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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라의 산성 중 정확한 축성시기와 주체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경주의 명활산성(明活山城)과 남산신성(南山新

城) 등 몇 개소에 불과하다. 명활산성은 작성비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체성의 축조기법과 보축을 기준으로 7

세기 이전의 산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남산신성의 경우 북서 골짜기에서 찾은 초축시기(591년)의 석축 성벽 한 

곳을 제외하면 증축시기(679년)로 추정하였다. 경주 왕도에 있는 이들 산성의 축성방법을 기준으로 최근 조사

된 각종 산성의 축성모습을 검토하여 축조연대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명활산성의 축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은 축조방법과 보축 등에서 6세기 중반경으로 보았고, 이와 축조수법이 유사한 

김해 양동산성(良洞山城)과 양산 신기산성(新基山城)을 비슷한 시기로 설정하였다. 다만, 고령의 주산성(主山

城)을 살펴보면 축조수법이 이들과 비슷하지만, 보축의 축조기법과 제한적인 보축에서 다소 시기차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과는 별도로 남산신성에서 확인되는 잔존성벽 대부분을 증축시기의 것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축조수법

을 보이는 함양 사근산성(沙斤山城)과 거제 다대산성(多大山城)을 동시기로 설정하였다. 체성에서 확인되는 치

석된 장방형의 성돌로 바른층쌓기한 점과 형식적으로 남은 보축을 설정근거로 하였다. 또한 김해 양동산성과 

함양 사근산성에서의 단면 삼각형 수구, 김해 신기산성에서는 보축이 있는 석성축조에 앞서 선축된 목책의 흔

적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조사성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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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몇 년 사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석축산성에 대한 

조사가 몇 차례 있었다.01 이들 석축산성에서는 보축과 

바른층쌓기를 잘 보여주고 있어 6~7세기대의 신라산성

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왕도인 경주를 비롯하여, 고령군, 

함양군, 함안군, 김해시, 거제시 등에서 정비복원이나 공

사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이들 산성유적에 대한 시굴조사 

차원의 조사와 정식발굴조사 등이 실시되었다. 

경주의 왕도를 제외한 이들 옛 가야지역에서는 특히 

6세기 말 신라에 의한 병합으로, 그리고 7세기 통일신라

에 의한 지방지배 정책으로 이들 지역에 위치한 산성들

을 수축, 개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신라적 요소를 많이 지

니게 되었다. 

신라적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체성축조기법과 보

축 등이 잔존하고 있어 신라산성이라고 쉽게 단정을 하

고 있지만, 가야시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지 등 초축

의 주체와 시기는 잘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라 왕도에 있는 경주 명활산성, 남산

신성을 비롯하여 옛 가야지역에 남아 있는 고령 주산성, 

함안 성산산성, 함양 사근산성, 김해 양동산성과 신기산

성 등에 대한 조사성과를 검토하여 이들 산성이 지니고 

있는 축성의 특징과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조사된 산성 현황

1. 경주 명활산성

1) 현황

경주 명활산성은 경주시 동쪽의 보문저수지 남편에 

위치하는 명활산 남쪽 산정(해발 269m)을 감싼 길이 약 

5km의 테뫼식 토성과 북쪽 봉우리(해발 252m)를 둘러

싸고 있는 둘레 약 4.5km의 포곡식 석성(包谷式 石城)으

로 신라 왕도에 위치하고 있다. 

석성의 북쪽 성벽 붕괴 부분에서는 1988년 ‘명활산성

작성비’02가 발견되었는데 551년경에 입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명활산성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실성

니사금 4년조」에 “夏四月 倭兵來攻 明活城”이라고 하여 

이미 실성왕 4년(405) 이전에 명활성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비왕 16년(473)에 성을 고쳐 동왕 18년부

터 소지왕 10년(488)까지 왕이 상주하였고, 진흥왕 15년

(554)의 수축, 진평왕 15년(593)에 개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내용03

1988년 9월 태풍에 의한 붕괴된 북쪽 성벽 부분에 대

하여 약 4개월간 발굴조사가 처음 이루어져 협축식 석

성임을 확인하였다. 규모는 외벽 높이 약 10m, 내벽 약 

8.9m, 너비 약 12.3m이며, 외벽 기저부에서 2중의 보축

이 확인되었다.

01  이 글에서 2011년 이후 조사된 최신 유적으로 한정하여, 그 내용을 전개하였다.

02  박방룡, 1988, 「명활산성 작성비의 검토」 『미술자료』 41.

03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명활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명활산성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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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성의 정비복원을 위한 부분적인 발굴조사 결

과 북문지는 너비가 5.6m로 확인되었는데 양측 벽의 길

이는 11~11.2m 정도이다. 동쪽 측벽 북쪽 하부에서는 문

장식으로 사용된 철정과 철판이 수습되었다. 북문의 동

쪽 외벽에서 체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보축이 확인되

고 있으며, 문의 정면부에 길이 11.4m, 높이 2.4m 정도

의 장방형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보축

이 형성되어 있다(사진 1d). 

