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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읍성은 경주시 북부동·동부동 일원에 소재

하는 고려시대의 축성을 시작으로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주의 역사와 함께해온 지방

읍성으로 신라 이후의 1,000년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경주는 신라의 성립과 함께 약 1,000여 년

간이나 신라의 도성으로서 번영하였는데, 신라-통

일신라 시기 신라왕경의 중심은 정궁( )인 월성

( )으로, 형태에 있어서는 남천( ), 북천(

), 서천( )에 둘러싸인 분지 내에 궁궐, 사찰, 

고분지대를 제외한 360개 정도의 방( )과 직선형 도

로로 구획된 도시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신

라의 멸망 후 경주는 도시구조상 크나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 고려시대 지방행정체제에 따라 경주, 즉 신

라의 구도( )는 경순왕( ) 김부( )의 식

읍지로 되고, 경주에는 사( )라고 하는 관청이 설치

됨에 따라 왕경에서 지방중심도시로의 위상의 변화

를 맞게 된다.

이후 고려 8대 현종 3년(1012)에 ‘경주읍성(

)’이 축성됨에 따라 신라 이후 월성 중심의 도시

구조가 서북부의 읍성을 중심으로 확대·재편의 과

정을 겪게 된다. 당시 축성된 경주읍성은 성벽 둘레

가 4,074척이며, 높이는 12척(11척 6촌~12척 7촌), 

넓이는 25결 55보로 타지방의 읍성에 비하여 큰 규

모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예로부터 경주지방에 왜구

( )의 침입이 빈번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이후 경주읍성은 고려 32대 우왕 4년(1378)

에 석성으로의 개축과 조선 초기 세종대의 증축을 통

해 둘레 4074척(약 1,900m)에 치( ) 26개를 갖춘 견

고한 성곽시설로 변모하게 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파손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경주의 읍치이자 입지적

인 중요성에 의해 조선 16대 인조 10년(1632)에 재

건되었으며, 조선 21대 영조대에 이르기까지 개축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동경통지(

)』, 『동경잡기( )』, 『읍지( )』, 각

종 지리지 등에 전하고 있으며, 도면으로 『경주읍지

( )』의 부성도, 『경주도회( )』의 부성

도와 <경주읍내전도( )> 등에서 전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경주읍성은 신라 멸망 이후의 경주의 

1,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역사적 산물임에도 불구하

고 일제강점기 일인들에 의한 강제적인 철거와 근현

대의 도시개발 사업 속에서 그 옛 모습은 대부분 사

라져 버리고 말았으며 현재는 동쪽 성벽 중 일부구

간과 치성이 잔존하고, 2004년의 보수공사를 통하여 

원형의 일부가 존치하고 있다. 다행히 현존하는 일부

의 성곽유적과 최근의 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발

굴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성곽의 위치와 규모·구조 

등 원형고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고 있으나, 

경주읍성의 성곽을 비롯한 유적 전반의 원형고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01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복원적 가치가 높

은 경주읍성을 대상으로 1차 사료의 고증과 근현대 

연구 자료의 검토, 과학적 데이터의 분석을 시행하

여 경주읍성의 성벽과 성벽시설에 대하여 보다 실증

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분명히 밝

혀지지 않았던 성벽의 위치와 규모를 도면중첩(over-

lay)을 통하여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성곽유적의 규

모와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경주읍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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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벽과 성곽시설이며 성곽시설의 세부적인 구분

으로서 체성과 여장( )·치( )로 구분된다. 연

구의 내용에 있어서 경주읍성의 위치와 규모의 고

증, 성곽유적의 규모 고찰, 성곽유적의 구조 고찰이 

포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성곽유적의 원형복원도의 

작성을 실시하였다.

【 그림 1 】 

【 사진 2 】 【 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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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읍성은 현재 동벽 약 56m 정도 유존하고 있

으며, 북벽 일부 석축의 흔적이 남아있다. 축조 당시 

약 2,400m에 이르던 성곽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한 도로건설 사업으로 인해 1912년 읍성의 성곽이 

파괴됨에 따라 현재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

다. 오랜 세월의 파괴와 교란에 의해 훼손된 경주읍

성 성벽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은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지적

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지적도

(1912년도)와 현재의 지적도를 비교하여 보는 방법

으로 일제강점기의 지적도에는 성벽과 치의 형태가 

지적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또한 오늘날의 지적은 

일제강점기의 지적이 큰 변화 없이 지적의 분할만이 

있어 이의 상호비교로 대체적인 성벽의 위치를 비정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잔존성벽을 정밀실측 후 이를 현재의 수치지형

도에 중첩시키는 방법이다. 동성벽과 북성벽의 일부

와 동성벽상의 복원된 치와 잔존하는 치는 원형의 모

습과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점으

로 하여 남아 있는 성벽을 정밀 실측하여 수치지형도

상에서 중첩시켜 연장선을 구하면 성벽의 선형을 어

느 정도 확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성벽과 관련된 7차례에 걸

친 발굴조사 결과 중 성벽의 유구로 판명된 지점을 

수치지형도상에 중첩시켜 보는 방법으로 위치를 확

증할 수 있다. 7차례의 발굴 중 1995년의 성내동 일

대 발굴과 1996년 서부동 2-30번지 일원, 2007년과 

2008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에서는 성벽의 

석렬이 확인되고 있어 이 지점들을 수치지형도상에 

중첩시켜 성벽의 실증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위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한 종합적인 도면중

첩(over-lay) 방법에 의하여 경주읍성 체성 및 치의 위

치를 타당성 있게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주읍성의 축성 규모는 크게 전체 둘레와 체성 

높이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체 둘레는 

읍지·지리지 등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

게 679보( )라 표기한 기록과 4,075척( )이라 표

기한 기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둘레의 수치 

표기 방법은 그 사용 단위가 다르므로, 고려 문종 23

년(1069)에 규정된 양전보수( )를 근거로 양

전의 단위를 보로 하되 6촌( )을 1분( ), 10분을 1

척( ), 6척을 1보( )로 기준하며 이 방법으로 679

보를 환산해 보면 6척×679보=4,074척이 되며, 문

헌에 가장 많이 기록된 4,075척이라 한 것과 거의 일

치한다.

