

칠게 치석된 방형의 석재(사진 14)도 확인되고 있으며 성벽 상면은 협축법으로 튼

튼하게 축조되어 있다. 육축부의 높이는 2m 전후, 상면 폭은 1.5m 전후이다. 문지 

2 북쪽에 문지 1과 같은 평탄한 지와 노출된 석재 일부를 확인(사진 36)할 수 있

는데 문지 2를 지켰던 군사들의 막사 유지로 판단되나 이 역시 오랜 세월 낙엽과 

토사의 퇴적이 많이 이루어져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서야만 존재 여부 및 규모 등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

  문지 2를 지난 성벽은 다시 경사를 가지며 내려오다가 치(雉) 2(사진 33)를 만나

게 된다. 추정 치 2는 3구간 성벽 끝 지점에 해당한다. 치 2의 상면은 다소 높고 

평탄하며 둥근 지상을 가지고 있다. 원호를 그리는 일부 구간은 편축법으로 석축 

되어 있으며 성벽의 끝자락이 급격히 꺾여 북쪽으로 연결되고 있다.

  라) 4구간(도면 1, 사진 18~21)

  4구간은 치(雉) 2에서 시작하여 계곡을 따라 서쪽으로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가 다시 계곡부를 지나 급격히 동쪽으로 꺾어져 능선 아래 자락을 따라 연결되어 1

구간 시작점인 치(雉) 1 까지 이며, 길이는 약 588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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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2를 지난 성벽은 급격히 서쪽으로 꺾어진다. 그러나 이곳은 동쪽으로 급한 경

사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큰 산석들이 곳곳에 솟아있으며 민묘가 다수 유존하고 있

다. 이들 민묘 전방에는 산석으로 축 를 쌓았는데, 성벽의 경계부분과 민묘 축 가 

혼재하고 있어 성벽의 연장선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사진 19). 또한 급한 경사에 

의해 성벽 상면의 유실(遺失)이 심한 편이어서 일부 구간은 성벽 연장선이 끊어진 

곳도 많이 있다. 성벽은 산성에서 가장 깊숙한 계곡 안쪽으로 연결되게 되어있는데 

가장 깊은 계곡 안쪽에서 급격히 돌아 나와 동쪽 계곡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계곡부 주위의 성벽 연장선은 쉽게 확인되지 않으며 급한 경사와 계곡의 사태 등으

로 인하여 성벽이 유실되어 있는 구간이 많다. 

  가장 깊은 계곡부는 좌우로 큰 암괴가 들어나 있고 오랜 세월동안 진행된 산사태

에 의해 잡목과 수풀이 무성하다. 통산 이곳에는 수구문이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는 

곳이다(사진 26, 27). 수구문은 성내의 우수(雨水)를 처리하여 성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포곡식 산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이다. 그러나 역(逆)으로 외부의 적이 쉽

게 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여 수구문을 튼튼하게 축조하였으

며 방비 도한 소홀함이 없게 하였다. 현재 이곳 일 는 수구문이 있었다고 추정만 

될 뿐 특기할만한 잔존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추정 수구문을 지난 성벽은 북쪽 능선 자락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급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성안에서 흘러내린 토사의 퇴적으로 성벽

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수구문에서 추정 성벽 연장선을 따라 동쪽

으로 진행하면 치 1과 만난다. 치 1 부근에서는 일부 구간 석 성벽과 토석 혼축의 

성벽 연장선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곳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민묘군의 축 와 경계석

들이 겹치고 있어 성벽 유실이 심한 편이며 잔존하는 성벽 연장선 역시 불분명 한

곳이 많은 편이다.

  (2) 문지(門址)

  성문은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길목으로서 유사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전세가 

유리할 때에는 적을 역습하거나 격퇴하기도 하는 통로를 일컫는다. 이러한 성문은 

통행이 편리한 곳에 만들어 놓은 출입용 구조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람의 출입은 

물론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한 위치를 택하여 성문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적

의 주공격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성문 좌우의 성벽은 일반 성벽과는 달

리 성벽을 두껍게 축조하여야 한다.

  성문은 성곽의 축조시기, 재료, 목적, 위치,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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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성문은 초기 목책에서는 가운데를 비워두고 출입하거나 임시구조물을 걸친 원시

적인 형태에서 토류의 일부를 절단 또는 축성하지 않거나 엇 비켜 중첩해 두는 형

태 등, 차츰 성문의 형식이 발전해 문루를 세우고 성문의 각종 부 시설을 구비하

여 오늘날의 위엄을 갖춘 훌륭한 성문으로 발전하였다.

  성문은 축성목적에 따라 정문, 간문(間門), 암문(暗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성문이라 하면 정문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성곽의 형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건조물이다. 성문의 수는 성곽의 규모, 축성목적, 지형 등 제요소에 의

해 정해졌는데 기본적으로 동ㆍ서ㆍ남ㆍ북 방향으로 가능하면 간격도 균등히 하여 

출입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였다. 도성의 경우 그 규모가 말해주듯 4 문 외에도 소

문, 간문 등을 두어 통행의 불편을 덜어주기도 하였다.

  이제까지 조사된 우리나라의 성문의 유구를 토 로 개구부(開口部)를 살펴보면 

평문식(平門式)과 현문식(懸門式)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문식은 가장 일반적인 형

식인데 성문의 개구부를 중심으로 내외 지반의 수준이 같은 것으로 개구부의 입면

의 모양에 따라 개거식(開据式), 평거식(平据式), 홍예식(虹霓式)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거식은 일명 개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성문의 개구부 상부가 개방된 형태로 이와 

같은 경우 성문의 개구부 폭, 높이 등을 마음 로 조정할 수 있다. 토성문은 일반적

으로 개거식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석성의 경우는 단순한 개거식에서 개거식 성문에 

누문(樓門)을 둔 경우도 있다. 

  평거식은 성문의 개구부 크기가 작은 곳에 많이 이용된 형식으로 개구부의 양쪽 

벽석을 축조하고 그 위를 긴 장 석이나 판석을 걸쳐 □자 모양의 개구부를 낸 형

태이다. 이는 개구부 위에 걸친 부재가 석재로 일정 폭 이상은 지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홍예식(홍예식)은 개구부의 윗부분을 둥글게 틀어 홍예 모양으로 한 것으

로 홍예기석으로부터 정상으로 가면서 원호를 이루고 정상부에 홍예종석(홍예종석)

을 두었다.

 

  금번 욱수산성 지표조사 결과, 2개소의 문지 유지(遺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지 1은 망루 2(안산 정상)에서 성벽을 따라 남동쪽 230m 지점에 위치한다 (도

면 1, 사진 22, 23). 문지 1 주변은 협축법으로 좌우를 튼튼하게 하였으며 성문 좌

우 기저부에는 다소 큰 산석들을 이용하여 기저부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다. 토석

혼축이지만 석재의 비율을 높였으며 장 석류(長大石類)가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문지 1의 폭은 약 3m 이며 문지 좌우 육축부(陸築部)의 높이는 2m 전후, 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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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은 1.5~2m 전후 이다. 문지 1의 북동쪽 10여 미터 지점에는 건물지로 추정되는 

넓고 평편한 지와 석재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사진 34) 오랜 세월, 낙엽과 

흙에 의해 두텁게 피복이 되어있는 관계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하여만 건물지 유무

와 성격, 규모 등이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지 1을 지난 성벽은 능선의 척추부를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척추부 말단

부에서 원호를 그리며 북동쪽으로 완만하게 꺾이고 있다. 둥글게 돌아가는 성벽은 

동쪽 계곡부를 향해 다소 경사를 가지며 내려가다가 문지 1에서 196m 떨어진 지

점에 있는 문지 2(사진 24, 25)와 만나게 된다. 

  문지 2의 형태와 구조 역시 문지 1과 유사하다. 문지 2의 폭은 2~3m 이며 좌우 

육축부에는 석재가 많이 포함된 토석혼축이다. 성벽 좌우의 육축부 기저부에는 거

칠게 치석된 방형의 석재(사진 14)도 확인되고 있으며 성벽 상면은 협축법으로 튼

튼하게 축조되어 있다. 육축부의 높이는 2m 전후, 상면 폭은 1.5m 전후 이다. 문지 

2 북쪽에 문지 1과 같은 평탄한 지와 노출된 석재 일부를 확인(사진 36)할 수 있

는데 문지 2를 지켰던 군사들의 막사 유지로 판단되나 이 역시 오랜 세월 낙엽과 

토사의 퇴적이 많이 이루어져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서만이 존재 여부 및 규모 등이 

확인된다고 판단된다.

  욱수산성은 3개의 계곡을 감싸 안고 있는 포곡식 산성(包谷式 山城)이다. 산성의 

동쪽 가장 깊은 계곡부는 좌우로 큰 암괴가 들어나 있고 오랜 세월동안 진행된 산

사태에 의해 잡목과 수풀이 무성하다. 통산 이곳에는 수구문(도면 1, 사진 26, 27)

이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수구문은 성내의 우수(雨水)를 처리하여 성 밖으

로 배출하기 위해 포곡식 산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이다. 그러나 역(逆)으로 외

부의 적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여 수구문을 튼튼하게 

축조하였으며, 방비 도한 소홀함이 없게 하였다. 현재 이곳 일 는 수구문이 있었다

고 추정만 될 뿐 특기할만한 잔존 유구(遺構)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기타 유구(其他 遺構)

  가) 건물지(建物址)

  금번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3개소이다.(도면 1)

  건물지 1(사진 34, 35)은 문지 1 북쪽 10여 미터 지점, 건물지 2(사진 36)는 문

지 2 북쪽 20여 미터 지점의 평탄한 지상에 해당한다. 건물지 1과 2는 문지 1과 

2를 방비 하였던 군사들의 막사 유지로 판단되나 오랜 세월 낙엽과 토사의 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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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이루어져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서만이 건물지의 존재 여부 및 규모 등이 확인

된다고 판단된다.

 건물지 3(사진 37)은 추정 치(雉) 1 북서쪽 20여 미터 일 에 해당한다. 이 일  

지는 성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성안 주민과 병사가 생활하였던 건

물지를 비롯한 생활유적지가 유존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쪽 산 정상에서 흘러

내린 토사와 잡목, 민묘 조성 등에 의하여 현재 지표상에서 잔존하는 유구(遺構)는 

확인되고 있지 않는다. 이 일 를 정밀 발굴하면 성안에 주둔하였던 주민들의 생활 

유적인 건물지, 음료유구, 경작유구 등이 상당수 발견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망루(望樓)

  일반적으로 성곽의 평면 형태는 자연지형에 따른 지세를 그 로 이용한 것이 기

본이다. 그러므로 평면은 부정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경우 산성이 위치한 산세가 

굴곡이 심한 경우에는 불필요할 만큼 요철이 많다. 이는 산성에서 자연 발생되는 

형태로 축성 혹은 공력을 줄이는 이점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성곽 부분이 산성인데, 자연히 평면형상이 지형지세에 따른 자연곡

선형을 이루고 있다. 성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평면형태의 구분에 따라 곡선형, 직선

형, 혼합형 또는 기타형식의 곡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곡성(曲城)이란 성곽의 

종류라기보다는 성곽의 일부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성벽 가운데 적의 접근과 

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반원형, 방형 형식의 시설물을 성벽 외측으로 덧붙여 축조한 

구조물을 말한다. 

  산성의 경우 부분 적을 관찰하고 성 밖을 조망하기 좋은 곳에 이들 시설물이 

축조되므로 치(雉)나 포루(砲樓), 망루(望樓), 각루(角樓), 보루(堡樓) 등을 지표조사 

만으로 쉽게 구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금번 욱수산성 지표조사에서 자연 지형의 요철 부분에 원 성벽보다 높게 형성된 

지세를 이용한 구조물 2개소가 확인되었는데 이들 2개소를 일단 망루 유지(遺址)로 

보고자 한다. 

  망루 1(도면 1, 사진 28)은 욱수산성 동쪽 모서리 돌출부상에 유존한다. 1구간 

성벽과 2구간 성벽이 합쳐지는 곳이기도 하며, 북쪽(욱수 체육공원)에서 올라오는 

좁은 등산로와 합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성 쪽에 붙어 큰 암괴가 자리하

고 있어 성안으로 들어오는 간이 출입구 시설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특기할만한 

흔적은 확인되고 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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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에 붙어있는 암괴 상면은 다소 평편하여 성을 축조한 당시 사람들이 이곳에 

성벽을 붙여 북쪽의 출입을 튼튼히 하였고, 자연 지형을 그 로 이용하여 망루의 

역할도 겸하게끔 설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곳에 올라서면 북쪽과 동쪽 북서쪽 일

 전체가 조망(사진 31)되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據點)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 

추정 망루 1에서 조금만 북쪽을 나아가면 역시 거 한 암괴가 솟아있는데 상면은 

편편하고 면적은 다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추정 망루 1보다 더 북쪽으

로 돌출되어 있으나 망루 1보다는 낮은 지형에 있어. 망루 1과 상호 긴밀한 작용을 

하였던 초소 혹은 경계병의 근무지의 역할로 활용된 공간으로 판단된다.