동벽에서는 협축식 석성과 외벽 하단부에서의 보축

이 확인되었다(사진 1a). 1지역의 경우 내벽은 현 지표

면 1.6m 아래에서 기저부가 확인되었고, 할석으로 수

직에 가깝게 10~15단이 잔존한다(사진 1c). 외벽의 경

우 수직에 가깝게 확인되고, 그 하단부에 보축이 1차, 2차로 

50~60°의 급한 경사로 축조되어 있다. 1차 보축벽의 북쪽 

지점에서는 보축이 체성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후대 개

축 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2차  

보축벽의 기저부에서 외벽 상단까지 현재 6.53m이고, 1차 

보축벽의 최대 높이는 2.63m, 2차의 최대 높이는 2.03m이다.  

2차 보축벽에서 내벽까지의 너비는 11.17m 정도이다.

2지역의 경우 내벽은 1.9m 아래에서 기저부가 확인

되었고, 외벽에는 역시 보축이 있다. 현재 중앙지점에 노

출된 풍화암반토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성돌을 약간

씩 뒤물림하는 형태의 보축벽을 축조하였고(사진 1b), 

남쪽으로는 경사를 주어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보축

의 기저부에서 외벽 상단까지의 높이는 8.33m, 보축벽

의 높이는 1.6~2.54m, 내벽까지의 너비는 12.17m이다. 

【 사진 1 】  명활산성

a b

a. 명활산성 보축 1 b. 명활산성 보축 2

c d

c. 명활산성 내벽 d. 명활산성 북문지 외벽과 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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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주 남산신성

1) 현황

 

경주 남산신성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산 56번지 일

대의 남산에 위치하는 둘레 약 4,911m의 석성04으로 알려

지고 있다. 산성은 금오산(해발 468m)의 북쪽 능선에 위

치하는데 해목령(해발 280.8m)을 주봉으로 하여 북쪽 편

에 치우쳐 구릉을 감싸고 있는 포곡식 형태의 석성이다. 

현존하는 체성은 남서벽 일부를 제외하면 능선부에 축조

된 내탁법이 대부분이며,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화강석으

로 바른층쌓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체성 외의 구조물

(문지, 수구, 망루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현실

이지만 장창 등 창고시설의 흔적은 뚜렷하게 남아 있다.

2) 조사내용

남산신성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못

하였고, 주로 남산신성비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05 

【 사진 2 】  남산신성

a b

a. 남산신성 2열축조 b. 남산신성 보축

c d

c. 남산신성 잔존성벽(남서) d. 남산신성 잔존성벽(북동)

04  경주시 외, 2009, 『경주 남산신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05  박방룡, 1994a, 「경주 남산신성의 연구」 『고고역사학지』 10; 경주시, 2010, 『경주 남산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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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박방룡에 의해 남산신성의 연혁, 현상, 

남산신성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축성에 대해

서도 초축 시의 성돌보다 증축 시의 성돌이 약간 더 길

어지고 두께도 약간 얇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남산에 대

한 정밀지표조사06를 실시하면서 이루어진 간략한 소개

가 있었다. 

최근 남산신성의 축성상황을 살피고자 답사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 남산신성의 잔존성벽에서 파악될 수 있는 

축성시기는 대부분 증축시기(679년)의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부분적인 보축(사진 2b), 부분적인 2열 축조기법

(사진 2a), 성돌이 정형성을 가지는 모습(사진 2c, 2d)에

서 고대 축성기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초축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북서쪽 골짜기의 성벽 

한 곳에서 확인된 할석의 석축모습으로 대부분 잔존하는 

남산신성의 성돌과는 다른 모습의 바른층쌓기를 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축 시의 성벽으로 추정되는 대부

분의 잔존성벽(장방형 성돌의 바른층쌓기, 부분적인 보

축, 2열축조기법 등)이 있고, 후대 수축된 모습으로 여겨

지는 허튼층쌓기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3. 고령 주산성

1) 현황

고령 주산성은 대가야의 고도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池山洞 古墳群)과 연접하여 있는 산성으로 일찍부터 대

가야의 산성으로 알려져 왔다. 주산성은 고령읍의 서편

에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주산(해발 310m) 정상부에서 

동서방향 능선을 따라 이어져 오다가 6부 능선에서 산허

리를 가로지르며 형성된 산복식의 석축산성으로 내성은 

둘레 701m 정도, 외성 외곽둘레는 약 1,420m이다. 

2) 조사내용

2012년 조사결과07 조사단에서는 안정된 층위에서의 

출토유물과 월벽식 수로, 체성축조방식을 통하여 6세기 

전반에 초축된 대가야의 석축산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주산의 남사면에 있는 석축부분(약 200m)

으로 제1구역의 외벽은 1m 내외의 자연암석을 대량으로 

깔아 기초를 다진 후 부분적으로 기단석을 갈아 기부를 

조성하고 그 위로 바른층쌓기를 기본으로 할석의 수평을 

맞추고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작은 쐐기돌을 많이 활용

한 모습이다. 하단부에는 기단보축석이 확인되고, 외부

에는 보축토가 조성되어 있다(사진 3a). 

제2구역에서는 외벽 하단부에서 높이 1m 정도의 보

강석과 보강토가 확인되었다. 이 구역의 보강석은 일정

한 면을 기준으로 눕혀쌓기와 세워쌓기로 구분되며, 외

부로 보강토가 황갈색 점질토와 석비레층으로 단단하게 

조성되어 있다. 외벽의 축조는 역시 바른층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은 쐐기돌을 많이 사용한 모습으로 3~4m 정도 

높이에 너비 6~7m 정도이다(사진 3b). 제3구역에서는 

보강석이 지대석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외벽기저부에 축

조되어 있는 부분과 보강석으로 외벽에 덧대어 있는 부

분이 확인된다. 