조선 세종대의 도량형( )은 동왕 7년(1425)

에는 황종척( , 1척은 24.72cm)과 영조척(

, 1척은 28.64cm) 등을 사용하다가 동왕 13년

(1431)에 이르면 포백척( , 1척은 46.73cm)

을 사용하게 된다. 최몽룡( )은 「임진왜란 후 

관방사 연구( )」와 「고흥 발

포진성(  )」의 연구에서 포백척 1척

이 46.73cm로 환산된다고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경상도속찬지리지』 이후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4,075척을 포백척으로 환산해보면 읍성의 둘레가 약 

1,904m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일제시대 1906년 이마

니시( )의 증언에 따르면 경주부성은 4방 4정

( : 약 437m) 정도였다고 하였다. 이를 환산해 보

면 약 1,748m가 된다. 한편, 1/1200 지적도를 통해

서 산출한 성벽의 길이는 동쪽(황성로) 약 624m, 서

쪽(서성로) 약 612m, 남쪽(옹기전길) 약 570m, 북쪽

(북성로) 약 606m로, 4방 총길이가 약 2,412m이다. 



10MUN HWA 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2

【 그림 2 】 

【 그림 4 】 

【 그림 3 】 

【 그림 5 】 

여기서 1906년 이마니시가 실측한 기록은 근현대

의 1/1200 지적도상의 성곽의 규모와 최근의 지표조

사를 통하여 파악된 성곽의 길이와 큰 차이를 보이므

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또한 지표조사 결과 추정되는 

성곽의 길이와 근접한 1/1200 지적도상 성곽의 규모

는 문헌 기록인 4,075척을 포백척으로 계산해서 얻은 

1,904m보다 508m 더 길어지는 셈이다. 이는 『세종실

록지리지』(1454) 이후 여러 번의 개축기록이 확인됨

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

에도 동일하게 전체 둘레가 명시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문종 원년(1451) 이후 어느 시기에 증축된 결과

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기록상 성곽의 규모는 4,075척

으로 포백척 환산 시 약 1,900m인 데 반해 현재 지표

조사 및 도면중첩기법으로 고증된 성곽의 규모는 약 

2,400m에 달하여 그 차이가 약 500여 m나 된다는 점

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크게 실측의 오차와 인

용을 거듭하는 지리지의 기록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종대 당시 도량형이 정례화되었고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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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 

고차( )를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한 실측이 가

능하였기 때문에 실측의 오차보다는 지리지의 기록특

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낙안읍성과 해미읍성의 

경우에도 실제 잔존하는 성곽의 규모와 지리지 기록 

상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지리지의 작성방식이 『동국여지승람』을 기

초로 인용 기술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주읍성의 해자와 성곽 간 규모의 차이가 

기록상에 의한 것과 실존 유적의 것이 큰 차이를 보

이는 점이다. 경주읍성의 해자의 규모는 1765년 『여

지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규모는 5,096척으로 환

산 시 약 2,381m에 달하며, 이는 기록상 성곽의 둘

레(약 1,900m)와 약 480m에 달하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성곽과 해자의 규모 차이가 약 

100m의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약 5배의 차이를 보인

다. 이는 1744년 부윤 정흥제가 경주읍성을 개축하였

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곽 둘레가 일관되

게 4,095척으로 기록됨에 따라 비교적 후대(1765년)

에 개정되어 기록된 해자의 규모와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해볼 때, 기록상 경주읍성의 규모가 

4,075척(약 1,900m)으로 실존 성곽 둘레인 2,400m

에 비하여 약 500m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문종 원년

(1451) 이후 어느 시기에 증축된 결과로 추정된다. 이

에 대한 근거는 인용기술을 반복하는 지리지의 작성방

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종 원년(1451)에 기

록된 4,075척을 시작으로 성곽의 증축기록이 있음에

도 일관되게 4,075척이 기록되어지는 점과 기록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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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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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둘레와 해자의 둘레 간 차이가 현존 성곽과 해자 

간 차이에 비해 5배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헌사료에서 경주읍성의 체성 높이에 대한 기록

을 살펴보면, 『문종실록』에 11척 6촌(약 542cm), 예

종 1년(1469)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는 12척 7촌

(약 593cm), 11대 중종 26년(1531)에 편찬된 『신증동

국여지승람』에는 12척(약 560cm)으로 기록되어 있는

데, 이는 성을 개수하고 보수할 때마다 높이를 조정

하였거나, 성벽의 높이를 측량했던 지점이 다를 경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성벽의 높이 측량 기준

에 있어 여장의 포함 여부에 따라 높이가 다르게 명

시될 수 있으나 『반계수록( )』의 기록02을 미

루어 볼 때 여장이 포함되지 않은 높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문종 원년(1451) 이후 11척 6촌에서 12척 7

촌으로의 성벽의 개축에 따른 높이 변화가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되며, 이를 종합해볼 때 성벽의 높이는 약 

540~590cm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문헌상에 나타나는 

경주읍성의 규모와 관련한 기록은 <표 1>과 같다. 

