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4, December 2013, pp.144~159
Copyright©201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남원(南原)의 도시발달사와 관방사 측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의 

축성에 관한 연구이다. 관련 사료를 통해 볼 때 남원읍성은 조선시대 성종 연간에 처음 축성되었으나, 이후 증축 논

의과정에서 유인궤성(劉仁軌城)의 유지(遺址)가 증축범위의 중요한 준거(準據)가 되었다. 즉, 남원읍성의 초축은 현 

남원읍성의 시원적 형태였으며, 유인궤성은 남원읍성 증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남원읍성에 대해서는 축성과정을 개괄적으로 논한 연구는 있었지만, 남원읍성의 초축 그리고 유인궤성

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원읍성의 축성 전반을 살펴보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남원읍성 

초축과 유인궤성의 위치 비정(比定)을 통하여 유인궤성과 남원읍성의 관계, 남원읍성의 증축과정과 범위 등에 관련

된 축성사실을 포괄적·실증적으로 확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660~665년 사이에 유인궤성이 축성되었으며, 조선시대 성종 초기에 축성된 남원읍성이 유인궤성의 

유지를 따라 남동 측으로 증축되었다. 이에 따라 완비된 남원읍성의 성벽은 초축 당시의 성벽을 유지한 구간, 새롭게 

성벽을 축성한 구간, 유인궤성의 유지를 수용한 구간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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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읍성(邑城)은 읍치(邑治)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집약된 도시기반시설임과 동시에 청

야입보(淸野立保)라 하여 자연재해나 전란(戰亂)의 위험

으로부터 백성을 입보시켜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관방시

설이었다. 이렇듯 한 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읍성

은 행정적^기능적^방어적 측면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축(初築) 당시의 성제(城制)에 변화를 주는 경우

가 빈번했다.

이러한 읍성의 물리적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치성(雉城), 옹성(甕城), 여장(女墻), 성문

(城門) 등 성곽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점적 변화이고, 

또 하나는 기존 성곽의 협소함으로 인해 공간규모를 확

장하는 선적^면적 변화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가 문헌

기록과 발굴조사,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

하기 용이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보통 단편적인 문헌기

록만이 전해지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대상인 남원읍성 역시 축성과 변천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의 연구결과는 현 남원읍성의 시원적 형태가 신문왕(神

文王 ?~692) 11년에 축성되었다는 남원성(남원소경성

(南原小京城))과 유인궤성(劉仁軌城)의 두 가지 이견만

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신문왕대의 남원성은 고문헌에서 ‘남원성을 쌓았다’라

는 단편적인 기록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연

구 성과로는 이 소경성을 현 남원읍성의 시원적 형태로 

보는 견해(양선아 2003), 남원 시가지의 북서 측 약 2km

에 위치한 교룡산성으로 보는 견해(박태우 1987), 서남

측 약 2km에 위치한 고토성지(古土城址)로 보는 견해(이

경찬 2002)가 있다. 또한, 2010년 시행된 남원성 북벽 일

대 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대

부완(臺附碗)과 주름무늬병 편 등이 다수 출토되어 신문

왕대의 남원성 축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유물들이 고려~조선시대의 자기 편 등과 

함께 출토된 점을 토대로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이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성벽이 아닌 조선시대에 사용되

었던 남원읍성으로 추정하고 있어,01 현재까지 신문왕대

의 남원성이 현 남원읍성의 시원적 형태였는지 구체적으

로 밝혀진 바가 없다. 

오히려 관련 사료를 통해 보면 남원읍성이 조선조 성

종 연간에 처음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3만에 

달하는 민호의 입보가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여 읍성의 

증축(增築)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

나라 장수 유인궤(劉仁軌)가 쌓았다고 전해지는 유인궤

성의 유지(遺址)가 증축범위의 중요한 준거(準據)로 인

식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유인궤성은 남원읍성

의 시원적 형태라기보다는 증축과의 관계성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당시의 정세를 고려하여 

유인궤성의 존재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

서와 지리지에서 구체적인 축성사실을 지속적으로 기록

하고 있고, 또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도 

남원에 잔존해 있던 유인궤성의 터를 조사하라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02 유인궤성의 축성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남원읍성 축성전반을 포괄적^실

증적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유인궤성과 남

01  남원시·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남원성 북벽 일대 시(발)굴조사 보고서』.

02 『성종실록(成宗實錄)』 23년(1492)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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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읍성 초축의 위치 비정(比定)을 통해 증축과정과 증축

범위 등의 축성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도형사료 분석을 토대로 다음

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

地勝覽)』, 『만기요람(萬機要覽)』 등 각종 문헌사료를 통해 

유인궤성과 남원읍성 축성전반에 관한 기록을 조사^ 

분석하여 유인궤성과 남원읍성의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일제강점기 지적원도(地籍原圖)를 토대로 유인궤

성의 위치를 비정하였다.

둘째, 남원읍성의 초축과 증축의 축성과정을 살펴봄

으로써 증축의 배경을 파악하였고, 『성종실록(成宗實

錄)』의 기록과 지적원도를 토대로 남원읍성 초축의 위치

를 비정하였다.