고령 주산성의 외벽 축조모습은 자연모암 등으로 인

하여 지형이 고르지 못한 곳은 주변에서 커다란 암반을 

가져와 비교적 바르게 정지한 후 그 상부에 성돌이 올라

가고 있는 부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커다란 암반들이 

드러나는 기저부의 외측에 보축석을 놓아 그러한 부분을 

0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경주 남산』, p.169.

07  대동문화재연구원, 2012, 「고령 주산성 현장설명회 자료」; 최재현, 2013, 「발굴조사 성과로 본 대가야 주산성」 『대가야의 고분과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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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 숨기고 있으며, 그 상부로 다시 보축토를 쌓아 전체

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

교적 지형이 안정된 곳에서는 기저부에 단면 삼각형의 

보축을 실시하고 그 외측에 다시 보축토를 쌓고 있다.08

 

4. 함양 사근산성

1) 현황

함양 사근산성은 경남 하동군 수동면 원평리 산 106번

지 일원의 연화산(해발 443m) 9부 능선상에 축조된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성의 둘레는 약 1,218m이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평왕 46년(624)조」에 “冬十月百濟兵來圍

速含櫻岑旗縣穴柵等六城於是三城或沒或降”이라 하며 속

함09을 함양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 이후의 문헌에서는 고

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함락한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 이

후에는 산 아래 사근역(沙斤驛)이 있었다. 함양은 지금도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교통요지로서 당시에도 나

제(羅濟) 접경지역으로 그 입지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1999년의 정밀지표조사, 2005년의 추정 서문지 일대

에 대한 발굴조사가 추진되어 초축시기는 삼국시대로 보

았고, 외성벽에서 보축시설 확인과 후대의 수축 흔적이 

체성 상단에서 확인된 바 있다.10

2) 조사내용

정비복원의 일환으로 2012년 동문지 구간, 2013년 서

문지 구간에 대한 조사결과 동·서문지를 확인하지 못하

였으나, 보축과 수구 등의 시설물을 조사하였다.

추정 동문지에 대한 조사결과11 체성의 너비는 4.5~5m, 

외벽 높이 1~3m 정도로 잔존하였고, 외벽 기단부에는 단

면 삼각형의 보축시설이 일부 확인되었다. 외벽의 경우 

암반을 계단상으로 굴착한 후 암반 위에 바로 기단석을 

쌓아 올리고 있으나, 장방형(평균길이 70cm, 높이 20cm)

의 치석한 성돌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고 있다. 일

부 구간에서는 2열축조기법이 확인되었다(사진 4b, 4c).

08   이천 설봉산성의 서문지 계곡부 1차 성벽은 2m에 가까운 대형암반으로 외벽 기단부를 보호하고 있다. 북쪽 주 계곡부에서는 약 2m 이상의 높이로 석재, 점토를 다져 

성벽 하단부를 완전히 매몰하여 기단부를 보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 아닌가 한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사보고서』.

09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제5 무왕 25년 10월」에 신라의 속함, 앵잠, 기잠, 봉잠, 기현, 용책 등 6성을 쳐서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0 우리문화재연구원, 2006, 『함양 사근산성 - 추정서문지 발굴조사』.

11 경상문화재연구원, 2012.9, 『함양 사근산성 동문지구간 발굴조사 자문회의 자료집』.

【 사진 3 】  주산성

a b

a. 주산성 1구역 성벽 기저부 b. 주산성 2구역 성벽 기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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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서문지에 대한 조사결과12 이 지역은 작은 곡부

를 이루고 있어 성벽의 중앙부가 함몰되거나, 유수에 의

한 침식 및 퇴적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외벽 

기저부는 곡부를 이루는 경사구간의 풍화암반을 계단식

으로 굴착한 후 기저석을 놓고 있으며, 외벽 기저부에는 

단면 삼각형의 보축시설을 하였다. 외벽은 장방형으로 

치석한 성돌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한 품자형 축조기

법이다(사진 4a, 4b). 반면 내벽은 중간부분에서 단면 삼

각형의 수구가 확인되었다. 수구 아래층까지는 할석으

로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나, 그 상단부는 외벽과 마찬가

지로 바른층쌓기를 하고 있다. 즉, 보이지 않는 내벽 하

단부는 매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사진 4c). 출토유물은 

대부분 신라토기이나, 백제 제작기법의 승석문기와편이 

확인된 바 있다(사진 4d).

5. 함안 성산산성

1) 현황

함안 성산산성은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조남산

(해발 139m)에 위치하는 테뫼형(山頂式) 산성으로 성벽

은 대부분 흙으로 덮여 있고, 높이 2~2.5m, 상부너비 5m 

【 사진 4 】  사근산성

a b

a. 사근산성 서벽 b. 사근산성 동벽 

c d

c. 사근산성 동벽 수구 d. 사근산성 출토 승석문기와 

12   경남문화재연구원, 2013.3, 「함양 사근산성 서문지구간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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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남아 있는 둘레 약 1.4km에 달하는 산성으로 고

로봉형이다. 

성산산성은 『일본서기(日本書記)』 「欽明天皇 21년조」에 

“…故新羅築城於阿羅波斯山 以備日本”라 하여 561년 신

라가 왜의 침입에 대비하여 아라파사산(阿羅波斯山)에 

축성한 기록 등이 있다.