읍성을 포함한 성곽의 개축이 활발하였던 시기를 

나누면 크게 성곽을 석축으로 대규모로 개축하였던 

세종년간과 임진란 이후 파괴·멸실된 성곽을 새로이 

개편된 군제를 토대로 개축하였던 인조년간, 도시의 

확장과 발전된 문물의 수용에 따른 개축이 이루어졌

던 영조년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주읍성 역

시 이러한 시기의 흐름에 따라 개축·확장을 반복해

왔다. 

경주읍성 체성의 축성법과 양식을 유추해볼 수 있

는 기록으로는 『세종실록( )』에 수록된 세종 

25년(1443) 당시 겸성균주부 이보흠이 올린 축성법에 

대한 상소와 『반계수록( )』03에 수록된 성제

법( )에 관한 기록 등이 있다. 『세종실록(

)』의 세종 25년(1443) 11월 3일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겸성균주부 이보흠이 기존 축성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축성법에 대하여 상소를 올리게 된

다. 기존의 축성방법은 내면( )에 돌 16척을 메우

고 위에는 계단을 만들며, 상부는 박석( )으로 깐 

형태이나 이에 이보흠이 지적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석성을 쌓는 데 너무나 많은 공력이 소비된다는 점과 

계단을 만들고 박석을 깐 형태로 적의 침입이 용이하

다는 점, 일부 돌을 빼내면 쉽게 무너지는 점, 상부

에 덮은 흙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성기( )

에 스며들어 유실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로써 이보흠은 자신이 군위현( )에서 영일성(

)을 쌓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축성법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외면의 6, 7척은 오로지 큰 돌을 써서 쌓고, 내면의 

7, 8척은 섞어서 흙으로 단단하게 쌓되, 다 쌓은 뒤

에는 흙 2척을 덮게 하고 그 위에 떼를 입히되, 안으

로 향해 경사하게 하여 물이 쉽게 빠지게 하기를 도

성( )의 제도와 같이 하면, 사람이 오르고 내리기

에 편리하여 적을 제어하는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

니다. 성을 쌓을 때를 당하여서는 호지( )의 흙을 

파서 성의 내면을 메우면서 쌓으면 반드시 다시 참

호( )를 파는 데에 백성의 힘을 쓰지 않아도 성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 호지도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02 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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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여 편축법(내탁)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

다. 전면부는 큰 돌로 쌓되 내부는 흙과 섞어 다져가

며 경사지게 쌓고, 그 상면으로는 흙을 덮고 잔디를 

입힌 형태로 체성의 뒤채움 부분을 흙과 잔디로 덮어 

비에 의한 유실을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탁을 위한 흙을 확보하기 위해 호지( )를 파내

어 자연히 해자를 조성함으로써 공력을 줄이는 방법

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기록으로는 『반계수록( )』의 성제

법( )에 수록된 기록이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성의 높이가 가령 5장이라면 밑넓이는 3장이며, 반

드시 안팎으로 다 쌓아 올리고 나서 흙으로 메워 안

을 반반하게 해야 되며, 한쪽을 쌓으면 곧 흙으로 

메우고 하여 돌이 흙 힘에 의지하거나 흙과 돌이 한

데 섞이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성의 기초는 반드

시 땅을 깊고 넓게 파서 튼튼하게 다진 다음에 큰 

반석부터 깔고 반석 위에서 3, 4척을 끌어올린 다음

에 비로소 돌을 쌓아 올려 높게 만들고, 그 밖은 흙

으로 채워서 정강이가 묻힐 정도로 된 뒤에 이를 넓

게 다진다. 성의 허리 이하는 큼직한 돌을 정( )으

로 다듬어서 세로로 쌓아 올리고 허리 이상은 벽돌

로 쌓는데, 모두 석회( )를 이겨서 사이를 붙이

면서 쌓아 올린다. 타는 반드시 벽돌로 쌓고 석회를 

개서 사이를 붙인다.

라 전하는데, 성저부( )는 성곽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체성 기초는 땅을 깊고 넓게 파내려가 다

지고 반석을 깔아 3~4척을 올린 다음 그 밖은 흙으로 

채워서 기단석을 고정시킨다. 그리고는 그 위로 체성 

허리 이하로 큰 정다듬한 돌을 쌓아 올리고 허리 이

상은 벽돌로 석회를 이겨서 사이를 붙이면서 쌓아 올

리는 형태이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의 축성기법에 대한 내용으

로 당시 체성부의 하부기단 축성법과 내외부의 쌓기

와 뒤채움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을 추정해볼 수 있

다. 이외에도 축성의 규식( )에 관한 내용이 빈번

히 나타나는데04, 이를 종합해보면 조선시대의 성곽 

축성에는 보편적인 규식( )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경주읍성의 축성법을 추정해보면 조

선 초 기록에 나타나는 성곽축성법에 따라 성곽 하

부는 큰 반석을 깔아 기초를 마련하고 외곽 상부로

는 성돌을 물려 쌓았으며, 내탁부는 『세종실록』의 이

보흠의 기록을 참고하여 전면부 6척(약 2.8m)은 돌로 

채워 쌓고, 나머지 9척(4.2m)은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다음 상면으로 흙을 2척(약 80cm) 덮고 잔디식재를 

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성벽의 구조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일제강점기 고

적조사사업 당시 책임자였던 세키노 다다시(

)05의 기록에서 일본 정부의 명령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을 1902년 조사한 바 있으며 그때 당시의 경주

읍성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어 당시 경주읍성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성벽 및 남문의 구조는 대부분 다른 것과 같지만 곡

성을 이룬 것은 다른 데서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이

다. 성벽은 평지에 축조한 것으로서 높이 대략 20척

04 「

0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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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이며 약 30~40간씩을 떨어져서 폭 5간가량의 

벽을 곳곳에 돌출시켰다. 소위 곡성이다. 벽 바깥에

는 다시 넓이 2간가량의 황( )을 뚫었다.