셋째, 유인궤성과 남원읍성 초축의 위치비정을 토대

로 남원읍성 증축과정과 증축구간 등을 파악하였다.

3. 선행연구동향

그동안 남원이나 남원읍성에 관해서는 주로 도시와 

읍성 내부의 구조, 변화, 특징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그중 일부는 읍성의 시원과 변천에 관해 개괄적

인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다.

먼저, 박태우(1987)는 통일신라 지방도시의 도시구조

와 유형을 분석하면서 남원에 당시의 왕도(王都)인 경주

의 시가지계획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방리구획(坊里區劃)에 의한 질서정연한 도시구조가 나

타났을 것으로 보았으며, 남원읍성은 방리구획의 토지구

획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음을 밝혔다.03

이경찬(1997)은 남원시가지에서 나타나는 격자형(格

子形) 공간구성체계의 기본성격을 고대 격자형 토지구

획법의 측면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

원읍성의 축조와 읍성 내부의 토지구획이 기 조성된 구

획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인궤가 시행한 9구

(九區)의 정전구획(井田區劃)이 남원시가지에서 관찰되

는 격자형 토지구획의 효시라고 보았다.04

유응교^박창선(1997)은 남원읍성의 축성배경과 중수

축 과정을 분석하고, 읍성 내의 공공시설물과 공간구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원에는 이미 삼국시

대에서부터 성(城)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면서, 유인궤

가 군정시기에 남원읍성을 중수축하였으며, 신문왕대에 

이르러 민가(民家)를 옮기고 남원읍성을 축성하였을 것

으로 추정하였다.05

【 사진 1 】   현 남원읍성의 위치(실선 : 현존, 점선 : 멸실) 

(출처 : Daum 지도 http://map.daum.net/)

03  박태우, 1987,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04  이경찬, 1997, 「남원 격자형 토지구획의 구성체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3, No.9.

05  유응교·박창선, 1997, 「남원읍성의 공간구조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1) - 공공시설물과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Vol.3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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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아(2003)는 남원의 토지이용 및 가로변천 등의 물

리적 환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시대에 따른 변

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원읍성에 관해

서는 어떤 형태로든 유인궤에 의해 남원읍성이 쌓여졌고, 

후에 통일신라 신문왕 11년에 지금의 남원읍성이 새롭

게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06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부분 남원의 도시계획사적 측면

에서는 연구 성과를 이루었지만, 현 남원읍성의 시원과 변

천을 밝히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에서 남원읍성의 축성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그동

안 면밀히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축성사실을 확증하여,  

남원과 남원읍성의 도시계획사, 관방사, 향토사 연구

를 위한 추가적인 실증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유인궤성과 남원읍성

1. 유인궤성과 남원읍성의 관계

조선시대 남원읍성의 축성은 성종 연간에 처음 시작되

었다. 그러나 축성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성종 23년(1492)

에 성터의 협소함을 이유로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유인궤가 쌓았던 성곽의 유지를 살펴 넓혀 쌓

자는 의견이 있었다.07 이에 따라 유인궤성의 둘레와 남

원읍성의 물려 쌓을 척수를 측량하라는 조치가 있었다.08

이로 보아 남원읍성의 축성과 증축의 논의 당시까지 

유인궤성의 성터가 존재하였고, 또 유인궤성의 유지를 이

용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었으며, 증축범위의 주요

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인궤성

의 유지가 단순히 위치만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축성

이 가능한 성터영역이 확실하게 자리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인궤성의 위치는 남원읍성의 증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인궤성에 관

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인궤

성의 위치비정은 남원읍성의 증축과정과 범위를 파악하

는 데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나아가 그동안 남원읍성의 

시원적인 형태를 유인궤성으로 보았던 기존의 주장을 재

고할 필요가 있다.

2. 유인궤성의 위치

이 성곽의 명확한 성제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

으나, 성곽의 위치에 관련된 몇 가지 기록들이 나타난다.

우선, 유인궤성에 관한 여러 기록 중 성곽의 위치를 

개략적으로나마 전하고 있는 『만기요람』, 『신증동국여

지승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는 공통적

으로 ‘부내(府內) 또는 부(府)의 치소(治所)’라고 기록하

고 있다.09 앞서의 문헌들이 남원읍성의 증축 이후에 편

찬되었다는 점에서 유인궤성이 증축된 남원읍성의 영역

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기록이 조선 전기의 문신 김종직(金

宗直)의 시문집인 『점필재집(佔畢齋集)』에서 나타난다. 

그중 ‘광한루에서 계운^태허에게 화답하라(廣寒樓. 和季

雲太虛.)’라는 시문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06  양선아, 2002, 「남원의 토지이용 및 가로변천 연구 -조선후기 남원읍성을 기준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07  『성종실록(成宗實錄)』 23년(1492) 8월 19일. 한편, 유인궤성의 유지를 따라 축성하자는 의견은 남원읍성 축성에 관한 명이 있었던 성종 8년(1477)에도 있었다: 『눌재집(訥

齋集)』, 卷之四, 奏議, 請廣南原城基.

08  『성종실록(成宗實錄)』 23년(1492) 8월 19일.

