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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판축법은 판으로 틀을 만들어 그 안에 흙이나 모래 등을 층층이 부어 다짐 방망이 등으로 찧어서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대표적인 고대 토목기법으로, 토성이나 건물 기단, 담장과 같은 시설을 축조하는 데 가장 보편적

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글의 목적은 풍납토성 축조에 이용된 다양한 기술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판축토성의 축조 방법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다.

토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기초를 단단히 조성해야 한다. 점성이 강한 흙을 깔아 

기저부를 형성하는데, 구덩이를 파고 다시 메꾸어서 기초를 다지는 기조의 원리가 이용된다. 때로는 지정목을 

박거나 잡석을 깔아 기초를 다지기도 한다. 풍납토성은 중심토루의 안팎으로 여러 겹의 판괴를 비스듬하게 

연접하여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비록 고정주와 협판, 달구질 흔적 등의 뚜렷한 판축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판축틀의 일부로 추정되는 목재가 결구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층에서는 판괴 내의 결합력을 높이고 

수분을 유지하여 지내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부엽층도 확인되었다. 중심토루 외벽에서는 역경사 판축법을 이용한 

호성파도 관찰된다. 이밖에 성벽 축조를 마무리하면서 부석과 석축으로 전체 성벽의 유실 방지와 방수, 배수 

등의 효과를 꾀하였다. 습기를 통제하거나 판축토 내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다짐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고대 토성에서 판축의 정형을 찾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풍납토성 등에서 확인된 

판축의 증거들을 향후 발굴될 여러 유적들과 면밀히 비교 연구해 나가면 판축토성의 축조 방법과 원리를 밝히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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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토성은 성곽의 체성부를 흙으로 쌓은 성을 말하며, 토성

을 축조하는 방법은 크게 성토법, 판축법, 삭토법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성토는 흔히 흙을 돋우어 쌓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토성을 축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변의 흙을 

이용해 일정 높이까지 쌓아 올린 다음 마감 높이에서 두들

겨 일정한 성벽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즉 흙을 쌓아 올

려 성벽을 축조하되, 판축법처럼 일정한 두께로 펴고 다져

서 축조하지는 않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 삭토법은 흙을 성

토하거나 판축하여 성벽을 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지

형을 깎아서 성벽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 글에서는 상론하지 

않기로 한다. 

판축법은 성벽, 담장, 건물의 기단 등을 조성하기 위해 판

으로 틀을 만들어 그 안에 흙이나 모래 등을 층층이 부어 방

망이 등으로 찧어서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대표적인 고대 토

목기법 또는 건축 기법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항토(夯土)”라

고 하는데, 흙을 단순히 쌓아올리는 성토법과는 달리 일정한 

두께의 사질토와 점질토 등을 교대로 반복해서 쌓기 때문에 

훨씬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판축법을 이용하

면 수직에 가까운 성벽을 높게 축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므로 성벽과 같은 방어용 시설을 축조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

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판축법은 우리나라 고대 축성

에서는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즉 판축이라 함은 글자 그대

로 ‘판을 대고 쌓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협판이나 이를 고

정하기 위한 기둥, 협판을 받치기 위한 횡장목, 흙을 견고히 

다진 달구질 흔적 등의 증거들이 검출되어야 하나, 현재로

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곤란한 것이 사

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성분이 다른 흙을 교대로 쌓아 올렸

다고 해서 판축토성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문제도 이미 지

적된 지 오래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단순 성토’나 ‘유사판축’ 

등의 개념과는 차별화하여 ‘물성이 다른 흙을 교호로 성토

한 방식’을 ‘교호성토’라는 용어로 부르자는 제안도 제시되었

다(권오영 2010).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발견된 삼국시대 이

래의 대다수 토성들은 판축 토성이 아닌 교호성토 토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문제 제기와 새로운 대안 제시의 필요성

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비록 현상적으로 뚜렷한 

판축의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 구간에 수

평으로 흙을 겹겹이 다져 견고하게 쌓은 토성은 현시점에서

는 판축토성으로 분류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는 비단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삼국시대에 이미 거대한 성곽과 건물지, 탑

지 등에 판축법이 동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반인들과

도 무관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이에 이글에서는 고대 토성을 축조하는 데 가장 보편적

으로 이용되고 있는 판축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조기법의 

원리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조사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효율적인 조사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일

조하고자 한다. 