  조탑을 조금 지나 안산을 향해 축조된 성벽은 다소 급한 경사를 가지며 성체가 올

라가고 있으며, 2구간 끝 지점에 안산 정상(사진 29)이 있다. 안산 정상은 470.9m 

이며, 성에서 제일 높은 곳을 점하고 있다. 망루 1과 같이 성벽은 정상 높은 곳을 

둥글게 감싸 안고 돌아 동남쪽으로 진행하게 된다. 

  안산 정상부 역시 높게 돌출되어있고 다소 둥근 지를 가지고 있어 망루 2로 추

정하고 있다. 이곳에 올라서면 북쪽, 서쪽, 남쪽 일부를 조망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據點)에 해당한다. 이곳 역시 남서쪽 아래 마을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어 망루 1에서와 유사한 간이 출입시설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현존하는 

잔존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치(雉)

  일반적으로 치(雉)라 함은 성벽에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관찰하고 전투시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장방

형으로 쌓은 구조물을 말한다. 산성의 경우 치(雉)는 성벽과 능선이 교차되는 지점

에 만들어 성 아래와 측면을 잘 살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게 한 시설이다. 치(雉)

의 구조는 체성(體城)인 성벽을 먼저 쌓고 덧붙여 축조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구려 

초기에는 치(雉)의 목적이 성에 접근하거나 성 밑에 다가선 적들을 격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그 후 발전해서 치(雉)를 더 길게 연장하여 성벽을 쌓지 않고도 산 

능선과 봉우리를 이용하여 성에 접근하는 적들의 측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하였다.

  유성룡은 축성론(築城論)에서 치(雉)의 중요성에 해 잘 표현하고 있는데 ‘…성

이면서 치(雉)가 없으면 비록 한사람이 타(垜) 하나씩을 지킨다 하더라도 타(垜) 사

이에 방패를 세워서 밖에서 들어오는 화살을 막기 때문에 적이 성 밑으로 붙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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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라 하였고, 화성에서도 ‘…성제(城制)에서 치첩(雉堞)

이 제일인데 화성에서도 치제(雉制)를 따랐다.’고 하여 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치(雉)의 높이는 체성(體城)의 높이와 같이 하였다. 성에서 치(雉)의 수는 성의 규

모와 지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치(雉)의 형태는 장방형이 많고 반원형의 형태도 다

수 있다. 치(雉)의 축조는 체성인 성벽을 먼저 쌓고 덧붙여 축조하는 것이 보통이고 

체성 조성 시 동시에 축조하는 경우도 있다.

  금번 욱수산성 지표조사에서 치(雉)로 추정되는 곳은 2개소이다. 1구간 시작점인 

곳에 축조되어 있는 반원형의 석 성벽 일 가 치 1(사진 32)로 추정된다. 치 1 부

근은 성벽이 일부 유존하고 있다. 성벽은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석을 거칠

게 치석(治石)하여 쌓아올렸는데 현재 10여단 이며, 약 1.2m 유존하고 있다. 성벽

의 크기는 가로 20㎝,, 세로 15㎝, 전후의 화강석재이며 성벽 안쪽은 내탁(內托)하

여 성체를 고정시키고 있다. 치 1은 반원형의 구조물로 원 성벽에서 일부 돌출되어 

있는 구조이다.

  치 2(사진 33)는 3구간 성벽과 4구간 성벽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전술한 문지 

2를 지난 3구간 성벽은 다시 경사를 가지며 내려오다가 치 2에 이르게 된다. 추정 

치 2의 상면은 다소 높고 평탄하며 둥근 지상을 가지고 있다. 원호를 그리는 일

부 구간은 편축법으로 석축 되어 있으며 성벽의 끝자락이 급격히 꺾여 북쪽으로 연

결되고 있다. 치 1과 치 2는 욱수산성 평면(도면 1)에서 보면 동쪽 성저(城低) 부분

에 서로 칭되어 있는 위치에 축조되어 있어 상 적으로 방비가 불리하였던 동쪽 

경계를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4) 욱수산성 조사 소결

  욱수산성은 경산에서 서쪽으로 약 2㎞, 성동산성(城洞山城)에서 남서쪽으로 약 4㎞ 

지점에 있는 자양산(紫陽山, 해발 451m, 산 163번지 일 )에 위치하므로 자양산성

(紫陽山城) 또는 자산성(紫山城)이라고도 불린다. 성동산성(고산산성(孤山山城))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성 주변의 노변동, 욱수동 등에 고분군이 동

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월동 지석묘군ㆍ시지동 지석묘ㆍ매호동 지석묘들이 북쪽 

약 2㎞ 지점에 펼쳐져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7 慶山縣 古蹟條에는 ‘古浦城 在縣 西九里 石築 周三千

一白七十尺 今廢’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 욱수동 산성을 고포성(古浦城)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 경산읍에서 서남 3㎞ 지점에 이 산성이 위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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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거리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 사료인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7 慶山縣 古蹟條에 ‘亏谷城 在縣西六里…’라는 기록과 大東輿地圖(고지도 11)에 

표시된 우곡성(亏谷城)의 위치 등과 비교해 볼 때 방향과 거리가 일치하고 있어 이 

욱수산성(고포성)을 ‘우곡성’에 비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산성 주변의 주민들은 이 산성을 모두 임진왜란 때 경산지방의 의병장 

박응성(朴應成)이 쌓은 자산산성(紫山山城)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성은 삼국시 에 이미 축조되었으나, 그 후 버

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임란이 일어나자 성 일부를 재 수축하여 활용한 것으

로 판단된다. 성 안 곳곳에서 적은 편이지만 삼국시  회청색 경질 토기편들이 수

습되기도 하여 삼국시  즈음의 초축(初築)을 가정하여 볼 수 있다.

  욱수산성은 3개의 작은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이다. 안산 

정상(해발 470.9m)을 최정상으로 하여 산세의 들고 나감을 그 로 이용한 평면 부

정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측량조사 결과, 성벽의 총 길이는 2,176m 이며 성안 면

적은 170,005㎡ 이다. 

  성벽은 지형에 따라 돌과 흙을 혼합한 토석혼축성으로 먼저 돌을 포개 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식으로 축조하였는데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일부 구간에서 

확인되는 석축 성벽은 자연돌의 할석(割石)을 이용하여 정연하게 쌓기도 하였다. 성

벽의 구체적인 축조기법은 협축법과 편축법을 고루 사용하되 문지 주변과 일부 성

벽은 협축법을 따르고, 나머지 성벽은 토석 혼축의 편축법이 사용되었다.

  욱수산성은 판축법(板築法)과 삭토법(削土法)이 모두 사용되었다. 문지 주위에는  

사다리꼴 판축법 토성이 축조되어 있고 나머지 성벽 부분 구간은 삭토법으로 축

조되었는데 성 안쪽의 흙을 퍼내어 성 밖의 토성벽으로 이용하였다. 자연히 성 안

쪽의 흙을 퍼낸 자리인 내황(內隍)은 군사 이동로인 내부 회곽도(廻郭道)가 마련되

는 결과를 가져온다. 

  토성벽의 단면은 부분 사다리꼴이며 하부 폭 4~7m, 상부 폭 0.5~1.5m이다. 

토성벽의 높이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발굴조사를 통

하지 않고서는 경계를 짓기가 어렵다. 다만 육안으로 관찰되어지는 높이는 평균 

1.5~3m이다.

  욱수산성 일부 구간은 자연 단애를 그 로 이용한 무성(無城)절벽 구간이 있다. 

이들 구간에는 자연 절벽을 그 로 이용한 부분도 있지만 능선 끝 지점에서 성 밖

으로 기역자로 단이 지게 삭토하여 토성벽을 쌓지 않고 그 자체가 성벽의 경계가 

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히 성벽의 끝단이 마련되어 외부의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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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명칭 욱수산성(고포성, 우곡성, 자양산성, 자산성)

축성 시기 삼국시대 초축-임난때 개축

축성 재료 토석혼축

성의 유형 포곡식 산성

성 둘레 2,176m

성 면적 170,005㎡

성의 평면 형태 부정방형

소재지 대표지번 수성구 욱수동 산 168 일대

성이 포함된 전체 

지번

수성구 욱수동 산83(임), 산139(임), 산140(임), 산150(임), 산157(임), 산158

(임), 산163(임), 산164(임), 산165(임), 산166(임), 산168(임), 산169-3(임) 

성 안 구조물 종류 건물지 3개소, 치 2개소, 문지 2개소, 수구문지 1개소, 망루 2개소

성 안 구조물 지번

건물지 1 욱수동 산139(임)

건물지 2 욱수동 산139(임)

건물지 3 욱수동 산169-3(임)

치 1 욱수동 산169-3(임)

치 2 욱수동 산139(임)

문지 1 욱수동 산139(임)

문지 2 욱수동 산139(임)

수구문지 욱수동 산168(임)

망루 1 욱수동 산83(임)

망루 2 욱수동 산150(임)

관련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海東地圖, 大東地志, 八道名勝古蹟, 嶠南誌, 朝鮮城郭一

覽, 文化遺蹟總覽, 大邱地域文化遺蹟, 元慶山의 傳統文化, 慶尙北道의 關防

遺蹟, 文化遺蹟分布地圖, 경산문화대사전

<표 4> 욱수산성 조사결과표

  욱수산성 성벽 돌출부상에서 치(雉)로 판단되는 2개의 반원형 지와 망루로 사

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2개의 망루 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2개소의 토성 문지와 1

개소의 추정 수구문지가 확인된다. 문지 1과 문지 2, 치 2의 후방 지상에는 출입

문을 경비하였던 추정 막사 건물지 3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치 1 

북서쪽 지는 성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성안 주민과 병사가 생활하

였던 건물지를 비롯한 생활유적지가 유존한다고 판단된다.

  상기 자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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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욱수산성 위치도 및 주변유적 현황도(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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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욱수산성 위치도(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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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욱수산성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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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욱수산성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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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욱수산성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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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욱수산성 항공사진 1

<사진 3> 욱수산성 항공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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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1구간 성벽 1 <사진 5> 1구간 성벽 2

<사진 6> 1구간 성벽 3 <사진 7> 1구간 성벽 4

<사진 8> 2구간 성벽 1 <사진 9> 2구간 성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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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2구간 성벽 3 <사진 11> 2구간 성벽 4

<사진 12> 3구간 성벽 1 <사진 13> 3구간 성벽 2

<사진 14> 3구간 성벽 3 <사진 15> 3구간 성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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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3구간 성벽 5 <사진 17> 3구간 성벽 6

<사진 18> 4구간 성벽 1 <사진 19> 4구간 성벽 2

<사진 20> 4구간 성벽 3 <사진 21> 4구간 성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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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문지 1-1 <사진 23> 문지 1-2

<사진 24> 문지 2-1 <사진 25> 문지 2-2

<사진 26> 수구문지 1-1 <사진 27> 수구문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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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망루 1 <사진 29> 망루 2(안산 정상)

<사진 30> 망루 1 원경 <사진 31> 망루 1에서 바라본 수성구 일

<사진 32> 치 1 <사진 33> 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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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건물지 1-1 <사진 35> 건물지 1-2

<사진 36> 건물지 2 <사진 37> 건물지 3

<사진 38> 조탑 1 <사진 39> 조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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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이산 봉수

  1) 문헌자료 검토

□ 世宗實錄地理志 卷一百五十 / 慶尙道 / 慶州府 (1454)

  -大丘郡-

   烽火二處, 法伊山, 在壽城縣南,【南準淸道八助峴, 北準慶山城山】

馬川在河濱縣,【南準花園城山, 北準星州角山】

  -慶山縣-

   烽火一處, 城山在縣西,【東準河陽匙山, 西準壽城法伊山】

  -淸道郡-

   烽火二處, 南山在郡南,【南準密陽盆項, 北準郡八助峴】

八助峴,【北準壽城縣法伊山】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河陽縣-

  烽燧

  匙山烽燧 在縣南七里 東應永川郡城隍堂 南應慶山縣城山

 -慶山縣- 

  烽燧

  城山烽燧 在縣北八里 北應河陽縣匙山 西應大丘府壽城縣法伊山

 -大丘都護府-

  烽燧

  法伊山烽燧 在壽城縣 南應淸道郡八助峴 北應慶山縣城山

□ 大邱邑誌(1768)

  法伊山烽燧 在府南十里 守東 南應淸道 八助嶺烽 北報 慶山 城山烽 相距二十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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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尙道邑誌(1833)

 -大丘府-

  法伊烽燧 在府南守東面 南應淸道八助嶺 北報慶山城山烽 相距二十里

  城山烽燧 在府西三十里花園 西應星州德山烽 北報河北馬川山烽 相距二十里

 -慶山縣-

  烽燧

  城山烽燧 在縣北八里 西應大丘府法伊山烽燧 北應河陽縣匙山烽燧

□ 大東地志(1861~1864)

  -大邱 烽燧-

   城山 花園古縣北五里

   法伊山 壽城古縣南

□ 嶠南誌(1939)

 -大邱府-

  烽燧

  法伊山烽燧 在郡南十里 南應淸道八鳥嶺 北報慶山城山

  城山烽燧 在郡西三十里 西應星州德山 北報馬川山

 -慶山郡-

  烽燧

  城山烽燧 在郡北八里 北應河陽縣匙山 西應壽城縣法伊山

□ 文化遺蹟總覽 中卷(1977)30)   

   법이산 봉수(法伊山 烽燧)

  大丘邑誌(1768)에 ‘在府南十里 守東 南應淸道 八助嶺烽 北報 慶山 城山烽 相距

二十里’라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시  국도변으로 구지역(大邱地域) 적의 침입 및 

3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文化遺蹟總覽 中卷,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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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을 서울에 알리는데 봉화(烽火)로서 정보(情報)를 연락(連絡)한 규모가 작은 

간봉(間烽)이다. 주위 둘레는 40여m,31) 높이는 해발 334m이다.