09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 관방(關防), 전라도(全羅道);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9권, 전라도(全羅道),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여지고 15, 관방 3, 전라도,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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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궤성 가(邊)에 백 척(百尺)의 누각이 있는데…(후략)10

시문(時文)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내용에서 

말하는 백 척의 누각은 남원읍 내에서는 이만한 규모를 

갖는 누각이 광한루가 유일하기 때문에 인궤성과 백 척

의 누각은 각각 유인궤성과 광한루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유인궤성의 변(邊)에 광한루가 위치하고 

있다는 기록만으로는 둘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공간적^지리적으로 둘 사이가 

상당히 인접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사진 2).

앞서의 기록들은 유인궤성의 개략적인 위치를 파악하

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구체적인 위치를 비

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를 보다 실증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 유인궤성에 관한 기록 중 빠지지 않고 등장

하는 ‘정전(井田)의 유제(遺制)’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전의 유제란 정전법11을 차용하여 토지를 구획한 터가 

남아 있음을 가리키며, 이는 유인궤성의 위치비정에 상

당히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 기록들은 다

음과 같다.

남원(南原)

(전략) … 유인궤성(劉仁軌城)이 부내(府內)에 있다. 당

(唐)이 백제를 멸하고 인궤(仁軌)를 대방주 자사(帶方州

刺史)로 삼아서 웅주(熊州)에 유진(留鎭)하고 또 여기에 

성을 쌓고 인하여 대방성(帶方城)이라 하였다. 부(府)를 

대방이라 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옛터가 

있다. 또 읍내의 시가를 정전법(井田法)을 모방하여 9개 

구로 나누었는데, 그 터[址]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모두

들 정전(井田)의 유제(遺制)라고 전한다.12

유인궤성(劉仁軌城)

즉 지금 부의 치소(治所)이니 둘레가 몇 리나 되는데 옛 

터가 있다.

정전유기(井田遺基)

당나라 유인궤가 자사 겸 도독(刺史兼都督)으로 읍내에 

정전법(井田法)을 써서 9개 구역으로 구획하였는데 지금

도 그 터가 남아 있다.13

유인궤성(劉仁軌城)

소정방이 백제를 멸하니 당(唐)에서 유인궤에게 조서를 

내려 검교대방자사(檢校帶方刺使) 겸 도독(都督)으로 임

명하여 읍내 이전(里廛)에 정전(井田)을 본받아 9구(區)

를 만들었으니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14

【 사진 2 】   남원읍성 남문을 기준으로 약 200m 남측에  

위치한 광한루

11  주(周)나라에 있던 토지제도로 토지를 ‘정(井)’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주위의 8구획은 8호(戶)의 집에서 각기 사전(私田)으로서 경작하고, 중심의 1구획은 공전(公田)으

로서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정부에 바치는 조세로 할당하였다(출처 : 네이버 사전).

12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 관방(關防), 전라도(全羅道).

1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9권 전라도(全羅道)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

14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주(州)와 군(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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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궤성(劉仁軌城)

부(府) 안에 있다. 당(唐)나라에서 백제(百濟)를 멸망시

키고, 유인궤(劉仁軌)를 대방주 자사(帶方州刺史)로 삼

아 웅주(熊州)에 머물러 진무(鎭撫)하게 하였는데, 또 이

곳에다 성(城)을 쌓으니, 인하여 대방성(帶方城)이라 불

렀으며, 부(府)를 대방(帶方)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것에

서 비롯되었다. 지금 옛 기지(基址)가 있는데, 주위 둘레

가 수리(數里)이고, 또 고을 안 마을에서 정전제(井田制)

의 법(法)을 취하여 아홉 구역(區域)으로 땅을 나누었던 

기지(基址)가 아직도 남아 있다. 사람들이 서로 전(傳)하

기를, “정전제(井田制)의 유제(遺制)이다” 한다.15

유인궤가 있던 고성(古城)은 지금의 남원부(南原府)에 

있으며 정전(井田)하던 터도 있다.16

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유인궤는 당시 남원 읍내를 

정전법을 취하여[모방하여, 본받아] 9개의 구역으로 나

누었다. 이 기록들은 유인궤성을 설명하거나 부연할 때 

나타나고, 또한 읍내(邑內)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9개의 구역은 유인궤성 내부의 토지구획이었음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정전법을 고려했을 때 9개의 구역은 각각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모의 토지구획이 된다. 다만, 경작

과 조세징수를 위한 토지조세제도로서의 정전법이 아니

라 『광한루기(廣寒樓記)』의 ‘도로를 다스림에 井字로 구

획케 하였다’라는 기록처럼17 일종의 토지계획이나 도시

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같은 토지구획의 공간구조

적 특징은 ‘격자형 도로망과 단위공간’으로 귀결된다.

한편,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를 

통해 남원부의 토지구획형태가 방리구획으로 계획되어 

정연한 가로망과 수십 개의 정방형 방(坊)18으로 이루어

진 격자형 도시구조였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박태우

(1987)는 이와 같은 도시구조가 신문왕 5년(685)에 설치

된 남원소경 시가지계획의 잔존형태로서, 당나라 장안성

의 평지도읍제를 모델로 한 왕도 경주의 시가지계획을 

채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그림 1, 2).19

다만, 유인궤에 의해 구획된 9개의 구역이 지적원도

에서 확인되는 방(坊)과 개념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토지구획적 측면에서는 분명 남원소경의 방리구획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소경에 격자형 

도시구조가 확립되면서 기존에 유인궤에 의해 구획된 격

자형 토지구획을 흡수했거나, 이를 토대로 방(坊)을 계

15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고 15, 관방 3, 전라도, 남원.