 

2) 조사내용13

1991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수차에 걸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체성, 문지, 수구, 건물지, 연못, 목제울

타리를 비롯하여 목간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체성은 토석 혼축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발굴조사결과 

내외협축식 석성임이 확인되었고, 외벽 바깥에는 기단보

축이 축조되어 있다.

내벽은 남쪽 벽의 경우 자연암반층을 기저부로 이용

하기도 하며 30×70cm 크기 등 여러 형태의 할석을 사용 

비교적 면을 잘 맞추어 수직되게 쌓아 올렸으며, 큰 할석

들 사이에는 작은 돌을 끼워 마무리한 축조수법이다. 

 외벽은 붕괴가 심하나 현 성벽 상면 200cm 아래에서 

비교적 정연하게 남아 있는데 점판암 계통의 석재로 치

밀하게 축조하였다. 외벽의 기저부에서는 삼각형의 기

단보축이 전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함안 성산산성의 보축은 남벽, 동벽, 북벽, 서벽의 사

방에서 확인되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이중으로 구축

되었다. 남벽의 경우 외벽을 보강하고 있는 보축은 평

탄면을 외부로 향하여 경사지게 축조하였고, 이 보축

의 상단 부분은 체성외벽에 닿아 삼각형의 축조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문지 외벽에서 보축 시작점이 확

인되었는데 자연 경사가 급히 이루어지는 부분에 길

게 동서로 먼저 석축하고, 그 석축과 외벽에 덧대어 보

축이 남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성벽의 남쪽 축조구분점 부근에서 장방형 입

수구가 경사면을 따라 3개가 나란히 확인되었다. 외벽의 

출수구 역시 장방형으로 약 1.1m 아래 지점에서 확인되고, 

출수구의 벽석이 성벽보다 30cm 정도 돌출되어 있다. 동문

지 남쪽 체성구간의 내부에서도 도수로를 포함한 장방형 

입수구가 확인된 바 있다. 

이와는 달리 서문지 조사에서는 내벽 쪽에 만들어진 

호형의 개구부를 확인하였고, 동벽의 동문지 부근에 대

한 최근 조사결과 작은 역석을 이용한 맹암거시설14이 

내부 전면에 설치되어 내부의 우수 등이 자연히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6. 김해 양동산성

1) 현황

김해 양동산성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 39-1

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해발 333m

의 산정을 감싸고 있는 둘레 약 860m이다. 일찍부터 가

곡산성, 내삼리산성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양동산성

으로 문화재명칭이 정해졌다.

양동산성은 남쪽으로 양동리 및 고김해만 일대, 동쪽

으로 분산성 일대, 서쪽으로는 진례분지의 남서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다. 인근에는 신기산성을 

비롯하여 망덕리 고분군, 양동리 고분군 등 가야시대 고

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1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8, 『함안 성산산성』; 2004, 『함안 성산산성 Ⅱ』; 2006, 『함안 성산산성 Ⅲ』;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고대의 목간 그리고 산성』; 2011, 

『함안 성산산성 Ⅳ』.

14   경남문화재연구원, 2013.3, 「함양 사근산성 서문지구간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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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양동산성에 대한 지표조사15 실시 이후 체성의 축조

수법 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시굴조사16로 체

성과 문지의 규모와 구조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체성부분은 남벽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된 결과 잔존높

이 약 2.1m, 너비 약 6m로 확인되었다(사진 5b). 외벽은 

평균 20~40cm 크기의 장방형 할석을 사용하여 바른층쌓

기를 하였는데, 쐐기돌을 끼워 빈틈이 없게 하였다. 외벽 

기저부에서는 보축이 확인되었는데 단면 삼각형의 모습

으로 방형계 할석을 이용하여 약 1.6m 높이로 축조하였

고 면석의 넓은 부분이 밖으로 향하도록 하여 견고하게 

처리하였다. 이 보축 밖으로 하단부는 갈색 사질점토를 

피복하였는데, 잡석들이 다량 포함되었으나, 그 상단부

는 암갈색 사질점토로 피복한 상태이다(사진 5a).

외벽면에서는 특이하게 단면 삼각형의 출수구가 2기 

확인되었고, 수구바닥면은 약 10~20°의 경사를 이루며 

계단식으로 처리된 모습이다(사진 5d).

내벽(잔존높이 약 3m)은 기저부는 대형석재를 이용하

였고, 그 상부로는 치석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허튼

층쌓기한 모습이나, 되메우기하여 다짐층을 조성하였다.

문지는 남문지, 북문지, 동문지의 3개소를 실시하였다. 

모두 현문식의 문지로 확인되고, 외측벽이 호상의 모습

을 보인다. 문지의 석축을 체성과 동시에 일정한 높이까

15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김해 양동산성 정밀지표조사』. 

16   구형모, 2010, 「김해 양동산성 소고」 『동아문화』 9호.

【 사진 5 】  양동산성  

c d

c. 양동산성 남문지 호형개구부 d. 양동산성 삼각형 수구 

a. 양동산성 남벽 전경 b. 양동산성 체성 축조모습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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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축조한 후 개구부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5c). 