라 전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당시 읍성의 성벽에는 약 

3,40간( )06 (약 54~72m)씩 간격으로 폭 5간( )(약 

9.05m) 벽이 돌출된 구조인 곡성( )이란 구조물

이 포함되어 있었고, 높이는 대략 20척(일제의 곡척07 

기준 606.06cm) 정도 유존하고 있다. 또한 성벽 밖

으로는 폭 2간( )(약 3.62m)가량의 해자( )가 위

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기록 중 곡성은 정황상 치

( )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06년 일본의 

학자 이마니시( )의 기록에 의하면, 

경주읍성 성벽에는 신라 고려시대의 건축물에 사용

되었던 석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있으며 화강석

에 불상을 조각한 것도 있다. 이 축성으로 인하여 

신라 유적에 파손된 곳이 많은 줄 안다.

라 전하는데,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체성 축성 및 보수 

과정에서 불상이나 석탑 부재 등이 그대로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잔존하는 성벽에서 나타나는 

탑 부재·불상·연화대석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과도 

부합되는 사실이다. 이렇듯 일제강점기에는 읍성의 해

06
07

【 그림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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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 【 사진 5 】 

【 사진 6 】 【 사진 7 】 

【 사진 8 】 【 사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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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이루어졌던 시기로 전체적인 규모와 당시 잔존 상

태에 관련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성곽구조와 

축조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경주읍성과 관련된 발굴조사는 1985년 추정 주전

지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8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주로 신축건물의 부지 확보를 위한 구

제발굴이 대부분이었다. 조사결과 주로 건물지와 관

련된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미 성곽이 위치하였던 

곳은 도로가 개설되거나 건축물이 위치하여 체성과 

관련된 발굴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10월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동부동 2-8번지, 북부동 

1번지 등지에 약 56m로 잔존해 있는 읍성 성곽 중 붕

괴된 구간 및 배불림 현상이 나타난 구간을 대상으로 

보수·정비를 실시하게 되면서, 전체 성곽 중 원형을 

유지하고 있던 동성벽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시 작성된 경주읍성 보수공사 보고서에는 보수 

【 사진 10 】 【 사진 11 】 

【 사진 12 】 【 사진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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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 그림 8 】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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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주읍성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약 56미터의 

읍성의 성벽을 A구간부터 D구간까지 4구간으로 나누

어 설명하고 있으며, 구간별 체성의 현황과 수리 현

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경주읍성 체성의 규모산정 항목은 크게 체성 높

이, 체성 폭(회곽도 폭, 내탁부 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앞선 원형고증을 통하여 산정한 체성의 규모

는 <표 3>과 같다.

【 그림 9 】 

【 그림 11 】 【 그림 12 】 

【 그림 10 】 

【 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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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의 높이는 현존하는 치의 미석까지의 높이

(4m)와 문헌상에 나타나는 체성 높이(포백척 환산 

5.4~5.9m)를 참고로 하여 4~5.9m의 높이로 산정하

였다. 잔존 성벽과 문헌상의 높이(5.8~5.9m) 차이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잔

존성벽이 동성벽에서 남아있어 나머지 남서북 성벽의 

정확한 높이를 알 수 없으며, 둘째는 문헌상에서 측

량한 성벽의 경우 측량지점이 불확실하므로 측량지점

의 차이가 원인08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마지막

으로 현대에 이르러 성벽 아래 지반이 복토됨에 따라 

생기는 오차일 가능성도 있다. 총 체성 폭은 1915년 

경주시 지적도상에 나타나는 경주읍성의 체성 폭을 

참고로 하였으며, 상부 폭은 현존하는 체성 중 비교

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체성의 상부 폭을, 내탁부 폭

은 총 체성 폭에서 회곽도 폭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

하였다.

경주읍성 체성의 구조는 크게 외곽부 구조와 내탁

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원형고증을 통하여 

추정한 체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경주읍성 체성의 규모와 구조의 원형고증을 통하

여 산정한 내용을 토대로 체성의 원형추정 단면과 입

면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체성의 단면구조를 살펴보면 체성의 기초는 하부

기단석을 장방형의 판석을 깔아 다지고 상면으로 뒤

채움석을 쌓아올리며, 그 전면부로 다듬은 면석 또는 

장방형의 돌을 쌓아올린 형태이다. 

전면부의 돌은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돌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작게 하여 외

곽부 경사율 1:0.08~1:0.07범위로 물려 쌓으며, 3~4

단마다 뒷길이가 긴 심석을 하나씩 박아 전면부를 고

정시킨 구조로 추정된다. 또한 내탁의 채움석은 10:4

는 뒤채움석으로 채우되 하부는 큰 돌을, 상부는 작

은 돌을 안정감 있게 쌓아올리며, 나머지는 토사와 

뒤채움석을 혼합하여 쌓은 다음 그 위에 약 1m 폭으

로 토사를 다져 쌓아 상면부에 잔디식재를 함으로써 

유실을 방지한 구조로 추정된다.