16   『동사강목(東史綱目)』, 부록 하권, 사군고(四郡考).

17   『나부황선생문집(懦夫黃先生文集)』, 卷之一, 記, 廣寒樓記: “당나라 태종이 유인궤를 대방주의 자사로 삼았는데, 주민들에게 검약을 가르치고, 가옥을 다스림에 누각을 

짓지 못하게 하였으며, 도로를 다스림에 井字로 구획케 하였다.”

18  방리구획을 이루는 기본단위.

19  박태우, 앞의 논문, p.88.

【 그림 1 】   남원의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와 방리구획 
(출처 : 박태우 1987의 도면을 기초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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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경찬(1997) 역시 이

와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유인궤에 의한 정전구획이 

남원시가지에서 관찰되는 격자형 토지구획의 효시가 된

다고 하였다.20

또한, 시기적으로도 유인궤성이 축성되었다고 전해지

는 660~665년과 남원소경이 설치된 685년은 불과 20여 

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현실적으로도 새롭게 토지를 

구획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남

원소경과 왕도 경주의 모델이 된 격자형 도시구조의 평

지도읍제는 당나라 장안성의 그것과 유사한데, 유인궤

가 당나라 장수였음을 고려한다면 유인궤에 의한 토지구

획과 남원소경의 도시구조가 깊은 관계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원도에 나타나는 방리구획 중 

하나의 정방형 방(坊)은 유인궤에 의해 구획된 9개의 구

역 중 하나의 단위구역과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유인궤성은 수많은 방으로 이루어진 격자형 토지구

획에서 9개의 정방형 구역이 연접하여 차지하고 있는 영

역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종합해보면 유인궤성은 ① 남원부의 치소, 즉, 

현 남원읍성의 영역 안에 있었고, ② 남원읍성 남문 밖에 

자리한 광한루와 인접하였으며, ③ 정전법을 따라 구획

된 9개의 방(坊)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일제강점

기 지적원도에 나타난 방리구획을 살펴보면 <그림 3>처

럼 방(坊)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구역 중 현 남원읍성 영

역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9개의 구역이 앞서의 세 가지 

기록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지적원도와 실측도, 지형도(그림 4) 

등에서 유인궤성으로 추정되는 구역의 필지분할이 많

기도 하고, 남원읍성 내에서 유독 번화한 것도 유인궤에 

의한 축성과 토지구획 당시부터 이 구역의 토지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진 역사적 맥락과도 관계 있을 것으로 보

인다.

【 그림 2 】  왕도 경주의 방리구획 (출처 : 박태우 1987) 【 그림 3 】  유인궤성의 위치 비정 
(출처 : 박태우 1987의 도면을 기초로 재작성)

20  이경찬, 앞의 논문,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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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성의 축성과 위치

1. 남원읍성의 축성

남원읍성의 성제변화는 크게 성종 연간의 초축과 증축  

그리고 선조(宣祖)연간의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 

1598)과 정유재란(丁酉再亂 1597~1598) 당시 명나라 장수 

낙상지(駱尙志)와 양원(楊元)에 의한 수축(修築)으로 요

약된다. 그중 초축과 증축은 현 남원읍성의 실질적인 골

격을 형성한 성역(城役)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남원

읍성의 원형은 초축과 증축을 중심으로 그 과정과 배경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남원읍성의 축성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조선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양성지(梁誠之)의 『눌재집(訥齋集)』에

서 나타난다. 성종 8년(1477) 10월 20일에 당시 공조판서

(工曹判書)였던 양성지가 축성의 명(命)은 마땅하나, 성

의 터전이 좁기 때문에 유인궤성의 성터에 따라 축성할 

필요가 있음을 아뢴 것이다.

(전략) … 지금 이곳에 성을 쌓으라고 명하신 일은 진실로 

훌륭한 계책이지만 신등이 듣자온 듯, 성의 터전이 너무 

좁아 겨우 창고와 옥사와 관아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이며, 

민중을 수용할 수 있는 대지가 없다고 들리니 어떻게 남

원에서 관할하는 열 개가 넘는 읍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대한 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유인궤가 대

방의 자사가 되어서 남원에 성을 쌓고 살았는데 그 터가 

지금까지 남아 있으니 바라옵건대 그 옛날의 성터에 따

라 축성하여 만세의 계책이 되도록 하면 참으로 더 다행

한 일이 없겠습니다. … (후략)21

이후 『성종실록』 10년(1479) 7월 5일자의 기록에 따르

면, 이 시점에는 남원읍성의 축성이 진행 중이었으며, 절

반의 공역(工役)이 완료되었다.