동문지17의 외측에서는 옹성형 석축구조가 시설되어 있

는 특이한 형태가 확인되었다.18

7. 김해 신기산성

1) 현황

김해 신기산성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산 10번

지 일원에 위치한다. 산성은 황새봉(해발 392m)에서 남

동쪽으로 뻗어내린 끝자락 야트막한 구릉의 정상부(해발 

110m)와 침식곡을 낀 7부 능선상에서 석축벽이 확인되었

는데 테뫼식 산성이다. 산성은 정상부의 평지를 제외하

면 평탄지가 적어 방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밀조사된 내용19에 의하면 정상부의 토성 잔존상태

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한다.

2) 조사내용

신기산성 발굴조사20는 2013년 봄, 한국전력공사 송전

탑 설치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었는데, 석축의 체성(동

벽과 남벽 일부)과 목책렬,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 조사에서 산성의 체성부 내벽과 인접하여 등간

격으로 조성된 주혈(목책성 추정)이 확인되었고, 토층

상 석축성이 주혈을 훼손하고 축조하여 석축성 이전에 

조성된 목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6a). 주혈

은 내벽에서 약 0.5~1m 이격하여 있으며, 주혈의 직경은 

50~70cm, 깊이는 30~80cm 정도로 큰 편이고, 70cm 정

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조성되어 있다.

석축은 내탁하였는데, 외벽은 세장방형 성돌(길이 

30~60cm, 높이 12~20cm)로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외

벽 기저부에서는 단면 삼각형의 보축이 확인되었다(사

진 6b). 보축 외면에는 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복토한 것

으로 보인다. 남벽에서 확인되는 체성의 너비는 4.5m 정

17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7, 「김해 양동산성 동문복원 문화재발굴조사 학술회의 자료집」; 2011.9, 「김해 양동산성 동문복원 문화재발굴조사 2차 학술회의 자료집」.

1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8, 『함안 성산산성』: 함안 성산산성의 남문지 외부에서는 장방형의 석축구조물이 확인된 바 있다.

1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외, 1993, 『금관가야권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 p.46.

20   두류문화재연구원, 2013.3, 「김해 주촌면 154KV 주촌분기 T/L구간 철탑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사진 6 】  신기산성

a b

a. 신기산성 목책렬 b. 신기산성 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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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며, 적심석 내부에서는 6세기 초중반으로 편년되는 

삼국시대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다.

기타 최근에 조사된 산성유적으로는 거제 다대산성 

지표조사21가 있다. 다대산성의 체성은 세장방형으로 다

듬은 성돌로 바른층쌓기를 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는 2열축조기법이 확인된다. 북문지는 다락문 형식으로 

출입하는 형태이며, 호상의 개구부(너비 5.2m)를 가지고 

있으며, 집수지는 타원형의 석축모습을 보인다. 외벽 기

저부에서는 체성을 보강하는 구조물인 보축이 일부 확인

되는 점에서 늦어도 통일신라 이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조사된 산성의 
축성 특징과 검토

최근 몇 년 사이 경상도 지역의 곳곳에서 정비복원이

나 공사범위 내에서 산성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들 산성

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

을 검토하여 뚜렷한 구조와 축조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주 명활산성을 기준으로 다른 산성과 비교검토 

하고자 한다.

 1. 체성 축조

 

석성에서의 체성축조는 세장방형의 할석으로 축조하

다가, 나중에는 치석된 장방형성돌로 빈틈없이 축조하고, 

그 이후에는 다소 큰 장방형성돌을 이용하여 기저부의 

안정화를 도모한 것22으로 보고 있다.

신라의 왕도에 위치한 명활산성과 남산신성은 우선 

역사적 기록이 뚜렷하여 그 축조시기를 알려주고 있으며, 

아울러 축성 내지 작성비가 발견되어 그 실체를 잘 반영

해 주고 있다. 다만 수축, 개축, 증축 등의 시기에 따른 

그 축조변화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입장

이지만, 그 변화양상은 조금씩 인지되고 있다.

명활산성의 체성 축조상황을 살펴보면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축조되었고, 성돌은 (세)장방형할석으로 

거의 다듬지 않은 상태이지만 바른층쌓기를 하고 있다. 

체성의 내부는 채움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 상태이고 내

벽 역시 할석으로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렸으나, 외벽보

다 정연하지는 못하고, 잔돌을 끼워 넣은 모습이다.

이에 반하여 남산신성23은 북서쪽 계곡부 한 곳의 잔

존성벽을 제외하면 대부분 (세)장방형 성돌로 바른층쌓

기를 하고 있으며, 축조한 틈 사이에는 잔돌을 끼워 넣지 

않고 있다. 성돌 역시 조금은 치석한 모습을 보여준다.

 고령 주산성의 외벽은 1m 내외의 자연암석을 대량으

로 깔아 기초를 다진 후 부분적으로 기저석을 깔아 기단

부를 조성하는 경우와 점토다짐하여 기초를 조성한 경우, 

석비레 등을 활용하여 기초를 조성한 경우 등이 있는데 

그 위로 바른층쌓기를 기본으로 할석의 수평을 맞추고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작은 쐐기돌을 많이 활용한 모습

이다. 이처럼 할석의 수평을 맞추고 틈새를 메워 바른층

쌓기를 한 경우는 김해 신기산성, 김해 양동산성에서도 

확인되지만, 내벽의 경우는 상기한 산성들의 모습처럼 

쐐기돌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함양 사근산성, 거제 다대산성은 (세)장

방방형 성돌로 빈틈없이 바른층쌓기를 하고 있으며, 이

들은 남산신성의 잔존 성벽 성돌과 매우 유사하고 축조

21   동서문물연구원 외, 2012, 『거제 다대산성 기초조사 보고서』.