경주읍성의 체성에서 보여지는 입면의 쌓기 구조

는 수평으로는 공통적으로 바른줄 쌓기가 나타나나 

08
09

【 표 4 】 

09



21 Kim, Hong Gon    

【 그림 13 】 

【 그림 14 】 

【 그림 15 】 



22MUN HWA 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2

수직으로는 막힌줄눈 쌓기와 통줄눈 쌓기가 혼합되어 

보이고 있다. 이는 축성에 사용된 돌의 크기가 일정

치 못하고 제각기 달라 발생되었거나 축성 이후 개·

보수를 해오는 과정에서 쌓기 구조가 혼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수평으로는 바른줄눈 쌓기로 동

일하게 추정하나 원형에 가까운 막힌줄눈 쌓기와 통

줄눈 쌓기가 혼용되어 축성된 경우와 막힌줄눈 쌓기

로만 축성된 경우를 나누어 추정 입면을 작성하였다.

막힌줄눈과 통줄눈 혼용 쌓기의 하부는 다듬은 장

대석 또는 면석으로 기단부를 마련하고 상면부는 점

차 돌의 크기를 줄여나가며 쌓아올리되, 하부는 막힌

줄눈으로 쌓고 상부로는 다듬은 돌을 크기에 따라 통

줄눈과 막힌줄눈을 혼용하여 쌓아올린 형태이다. 막

힌줄눈 쌓기의 하부는 장대석 또는 면석으로 기단부

를 쌓고 상부에는 상대적으로 돌의 크기를 줄여나가

며 물려 쌓아 올린다. 또한 전체적으로 동일한 형태

의 돌을 막힌줄눈으로 안정감 있게 쌓은 형태이다.

여장은 체성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담장을 여장이라 한다. 

여장은 모양에 따라 평여장·볼록여장( )·반

원형여장 등이 있으며, 구조적으로는 성벽 상단에 납

작한 돌이나 벽돌로써 눈썹처럼 밖으로 튀어나오게 

미석( )을 설치하고 그 위로 다시 낮은 담장을 쌓

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장에는 활과 총을 

쏘거나 방어하기 위한 총안( )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고, 여장의 1칸을 1타( )라 하고, 타와 타 사

이를 타구( )라 부르는데, 타( )는 성곽에 치( )

를 설치하는 데 간격 기준10이 되기도 하였다.

경주읍성의 체성에 설치하였던 여장은 현재 성벽

의 상면이 심하게 파손되어 흔적이 없으나 『경주도

회』와 『경주읍내전도』에는 성벽 위에 평여장이 묘사

되어 있다. 또 1928년 8월 후지시마( )가 

10 『 』 「 」 垜
1 1
12 
13

【 그림 16 】 【 그림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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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경주읍성의 사진에서도 파손된 성벽 상단에 

미석과 여장의 잔존부분이 일부분 남아 있어 당시 여

장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종실록』의 기

록에는 경주읍성의 여장의 높이는 1척 4촌(포백척 환

산 약 65.4cm)이고, 여장의 수는 1.155첩이라 하여 

개략적인 규모가 추정 가능하다. 높이는 약 0.65m에 

여장 하나와 사이 간격을 포함한 값이 약 1.64m11임

을 알 수 있다. 문헌상 이를 환산하면 여장의 높이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작은 규모12라 할 수 

있는데, 문종 원년(1451) 하삼도 일대의 읍성의 규모

조사에 기재된 대다수 읍성의 여장 높이는 2~4척보

다 작다. 이는 『선조실록』 선조 30년 3월 3일에 순검 

박충간이 올리는 상소에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여장의 

규식( )13에도 못 미치는 협소한 규모이다. 이후 

개축기록이 있지만 문종 원년의 기록 이후로는 여장

과 관련한 기록이 없으며, 유존상태 또한 미석을 제

외하고는 파손되고 멸실되어 구체적인 여장의 재료와 

형태, 양식의 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선

조 30년(1597) 3월 3일에 기록된 여장의 규식( )

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진란 전후의 여장의 규식이 보

이는데, 경주읍성 또한 임진란을 전기로 개축된 사실

이 있으므로 향후 여장의 복원에 있어 기록상에 나타

나는 여장의 규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경주읍성의 여장의 구조를 추정한다면 크게 두 가

지 타입으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선조 30년(1597) 

3월 3일에 기록된 임진란 전후의 여장 규식( )과 

『기효신서』의  「수초편( )」에 수록된 ‘여장도설

( )’을 참고로 추정한 경우, 둘째는 문종 원년

의 경주읍성 기록에 나타나는 여장의 규모와 ‘여장도

설( )’을 참고로 추정한 경우로, 각각 <그림 

18>, <그림19>와 같다.

이러한 여장의 규모와 구조를 고증한 결과를 토대

로 구체적인 여장의 원형복원도면을 작성하면 크게 3

종류로 문종 원년의 기록을 토대로 한 원형복원도와 

【 그림 19 】 

【 그림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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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 

【 그림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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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 

임진란 전후의 기록을 토대로 한 원형복원도, 그리고 

총안( )이 포함된 원형복원도로 나누어진다. 

성벽을 일직선으로 길게 쌓은 경우에는 성벽 바로 

아래까지 접근한 적을 볼 수 없게 되어 방어하기가 불

리하므로 체성에 접근한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

도록 육축부를 체성 밖으로 튀어나오게 쌓고 적을 측

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쌓은 시설을 치·치성이라 

한다. 그중 성문의 좌우에서 성문을 보호하는 치를 적

대( ), 체성이 꺾이는 곳에 설치한 치를 성우(

)라고도 한다. 경주읍성의 치는 문헌기록과 도형사

료에서 그 형태와 개소가 확인되고, 또 북문로 왕경유

적 발굴조사 중 치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 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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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 2개소가 읍성벽 동편에 잔존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치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나오는 경주읍성의 치의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서 일정한 규격을 정

한 것이 기록에 나타나는데 세종 12년 기록14에 적대

의 간격을 100보로 한다는 기록과 세종 15년(1443)

기록15

경상도 곤남( )·신성( )의 적대( )가 앞

면은 너무 넓고, 좌우는 너무 좁아서 수어( )하

기에 적당치 못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만들

어 놓아서 고칠 수가 없사오니, 지금부터는 앞면은 

15척, 좌우는 각 20척으로 제도를 정하고, 또 1백 

50보( )마다 적대( ) 하나씩을 설치하면 공력

이 적게 들고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하여 적대의 규격과 설치간격이 확인된다.