병조(兵曹)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

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남원(南原)에 성(城)을 쌓는 공

역(功役)은 반(半)을 성취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 (후략)22

한편, 남원읍성의 성역(城役)이 완료된 시점은 정확

히 알 수 없으나, 『성종실록』 23년(1492) 12월 13일 기

록을 통해 이 시점에는 이미 축성이 완료되었음을 보여

준다.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남원성(南原城)이 튼튼하지 못하여, 쌓은 지 오래

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무너진 곳이 많고, 남원(南原)  

백성이 허물어지는 대로 따라서 쌓았으나 미처 수축(修

築)하지 못한 곳이 또한 많이 있어서, 온 고을 백성이 노

【 그림 4 】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万分一地形圖) 중 남원 
(南原)(1918)  
(출처 : 종로도서관 홈페이지 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

21  『눌재집(訥齋集)』, 卷之四, 奏議, 請廣南原城基.

22 『성종실록(成宗實錄)』 10년(1479)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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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후략)23

이를 정리하면, 남원읍성의 초축은 성종 8년(1477)에 

축성에 관한 명이 있었고, 동왕(同王) 10년(1479)에는 성

역(城役)의 절반가량이 진행되었으며, 적어도 동왕 23년

(1492) 이전에는 축성이 완료되었다.

초축과 더불어 성종 23년(1492) 8월 즈음에 남원읍성의 

증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 8월 19일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의 말에 따르면 증축의 필요성은 성터의 

협소함으로 인해 민호의 입보가 어렵다는 데에 있었다. 

또한 당나라 장수 유인궤가 쌓았던 성(城)의 유지를 살

펴 넓혀 쌓자고 덧붙였다.

남원(南原)의 민호(民戶)는 3만 호(戶)가 넘는데, 성(城)

터가 좁으니, 만약 예측하지 못한 변(變)이 일어난다면 

입보(入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을 쌓는 목적이 어찌 

관사(館舍)와 창고(倉庫)만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옛날 

당(唐)나라 유인궤(劉仁軌)가 성을 쌓고 이곳을 지켰었

는데, 그 유지(遺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청컨대 지세

(地勢)를 살펴서 넓혀 쌓게 하소서.24

이에 성종은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허침(許

琛)에게 유인궤성 옛터의 둘레를 재고, 증축 규모에 대

한 척수(尺數)를 살펴 아뢰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

였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허침(許琛)에게 하서(下

書)하기를, “남원읍성(南原邑城)에 유인궤가 쌓은 옛터

의 둘레를 그 척수(尺數)를 재어서 아뢰라. 그리고 전번

에 이극증(李克增)이 성터를 살펴서 정하였는데, 그것이 

만약 좁으면 마땅히 몇 자를 더 넓혀야 하겠는가? 아울러 

살펴서 측량하여 아뢰라” 하였다.25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한 결과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제로 증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기록 역

시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기록을 통해 증축사실이 확인

되고 있다. 먼저, 공역의 절반이 완료되었던 성종 10년

(1479) 7월 5일, 병조(兵曹)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

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뢴 내용 중에는 다음

과 같은 기사가 보인다.

(전략) … 또 이 고을은 땅이 넓고 백성이 조밀하여, 비록 

3백여 척(尺)을 물려서 쌓더라도 둘레가 5천 97척(尺)에 

불과하여 오히려 소읍(小邑)의 성(城)에도 미치지 못합

니다. … (후략)

이 기록은 남원읍성 초축 시의 규모가 나타나지 않지만, 

300여 척을 물려 쌓았을 경우 둘레가 5,000여 척에 불과

하다고 하여 초축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한다. 

그런데 증축에 관한 논의 이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

승람(1530)』에서는 남원읍성의 둘레를 8,199척26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적어도 1530년 이전에 실제로 남원읍성

의 증축공사가 완료되었고,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27

23  『성종실록(成宗實錄)』 23년(1492) 12월 13일.

24 『성종실록(成宗實錄)』 23년(1492) 8월 19일.

25 『성종실록(成宗實錄)』 23년(1492) 8월 19일.

26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9권, 전라도, 남원도호부: “읍성(邑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8천 1백 99자, 높이 13자. 안에 우물과 샘이 71개 있다.”

27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23년(1523)에 『동국여지승람』의 증보(增補)에 착수하여 중종 25년(1530)에 완성되었다. 이때 증보된 내용은 ‘신증(新增)’이라고 명시하였는

데, 남원읍성에 관한 기록이 신증조에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증축공사는 1523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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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읍성 초축의 위치

남원읍성 초축 당시에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다.  그 

중 아래의 기록은 남원읍성 초축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

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남원(南原)에 성(城)을 쌓는 공역(功役)은 반(半)을 성

취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고을은 땅이 넓

고 백성이 조밀하여, 비록 3백여 척(尺)을 물려서 쌓더라

도(退築) 둘레가 5천 97척(尺)에 불과하여 오히려 소읍

(小邑)의 성(城)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창고(倉庫)

와 공해(公廨)를 설치하면 남은 땅이 협착(狹窄)하여 혹 

위급한 일이 있게 되면 군마(軍馬)와 거민(居民)이 들어

와 처(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름지기 광활(廣闊)