22   박종익, 2012, 「신라 석축산성의 입지와 기단보축 검토」 『영남고고학』 63호. 

23   박방룡은 그의 논문에서 단지 초축 시의 성돌보다 증축 시의 성돌이 약간 더 길어지고 두께도 약간 얇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표시하

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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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동일한 양상이다. 이들과 동일한 체성 축조수법을 보

이는 남해 대국산성(大局山城),24 거제 폐왕성(廢王城),25 

거창 거열산성(居烈山城)26 등이 있다.

2열축조기법27이 보이는 곳은 함양 사근산성과 거제 

다대산성과 경주 남산신성이다. 함양 사근산성에서는 

이미 이러한 2열축조기법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어 하나

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2열축조기

법은 일반적으로 계곡부를 향하여 낮아지는 방향으로 축

조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나, 남산신성과 다대산성에서

는 부분적으로 짧게 확인될 뿐이다.

이들과는 달리 김해 신기산성에서는 석성 축조 이전

에 목책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큰 주혈들이 등간

격으로 능선을 따라 배치된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이러

한 모습은 이 지역에서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청

원 남성골 유적28에서 확인된 목책렬은 고구려의 유지로 

보고 있다.

내벽의 경우 함양 사근산성의 수구 아랫부분이나, 함

안 성산산성 동벽에서 확인된 것처럼 땅속에 매몰된 부분

은 그 상단 체성처럼 정연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허튼

층쌓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되메우기하여 허튼

층쌓기 부분을 숨기고 있음을 알았다. 계곡부의 협축에

서는 허튼층쌓기 후 이러한 되메우기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정되고, 함안 성산산성의 동벽 부근

에서는 맹암거시설을 하여 자연스레 우수 등이 성외로 빠

져나가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함양 사근산성과 김해 양동산성에서 확인된 수

구는 단면 삼각형을 가지고 있어 보통 확인되는 장방형

의 수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시기

차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축성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장방형의 수구가 일반적으로 확인되

는 점과 달리 이러한 삼각형의 수구가 이들 지역에서 한

정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차후 더 많은 유적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목한다. 

현문식을 일반적으로 신라 축조법이라고 이해하고 있

는데, 김해 양동산성의 문지는 현문식으로 외부 쪽에 호

상을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거제 다대산성

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함안 성산산성 서문지에

서는 내부 쪽에만 호상을 가지고 있어 비교된다. 함안 성

산산성 남문지 외부, 김해 양동산성 동문지 외부 등에서 

장방형 내지 반원상의 석축시설이 확인되고, 경주 명활

산성 북문지 외부에서도 장방형의 구조물이 발견되고 있

어 이들의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2. 보축 축조

명활산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명활산성에서의 확인

된 보축은 2중의 형태(성벽1지역)와 단일보축인 부분(성

벽2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2중의 형태를 가진 1지역에

서는 1차 보축벽에 2차 보축벽이 덧씌워져 있는 형태이지

만, 북측에서는 1차 보축벽이 외벽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지역에서의 보축벽은 중간지점의 암반층을 기준으

로 남측에서는 삼각형으로, 북측에서는 계단식의 보축벽

이 장방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암반층

의 상면에는 사경사면으로 구분되는 면이 있는데 남측의 

24   경남문화재연구원 외, 2005, 『남해 대국산성 –남문지 및 연지』.

25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거제 둔덕기성 동문·건물지』.

26   우리문화재연구원, 2006a, 『거창 거열산성』; 2011, 『거창 거열산성-서쪽 계곡부 체성과 집수시설 발굴조사』.

27   2열축조기법은 충주 장미산성(薔薇山城)(백제산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구려, 신라의 영역에 속했던 곳)과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 동벽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

한 양상으로 보아 2열축조기법은 어느 시대를 반영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축조기법 현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7세기 후반경의 신라 산성에서 집

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경향이다.

28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 청원 남성골 유적에서는 내곽과 외곽을 이루고, 각각 내외 목책(2m 너비)을 가진 이중방어구조의 성책이 조사되었

으며, 여기에 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출토유물을 통하여 5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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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성벽(세장방형 형태의 할석)에 북측의 성벽(장방형 할

석)이 올라타는 양상으로 수축되면서 보축벽 역시 계단상

으로 바뀌고 있다. 1지역의 보축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으

나, 후대 수축으로 인하여 보축벽이 외벽과 함께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지역은 거의 체성외벽에 붙어 있는 삼

각형태이나, 후대의 수축으로 인하여 계단식의 보축벽이 

장방형으로 축조되면서 외벽의 기저부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활산성 역시 신라의 왕성으로 역할을 하

며, 보수(473년), 수축(554년), 개축(593년) 등의 역사적 기

록에서 그 변화된 실상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반면 경주 남산신성에서는 지표조사 결과 세 곳 정도

에서 보축이 확인되었으나, 그 규모나 구조를 정확히 이

야기할 수 없는 실정이고 다만, 보축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아울러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보축이 전 구간에 걸쳐 확

인되었는데, 시작점, 한 겹, 두 겹으로 축조된 모습(그림 1)

이 잘 파악된 상태이고, 역시 출토된 명문목간의 제작연

대와 『일본서기』의 기사에서 6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함양 사근산성의 보축도 이미 잘 알려진 상태

이나 주로 계곡부 근처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보축

이 필요한 지점에 한정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해 양동산성에서도 전체 구간의 확인은 아니지만, 

조사된 부분에서는 전면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다소 이른 

시기로 추정될 가능성은 충분하고, 인접한 신기산성의 

조사지역에서도 외벽 기저부에서 삼각형의 형태를 유지

하는 보축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령 주산성에서도 보축이 확인되고 있다. 