세종 12년 개혁 이후 1척은 31.22cm, 1보16는 5척

와 포백척 1척= 46.72cm로 환산하여 비교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그런데 기록상 치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420m 간격으로 초기 기록에서 등장하는 26개의 

치의 개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이에 대한 실

마리로 『세종실록』 세종 22년의 기록17을 살펴보면,

… 옹성의 길이는 5, 60척( )에 지나지 않는 것이 

온데, 다만 성문( )에 설치할 뿐이오나, 적대 같

은 것인즉 매 3백 척마다에 세 개의 적대를 설치하

오니,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라 하여, 즉 3백 척마다 3개의 치를 설치하였다 전하

는데, 3백 척에 3개의 치가 있다면 2개의 거리는 150

척이 된다. 이를 포백척으로 환산하여 보면 약 70m의 

거리가 나온다. 이를 볼 때 세종 15년의 기록에 나오

는 치의 거리 ‘150척( )’은 ‘150보( )’의 오기로 판단

된다.

이외에도 경주읍성의 치에 대한 기록으로서 세키

노다다시의 『한국의 건축과 예술』18 의 기록에 의하면 

성벽 및 남문의 구조는 대부분 다른 것과 같지만 곡

성을 이룬 것은 다른 데서 많이 보지 못하는 것이

다. 성벽은 평지에 축조한 것으로서 높이 대략 20

척19 가량이며 약 3~40간( )씩을 떨어져서 폭 5간

( ) 가량의 벽을 곳곳에 돌출시켰다. 소위 곡성이

다. 벽 바깥에는 다시 넓이 2간( )가량의 황( )을 

뚫었다. 20

라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토대로 규모를 산

정하면 1간=1.818m로, 즉 폭이 9m가 되고, 간격

은  30~40간 정도, 약 54~72m의 간격이며, 높이가 

6m(20척)가 조금 넘는다. 문종실록의 기록이 ‘둘레 

4,075척, 높이 11척 6촌, 여장 높이 1척 4촌, 적대(치) 

26, 문 3, 옹성은 없다. 여장 1,155개이고 성안에 우

물이 83개였는데 해자는 파지 않았다.’에서 치의 개

수를 26개로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기효신

14
1 5

16  

17
1 8
1 9
20  ⌜ ⌟

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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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1에는 50타마다 치 하나씩 설치하는데 

밖으로 2~3장( )쯤 나가게 한다. 또 『만기요람(

)』22의 부관방총론( )에서는 고대의 성 

제도는 50타( )에 한 치( )를 설치하며 타제( )

의 높이는 성의 3분의 1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

종실록의 기록에 있는 1,155개의 타를 50개의 타( )

마다 1개의 치( )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보면 23

개의 치의 수가 나오는데, 『기효신서』의 기록은 후대

의 기록이지만, 중국의 규식에 맞는 축성법을 사용했

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문종실록에서는 적대(치)의 

수를 26개소라 하였는데 지적도에 보이는 치의 수는 

성우를 포함하여 29개소이다. 이는 후대에 들어서 필

요에 따라 체성에 덧붙여 만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912년 지적도와 1930년의 지적도상에 보이는 치

를 살펴보면 25개의 치가 보이며, 4개의 성우가 지적

도상에 나타나는데, 성우도 치로 계산하면 총 29개의 

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문종실록의 기록에 

나타나는 기록상의 수인 26개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

는 치의 구조상 체성에 덧붙인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후에 치가 추가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지적도상에서 지적선이 치의 형태로 남아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으로 거리를 계산하여 보면 중

심 간의 거리가 72~79m로 나타난다. 간격이 일정하

【 그림 23 】 【 그림 24 】 

【 그림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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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 약간 늘려서 치를 만들

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적도상에서 치의 폭은 7~10m로 나타나

는데 지적선을 기준으로 살펴본 것을 감안한다면 기

록상에 나오는 9m 내외 정도의 폭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경주 북문로 왕경유적-서부동 북문로 도로개설 

구간(봉황로~서성로) 시·발굴조사 중에 북성벽 서

편 3곳의 치를 확인하였다. 또 경주 북문로 개설 공

사구간(황성로~봉황로) 내 발굴조사에서 1개의 치를 

확인하면서 북성벽에서 모두 4개의 치가 확인되었다.

1) 치1 - 북벽 첫 번째23

확인된 치 중 치1의 구조를 살펴보면 천석을 높이 

40cm정도로 깔아서 전체적으로 지반을 다지고, 그 위

에 50~100cm, 두께 30cm 정도의 석재를 편평하게 깔

아 기단석으로 하였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치 최하단

부의 벽석으로 큰 장대석을 세워 ‘ ’자 형태로 돌렸

으며, 내부의 벽석에 접하는 부분에 면석의 큰 석재

를 돌려 채우며, 안쪽은 인두대의 천석을 사용하였

다.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기단과 하부 면석에 주로 

건축부재와 탑 부재를 주로 사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기단석은 주로 초석류를 이용하고, 면석으

로는 탑 부재를 재사용하였는데, 시대는 통일신라의 

시대에 해당되는 것들로 보인다. 규모는 당시 재래식 

건물이 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알 수 없

었으나, 조사된 구조만으로는 전면으로 7.9m 정도이

며, 좌우측으로 3.9m, 2.5m 정도 확인되었다. 지반 

2 3 ·

2 4 ·

【 그림 27 】 

【 그림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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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 

【 그림 29 】 【 사진 14 】 

다짐 적석시설은 기단석에서 앞으로 2.5m 정도 돌출

되어 높이 40cm 정도로 깔려 있었다.