하게 물려서 쌓도록 함이 곧 만세(萬世)의 장원(長遠)한 

계책이니, 청컨대 수성 종사관(修城從事官)을 보내어 관

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와 더불어 같이 살피게 하

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28

이 기록은 성종 10년(1479) 7월 5일에 병조에서 전라

도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뢴 내용 중 일부이다. 우

선 주목할 점은 ‘물려서 쌓는다’라고 하는 퇴축(退築)의 

대상성벽이다. 즉, 성벽의 어느 부분을 물려 쌓느냐 하는 

점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퇴축에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이 

나타난다. 실록의 기사에 등장하는 퇴축은 성곽의 위치

를 옮겨 축조하는 이축(移築)을 제외하고는 4면의 성벽

을 넓혀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벽의 3면을 넓히

기도 하나, 보통 두면 이하의 성벽을 물려 쌓게 된다. 이

는 초축 당시의 남원읍성이 현 남원읍성의 영역 안에 위

치하고 있고, <그림 5>처럼 초축과 증축 성벽 간에 최소 

한 면 이상의 공통구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앞서의 성종 10년(1479) 7월 5일의 기록 중 ‘300

여 척을 물려 쌓아도 둘레가 5,097척’이라는 기사를 통하

여 퇴축(退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

고 있다. 퇴축은 말 그대로 뒤로 물려서 쌓는 것이며, 이

때 300여 척은 언뜻 퇴축 계획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해석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표 2>에 보이는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의 여

러 기사에서는 성곽규모를 확장할 때 대부분 ‘퇴축(退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퇴축이 증축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퇴축과 함께 언급되는 척수(尺數)는 성벽을 기준으로 한 

직선거리가 아닌 퇴축에 의해 확보되는 성벽의 추가길이

(둘레)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종 1년에 충청전라경상도 도체찰사(忠淸全羅

慶尙道 都體察使) 정분(鄭苯)이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

도 각 고을의 성자(城子)가 법식에 맞지 않는다 하여 여

【 표 1 】 남원읍성의 축성과정

시기 축성 내용 비고

성종 8년(1477) 남원읍성 축성에 관한 명 『눌재집』

성종 10년(1479) 남원읍성 축성의 절반 완료 『성종실록』

성종 23년(1492) 이전 남원읍성 초축 완료 『성종실록』

성종 23년(1492) 남원읍성 증축 논의 『성종실록』

중종 25년(1530) 이전 남원읍성 증축 완료 『신증동국여지승람』

28  『성종실록(成宗實錄)』 10년(1479) 7월 5일.

【 그림 5 】  퇴축에 따른 초축과 증축 성벽의 공통구간

a b c

a. 3면을 퇴축할 경우 b. 2면을 퇴축할 경우 c. 1면을 퇴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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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성곽을 살핀 일이 있었다. 정분은 그 결과를 크게 ① 

그대로 둘 곳(仍舊), ② 물려서 쌓아야 할 곳(退築), ③ 고

쳐 쌓아야 할 곳(改築), ④ 시기에 미치도록 고쳐 쌓아야 

할 곳(及期改築), ⑤ 추후에 쌓을 수 있는 곳(隨後可築)

으로 구분하였는데,29 성곽의 증축에 관해서는 ‘퇴축’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퇴축의 규모를 함께 기록한 내용 중에는 1,000

척 이하의 척수(尺數)뿐만 아니라 3,000척(약 1,400m), 

3,980척(약 1,860m), 심지어 10,314척(약 4,819m)30 등의 

방대한 길이가 나타난다. 약 1~5km의 거리는 기준 성벽

을 중심으로 그 거리만큼 물려 쌓는다는 것이 아닌 그만

큼의 둘레가 확장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림 6).

결국 300여 척의 퇴축은 300여 척의 증축을 의미한다. 

산술적으로 300여 척을 증축한 후가 5,097척이라면 증축 

전에는 약 4,797척의 둘레이다. 4,797척은 포백척(布帛尺)  

환산 기준으로 약 2,241m31인데, 이 수치는 초축 남원

읍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수치이다. 

이 수치를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원도에 방리구획

구분 기록 비고

세종 5년 성의 한 면을 뒤로 물리어 쌓아서 넓게 만들면 여연군(閭延郡)

세종 14년 만약 남쪽의 평지에 6백 28척만 물려 쌓는다면 풍천읍성(豐川邑城)

세종 22년 청하옵건대, 이 구자(口子)의 동남쪽에다 석성을 물려서 쌓고 만포구자(滿浦口子)

세종 32년 읍성(邑城)을 물려서 쌓은 것이 1천 6백 25척(尺)이고 의주성(義州城)

세종지리지 성을 동쪽·서쪽·북쪽 3면으로 물려서 쌓아 넓히고 경흥읍성(慶興邑城)

문종 즉위년 동북쪽의 1천여 척(尺)을 증축(增築)하는 것이 진실로 만전(萬全)의 계책이 되겠습니다. 거제읍성(巨濟邑城)

문종 1년 이제 3천 척을 더하여 남쪽으로 물려 쌓되 종성읍성(鍾城邑城)

단종 즉위년 함흥부 성을 예전 터로부터 1만 3백 14척(尺)을 물려 쌓고 함흥부(咸興府)

세조 5년 동면·서면·북면의 3면(三面)은 구덩이 밖에 각각 1백 54척(尺)씩 물려서 축조(築造)한다면 경원부(慶源府)·벽보(壁堡)