보축은 조사된 남사면 구간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커다

란 암반들이 드러나는 기저부의 외측에 보축석을 놓아 그

러한 부분을 감싸 숨기고 있으며, 그 상부로 다시 보축토

를 쌓아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지형이 안정된 곳에서는 기저부에 단면 

삼각형의 보축을 실시하고 그 외측에 다시 보축토를 쌓

고 있다.29 특히 작은 곡부를 가지고 있는 제2구역의 외

29   이천 설봉산성(雪峯山城)의 서문지 계곡부 1차 성벽은 2m에 가까운 대형암반으로 외벽 기단부를 보호하고 있다. 북쪽 주 계곡부에서는 약 2m 이상의 높이로 석재와 점

토를 다져 성벽 하단부를 완전히 매몰하여 기단부를 보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 아닌가 한다.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이천 설봉산성 2차 발굴조

사보고서』.

【 그림 1 】  함안 성산산성 동벽(a)과 남서벽 보축(b) (박종익 2012 그림 전재)

a. 동벽 보축 b. 남서벽 보축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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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부에서는 전형적인 보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축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바30 있으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고자 한다. 이러한 주산성의 경우 과연 

대가야산성31인지가 의문이지만, 주산성은 대개 토성인 

내성과 석성인 외성으로 알려져 왔는데, 초축시기의 가야 

토성이 있다가 후대 병합된 이후 신라의 석축산성으로 대

대적으로 개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상으로 최근에 조사된 산성들의 축조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종 문헌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경주 명활산성

은 7세기를 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들과 유사한 축조

수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함안 성산산성, 고령 주산성, 

김해 양동산성과 신기산성 등이다. 조사가 충분히 진행

된 함안 성산산성을 제외할 경우 고령 주산성과 김해 신

기산성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정확한 성

격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체성의 축조수법이나 보축의 

존재에서 역시 7세기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함안 성산산성의 경우 아라가야의 고도에 위치하나, 

산성 내에서 출토된 명문목간을 통하여 그 축성시기를 6

세기 중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한 축성수법

을 보이고 있지만 대가야의 고도에 위치한 고령 주산성

의 경우 그 축성수법이나, 출토유물, 보축 등에서 동일한 

연대로 추정하지만, 그 축성주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입장이다. 고령의 주산성에서 신라의 축

성술을 보여주는 것은 단지 보축기법밖에는 없다. 이러

한 이유로 발굴조사단은 여러 가지 상황(체성축조법, 출

토유물 등)32을 들어 주산성을 대가야의 산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위치적으로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연접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야의 산성으로 보고 있는데, 유사

한 상황의 함안 성산산성33 역시 신라의 산성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조사에 의한 단정보다

는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공동적인 결과(체성축조

기법과 출토유물 등)를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과는 달리 뚜렷한 축조기록을 가진 경주 남산신성

을 비롯하여 함양 사근산성, 거제 다대산성의 경우는 축성

에 사용된 돌이나 축성법에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적으로 성돌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반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전면은 약간 치석하여 배가 부른 듯한 모

습이고, 이러한 성돌을 사용함으로써 바른층쌓기를 위해

쐐기돌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보축이라는 

기저부 보강방법도 대부분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본다.

분명 신라의 축성법을 살펴볼 때, 명활산성에서 남산

신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통제

력이 작용하였든지, 아니면 규칙이 만들어져 널리 사용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적용의 하나가 보축의 배

제라고 사료된다. 그러면서 남산신성의 경우와 같이 분

담축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게 한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왕도를 제외한 점령지역에서의 축성은 신라왕

권의 강함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예전의 축성방식을 강

조하게 되어 그러한 잔재가 형식적으로 남아 있게 된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4

30   박종익, 1994, 「고대산성의 축조기법에 대한 연구」, 『영남고고학』 15호; 2005, 「성곽유적을 통해 본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기전고고』 5호; 2012, 「신라 석축산성의 입지

와 기단보축 검토」 『영남고고학』 63호.

31   발굴조사에서 이들 성벽보다 앞선 시기의 선축된 석축이 있고, 이곳에서도 대가야토기가 채집되어 이를 대가야 성벽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벽면만 석축이

고, 그 뒤는 점토와 마사토를 이용한 수평상의 판축을 하였는데, 이를 성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2   안정된 층위에서 다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대가야 토기편이나, 단 1점의 신라토기(고배 뚜껑 편)가 수습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학술회의가 진행되었

으나, 여전히 의견 충돌이 많은 부분이다.

33   함안 성산산성 역시 가야산성으로 알려져 왔으나, 조사 결과 신라목간 등의 출토와 신라식 축조수법 등에서 신라산성으로 파악되었다.