□ 慶尙北道의 關防遺蹟-학예지 8집(2001)32)

  법이산 봉수지(法伊山 烽燧址)

  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과 산 2번지에 소재한다. 大丘邑誌(1768)에 ‘在

府南十里 守東 南應淸道 八助嶺烽 北報 慶山 城山烽 相距二十里’라 기록되어 있어 

청도 팔조령봉수(八助嶺烽燧)를 받아 경산 성산봉수(城山烽燧)로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  구지역 적의 침입 및 기타 사항을 서울에 알리는데 사용된 규모

가 작은 간봉(間烽)으로 둘레는 40m 전후이며, 해발 334m에 위치하고 있다.

□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2006)33)

  구 파동 법이산 봉수(大邱 巴洞 法伊山 烽燧)

  해발 333m의 법이산 정상에 위치한다. 봉수 는 규모가 작은 간봉(間峰)으로 조

선시  봉수 이다. 봉수 둘레는 40m 정도이고 석단(石壇)으로 쌓은 흔적은 남아 

있으나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 봉수는 남쪽의 밀양-청도를 거쳐 오는 

정보를 북쪽의 경산-하양-영천-의성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가까이는 남쪽으로 

청도의 팔조령과 북쪽으로 경산의 성산봉에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서로간

의 거리는 8㎞이다. 

□  구의 뿌리 壽城(2008)34)

  구 파동 법이산 봉수(大邱 巴洞 法伊山 烽燧)

  수성구 파동 산23 일 에 소재한 조선시 의 봉수다. 해발 333m 법이산 정상에 

위치한 이 봉수 는 규모가 작은 간봉이다. 봉수 둘레는 40m 정도이고 석단으로 

쌓은 흔적은 남아 있으나 정확한 축조 연 는 알 수 없다. 현 적 통신 수단이 없

31)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간행의 文化遺蹟總攬(1977) 이후 법이산 봉수를 소개하는 부부분의 연구서나  

 안내책자에 방호벽의 둘레가 40m로 기록되어져 온다. 실재 측량 결과는 87m 이며, 이는 조선시  내지봉수  

 의 평균보다 조금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32) 이희돈, ｢慶尙北道의 關防遺蹟,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8집, 2001.

33) 大邱廣域市ㆍ嶺南文化財硏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大邱廣域市Ｉ, 2006.

34) 구광역시 수성문화원,  구의 뿌리 壽城,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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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연기와 불로 위급한 상황을 알렸던 이 봉수는 남쪽으로부터 알려오는 정보 

사항이 밀양-청도를 거쳐 전달되면 북쪽의 경산-하양-영천-의성으로 이어주는 중

간 연락 역할을 했다. 가까이는 남쪽의 팔조령 봉수에서 신호를 받아 북쪽의 구 

성동 성산(孤山) 봉수에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서로간의 거리는 8㎞이다. 

  2) 봉수 일반35)

  (1) 봉수제의 운영과 변천

  봉수는 주연야화(晝煙夜火)로 변경이나 해안의 위급한 상황을 본읍(本邑)ㆍ본영

(本營)ㆍ본진(本鎭)뿐만 아니라 중앙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던 군사ㆍ통

신 시설이었다. 

  한국 고  삼국시 에도 봉수제는 당(唐)의 영향을 받아 원시적인 형태로 활용되

었다. 삼국의 봉수제는 三國史記에 전하는 지명ㆍ왕호 및 안정복(安鼎福)의 東史

綱目(1778) 등을 통해 단편적인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문헌기록에 유지(遺址)가 전하는 삼국시 의 봉수는 고구려 안장왕(安藏王)

과 한씨미녀(漢氏美女)의 설화가 전하는 고양(高陽) 고봉봉수(高峰烽燧), 백제 의자

왕의 유연(遊宴) 설화가 전하는 논산 황화  봉수(皇華臺 烽燧), 신라시  축조로 

전하는 강원도 동해 연안의 양양(襄陽) 수산(水山)ㆍ덕산(德山) 초진산(草津山)ㆍ양

야산 봉수(陽野山 烽燧) 및 간성(杆城) 술산 봉수(戌山 烽燧) 등 7기 가량이다. 

  고려의 봉수기능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사료는 인종 원년(1123) 송인(宋人) 서경

(徐競)이 개경에 1개월간 머무르면서 집필한 高麗圖經이다. 여기에는 송 사신들이 

배를 타고 고려의 흑산도(黑山島)에 이르렀을 때 밤이 되면 산마루에서 봉화 불을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호응하여 왕성(王城, 개경)까지 가는데, 그 일이 이 산

(흑산도)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봉수 성립 초기에는 외국 사신의 

길 안내에 활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12세기 중엽에 성립된 고려의 봉수는 14세기 말에 왜구의 극심한 침입을 

겪으면서 그 효용을 발휘한 사실이 우왕 의 두 기록밖에 없다. 즉, 우왕 3년

(1377) 5월 왜의 강화 침입과 우왕 14년(1388) 4월 왜적이 수도 개성과 가까운 초

도(椒道)에 침입 시 거화를 하였다는 단 두 기록뿐이다. 따라서 경기도 중ㆍ서부의 

도서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다수의 봉수는 부분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한 방어

35) 金周洪,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論文, 2011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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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 의 봉수제는 태조 3년(1394) 한양 천도 후 세종 5년(1423) 목멱산봉수

(木覓山烽燧)가 설치됨으로서 중앙의 경봉수로 최종 집결하는 5거제의 노선이 확립

되었다. 아울러 북방 여진족의 침입에 비하여 세종 15년(1433)부터 본격화된 압

록강 상류의 4군(郡) 및 두만강 하류 남안의 6진(鎭) 설치를 계기로 다수의 연 (煙

臺)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종래 경상ㆍ전라ㆍ남해안과 고려수도 개경(開京)을 향해 

서해 도서해안을 따라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노선의 치폐(置廢)와 이설(移設)

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  제1거까지 전 노선의 봉수는 반드시 경

기지역을 거쳐 경봉수(京烽燧)에 최종 전달되도록 운용되었다.36)

  이와 같은 조선의 봉수제는 고려의 봉수를 근간으로 세종초기에 5거화제(擧火制)

로 확립되었다. 처음에는 고려의 4거제를 계승하였으나, 2거제로 바뀌었다가 세종 

즉위 원년(1419) 봉화의 수를 해상과 육지의 적변에 따라 5거제로 구분하고 낮에

는 연기로 신하도록 하는 조선의 봉수제가 확정되었다.37) 세종 5년(1423) 병조

(兵曹)의 계(啓)에 따라 남산(南山)에 5소의 봉화 를 설치하여 각지에서 오는 봉수

를 받도록 하였다. 단종 에는 세종 원년(1419)에 확정된 5거의 거화법이 봉졸들

의 무지와 시각차에 의한 착오를 우려하여 봉화를 적변에 따라 일시에 한꺼번에 들

도록 하는 개선책이 정해졌다.

  조선전기 봉수의 설치조건은 첫째, 태종 6년(1406) 동북면 도순문사의 상소에 초

적(草賊)이 나오는 요로 가운데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봉에 봉수를 설치하자는 내

용을 통해 도적이 주로 출몰하는 지점에 봉수의 위치가 건의되기도 하였다. 국가의 

중요 군사 통신시설 이었던 봉수의 위치가 단순히 도적의 출몰 지점에 설치되었는

지는 의문이다. 둘째, 세종 14년(1432)에는 당시 국가의 환난이 북방에 있음을 강

조하여 방비책으로 연 (烟臺)를 설치하고 소화포(小火砲) 외에 신포(信砲)를 구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시각과 청각의 가시권내에서 서로 응할 수 

있는 곳을 봉수의 설치 조건으로 하였다.

  이후 봉수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봉수는 체로 산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끼고 어두우면 통망

(通望)이 곤란하였다. 북방은 4군 6진을 포함한 압록강부터 두만강 연변까지 남방

은 긴 해안선 및 섬과 내륙에 걸쳐 넓게 산재되어 있어 인적ㆍ물적 보급과 시설유

36) 金周洪,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論文, 2011 - 조선시  5거화제에 의한  

 1거(炬)~5거(炬) 및 직봉(直烽)ㆍ간봉(間烽)의 구분은 순조 8년(1808) 편찬의 萬機要覽부터이며, 이후 大  

  東地志(1864) 및  增補文獻備考(1908)에도 이 구분이 적용되고 있다.

37) 世宗實錄 卷4, 世宗 元年 5月 庚午 - 兵曹啓 前日各道烽火 今無事則一擧 有事則再擧 乙自今 倭賊在海中   

 則再擧 近境則三擧 兵船與戰則四擧 下陸則五擧 如陸地賊變 在境外則再擧 近境則三擧 犯境則四擧 與戰則五擧  

 晝則代以烟氣  



89

지가 용이하지 않았다. 둘째, 응 봉수간의 거리가 보통 20~30리, 멀게는 70리로 

너무 멀어, 비록 간봉(間烽)을 설치하고 도보로 알리도록 했음에도 안개와 울창한 

숲 등으로 봉수가 가리어져 보이지 않는 등 자연과 지형조건의 한계로 인해 제 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기상상태의 악화로 인해 연기나 불로 

전후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봉수에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

어 있었으나, 사실상 왕복이 어려웠다. 넷째, 봉수군의 처우가 나쁜데다 그 임무가 

고되어 번(番)을 제 로 서지 않거나 후망(堠望)하는 것을 힘쓰지 않고 심지어는 봉

수를 비워두는 무사안일한 근무태도가 비일비재하였다. 평상시에는 각 도의 극변초

면(極邊初面)에 위치한 봉수가 이른 시간 거화를 하여 당일 황혼 무렵 경봉수(京烽

燧)에 도착하면 중앙의 병조(兵曹)에 보고되었기에, 체로 봉수가 통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봉수군은 봉수에서 종일 후망(堠望)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만 망을 보는 폐단이 있었다. 또한, 앞의 봉수가 보이지 않음에도 평시처럼 1거를 

올리기도 하였다. 더욱이 성종 이후부터는 평화가 오래 지속되어 봉수군이 무사안일

을 일삼고 후망을 소홀히 함으로써 갑자기 적이 침입했을 때 임무를 다할 수 없었다.