세조 5년 서면의 3천 9백 80척(尺)을 물려서 축조한다면 종성읍성(鍾城邑城)

세조 13년 성을 넓혀서 동남면으로 4천 7백 35척(尺)을 증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부안진(扶安鎭)

성종8년 성(城) 동문(東門) 밖의 낮은 땅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으니, 성을 물려서 쌓을 만합니다. 삼척부(三陟府)·토성(土城)

성종 8년 읍성은 북면을 뒤로 물려서 쌓았는데 흥덕읍성(興德邑城)

성종 10년 지금 만약 읍성(邑城)을 물려서 쌓으면 백성들이 흩어져서 띄엄띄엄 살 수 있고, 위원성(渭源城)

성종 18년 혜산진(惠山鎭) 서북면의 성(城)을 물려 쌓았는데 혜산진(惠山鎭)

성종 18년 이달에 전라도(全羅道) 부안성(扶安城)을 물려 쌓았는데, 부안성(扶安城)

성종 19년 응당 물려서 쌓아야 할 방위(方位)와 척수(尺數)를 상세히 기록하여 치계(馳啓)하라. 의주성(義州城)

성종 20년 읍성(邑城)을 남문(南門) 밖으로 물려서 쌓기를 청합니다. 창성(昌城)

성종 24년 남쪽은 물이 있고, 넓어서 물려서 쌓는 것이 가합니다. 의주성(義州城)

중종 24년 성터를 물려서 쌓아야 할 데가 서·남·북 세 쪽은 결함이 있고, 운룡보(雲龍堡)

【 표 2 】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성곽규모 확장에 관한 주요기록

29  『문종실록(文宗實錄)』 1년(1451) 8월 21일; 1년(1451) 9월 5일.

30  포백척 환산 기준이다. 세종에서 문종, 성종을 거쳐 연산군에 이르는 조선 초의 읍성 축조기에는 포백척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성종실록(成宗實錄)』 20년 2월 4일 하삼

도의 축성기준에 관한 내용)이 있다(한삼건, 2002, 「언양읍성 체성의 단면 형상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1권 4호 통권 32호, p.37).

31 남원읍성의 둘레에 적용된 용척은 포백척(1척 = 0.4673m)이 가장 유사하다(남원시, 2011,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 p.79.).

【 그림 6 】  300여 척을 물려 쌓는다는 기록의 의미

a b

a. 직선거리로서의 300척(X) b. 추가되는 둘레로서의 300척(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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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한 도면에32 적용해 본 결과 <그림 7>과 같이 약 

2,241m와 거의 유사한 둘레길이의 정방형 영역이 현 남

원읍성의 북서쪽 일대에서 확인된다.

또한, 남원읍성의 초축 위치를 이곳으로 비정할 수 있

는 근거를 북문과 남문의 위치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평지읍성들(대표적으로 언양읍성, 

경주읍성 등)에서 4대문은 각각 성벽의 중간에 위치하거

나, 중간이 아니더라도 남문과 북문이 동일한 축선에 따

라 배치되었다. 그러나 현 남원읍성은 이 같은 특징과 차

이를 보인다(그림 8).

즉, 현재의 남원읍성은 4대문의 위치가 모두 성벽의 중

간에 위치하지 않는다. 또한, 북문은 서벽을 기준으로, 남

문은 동벽을 기준으로 약 2/3 지점에 엇갈리게 위치한다. 

그런데 북문과 서문이 직교하는 가로망의 내부 영역은 앞

서 비정한 남원읍성 초축의 영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는 남원읍성의 증축과정에서 새롭게 축성하는 성벽과

의 경계에 북문과 서문을 건립하면서 나타난 특징일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남원읍성의 증축과정

앞서 살펴봤듯이 남원읍성의 증축배경은 성터의 협소

함 때문이었으며, 증축의 범위는 유인궤성의 유지가 중

요한 준거가 되었다. 성종 연간의 증축 이후에는 성곽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읍성의 위치와 범

위는 증축의 결과와 동일하다. 이를 토대로 남원읍성의 

증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원읍성의 시원인 초축 성곽은 현 남원읍성의 

북서쪽 일대에 위치하였다. 이 당시의 남원읍성은 민호

의 입보가 어려울 만큼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남원읍성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원읍성 증

축범위의 기준이 되었던 유인궤성은 유지(遺址)만이 남

아 있었으며, 방리구획상 현 남원읍성 내부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원읍성의 증축방향과 범위는 <그림 9>처럼 

유인궤성의 유지가 남아 있었던 동남쪽으로 이루어지며, 

유인궤성의 동성벽과 남성벽이 만나는 지점의 유지까

32  일제강점기 지적원도에서는 남원부의 도시구조가 방리구획에 의한 격자형 시가지계획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며, 현 남원읍성 역시 이러한 방리구획의 일정한 규식에 

의해 자리하고 있다.