34   박종익, 2012, 「신라 석축산성의 입지와 기단보축 검토」 『영남고고학』 63호,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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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는 별도로 김해 양동산성과 함양 사근산성에서 

확인된 단면 삼각형 수구는 기존에 알려진 장방형이나, 

사다리꼴 형태와는 다른 것들로 시기적인 차이인지, 축

조주체의 차이인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함양 사근

산성에서는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승석문의 기와 편35

들이 수습되어 그 축성주체의 변화를 상정할 수 있다.

아울러 김해 신기산성에서는 석축성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책성의 주혈들이 확인되어 향후 이 지

역 산성조사에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체성 축조를 위한 성돌의 치석 상태와 모습, 체

성의 축조기법, 보축의 시설에서 시간성을 분명히 반영

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들에 대해 더 주의 깊은 검토

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야의 고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신라의 축성법을 분명 반영하고 있어 이들을 가야시기로 

보기보다는 신라로 병합된 이후 개^수축된 산성으로 보

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출토유물을 통한 연대추정도 있어야 할 것이나, 지면 

관계상 충분한 검토와 반영을 하지 못한 점은 차후의 기

회로 미루고자 한다.

맺음말

이상으로 최근에 조사가 이루어진 몇몇 석축산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확한 축성시기와 축성주체를 밝

힐 수 있는 것은 경주의 명활산성과 남산신성에 불과하다. 

이들은 『삼국사기』 등의 문헌과 축성 내지 작성비에서 

그 절대연대를 추정할 수 있고, 현재 확인되는 모습에서 

그 연대를 살펴보았다. 명활산성의 작성비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체성의 축조기법과 보축을 기준으로 7세기 

이전의 산성으로 보았다.

더불어 남산신성의 경우 북서벽 골짜기에서 찾은 초

축시기(591년)의 석축 성벽 한 곳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벽은 증축시기(679년)로 추정하였다. 

신라 왕도에 있는 주요한 산성의 축성방법을 기준으

로 최근 조사된 각종 산성의 축성모습을 검토하여 축조

연대를 추정하여 보았다.

그 결과 명활산성의 축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함

안 성산산성은 확인된 체성 축조방법과 보축 등에서 6세

기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출

토유물 중 6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명문목간에 의해서

도 입증되고 있다. 이와 축조수법이 비슷한 형태를 가진 

김해 양동산성과 신기산성을 비슷한 시기로 설정하였다. 

다만, 고령의 주산성을 살펴보면 축조수법이 이들과 비

슷하지만, 보축의 축조기법과 제한적인 보축에서 다소 

시기차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들과는 별도로 남산신성의 잔존성벽 대부분이 증축

시기의 것으로 보고 이와 유사한 축조수법을 보이는 함

양 사근산성과 거제 다대산성의 경우 이들과 동시기로 

설정하였다. 이는 치석된 장방형의 성돌로 바른층쌓기

를 한 점과 형식적으로 남은 보축을 설정근거로 하였다. 

또한 김해 양동산성과 함양 사근산성에서의 단면 삼

각형 수구가 확인된 점에서 서로 비슷한 기법이 유추되

지만 서로 같은 시기로 설정하지 못한 점은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체성의 축조기법과 보축에서 근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김해 신기산성에서는 보축이 있는 석성축조에 앞

서 선축된 목책의 흔적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서는 좀처

럼 보기 어려운 조사성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결과와 제한된 출토유물로는 현재 그 

축성주체나 축성 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35 하동 고소성(姑蘇城)에서도 모골흔이 있거나, 승석문(繩席文)이 있는 와편이 채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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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Stone-wall Fortresses in the Recently Surveyed 
Gyeongsang Province

Abstract

Myeonghwalsanseong Fortress and Namsansinseong Fortress in Gyeongju are one of the few that have 

accurate records of when and who constructed the structures. Based on the monument commemorating the 

construction of Myeonghwalsanseong Fortress and the construction technique and structure of the fortresses 

confirmed through excavation survey, it can be induced that Myeonghwalsanseong Fortress was built prior 

to the 7th century. Meanwhile, Namsansinseong Fortress is believed to have been erected in 679, with the 

exception of one part of the wall found in the northwestern valley that was built during the first construction 

period of 591. 

Referring to the construction method of these fortresses in the royal capital, Gyeongju, various recently-

studied fortresses were reviewed to estimate the construction periods. As a result, Haman Seongsansanseong 

Fortress, which takes similar form with Myeonghwalsanseong Fortress,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mid-6th century based on the construction method and supplementary work method(i.e. Bochuk). 

Yangdongsanseong Fortress in Gimhae and Singisanseong Fortress, similar in their construction method, are 

also believed to be from the same period. Meanwhile, Jusanseong Fortress of Goryeong, despite the similar 

construction technique used, the construction technique used for Bochuk or limited Bochuk imply a time 

gap. 

Separately, most of the remaining walls of Namsansinseong Fortress appear to date back to the additional 

construction period, and Sageunsanseong Fortress in Hamyang and Dadaesanseong Fortress in Geoje that 

show similar construction method are set for the same period. Such conclusion was drawn from straight 

layer piling using the refined rectangular stones found in the fortress and the supplementary part remaining 

thereof.

In addition, the study discovered a cross-section triangular water hole at Yangdongsanseong Fortress in 

Gimhae and Sageunsanseong Fortress in Hamyang and the trace of wooden fences constructed before the 

construction of stone-wall, reaping outcomes rarely found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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