  이렇듯 역  왕 및 신들의 관심과 기 에도 불구하고 봉수는 실제 그 효용을 

발휘한 사실이 거의 전무한데다 계속된 폐단으로 연산군 10년(1504) 폐지38)되었

다. 중종 1년(1506) 일시 복구되기도 하였으나,39) 선조 30년(1597) 봉수제를 보완

하는 파발제(擺撥制)가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봉수는 조선조 말엽 전신전화의 설

치로 인해 더 이상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고종 31년(1894) 팔로봉수(八路烽燧)의 

폐지와 다음해 각처 봉 와 봉수군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봉수가 최종 폐지되기에 

이르렀다.40)

  (2) 봉수군의 운용

  지방은 각 도의 관찰사 밑에 진장(鎭將)을 겸직하여 부(府)ㆍ목(牧)ㆍ군(郡)ㆍ현

(縣)별로 봉수의 오장(伍長)과 봉수군(烽燧軍)을 지휘ㆍ감독토록 조직되었다. 연변봉

수에는 매 소에 봉수군 10인, 오장 2인 등 총 60인, 내지봉수에는 매 소에 봉수군 

6인, 오장 2인 등 총 40인을 배치하여 상ㆍ하 2번으로 근무하게 하였다.41)

  아울러 내지ㆍ연변봉수의 보고체계는 감고(監考)가 유사시에는 즉시, 무사 시에는 

매 10일에 1회 소관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근무의 양호 여부는 수령

38) 燕山君日記 卷56, 燕山君 10年 11月 丁亥

39) 中宗實錄 卷1, 中宗 元年 9月 庚辰

40) 高宗實錄 卷32, 32年, 5月 - 命各處烽臺烽燧軍廢止 軍部奏請也

41) 經國大典 卷4, 兵典 烽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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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무 성적과 직접 관련되어 승진은 물론 파직 또는 논죄하였다. 영조 때에 공포

된 續大典에는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품관(品官) 각 4인을 특별히 정하고 감고(監

考)에 서임하여 2번으로 교 하면서 밤낮으로 봉수 올리는 것을 점검토록 하였다.

  봉수군은 항상 봉수에 상주하며 후망과 다음 봉수로의 전보와 같은 실질적인 임

무를 수행하였다. 봉수군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봉졸(烽卒)ㆍ봉군(烽軍)ㆍ봉화간(烽

火干)ㆍ봉화군(烽火軍)ㆍ간망군(看望軍)ㆍ간망인(看望人)ㆍ후망인(堠望人)ㆍ해망인

(海望人)ㆍ연 군(烟臺軍)ㆍ수직군(水直軍)ㆍ봉수군(烽燧軍)등이 있다. 이중 해망인

ㆍ연 군ㆍ수직군의 용어는 연변봉수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시  봉수군의 신분은 ‘국속(國俗)에 신양역천(身良役賤)인 자를 혹은 간(干) 

혹은 척(尺)이라 칭한다.’의 기록을 통해 신분은 양인이나 천인(賤人)의 역(役)에 종

사하였던 중간 계층이었다. 이들 봉수를 담당하였던 계층은 고려 후기에 죄지은 자

를 봉졸(烽卒)로 편배하면서 천시되어 조선시  신양역천의 계층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典通編(1785)에는 봉수군 외에 오장을 봉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임명

토록 규정함으로서 조선후기에 신분은 법제상 양인(良人)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

라서 봉수(烽燧)ㆍ연 (烟臺) 소재(所在)의 봉군(烽軍)은 타 역의 종사를 금지하고 

오로지 후망(堠望)에만 전념토록 하였다. 

  조선후기 봉수제 운영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봉수일기(烽燧日記)이다. 19

세기 안동 도호부(安東大都護府) 소속 개목산(開目山)ㆍ당북산(堂北山)ㆍ약산봉수

(藥山烽燧)와 의성현(義成縣) 소속 마산봉수(馬山烽燧) 및 언양현(彦陽縣) 소속 부로

산봉수(夫老山烽燧) 음청일기(陰晴日記)를 통해 조선후기 경상도의 봉수 운용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상도의 19세기 봉수운용은 매월 6번(番) 5일제로 총 20번제

(番制)이며 평균 100일 단위로 번(番)을 교 하였다. 아울러 각 번마다 오장(伍長) 

1인과 봉수군(烽燧軍) 4인이 한개 조가 되어 번을 섰던 5인 체제였다. 또한, 체로 

한 번 정해진 번(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로 유지되었다.

  (3) 봉수의 거화시설(炬火施設)과 물목(物目)

  거화시설(炬火施設)은 경상도 소재 7기의 봉수에서 공통적으로 1개소 내지 5개소

의 연 ㆍ연굴ㆍ화덕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외에 별도로 망보는 시설이었던 망덕

(望德)을 1개소씩 갖추고 있었다. 이는 매일 전봉(前烽)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다음 

봉수로 전하기 위한 1거의 거화를 위해 망을 보는 수직은 각 봉수마다 일정기간 교

로 번(番)을 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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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화비품(炬火備品)은 각종 거화재료를 바탕으로 불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적인 

비품이다. 여기에는 부싯돌(火石)ㆍ부쇠(火鐵)ㆍ부쇠돌(火鐵石) 등 7종의 비품이 확

인된다. 이중 부쇠는 8기의 봉수에서 1개 내지 2개 혹은 5개씩 갖추고 있었던 필수 

거화비품이었다.

  봉수군이 번(番)을 서는 동안 휴 하였던 개인 호신용 방호비품(防護備品)으로 조

선후기 일부 지역의 봉수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총(鳥銃)ㆍ고리칼(還刀)을 비치하고 

있었다. 이들 무기는 모든 봉수에 같은 수량이 지급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봉수

마다 1인 내지 2인의 최소 인원이 조총을 들고 환도를 패용한 채 번을 섰다. 그리

고 나머지 인원은 교 로 휴식을 취하거나 취사를 위한 준비 혹은 봉수 인근에서 

매일 1거의 거화를 위한 소모성 거화재료의 채집과 비축 및 운반에 종사하였다.

  봉수군의 생활관련 비품 중 모든 봉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솥(鼎)은 필수비

품이었다. 이는 봉수군이 번(繁)을 서는 동안 가족과 떨어진 채 봉수에 상주하면서 

솥을 사용한 취식(取食)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또한 봉수에 상주하면서 교 로 번을 

섰던 봉수군 인원은 5인이었다. 이는 개인생활 비품인 수저(匙子)ㆍ사발(沙鉢)ㆍ물

독(水瓮ㆍ水矼)ㆍ표주박((縣)瓢子)등의 개인 생활비품 단위가 5인 것을 통해 뚜렷이 

알 수 있다. 즉, 매 봉수마다 5일씩 월 6번(番) 교 로 번을 섰던 5인의 봉수군은 

번을 서는 동안 공동으로 취식(取食)을 해결하였다.

  봉수는 성립초기 연기와 횃불 외에 신포(信砲)의 비치와 연통시설(煙筒施設)의 마

련을 통해 효율적인 신호전달체계를 강구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화살(箭)ㆍ깃발

(旗) 외에 북(鼓),징(鉦), 꽹과리(錚), 놏꽹가리(鍮錚), 나팔(喇叭(戰角ㆍ竹吹螺)) 등의 

악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봉수의 신호전달체계는 신호불통을 우려

하여 주ㆍ야간의 시각(視覺)과 청각(聽覺)에 의지한 깃발과 각종 악기류를 각 봉수

마다 형편에 맞게 비치하고 있었다.

  (4) 내지봉수의 구조ㆍ형태와 시설

   (가) 구조ㆍ형태

  현재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약 500여기의 봉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42) 노선

별로는 한반도 북부에서 초기하는 1ㆍ3ㆍ4거 등 3개 노선의 일부 봉수가 포함된

다. 또한, 부산 다 포진(多大浦鎭) 응봉(鷹峰)에서 초기하는 제2거와, 여수 방답진

42) 金周洪,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論文, 2011. -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조  

 선 전시기 발간 지지서의 기록의 검토를 통해 세종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4군 6진 지역을 상으로 다수   

 설치되었던 연 (煙臺)를 포함하여 약 650기 내외의 봉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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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踏鎭) 돌산도(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직봉과 간봉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조선 전 시기를 통하여 일부 봉수는 노선의 변동으로 인한 치폐(置廢)와 이설(移設) 

및 복설(復設)을 통해 초축 시기와 응봉수를 달리한다. 따라서 일관된 시기 및 동

일한 노선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내지봉수는 해안이나 변경의 최 일선에 위치하고 있었던 연변봉수와 비교하여 봉

수군의 근무에 있어 위험이 덜하였다. 그러나 산간 고지 에 위치하였던 봉수는 봉

수군이 번(番)을 서기 위해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고역이었음에 따라 근무여건은 용

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지ㆍ연변봉수는 입지뿐만 아니라 구조ㆍ형태와 규모를 달

리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내지봉수의 축조와 시설은 세종 29년(1447) 3월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상(呈狀)에 의거하여 올린 복리봉화배설지제(腹裏烽火排設之制)를 통해 규정되었

다. 즉,

복리(腹裏(내지(內地))의 봉화는 연변지방에 있는 연 의 비교가 아니니, 전에 있던 배설한 

곳에 연 를 쌓지 말고 산봉우리 위에 땅을 쓸고 연기 부엌을 쌓아 울려 위는 뾰족하게 하고 

밑은 크게 하여, 혹은 모나게 하고 혹은 둥글게 하며, 높이는 10척에 지나지 않게 하고, 또 

원장(垣墻)을 둘러쌓아 흉악한 짐승을 피하게 하며…43)

의 기록을 통해 연조의 기단은 크게 방형 혹은 원형으로 하고 위는 뾰족한 형태에 

높이는 10척(3m)을 넘지 않는 연조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또, 흉악한 짐승을 

피하기 위해 원장(垣墻)을 동시에 갖추었다. 그 후 성종 6년(1475)에는 왕이 병조

에 내린 전교에 

낮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연기로 하는데, 바람이 불면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후

망이 어려우니, 이제 봉수가 있는 곳에는 모두 연통(煙筒)을 만들어 두게 하라. 바람이 어지

러워 연기가 흩어져 후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곳의 봉수군이 달려와서 고하여 전보하도록 하

라…44)

의 기록을 통해 기존의 봉수  시설에 추가로 연통(煙筒)을 설치하게 하는 등 시설

을 강화하고 후망 불능 시 직접 봉수군이 다음 봉수로 달려가서 고하게 하였다. 즉, 

성종 6년(1475) 이후로 모든 내지봉수는 원장(垣墻)내 연조(烟竈) 상부에 연통(煙

筒)을 갖추어야만 했다. 아울러 봉수 내외로는 봉수군의 생활이나 물품보관에 필요

한 가옥과 창고 및 우물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해 내지봉수의 주요 거화시설인 연조를 화조라 표기하는 등 용어의 차이

가 있다. 또한, 화조(火竈(烟竈))의 설치 시 지표면이 아닌 잡석 (雜石臺)위에 설치

43) 金周洪,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論文, 2011. - 世宗實錄 卷115, 世宗  

 29年 3月 丙寅 - 腹裏烽火 非沿邊烟臺之比 勿築臺 於在前排設峯頭 除地築烟竈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  

 尺 且○以垣墻 以避惡獸 

44) 金周洪,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論文, 2011. - 世宗實錄卷55, 成宗 6

年 5月 乙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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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이 있다. 조선시 에는 도량형의 단위로 영조척(營造尺)이 널리 통용되었고, 

1척의 단위 길이는 31.0㎝ 내외였음을 고려하면 화조의 높이 11척은 략 3.3m이

며, 아래 둘레 13척은 략 3.9m의 규모가 추정된다. 이를 통해 화조의 아래는 상

부보다 크고 넓게 하여 위로 갈수록 좁혀서 높이 3m가 넘는 1기 화조의 규모가 짐

작된다. 한편, 축조 시 ‘돌로 쌓고 회를 발랐다(石築塗灰)’는 내용을 통해 조선시  

봉수의 원형 복원 시 참고해야할 단서가 된다. 또, 거화와 관련하여 ‘허리 부분과 

꼭 기에 모두 횃불 아가리가 있는데(腰頂俱有炬口)’의 내용은 화두의 중간부분에 

거화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서 배출된 연기가 꼭 기를 통해 배출되도

록 시설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시설

  연조(煙竈)는 조선시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매일 평상시의 1거는 물론 전쟁

과 같은 비상시의 5거를 위해 내지봉수에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했던 시설이

었다.45) 

  방호벽은 달리 방화장(防火墻)ㆍ방화벽(防火壁)으로도 지칭된다. 산속에서 번(番)

을 서는 봉수군이 나쁜 짐승으로부터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축조

되었다.46) 아울러 봉수가 항상 불을 다루므로 연조의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용 시설을 의미한다. 축조 시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응 봉수간 

두 방향 혹은 주위 3~4 방향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산 정상부 혹은 산 능선에 지

상식(地上式)으로 축조하였다. 부분 석축으로 방호벽을 축조하였으나 칠곡 박집산

(朴執山)ㆍ의성 마산(馬山)ㆍ경주 점(大岾)ㆍ상주 서산봉수(西山烽燧)처럼 토+석 

혼축을 하기도 하였고, 용인 석성산봉수(石城山烽燧)처럼 산 정상부의 바위 암반을 

이용하여 암반 위나 암반에 덧붙여 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내지봉수의 축조와 관

련하여 이철영은 봉수가 개 산봉우리의 끝부분을 삭평하여 조성하였기 때문에 방

45) 金周洪,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論文, 2011. - 연조는 연 (煙臺)를 기   

 본으로 하는 연변봉수(沿邊烽燧)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지표ㆍ발굴조사를 통해 연조가 확인된 연  

 변봉수는 약 25기 내이다. 직경은 1.3m의 소형에서 6.8m의 형까지 다양하며 내지봉수보다는 규모가 크다.  