【 그림 7 】  남원읍성 초축의 위치 비정 
(출처 : 박태우 1987의 도면을 기초로 재작성)

a b c

a. 남원읍성 b. 언양읍성 c. 경주읍성

【 그림 8 】  남원읍성, 언양읍성, 경주읍성의 4대문의 위치와  

가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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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방식과 과정을 통

해야만 현 남원읍성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이 증축된 남원읍성의 성벽은 크게 초축 당시의 구간, 새

롭게 축성한 구간, 유인궤성의 유지를 수용한 구간으로 

구분되며, 기존의 성곽둘레에서 약 3,400여 척이 늘어난 

8,199척의 규모를 지니게 된다.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남원읍성의 축성에 관한 연구로서, 

세부적으로는 유인궤성의 위치, 남원읍성의 축성, 초축

의 위치, 증축과정 및 증축구간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 남원읍성 축성의 시원적 사실을 밝히고, 더 나

아가 남원읍성 축성전반을 역사적으로 확증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660~665년 사이에 축성되었다고 전해지는 유인

궤성은 남원읍성의 증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

인궤성은 조선시대 초기까지 유지가 남아 있었으며, 현 

남원읍성 내부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관련 사료

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조선시대 성종 연간에 처음 축성된 남원읍성은 

3만에 달하는 민호의 입보가 어려울 만큼 협소하였다. 

이에 따라 증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유인궤성

의 유지는 증축범위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었다. 유인궤

성의 유지를 따른 증축 후의 둘레는 8,199척이었다.

셋째, 현 남원읍성의 시원적 형태가 되는 초축은 현 

남원읍성 내부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당시 남

원읍성의 둘레는 약 4,797척이었다. 이후 남원읍성의 증

축은 기존 남원읍성에서 유인궤성이 있었던 동남쪽 방향

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인궤성의 동성벽과 남성벽이 만나

는 지점의 유지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증축 후에 완

비된 남원읍성의 성벽은 초축 당시의 성벽을 유지한 구간, 

성벽을 새롭게 축성한 구간, 유인궤성의 유지를 수용한 

구간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남원읍성의 축성전반과 증축과정에서 나타

난 따른 물리적 변화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읍성 내

부의 관영시설과 도로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남원읍성과 관영시설, 가로망 등

과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

가 있다.

a

a. 유인궤성의 위치

b

b. 남원읍성 초축

c

c. 남원읍성 증축

d

d. 성제의 완성

【 그림 9 】  남원읍성의 축성과정(a → b → c → d)



157 ·  Oh Jun-young   조선시대 남원읍성(南原邑城)의 축성변천(築城變遷)에 관한 연구

참 고 문 헌

•『나부황선생문집(懦夫黃先生文集)』

•『눌재집(訥齋集)』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점필재집(佔畢齋集)』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오만분일지형도(朝鮮五万分一地形圖) 중 남원(南原), 1918, 종로도서관 홈페이지 http://jongnolib.koreanhistory.or.kr

•박태우, 1987, 「통일신라시대의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찬, 1997, 「남원 격자형 토지구획의 구성체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3, No.9

• 유응교·박창선, 1997, 「남원읍성의 공간구조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1) - 공공시설물과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Vol.32, No.5

•양선아, 2002, 「남원의 토지이용 및 가로변천 연구-조선후기 남원읍성을 기준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삼건, 2002, 「언양읍성 체성의 단면 형상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1권 4호 통권 32호

•남원시, 2011, 「남원읍성 종합정비계획」

•남원시·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남원성 북벽 일대 시(발)굴조사 보고서』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4, December 2013, pp.144~159
Copyright©201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Key Words       Namwon, Namwoneupseong Fortress, Yuingweseing Fortress, Fortress Construction, Extension

Received : 2013. 09. 30   I   Revised : 2013. 10. 17   I   Accepted : 2013. 11. 06

The Study on the Change of Construction of 
Namwoneupseong Fortress in the Joseon Dynasty

Abstract

This study covers Namwoneupseong Fortress(南原邑城), Historic Site No. 298,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urban development and military defense history of Namwon during the Joseon Dynasty. From the 

related historical records, Namwoneupseong Fortress was first construct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Discussion on the extension of Namwoneupseong Fortress, afterwards, was mainly guided by he traces of 

Yuingweseong Fortress(劉仁軌城). In other words, the original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was in the original 

shape of the current Namwoneupseong Fortress, and Yuingweseong Fortress heavily impacted the extension 

works of Namwoneupseong Fortress.

Although some studies covered Namwoneupseong Fortress and its overall construction process, no in-depth 

study exists on the original Namwoneupseong Fortress and Yuingweseong Fortress. This study covers the 

overall construction process of Namwoneupseong Fortress. At the same time, we tried to confirm inclusively 

and objectively the fact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Yuingweseong Fortress and Namwoneupseong 

Fortress, process and range of the expansion of Namwoneupseong Fortress among others through the location 

search of the originally built Namwoneupseong Fortress and Yuingweseong Fortress.

The study discovered that Yuingweseong Fortress was built in A.D. 660~665 and that Namwoneupseong 

Fortress, which was built in the early stage of King Seongjong’s reign, was extended along the traces of 

Yuingweseong Fortress towards the southeast.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ed that Namwoneupseong 

Fortress is consisted of three sections - the section with Namwoneupseong Fortress’s original walls preserved, 

newly constructed section, and the section following Yuingweseong Fortress’s traces.

Oh Jun-younga · Kim Young-moa

a  Dept. of Heritage Conservation & Restoratio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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