 2) 치2 - 북벽 두 번째24

치2의 잔존 상태는 근대의 건물지로 인해 상부 벽

석들은 모두 유실되었고, 기단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 일부만이 잔존한 상태였으며, 다만 치1

과 같이 기단석 하부가 온전히 남아 있었다. 치2의 기

단석도 탑 부재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나 교란이 심하여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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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3 - 북벽 세 번째25

치3은 지반다짐 적석시설과 상부에 기단석 4매만

이 잔존하였다. 기단석은 모두 석탑부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같은 방법으로 보인다. 치3의 규모 

역시 건물과 파괴가 심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

이다. 치 3개는 모두 온전하지 않고, 북단의 기저부와 

흔적만이 확인되고. 치의 간격은 중심부를 기준으로 

약 75m 정도로 나타나며, 체성의 흔적은 찾을 수 없

는 상황이다.

2 5 ·

【 그림 30 】 

【 사진 15 】 【 사진 16 】 

【 사진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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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치4 - 북벽 여섯 번째26

치의 잔존 상태는 치성에 사용된 장대석과 탑 부

재들이 현대의 집에 기단석과 초석 등으로 이용된 것

이 확인되었으며, 기초석은 크기가 20~30cm의 천석

들로 그 잔존범위가 전면부 1,200cm, 측면 60cm이다.

현재 잔존하는 치의 모습과 일제강점기 당시에 촬

영된 치의 사진을 비교하면 크나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존하는 치가 원형의 모습으

로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징적인 것은 체성의 

돌쌓기 방법과 치의 돌쌓기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인

다는 점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치가 성벽이 먼

저 조성된 이후 덧붙여진 것을 생각한다면 구조적 안

정성을 위하여 체성과는 다른 크기의 석재들을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발굴조사 결과 하단 지대석 

부분과 적심 부분에도 큰 석재들을 이용하여 치를 지

탱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도 부합된다. 

현재 동부동 2-8번지(성)에 있는 성벽 양단에 치

가 남아있는데, 북쪽에 있는 치는 전면(동면)은 동부

동 2-24번지 민가에 거의 밀착되어 있으며, 남면은 

동부동 2-13, 북면은 동부동 2-22번지 민가 마당에 

면하여 있다. 치의 상면 규모는 전면(동면)의 기저부 

길이 약 7.5m, 상면 약 7.0m이고, 측면(남면)은 기

저부와 상단부가 각각 약 9.3m이며, 상면은 뒤쪽으

로 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며 체성과 접합하는 곳은 너

비 약 6.4m이다. 치의 높이는 남측면이 현재의 지면

에서 미석 밑까지 약 4m에 이르며, 미석은 높이 약 

20cm이다. 미석 위에 설치했던 여장은 훼손되어 원상

을 알 수 없으며, 현재 치의 상면에 토석이 약 80cm

되게 덮여 있는데, 전체 높이는 약 5.0m 정도이나 민

가에서 마당을 흙으로 채워 돋우었으므로 실제 높이

는 더 높았을 것이다. 현재 동부동 2-8번지의 성벽 

남단의 치의 남측면은 파손이 심하여 원형을 잃고, 

후년에 잡석으로 높이가 약 1.5m 되게 쌓아둔 상태로 

3면의 치벽에는 신라 때의 초석·장대석·탑신석 등

이 노출되어 있고 남·북쪽의 치 사이 거리는 약 76m

이다. 치의 전면과 측면은 기저부에서 중간부까지 세

2 6

【 표 6 】 

【 사진 18 】 【 사진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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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0~60cm, 가로 60~240cm 크기의 화강석으로 다

듬은 무사석을 앉혔고, 가장 큰 돌은 세로 70cm, 가

로 440cm에 이르며, 상부에는 세로 40cm, 가로 60cm

쯤 되는 깬 돌을 얹었다. 3면 벽체의 수평을 유지하고 

벽에 스며드는 물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 쐐기돌을 큰 

돌의 틈 사이에 끼웠고, 전체적으로 기저부에서 상부

에 이르면서 퇴물림쌓기로 내경( )되게 쌓았다. 

또한 치를 축조할 때 체성과 동시에 쌓는 것이 통례

였으나, 경주읍성의 경우는 치를 이루는 무사석의 일

부를 체성 깊이 박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체성을 먼저 

쌓고 그 후에 치를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경주읍성 치의 구조는 무사석을 포개어 몸

체를 만들고 상단부의 미석을 두고 여장을 설치한 형

태로 추정되며, 경주읍성의 평면이 대체로 직사각형

을 이루고 있으므로 체성이 꺾이는 네 모퉁이에는 치

와 같은 모양으로 성벽 밖에 내어 쌓는 성우( )

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체성부에는 치를 설치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북쪽에 잔존하는 치는 

잔존 상태가 양호하며, 남쪽에 잔존하는 치는 파손이 

심하여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우선 잔존하

는 치의 간격은 76m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세한 규모

는 <표 7>과 같다.