 직경이 확인된 연변봉수 연조 20기의 평균 직경은 3.2m이다. 간격은 고성 곡산봉수(曲山烽燧) 연조처럼 거  

 의 맞붙어 있는 경우와, 화성 흥천산봉수(興天山烽燧) 연조처럼 연조 중심간 거리가 8~12m에 이르거나, 남  

 해 장군산봉수(將軍山烽燧) 연조처럼 중심간 거리가 50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간격이 확인된 연변봉수   

 연조 16기 중 연조 중심간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긴 장군산봉수를 제외한 15기의 평균 간격은 약 5.4m이다.  

 과거 연조를 연구자마다 봉조(烽竈) 혹은 봉돈(烽撴) 등으로 지칭하였으나, 연조가 옳은 용어이다. 

46) 金周洪,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論文, 2011. - 방호벽은 연 (煙臺)를    

 기본으로 하는 연변봉수(沿邊烽燧)에서도 연 와 연조 및 봉수군의 보호를 위해 시설한 관계로 다수 확인되  

 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방호벽이 확인된 연변봉수는 약 40여기이다. 형태는 연  주위를 방호벽이  

 원형ㆍ타원형 혹은 반구 형태로 두른 것이 수적으로 가장 많다.



94

호벽은 기저부에서 상부로 내탁(內托)하는 수법으로 쌓아오다 봉수 내부 지면 높이

에서는 협축(挾築)한 것으로 보았다.47)

  방호벽 내ㆍ외에는 연조와 건물지ㆍ창고 및 우물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었다. 방

호벽 내에 시설된 연조의 높이를 넘지 않는 담장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봉

수제가 폐지되고 100년이 지나면서 방호벽 상부의 담장지는 거의 허물어지고 기저

부만 남아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내지봉수는 평면이 방호벽(防護壁)의 형태에 따라 구분됨으로 분류가 용이

하다. 평면 형태는 크게 원형계(圓形系)와 방형계(方形系)로 구분되는데, 원형계가 

부분이다. 이 형태의 전형은 울산 부로산봉수(夫老山烽燧)ㆍ고양 독산봉수(禿山烽

燧)ㆍ논산 황화 봉수(皇華臺烽燧) 등이다. 그러나 원형이라도 충주 주정산봉수(周

井山烽燧)ㆍ제천 오현봉수(吾峴烽燧)ㆍ영동 박달라산봉수(朴達羅山烽燧) 성남 천림

산봉수(天臨山烽燧)ㆍ의령 미타산봉수(彌陀山烽燧)ㆍ산청 입암산봉수(笠巖山烽燧)와 

같이 타원형도 있다. 다음 방형은 창녕 태백산봉수(太白山烽燧)와 같이 말각방형이

나 창녕 여통산봉수(餘通山烽燧)ㆍ의성 마산봉수(馬山烽燧)ㆍ논산 노성산봉수(魯城

山烽燧)ㆍ울산 소산봉수(蘇山烽燧)ㆍ음성 망이성봉수(望夷城烽燧)와 같이 세장방형

ㆍ직방형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에 반해 양산 위천봉수(渭川烽燧)는 장방형과 원

형의 방호벽이 이중으로 덧댄 특이한 형태로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방호벽의 장축은 부분 동-서이나 북동-남서 혹은 남동-북서도 확인된다. 이것

은 경봉수인 목멱산봉수(木覓山烽燧)로 최종 전달되는 봉수의 신호체계상 지형적으

로 신호를 보내고 받기 유리한 곳에 장축방향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평면은 (타)

원형이 다수이며 그 다음이 방형이다. 청도 종도산ㆍ문의 소이산ㆍ의성 영니산봉수 

등은 장축과 단축의 비율이 거의 1:1인 방형이다. 청도 남산ㆍ창녕 태백산ㆍ경주 

점ㆍ의성 마산ㆍ음성 망이성ㆍ 구 법이산 봉수 등은 장축과 단축의 비율이 2:1 

범위내의 직방형이다. 충주 마골치ㆍ영동 박달라산 봉수 등은 장축과 단축의 비율

이 3:1에 가까운 타원형 혹은 세장방 형태이다.

  한편, 방호벽의 축조(築造)는 부분 석축이나 더러 토ㆍ석 혼축인 경우도 있다.  

조선시  내지봉수의 일반적인 평균 둘레는 70~80m내의 범위에 속하였다. 따라서 

이 범위내의 울산 부로산(夫老山)ㆍ의성 야곡(大也谷)ㆍ봉화 창팔내산(菖八來山)

ㆍ제천 오현(吾峴)ㆍ용인 석성산(石城山)ㆍ안동 신석산(新石山)ㆍ칠곡 박집산(朴執

山)ㆍ문경 탄항(炭項)ㆍ산청 입암산(笠巖山)ㆍ청주 거질 산(巨叱大山)ㆍ고양 독산봉

수(秃山烽燧) 등 11기가 내지봉수의 일반적인 평균 규모였다. 이보다 작은 규모인 

60~70m내의 봉수는 울산 소산ㆍ봉화 용점산ㆍ충주 마산ㆍ상주 서산ㆍ진주 광제산

47) 이철영, 「조선시  내지봉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67(제18권6호), 韓國建築歷史學會, 2009,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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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봉수 명칭

해발

높이

(m)

노선 및 

구분

초축

(初築)

장축 

(長築)

평면

(平面)

방호벽 규모(防護壁 規模(m))

비고
축조

동서

(東西)

남북

(南北)
둘레 폭 높이

1
영천

여음동
235.2 제2거 

직봉
慶尙

(1425) 타원형 32 19.3 100 1.2 1.5
2단구성

방형 臺

2
의성

야곡
146.3 제2거 

직봉
與地

(1760) 동서 타원형 토+석 28.5 16 72.9
1605년경 

신설

3
의성

마산
243.9 제2거 

직봉
慶尙

(1425) 남북 직방형 토+석 15 25.5 81
1.2
-

1.5
1.6

4
안동

개목산
230 제2거 

직봉
慶尙

(1425) 타원형 토+석 125 21 50.6 1.5

5
봉화

창팔래산
273.4 제2거 

직봉
與地

(1760) 남북 석축 21 26 78.9 1.1

외벽
2.8-3.5

내벽
1.6-1.7

<표 5> 내지봉수 방호벽 현황표

ㆍ음성 망이성봉수 등 이며, 둘레 50~60m내의 소형 봉수는 안동 개목산ㆍ의령 미

타산ㆍ충주 주정산ㆍ청도 남산ㆍ영주 고향리ㆍ서울 개화산봉수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내지봉수 평균 둘레 이상인 80~90m내의 봉수는 의성 마산ㆍ성남 천림산

ㆍ고령 이부로산ㆍ성주 각산ㆍ충주 마골치ㆍ창녕 여통ㆍ청도 북산ㆍ 구 법이산ㆍ

사천 안현산ㆍ영동 박달라산ㆍ공주 월성산ㆍ공주 쌍령산 봉수 등 12기이다. 다음 

91~100m내의 형봉수는 영천 여음동ㆍ청도 종도산봉수 등 2기이다. 이에 반해, 

창녕 태백산봉수와 영천 소산봉수는 둘레 100m가 넘는 초 형 봉수이다.

  따라서 국내 소재의 모든 내지봉수는 방호벽의 둘레가 50~110m 이내에 포함된

다. 그러므로 이 범위에 미달되거나 벗어나는 봉수는 조선시  내지봉수의 일반적

인 정형이 아님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평면 형태별 규모는 (세)장방형이 3기 92.8m로서 길이와 둘레가 가장 크고, 다음

은 원형이 4기 83.4m이며, 타원형이 27기 74.4m이다. 끝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평면 형태와 규모는 직방형으로서 4기 71.5m이다.

  방호벽 상부 담장지의 폭은 성남 천림산ㆍ청주 것 산봉수와 같이 0.5m에서 울

산 부로산봉수의 2.3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소개한 44기48) 중, 폭이 확인되는 

27기의 평균 폭은 1.2m이다. 방호벽의 높이는 외벽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38기 

평균 1.9m이다. 한편, 봉화 창팔래산ㆍ안동 신석산ㆍ고령 이부로산ㆍ충주 주정산ㆍ

청주 것 산 등 5기의 봉수는 방호벽의 내부 담장지가 온전하게 남아있다.

48) 金周洪,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論文,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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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봉수 명칭

해발

높이

(m)

노선 및 

구분

초축

(初築)

장축 

(長築)

평면

(平面)

방호벽 규모(防護壁 規模(m))

비고
축조

동서

(東西)

남북

(南北)
둘레 폭 높이

6
봉화

용점산
405 제2거 

직봉
新增

(1530) 타원형 토+석 14.6 239.7 66.6
1.0
-

2.5

7
안동

신석산
304.1 제2거 

직봉
慶尙

(1425) 남북 타원형 석축 15.5 29.8 76.3

내벽
0.8

외벽
1.3-1.5

8
고령

이부로산
551.5 제2거 

간봉⑵
慶尙

(1425)

남동
-

북서
타원형 석축 32 15.8 84.4

1
-

1.4

내벽1.2

외벽1.8
3단구성

9
성주

각산
468.3 제2거 

간봉⑵
慶尙

(1425) 남북 타원형 18 35.5 90.9
2.2
-

2.5

10
칠곡

박집산
347.7 제2거 

간봉⑵
慶尙

(1425) 남북 타원형 석축 18.8 30 75
1.3
-

1.5

0.9
-

2.0

11
상주

소산
350 제2거 

간봉⑵
慶尙

(1425) 남북 타원형 석축 14 21.5 61 2
1.2
-

3.5

12
문경

탄항
648.8 제2거 

간봉⑵
慶尙

(1425) 동서 타원형 토+석 35 13
75
-
84

1.2 연

13
청도

남산
804 제2거 

간봉⑵
慶尙

(1425) 동서 직방형 석축 17.4 11.8 50.3 1.6
0.8
-

2.5

14
청도

북산
410.2 제2거 

간봉⑵
慶尙

(1425) 동서 타원형 석축 21 29.6 90 1
1.2
-

2.4

팔조령

봉수

15
청도

종도산
300 제2거 동서 방형 석축 24 23 94 1.8 1.6

16
구

법이산
333 제2거 

간봉⑵
世宗

(1454)

남동
-

북서
직방형 석축 33.5 15.1 87 1.5 2.1

17
경주

점
602.3 제2거 慶尙

(1425) 남북 장방형
23
-
24

14
-
15

1.1

18
의성

영니산
445 제2거 慶尙

(1425) 동서 방형 석축 15 17 0.9

19
영주

고항리
685 제2거 ㆍ 타원형 석축 12.3 13 58 1.7

기록

없음

20
영천

소산
372.4 제2거 慶尙

(1425) 동서 타원형 토+석 36.5 22.5 102.5 2 2.0

  한편, 평면의 방호벽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내지봉수는 소수지만 영천 여음동

(餘音洞)ㆍ고령 이부로산(伊夫老山)ㆍ진주 광제산봉수(廣濟山烽燧)ㆍ충주 주정산봉

수(周井山烽燧) 등에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이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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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철영은 ‘봉수 내부의 공간이용 방식은 다수가 기존 지형을 평탄하게 삭평

하거나 경사지를 그 로 이용하여 연  혹은 연조나 내부시설을 조성하였다. 즉, 봉

수  내부공간은 일체적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내지봉수의 경우 영천 여음동봉수처

럼 북고남저형 경사지형을 상하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상단에는 연조 등의 거화

시설을 설치하고 하단에는 고사(庫舍)와 같은 부속시설을 배치한 경우도 있다. 이때 

상단 단부는 지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석축을 쌓았으며 두 공간의 통행을 위해 한

쪽에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진주 광제산봉수, 고령 이부로산봉수, 밀양 종남산봉수 

등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49).

  출입시설은 봉수에서 매일 번(番)을 섰던 봉수군뿐만 아니라, 거화ㆍ방호를 위한 

각종 물자가 봉수 내ㆍ외로의 출입을 위해 마련한 시설이다.50)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내지봉수의 출입시설 형태는 개구형(開口形)과 계단형(階段形)도 소

수 확인된다. 또한, 봉수가 성(城)내에 위치하는 경우 성벽을 방호벽 삼아 방호벽뿐

만 아니라 출입시설이 없는 김천 성황산봉수(城隍山烽燧)의 사례도 있다. 이중 부

분의 내지봉수에서 채택한 출입시설 형태는 개구형(開口形)이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개구형은 봉수 내ㆍ외부로의 출입을 위한 별도의 시

설이 없이 방호벽을 정면U자 혹은 V자 형태로 개방한 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

단형보다는 축조 시 공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좌ㆍ우 방호

벽 사이에는 봉수군 1인 정도의 출입과 물자 수송이 용이하게 적당한 폭으로 개방

되어 있다. 하부는 폭이 좁으며 상부는 폭이 넓은 관계로 정면 모습이 상광하협(上

廣下峽)의 V자 형태인 경우가 많다. 아울러 개구형 출입시설의 경우 과거 출입문의 

부착여부는 확인이 곤란하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임시적이나마 개폐시설(開閉施

設)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출입시설을 낼 시에는 주된 출입방향으로 한 곳

에만 내거나, 장축방향의 능선으로 좌ㆍ우 두 곳에 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출입시

설을 최소화 해야만 외부로부터 침입하려는 짐승 혹은 침입자로부터 봉수군의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단형은 봉수 내ㆍ외부로의 출입을 위해 개구형 출입시설에 별도로 석축

의 계단 형태로 축조한 형식을 의미한다. 축조는 석축 혹은 토ㆍ석 혼축이다. 세부 

축조에 있어 좌ㆍ우 방호벽 사이에 짧게 계단 형태로 시설하거나, 혹은 좌ㆍ우 방

호벽에서 바깥으로 길게 계단 모양의 출입시설을 내기도 하였다. 출입시설을 낼 시

에는 개구형과 마찬가지로 봉수 축조시의 형태와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주된 출입구 

49) 이철영,「朝鮮時代 慶尙道地域 烽燧 硏究｣,  大韓建築學會支會聯合論文集제12권 4호, 大韓建築學會支會, 2010.

50) 金周洪,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博士學位論文, 2011. - 출입시설은 연변봉수(沿  

 邊烽燧)에서도 방호벽내의 연  혹은 방호벽내로 진입하기 위해 15기 정도가 확인된다. 장축(長軸)은 남-북  

 방향이 다수이다. 형식(形式)은 개구형이 8기, 계단형이 7기로서 거의 동일한 비율이다. 조선시  연변봉수   

 출입시설의 수량은 내지봉수와 마찬가지로 유형에 관계없이 1개소만을 마련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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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으로만 시설하였다. 그러나 장축의 좌ㆍ우 두 곳, 혹은 드물게 3~4개소를 마

련한 사례도 있다. 부분의 내지봉수는 전체 둘레가 평균 70~80m 내인만큼 1~2

개소의 출입시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네 방향의 출입시설을 두는 

경우는 봉수가 위치하는 산 정상부에 넓은 평지를 확보하고 평면 원형의 봉수라야

만 시설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서는 고양 독산봉수가 국내에서 4개소

의 계단형 출입시설을 마련한 유일한 사례이다.

  경사식은 방호벽이 어긋나 있는 상태로 내부로 긴 경사로를 낸 형태를 말한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청주 거질 산봉수(巨叱大山烽燧)와 상주 서산봉수(西山烽

燧) 2기의 사례가 있다. 따라서 출입시설의 한 유형으로 상정하기에는 사례가 적다

는 약점이 있다.

  이상으로 소개한 세 가지 형태의 출입시설은 축조에 있어 석축이나 토ㆍ석으로 

혼축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  내지봉수 출입시설의 수량은 유형에 관계없이 일반

적으로 1개소만을 마련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건물은 봉수에서 번(繁)을 서는 봉수군이 풍우(風雨)와 한서(寒暑)를 피하고 기본

적인 생활이나 휴식 외에 거화ㆍ방호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시

설물이다. 관련 용어로 世宗實錄의 ‘沿邊烟臺造築之式’에는 ‘가옥’으로, 조선후기 

발간의 지지서(地誌書)에는 ‘와가(瓦家)’ㆍ‘초가(草家)’ㆍ‘고사(庫舍)’ㆍ‘가가(假家)’ 등

으로 구분된다.

  금산 고성산ㆍ소산 등 2기의 봉수는 각각 6칸 규모의 와가를 갖추고 있다. 그런

데, 와가 6칸은 내지봉수에서 봉수군의 생활공간 용도로는 불필요하게 큰 규모이

다. 따라서 가옥의 일부는 봉수군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었겠지만, 일부는 봉수의 

거화ㆍ신호전달ㆍ방호(화) 및 생활과 관련된 각종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활

용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6칸의 기록은 봉수 내 건물의 칸수를 나타내며 실제로는 

위천봉수와 금성봉수처럼 별동으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주거용 

건물의 규모는 개 2~3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51) 그러므로 헌산지(獻山誌) 

울산 부로산봉수 와가 4칸의 내용은 가옥과 고사 등 봉수 내 건물의 칸수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우물(井)은 봉수에서 번(番)을 서는 봉수군의 취사나 생활에 필요한 요소이다. 조

선시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에는 모든 봉수마다 우물이 봉수 내ㆍ외부나 건물지 

인근에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을 인근에서 봉수군이 식수를 용기에 담아 

지고 날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봉수제의 폐지 이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음

51) 이철영, 「조선시  봉수군의 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제16권6호, 한국주거학회, 2005,    

 p. 113~114.



99

에 따른 지형의 변화 혹은 후 의 인위적인 매몰 등으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우물의 축조는 석축이며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위치하는 곳은 방

호벽을 기준으로 내부가 2기, 외부가 6기이다. 이중 우물이 내부에 위치하는 군위 

승목산ㆍ의성 야곡봉수 2기는 단지 지표조사만으로 추정된 결과이다. 따라서 우

물의 존재유무는 불확실하다.

  3) 법이산 봉수 구조 및 현황

  법이산 봉수는 수성구 파동 산 23번지 일 에 소재하는 조선시 의 봉수다. 해발 

333m 법이산 정상에 위치한 법이산 봉수는 제2거 간봉(8)에 속하는 규모가 작은 

봉수이며, 현존하는 구조물로는 석축의 장방형 방호벽(防護壁)이 유존하고 있다 방

호벽의 둘레는 87m이고 면적은 약 455㎡이다. 

  법이산 봉수가 언제 처음 설치되었는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언제 폐기 되었는

지에 관한 고 문헌의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世宗實錄地理志(1454)에 ‘ 구군

(大丘郡)에 봉화 2처(處)가 있다. 법이산은 수성현 남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청도 팔

조현에 응하고 북으로 경산 성산에 응한다…52)’의 기록이 처음이며 이후 新增東國

輿地勝覽(1530), 慶尙道邑誌(1833), 大東地志(1861~1864), 嶠南誌(1939) 

등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 초기부터 봉수가 설치되고 

운영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약 500기 내외의 봉수가 있다. 이들 봉수 들은 지역에 따

라 성격과 구조ㆍ형태가 다양한데, 이중 내지봉수는 약 200기 내외로 추정된다. 노

선별로는 한반도 북부에서 초기하는 1ㆍ3ㆍ4거 등 3개 노선의 일부 봉수가 한반도 

남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부산 다 포진 간봉에서 초기하는 제2거와, 여수 

방답진 돌산도(突山島)에서 초기하는 제5거 노선의 직봉과 간봉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 전(全)시기를 통하여 일부는 노선의 변동으로 치폐(置廢)와 

이설(移設) 및 복설(復設)을 거듭하면서 일관된 노선이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봉수는 성격에 따라 내지ㆍ연변봉수가 구조ㆍ형태를 달리하며 구조의 차이가 있

다. 增補文獻備考(1908)에 의거하면 한반도 남부지역 소재 제2거 각 조선의 초기 

연변봉수가 내지화하여 중앙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제2거 직봉과 간봉(1)ㆍ(2)ㆍ(6)

52) 世宗實錄地理志 卷一百五十/慶尙道/慶州府(1454) 大丘郡 - 烽火二處, 法伊山, 在壽城縣南【南準淸道八助   

峴, 北準慶山城山】馬川在河濱縣南【南準花園城山, 北準星州角山】/ 慶山縣 - 烽火一處, 城山在縣西【東準河  

 陽匙山, 西準壽城法伊山】/ 淸道郡 - 烽火二處, 南山在郡南【南準密陽盆項, 北準郡八助峴】八助峴【北準壽

城   縣法伊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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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8)ㆍ(9)의 6개 노선이다. 지역적으로 경남 남해안과 경북 내륙지역이다.

  제2거는 직봉과 10개소의 간봉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백산맥의 주요한 영로(嶺

路)를 넘는 노선이 모두 봉수로(烽燧路)가 되었으며, 가장 동쪽의 죽령(竹嶺)을 넘

는 노선이 직봉(直烽)이 되고, 중앙의 통로인 계립령(鷄立嶺)을 넘는 노선보다 서쪽

의 추풍령(秋風嶺)을 넘는 노선이 주요 간봉(間烽)이었다. 따라서 제2거 노선의 경

우 직봉(直烽)과 간봉(間烽)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구분의 여지가 적었으며, 동남쪽 

해안지역에서 최 한 빨리 경보를 서울 한양 도성으로 연락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간봉(間烽)⑻은 부산 천성보(天城堡)에서 초기하는 연변봉수로 총 14기이다. 성화야

(省火也)→산성(山城)→자암(子庵) 등 김해 소재 연변봉수를 거쳐 밀양 백산(栢山)에 

이르면 내지화가 시작된다. 이후 청도ㆍ 구ㆍ경산 소재 봉수를 거쳐 영천 성황당(城

隍堂)에 합쳐지는 10기는 모두 내지봉수의 형태이며, 제2거 직봉으로 연결되었다.

  제2거 총 166기의 봉수 중 직봉 44기, 간봉 122이다. 이중 가장 많은 간봉이 속

한 노선은 거제 가라산(加羅山)에서 초기하는 간봉⑵이다.

  고 문헌자료를 검토하면 법이산 봉수는 제2거 간봉(8)에 속하며 부산 천성보(天

城堡)에서 초기하여 밀양을 거쳐 남쪽의 청도 팔조령봉수(북산봉수, 삼산리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 경산 성산봉수(현 구광역시 수성구 성동)로 연결하였으며, 성산

봉수는 하양 시산봉수를 거쳐 영천 성황당봉수에 다다르게 하였다(지도 1). 영천은 

간봉⑻이 영천 성황당(城隍堂)에서 합쳐진 후, 제2거 직봉으로 연결되었던 곳이었

다. 따라서 동일지역 내 간봉⑻과 제2거 직봉의 방산(方山)ㆍ영계(永溪)ㆍ성산(城山)

ㆍ구토현(仇吐峴) 등 서로 다른 2개의 노선의 봉수가 소개하고 있다.

  경상도의 19세기 봉수운용은 매월 6번(番) 5일제로 총 20번제(番制)이며 평균 

100일 단위로 번(番)을 교 하였다. 아울러 각 번마다 오장(伍長) 1인과 봉수군(烽

燧軍) 4인이 한 개 조(組)가 되어 번(番)을 섰던 5인 체제였고, 체로 한 번 정해

진 번(番)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로 유지되었다. 그러한 바, 문헌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법이산 봉수의 봉수 운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봉수의 부속시설로는 연조ㆍ방호벽ㆍ출입시설ㆍ건물ㆍ우물 등이 있다. 

  지금까지 내지봉수의 지표ㆍ발굴조사를 통해 연조(烟竈)가 확인된 사례는 약 20

기에 달한다. 연조의 배치(配置)는 방호벽 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조는 방호

벽 내에 동-서 혹은 남-북 1열로 배치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소수지만 V자형

(산청 입암산봉수(笠巖山烽燧)), W자형(충주 주정산봉수(周井山烽燧)), M자형(진주 

광제산봉수(廣濟山烽燧))의 배치 사례가 있다. 연조의 직경은 0.8~5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평균 직경은 1.9m 이다. 간격은 연조 중심간 1~8m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데, 평균 간격은 3.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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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이산 봉수 방호벽 내외에서 연조 시설로 확인되는 유구(遺構)는 없다(사진 

69. 70). 정밀 발굴조사를 통하여 연조의 구조와 수량 등이 확인될 것이다. 