【 표 7 】 

【 그림 31 】 

【 사진 20 】 

【 그림 32 】 

【 그림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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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읍성의 치에 대해서는 다행히 잔존하고 있는 

치가 있고 발굴조사를 통하여 치가 확인이 되었기 때

문에 치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기록에 나오는 규격과 경주읍성에 나오는 치의 규격

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형의 고저차등에 따

라 치의 규모가 위치마다 달라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범위 내에서의 규격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치의 간격은 기록상에는 30~40간( ), 즉 54~72m 

로 볼 수 있으나, 잔존하는 치와 지적도를 통하여 살

펴보면 평균적으로 65~66m 정도로 나타나며, 잔존

하는 치같이 간격이 넓은 곳에서는 76m까지도 나타

난다. 기록과 현존하는 것을 바탕으로 치의 규모를 

산정해보면 <표 8>과 같으며, 원형고증의 내용을 토

대로 치의 원형복원도면을 작성하면 <그림 35>·<그

림 36>과 같다.

【 사진 21 】 

【 그림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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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주읍성의 성벽과 성곽시설을 대

상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구체적인 구

조와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원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경주읍성의 위치와 규모를 고증하기 위하여 

일제강점기 지적도·현재 지적도·현재 수지형도·

발굴조사 유구현황도를 도면중첩(over-lay)한 결과 정

확한 성곽유적의 위치와 규모를 확증할 수 있었다. 

경주읍성의 성곽은 그동안 일제강점기 지적도에 의존

【 표 8 】 

【 그림 35 】 

【 그림 36 】 



35 Kim, Hong Gon    

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추정해왔으나 보다 정확한 고

증을 위하여 1912년 지적도와 현재 지적도(2008)를 

비교하였으며, 여기에 GPS 측량을 통해 확인된 잔존

성벽의 위치도와 현재 수치지형도를 중첩시켰다. 이러

한 도면중첩 결과 값에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

된 경주읍성의 성곽유구 위치도를 중첩함으로써 성벽

과 치성( )의 실증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헌적 고증과 근현대의 연구사료·보수정

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증하여 체성과 치의 규

모 및 구조를 고증하였다. 체성의 고증결과 높이는 

4~5.9m, 상면 폭은 2.5~3m, 내탁부는 6~14m의 규

모로 추정되었다. 체성의 구조는 기초의 경우 하부기

단석을 장방형의 판석을 깔아 다지고 상면으로는 뒤

채움석을 쌓아올리며, 그 전면부로 다듬은 면석 또는 

장방형의 돌을 쌓아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

탁부의 채움석은 10:4는 뒤채움석으로 쌓아올렸는데, 

하부는 큰 돌을, 상부는 작은 돌을 안정감 있게 쌓아

올렸으며, 나머지는 토사와 뒤채움석을 혼합하여 쌓

은 다음 상면에 약 1m 폭으로 토사를 다져 쌓고 잔

디식재를 함으로써 유실을 방지한 구조로 확인되었

다. 치의 경우 고증 결과, 잔존하는 치와 지적도를 통

하여 고증한 결과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

체로 66~76m의 사이 간격을 보였고 전면부 길이는 

7.5~7.9m, 측면 길이는 최소 6.4m에서 최대 9.3m의 

규모를 보였으며. 치의 개수는 일제강점기 지적도상

에서 확인한 29개소로 확인되었다. 또한 치는 체성을 

먼저 쌓고 후대에 화강석으로 다듬은 무사석으로 쌓

아올렸으며 기저부에서 상부로 이르면서 퇴물림쌓기

로 내경( )되게 쌓은 구조로 확인되었다.

셋째, 여장의 원형을 고증한 결과 문종 원년

(1451)의 초기 경주읍성의 여장과 임진란 전후(16세

기경)의 경주읍성 여장의 원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문종 원년의 경주읍성 여장은 『문종실록』의 경주읍성 

기록과 『기효신서』의 ‘여장도설’을 참고로 하여 고증

한 것으로 여장 길이 100cm, 여장 간격 폭 64cm, 높

이 65cm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평여장의 구조를 가지

고 있다. 임진란 전후의 경주읍성 여장은 『선조실록』

의 기록과 『기효신서』의 ‘여장도설’을 참고로 하여 고

증한 것으로 여장 길이 150cm, 여장 간격 폭 53cm, 

높이 124cm이며, 평여장 구조를 가진다. 임진란 전후

의 경주읍성 여장은 문종 원년의 경주읍성 여장에 비

하여 여장 높이와 길이가 길고 사이 간격 폭이 협소

하여 방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성곽 유적 대부분이 멸실된 상태이나 경주

읍성의 문헌적 고증과 근현대 연구 사료(발굴조사·

보수 수리기록·현장조사)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규모

를 산정하고 구조를 추정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복원정비의 기초자료로서 개별 유적의 원형복원

도를 작성·제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실증적인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추가

적인 발굴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후속적인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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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rchetype of the Gyeongju Castle walls and the facilities around it 

to bring together previous studies and identify the specific scale and structure of the archetype.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verified the exact location and dimensions of the castle through an over-lay of land registration map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and registration maps from the present day, cadastral maps, and excavation records. 

Second, the dimension of the rampart and fort of the castle were discovered by combining and analyzing historical 

evidence, modern research data, historical site studi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maintenance records. 

 Third, the historical records related to the yeojang (rampart sub-wall) formats in the Joseon Dynasty were used to 

examine the archetype of the yeojang. This study led to the discovery of the archetype of the Gyeongju castle yeojang 

in the early stage of King Munjong's reign (1451), and the archetype create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16th century).

And finally, although most of the rampart is not present, the structure of the castle can be estimated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and research materials modern and contemporary(excavation·conservation·field survey).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a archetype restoration plan for each site, to be used as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resto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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