  방호벽(防護壁)은 내지봉수의 평면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면 형태

는 크게 원형계(圓形系)와 방형계(方形系)로 구분되는데, 원형이 부분이다. 장축은 

동-서 혹은 북동-남서이며 혹은 남동-북서도 확인된다. 이것은 경봉수인 목멱산봉

수(木覓山烽燧)로 최종 전달되는 봉수의 신호체계상 지형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받

기 유리한 곳에 장축방향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둘레는 평균 78.7m로서 조선시

 내지봉수의 일반적인 평균 둘레는 70~80m내의 범위에 속하였다. 간혹 이 범위

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봉수도 있었다. 평면 형태별 규모는 타원형, 원형, 직방형, 

(세)장방형이 있으며 타원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방호벽 상부 담장의 폭은 

0.5~2.3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평균 폭은 1.2m이다. 방호벽의 높이는 외벽 높

이를 기준으로 평균 1.9m이다. 

  법이산 봉수지에는 말각 장방형의 방호벽 유구(遺構)가 남아 있다(도면 2, 사진 

47~60).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방호벽 석축벽의 유실은 심한 편이며 등산로 개

설로 인하여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사진 49, 50). 방호벽의 평면 형태는 방형계이

며 전체적으로 모서리를 죽인 말각 장방형이다. 장축의 방향은 북서-남동향이며 장

축의 길이는 33.5m, 단축의 길이는 15.1m 이다. 현존하는 방호벽의 높이는 높은 

곳은 2m 전후, 낮은 곳은 0.5m 전후 이다(사진 53). 방호벽 상부 담장의 폭은 현

재 1.5~2m 전후이나 유실이 심한편이다. 저부 폭은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실정이다.   

  출입시설은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개구형(開口形)ㆍ계단형(階段形)ㆍ경사형(傾

斜形)의 세 형태가 있다. 이중 부분의 내지봉수에서 채택한 출입시설 형태는 개구

형(開口形)이다. 수량은 주된 출입방향으로 한 곳에만 내거나, 장축방향의 능선으로 

좌ㆍ우 두 곳에 내기도 하였다. 각 형태별 출입시설의 방향은 개구형이 부분 남

쪽에 치중하여 두었다. 

  법이산 봉수 방호벽의 출입문은 북동 모서리에서 1개소가 확인된다(사진 61, 

62). 출입구의 폭은 1.5m 이며, 높이는 동쪽이 1.5m 서쪽이 0.5m,이다. 서쪽은 등

산로 개설로 인하여 훼손이 심한편이다. 그러나 석축 저부에서 장 석류가 확인되

고 있어(사진 62) 당시에는 출입구를 튼튼히 구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구

의 단면은 ∪형이나 출입구의 개패시설은 유구가 잔존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

다. 다만 기저부 등에서 돌확 등의 구조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재의 출

입문 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화 와 관련 있는 건물은 문헌기록에 따라 명칭이 가옥(假屋)ㆍ와가(瓦家)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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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草家)ㆍ고사(庫舍)ㆍ가가(假家)등으로 다양하다. 조선후기 발간의 지지서(地誌書)

에서 내지봉수 건물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봉수와 건물의 내용 및 규모는 5기이다. 

반면, 지표에 건물과 관련된 터가 잔존하는 봉수는 다수인데, 이중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건물의 규모가 확인된 봉수는 11기 정도이다. 이를 통해 건물의 위치는 내부

가 9기, 외부가 2기로서 거의 모든 봉수가 내부에 건물을 두었다. 

  법이산 봉수지에서 건물 관련 기록이나 잔존 유구(遺構)를 확인 할 수 없다. 방호

벽의 내부 면적이 약 455㎡ 로서 연조 등의 거화(炬火) 시설을 두고 그 안에 건물

이 들어서기에는 협소한 공간이다. 지표조사에서 추정되는 건물지 위치는 방호벽 

북동쪽 일  능선이다(도면 2, 사진 63, 64). 주변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지형을 하

고 있어 봉수군의 거처를 위한 숙소 혹은 거화 재료를 보관하였던 창고지 등의 유

구(遺構)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물은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9기가 조사되었는데, 이중 청주 거질 산봉수(巨

叱大山烽燧)의 우물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다. 우물이 위치하는 곳은 방호벽

을 기준으로 부분 외부이며,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법이산 봉수에서 우물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구전(口傳)되어 오는 자료에 의하면 방호벽 동쪽 

방향의 계곡 중간에 작은 규모의 석축 우물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오랜 세월 토

사와 낙엽, 잡목에 의해 묻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법이산 봉수 복원을 위한 정

밀 발굴조사가 실시될 때, 재확인하여 규모 및 형태가 규명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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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7> 법이산 봉수 위치도 및 주변유적 현황도(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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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8> 법이산 봉수 위치도 Ⅱ(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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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9> 법이산 봉수 지형도(S=1:5,000)





107

<도면 2> 법이산 봉수 방호벽 측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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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성 못

<사진 40> 법이산 봉수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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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법이산 봉수 항공사진 1

<사진 42> 법이산 봉수 항공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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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법이산 봉수 항공사진 3

<사진 44> 법이산 봉수 항공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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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파동에서 바라본 법이산 봉수 원경(서→동)

<사진 46> 파동에서 바라본 법이산 봉수 근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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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7> 법이산 봉수 방호벽 원경(남동→북서)

<사진 48> 법이산 봉수 방호벽 근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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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9> 방호벽 북동 모서리 1 <사진 50> 방호벽 북동 모서리 2

<사진 51> 방호벽 동쪽 축  1 <사진 52> 방호벽 동쪽 축  2

<사진 53> 방호벽 남동 모서리 1 <사진 54> 방호벽 남동 모서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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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5> 방호벽 남쪽 축  1 <사진 56> 방호벽 남쪽 축  2

<사진 57> 방호벽 남서 모서리 1 <사진 58> 방호벽 남서 모서리 2

<사진 59> 방호벽 서쪽 축  1 <사진 60> 방호벽 서쪽 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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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1> 방호벽 남쪽 출입구 축  1 <사진 62> 방호벽 남쪽 출입구 축  2

<사진 63> 법이산 봉수 추정건물지 1-1 <사진 64> 법이산 봉수 추정건물지 1-2

<사진 65> 방호벽 북쪽 민묘 1-1 <사진 66> 방호벽 북쪽 민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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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7> 방호벽 내 복원단 1-1 <사진 68> 방호벽 내 복원단 1-2

<사진 69> 방호벽 내 등산로 1 <사진 70> 방호벽 내 등산로 2

<사진 71> 법이산 봉수→용지봉 등산로 <사진 72> 법이산 봉수→수성못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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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단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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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견해

 1. 종합고찰

  1) 욱수산성

  구지역에 현존하는 부분의 성은 체로 구 분지 내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

치하고 있는데 입지상으로는 하천변의 낮은 구릉상에 축조된 것과, 구 분지로부

터 조금 떨어지기는 했으나 교통요충지(交通要衝地)가 되는 노변(路邊)의 높은 산에 

축조된 것이 있다. 낮은 구릉상에 축조된 성은 체로 규모가 작고 토성이며 범람

원에 근접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들이다. 이에 비해서 높

은 산에 축조된 성은 보다 넓은 지역을 조망(眺望)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에 위치하

며, 이는 보다 발달된 무기나 규모의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지세를 택하여 축

조된 것이다.

  욱수산성은 경산에서 서쪽으로 약 2㎞, 성동산성(城洞山城)에서 남서쪽으로 약 4㎞ 

지점에 있는 자양산에 위치하므로 자양산성(紫陽山城)이라고도 불린다. 성동산성[孤

山山城]과는 넓은 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성 주변의 노변동, 욱수동 등에 

고분군이 동북으로 분포되어 있고 사월동 지석묘군ㆍ시지동 지석묘ㆍ매호동 지석묘

들이 북쪽 약 2㎞ 지점에 펼쳐져 있다.  

  욱수산성은 3개의 작은 계곡을 포함하고 있는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이다. 안산 

정상(해발 470.9m)을 최정상으로 하여 산세의 들고 나감을 그 로 이용한 평면 부

정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측량조사 결과, 성벽의 총 길이는 2,176m 이며 성안 면

적은 170,005㎡ 이다. 

  성벽은 지형에 따라 돌과 흙을 혼합한 토석혼축성으로 먼저 돌을 포개 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식으로 축조하였는데 비교적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일부 구간에서 

확인되는 석축 성벽은 자연돌의 할석(割石)을 이용하여 정연하게 쌓기도 하였다. 성

벽의 구체적인 축조기법은 협축법과 편축법을 고루 사용하되 문지 주변과 일부 성

벽은 협축법을 따르고, 나머지 성벽은 토석 혼축의 편축법이 사용되었다.

  욱수산성은 판축법(板築法)과 삭토법(削土法)이 모두 사용되었다. 문지 주위에는 

기저부 폭 5m, 높이 1.5m, 상부 폭 1.5m의 사다리꼴 판축법 토성이 축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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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욱수산성 성벽 부분 구간은 삭토법으로 축조되었는데 성 안쪽의 흙을 퍼내어 

성 밖의 토성벽으로 이용하였다. 자연히 성 안쪽의 흙을 퍼낸 자리인 내황(內隍)은 

군사 이동로인 폭 5m 내외의 내부 회곽도(廻郭道)가 마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토성벽의 단면은 부분 사다리꼴이며 하부 폭 4~7m, 상부 폭 0.5~1.5m이다. 

토성벽의 높이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발굴조사를 통

하지 않고서는 경계를 짓기가 어렵다. 다만 육안으로 관찰되어지는 높이는 평균 

1.5~3m이다.

  욱수산성 일부 구간은 자연 단애를 그 로 이용한 무성(無城)절벽 구간이 있다. 

이들 구간에는 자연 절벽을 그 로 이용한 부분도 있지만 능선 끝 지점에서 성 밖

으로 기역자로 단이 지게 삭토하여 토성벽을 쌓지 않고 그 자체가 성벽의 경계가 

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히 성벽의 끝단이 마련되어 외부의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욱수산성 성벽 돌출부상에서 치(雉)로 판단되는 2개의 반원형 지와 망루로 사

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2개의 망루 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2개소의 토성 문지와 1

개소의 추정 수구문지가 확인된다. 문지 1과 문지 2, 치 2 북쪽 지상에는 출입문

을 경비하였던 추정 막사 건물지 3개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치 1 북서쪽 

지는 성안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 성안 주민과 병사가 생활하였던 건물

지를 비롯한 생활유적지가 유존한다고 판단된다.(도면 1) 

  2) 법이산 봉수

  봉수는 주연야화(晝煙夜火)로 변경이나 해안의 위급한 상황을 본읍(本邑)ㆍ본영

(本營)ㆍ본진(本鎭)뿐만 아니라 중앙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던 군사ㆍ통

신 시설이었다. 

  법이산 봉수는 수성구 파동 산 23번지 일 에 소재하는 조선시 의 봉수다. 해발 

333m 법이산 정상에 위치한 법이산 봉수는 제2거 간봉(8)에 속하는 규모가 작은 

봉수이며, 현존하는 구조물로는 석축의 장방형 방호벽이 유존하고 있다 방호벽의 

둘레는 87m이고 면적은 약 455㎡이다.

  법이산 봉수가 언제 처음 설치되었는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언제 폐기 되었는

지에 관한 고 문헌의 기록은 없다 다만 世宗實錄地理志(1454)에 ‘ 구군(大丘郡)

에 봉화 2처(處)가 있다. 법이산은 수성현 남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청도 팔조현에 

응하고 북으로 경산 성산에 응한다…’의 기록이 처음이며 이후 新增東國輿地勝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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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慶尙道邑誌(1833), 大東地志(1861~1864), 嶠南誌(1939) 등에서 비

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 초기부터 봉수가 설치되고 운영되었음

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약 500기 내외의 봉수가 있다. 이들 봉수 들은 지역에 따

라 성격과 구조ㆍ형태가 다양한데, 이중 내지봉수는 약 200기 내외로 추정된다. 봉

수는 성격에 따라 내지ㆍ연변봉수가 구조ㆍ형태를 달리하며 구조의 차이가 있다. 
增補文獻備考(1908)에 의거하면 한반도 남부지역 소재 제2거 각 조선의 초기 연

변봉수가 내지화하여 중앙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제2거 직봉과 간봉(1)ㆍ(2)ㆍ(6)ㆍ

(8)ㆍ(9)의 6개 노선이다. 지역적으로 경남 남해안과 경북 내륙지역이다.

  간봉(間烽)⑻은 부산 천성보(天城堡)에서 초기하는 연변봉수로 총 14기이다. 성화

야(省火也)→산성(山城)→자암(子庵) 등 김해 소재 연변봉수를 거쳐 밀양 백산(栢山)

에 이르면 내지화가 시작된다. 이후 청도ㆍ 구ㆍ경산 소재 봉수를 거쳐 영천 성황

당(城隍堂)에 합쳐지는 10기는 모두 내지봉수의 형태이며, 제2거 직봉으로 연결되

었다.

  고 문헌자료를 검토하면 법이산 봉수는 제2거 간봉(8)에 속하며, 부산 천성보(天

城堡)에서 초기하여 밀양을 거쳐 남쪽의 청도 팔조령봉수(삼산리봉수)에 응하고 북

쪽으로 경산 성산봉수(현 구광역시 수성구 성동)로 연결하였으며, 성산봉수는 하

양 시산봉수를 거쳐 영천 성황당봉수에 다다르게 하였다. 영천은 간봉⑻이 영천 성

황당(城隍堂)에서 합쳐진 후, 제2거 직봉으로 연결되었던 곳이었다. 따라서 동일지

역 내 간봉⑻과 제2거 직봉의 방산(方山)ㆍ영계(永溪)ㆍ성산(城山)ㆍ구토현(仇吐峴) 

등 서로 다른 2개의 노선의 봉수가 소개하고 있다.

  경상도의 19세기 봉수운용은 매월 6번(番) 5일제(日制)로 총 20번제(番制)이며 

평균 100일 단위로 번(番)을 교 하였다. 아울러 각 번마다 오장(伍長) 1인과 봉수

군(烽燧軍) 4인이 한 개 조(組)가 되어 번(番)을 섰던 5인 체제였고, 체로 한 번 

정해진 번(番)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로 유지되었다. 

  봉수의 부속시설로는 연조ㆍ방호벽ㆍ출입시설ㆍ건물ㆍ우물 등이 있다. 

  지금까지 내지봉수의 지표ㆍ발굴조사를 통해 연조(烟竈)가 확인된 사례는 약 20

기에 달한다. 연조의 배치(配置)는 방호벽 내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이산 봉수 

방호벽 내외에서 연조(烟竈) 시설로 확인되는 유구는 없다. 정밀 발굴조사를 통하여 

연조의 구조와 수량 등이 확인될 것이다. 

  방호벽(防護壁)은 내지봉수의 평면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면 형태

는 크게 원형계(圓形系)와 방형계(方形系)로 구분되는데, 원형이 부분이다. 둘레는 

평균 78.7m로서 조선시  내지봉수의 일반적인 평균 둘레는 70~80m내의 범위에 



122

속하였다. 법이산 봉수지에는 말각 장방형의 방호벽 유구(遺構)가 남아 있다.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방호벽 석축벽의 유실은 심한 편이며 등산로 개설로 인하여 훼

손이 진행되고 있다. 방호벽의 평면 형태는 방형계이며 전체적으로 모서리를 죽인 

말각 장방형이다. 장축의 방향은 북서-남동향이며 장축의 길이는 33.5m, 단축의 길

이는 15.1m 이다. 현존하는 방호벽의 높이는 높은 곳은 2m 전후, 낮은 곳은 0.5m 

전후 이다. 방호벽 상부 담장의 폭은 현재 1.5~2m 전후이나 유실이 심한편이다. 

저부 폭은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실정이다.   

  출입시설은 현재까지의 조사를 통해 개구형(開口形)ㆍ계단형(階段形)ㆍ경사형(傾

斜形)의 세 형태가 있다. 이중 부분의 내지봉수에서 채택한 출입시설 형태는 개구

형(開口形)이다. 법이산 봉수 방호벽의 출입문은 북동 모서리에서 1개소가 확인된

다. 출입구의 폭은 1.5m 이며, 높이는 동쪽이 1.5m 서쪽이 0.5m,이다. 서쪽은 등산

로 개설로 인하여 훼손이 심한편이다. 그러나 석축 저부에서 장 석류가 확인되고 

있어 당시에는 출입구를 튼튼히 구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구의 단면은 ∪

형이나 출입구의 개패시설은 유구가 잔존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기

저부 등에서 돌확 등의 구조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재의 출입문 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위치는 방호벽 내부가 9기, 외부가 2기로서 거의 모든 봉수가 내부에 건

물을 두었다. 법이산 봉수지에서 건물 관련 기록이나 잔존 유구(遺構)를 확인 할 수 

없다. 방호벽의 내부 면적이 약 455㎡ 로서 연조 등의 거화(炬火) 시설을 두고 그 

안에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협소한 공간이다. 지표조사에서 추정되는 건물지 위치는 

방호벽 북동쪽 일  능선이다. 주변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어 봉수

군의 거처를 위한 숙소 혹은 거화 재료를 보관하였던 창고지 등의 유구(遺構)가 있

다고 판단된다. 

  법이산 봉수에서 우물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구전(口傳)되어 

오는 자료에 의하면 방호벽 동쪽 방향의 계곡 중간에 작은 규모의 석축 우물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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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단 견해

  욱수산성(旭水山城)과 법이산 봉수(法伊山烽燧)는 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다. 특별히 욱수산성은 1994년에 구시에서 지정고시한 구 공원 구역내에 

위치하여 앞으로 있을 구 공원 개발계획에 연계하여 정밀 지표조사가 필요한 지

역이었다. 

  욱수산성과 법이산 봉수 주변의 선사유적인 동굴유적과 지석묘군, 고고유적인 고

분군, 역사 유적인 경산 사직단 등을 연계하여 국립 구박물관, 구시립미술관, 

구스타디움 등을 탐방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면 수성구 주민, 구 시민, 나아가 경

상북도 도민을 비롯하여 외지에서 구를 찾는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아 심신을 단

련 할 수 있는 유적지로 활용하므로서 지역 소득창출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산성과 봉수는 애국심의 발로인 관방유적지(關防遺蹟址)이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산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번 정밀 학술조사를 계기로 욱수산성 및 법이산 봉수 종합정비에 따른 연구단

의 견해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욱수산성

  (1) 욱수산성의 명칭은 현재 법정동명을 그 로 산성명(山城名)으로 사용한 경우

이다. 고문서 및 기왕의 자료를 살펴보면, 욱수산성을 고포성, 우곡성, 자양산

성, 자산성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져오는 서

로 다른 성명(城名)에 한 깊이 있는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욱수산성 종합 학술 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과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2) 욱수산성은 토석혼축(土石混築)의 포곡식 산성으로 협축법과 편축법의 방법으

로 성벽을 축조하였고, 2곳의 문지와 1곳의 추정 수구문지, 2곳의 추정 망루

(望樓), 2곳의 추정 치(雉), 3곳의 추정 건물지 등의 유구(遺構)를 지표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벽 일부 구간과 유적 주변을 정밀 발굴조사하여 성의 축조 

방법 및 규모, 형태와 추정 유구(遺構)들의 규모와 성격 등을 파악하여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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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욱수산성은 삼국시  초축(初築)의 성이다. 이는 성내 곳곳에서 삼국시  회

청색 경질토기편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음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성의 활용도가 없어져 폐기되었다가 임란을 계기로 일부 구간을 수축하여 오

늘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이후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관

계로 낙엽과 성벽은 무너지고 등산객들에 의해 일부 구간은 훼손이 되었고, 

또 일부 구간은 민묘를 조성하며 성벽이 유실되기도 하였다. 이들 성벽 상면

과 주위에 자라고 있는 잡목은 그 뿌리에 의해 성벽의 훼손을 가중시킨다고 

판단되므로 소나무를 제외한 잡목을 제거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

재 성벽 상면이 등산로로 그 로 이용되고 있어 제1 망루 제 2망루(안산 정

상) 일 를 정비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여야하겠다. 

 (4) 성벽 안쪽으로는 군사들의 이동 통로인 내부 회곽도(廻郭道)의 흔적이 있으므

로 잡목과 넝쿨을 제거하여 통행로를 정비하면 등산객이나 관람객이 안전하

게 성을 일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계속되고 있는 분묘 조성은 성 안에 유존 하고 있는 생활 유적을 망실시킬 수

도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욱수산성

을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항구적으로는 욱수산성 전체를 국가에서 

소유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욱수산성의 길이, 면적, 축성시기, 전설 등이 기

록된 입간판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면 좋겠다. 점차 문화의 욕구가 다양해지

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산성연구자들, 혹은 구를 찾는 문화유적 탐방자들을 

위하여 상세한 안내 입간판 설치가 필요하다.

 (7) 욱수산성을 중심으로 관광루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욱수산성 주변을 연계한 

유적지 및 관광지로는 구스타디움, 구 미술관, 노변동 사직단, 고산토성, 

사월동 지석묘군, 고산서당, 모명재, 영남제일관, 영영축성비, 구부수성비, 욱

수동 공룡발자국 등이 있다. 이들은 도보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적지들이며 

욱수골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만보산책길과 연계하여 소공원, 산책로, 둘레길, 

자전거길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역사 문화 탐방루트를 개발하여 교육기관 및 

지역 단체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찾는 유적지로 개발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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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이산 봉수

 (1) 법이산 봉수지에 남아있는 유구(遺構)는 장방형의 방호벽(防護壁)만이 지표상

에 유존하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방호벽이 무너지고 훼손되어 원형

을 알아 볼 수는 없지만 잔존하는 방호벽의 기저부와 일부 석축은 그나마 잔

존 상태가 양호(사진 53~56)하여 전체에 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 규모 및 

형태, 축조시기 등을 확인 할 수 있겠다.

 (2) 방호벽 내ㆍ외에서 연조(烟竈) 및 거화(炬火)시설 등을 확인 할 수 없다. 법이

산 봉수는 제2거 간봉(8)에 속하는 매우 중요한 조선시 의 내지봉수이다. 연

조, 출입구, 봉수군의 건물지 등의 중요한 유구들은 발굴조사를 통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3) 방호벽 내부를 가로지르는 등산로(사진 69, 70)를 폐쇄하고 방호벽 아래로 돌

아가는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여야겠다. 수성못에서 올라와 용지봉을 넘어가는 

현재의 등산로는 법이산 봉수 방호벽을 가로질러 가게 되어 있어 북동 모서리 

방호벽은 이미 바닥까지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진 49, 50). 

 4) 방호벽 남동쪽에 개설되어 있는 출입구 시설(사진 61, 62)은 정밀 발굴조사 후 

원형 복원하여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로 하여금 이곳을 통하여 방호벽 내부를 

둘러보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방호벽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체불명

의 방형 석단(사진 67, 68)과 화강석 원형 석은 폐기 시켜야 하겠다. 마치 

방호벽 내부 거화(炬火) 시설의 일부 잔존 유구(遺構)로 오해하여 이곳을 찾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산 봉수의 원형을 잘못 각인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5) 방호벽 북서쪽에 붙어 있는 개인 묘(사진 65, 66)는 묘 주인들과 협의하여 이

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주요 관방유적(關防遺蹟)임을 충분히 이해시

키고 향후 발굴조사 이후 복원을 할 때 방호벽에 붙어 있는 민묘가 복원ㆍ정

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6)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이산 봉수의 설치연유, 규모, 활용 등의 내용이 

기록된 입간판을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면 좋겠다. 특히 내지봉수 제2거 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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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기본 선상에 있었던 청도 팔조령→ 구 법이산→ 경산 성산→ 하양 시

산 → 영천 성황당 봉수로 이어지는 봉수로를 그려주면 법이산 봉수에 한 

보다 많은 이해를 돕게 할 것이다. 

 7) 법이산 봉수를 중심으로 관광루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법이산 봉수를 주변

을 연계한 유적지 및 관광지로는 국립 구박물관, 상동 지석묘, 야수정, 독무

재, 하효자정려각, 파동 그늘바위 유적, 파동 고분군, 봉산서원, 오천서원, 모운

당과 충효재, 이공제비 등이 있다. 이들은 도보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적지

들이며 소공원, 산책로, 둘레길, 자전거길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역사 문화 탐

방루트를 개발하여 교육기관 및 지역 단체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찾는 유적

지로 개발하여야 하겠다.

  상기에 적기(摘記)한 조사단의 욱수산성과 법이산 봉수 종합정비 견해는 기초 시

안에 불과하다. 앞으로 학술 회를 통해 관광, 역사, 문화, 산성 관계 전문가들의 견

해를 종합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

으로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계속 연구되고 고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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