판축(版築)의 

원리(原理)와 방법(方法)

판축(版築)의 개념01과 그 개념을 우리나라 토성에 적용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실제로 판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관

련 용어를 중심으로 그 원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굴조

사를 통해 판축의 과정을 이해하기란 사실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 판축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들이 거의 남아 

01  판축(版築)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판과 축이 합쳐진 용어로, 판은 흙의 양쪽에 대는 판자를 가리키고, 축은 흙을 다질 때 사용하는 공이를 가리킨다. 흙을 쌓아 올리되 

판자나 공이 등의 판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퇴축(堆築)이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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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부소산성 판축법 모식도(최맹식 안) 【 그림 2 】 중국 고대성지 판축법 모식도(楊鴻勛 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판축 과정을 연구하는 

데 참고할 말한 자료로서 백제시대 사비 도성의 핵심 유적

인 부소산성의 발굴 결과가 주목된다. 부소산성의 성벽에서

는 횡장목공과 협판의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이를 통해 

판축에 고정주 방식을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최맹식 2000).

발굴 결과를 통해 제시된 부소산성 판축 모식도로부터 

대강의 판축 방법과 과정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기에 앞서 모식도에 등장하는 개념들에 대한 이

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간략하나마 판축과 관련

된 아래의 핵심 용어들의 정의와 적용 원칙 등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협판(夾板)

-  영정주와 횡장목으로 틀을 짜고 그 사이에 판자를 대

서 판축 틀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용되는 판자를 

가리킴. 

- 판목(板木) 또는 간(干)이라고도 함.

● 영정주(永定柱) 

-  성벽의 진행 방향을 따라 일정 구간마다 세우는 판축

틀의 기둥목으로서 목주(木柱)라고도 함.

-  중국 북송대의 기록인『영조법식』에 따르면, “체성의 

길이 7척 5촌마다 영정주를 박았는데, 영정주의 길이

는 성벽의 높이와 같고, 지름이 1척 내지는 1척 2촌이

다”라고 하여 영정주의 설치 규격을 정하고 있음.

-  이 기둥의 역할이 협판을 고정하는 데 있으므로 ‘고정

주(固定柱)’로 부르기도 함.

● 횡장목(橫長木) 

-  성벽의 안쪽과 바깥쪽 영정주 사이를 가로질러 고정

시킨 목재. 

-  『영조법식』에 “성벽의 높이 5척마다 횡으로 버티고 한 

줄씩 가로로 나무(임목, 紝木)를 짠다.”고 되어 있음. 

● 종장목(縱長木) 

-  영정주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영정주와 영정

주 위에 종으로 고정시킨 목재.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토성의 일반적인 판축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벽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점의 양 끝에 앞뒤로 각각 두 

개씩, 네 개의 영정주를 세운다. 

②  영정주에 횡장목과 종장목을 걸어 고정하여 육면체 모양

의 판축 틀을 완성한다. 

③  완성된 판축 틀의 밑바닥에서부터 사방으로 일정 높이의 

협판을 끼워 흙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다. 

④ 협판을 둘러 막은 공간에 정제된 흙을 가져다 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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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 풍납토성 동벽 A지점 판축 부재

⑤  부은 흙을 공이나 막대기 등으로 다지면서 협판의 높이까

지 채운다. 

⑥  처음 협판의 높이까지 흙이 다 채워지면 그 위에 새 협판을 

끼우거나, 아니면 기존의 협판을 위로 끌어올려 새로운 공

간을 만든다. 

⑦  이후 ④~⑥의 순서로 흙을 채워 원하는 높이까지 쌓아 올

린다. 

⑧  위 과정이 끝나면 필요에 따라 영정주와 횡장목, 종장목, 

협판 등 판축에 사용된 부재를 뽑아내거나 그렇지 않은 경

우 그대로 두고 희생시킨다.

이렇게 하면 비로소 축조하고자 하는 성벽의 한 판괴(版塊)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후 원하는 규모의 성벽이 만들어지도록 

완성된 판괴의 앞뒤와 좌우로 판괴를 계속 붙여 나가면, 마침

내 여러 개의 판괴로 이루어진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다.

부소산성에서 판축에 이용된 부재를 암시하는 흔적들이 

확인된 것과는 달리 풍납토성에서는 판축 부재의 일부로 추

정되는 목재들이 그대로 발견되었다. A지점의 경우 Ⅴ토루

의 뻘흙 내부에는 잘 다듬어진 각목이 성벽의 횡방향으로 가

지런히 놓여 있으며, 대부분이 수직의 각목과 결구된 상태 

혹은 지탱을 받는 상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목재들은 성벽 

종방향을 따라 약 110cm 정도의 동일한 간격으로 8렬이 확

인되었다. 뻘흙은 적황색 모래를 끼고 크게 3층에 걸쳐 확인

되었는데, 각 층마다 동일한 성격의 횡방향 목재가 발견되었

다. 이러한 양상을 볼 때, 수직으로 박힌 목재는 특정 판괴를 

판축하기 위한 목재틀 가운데 협판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

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동일한 거리를 두고 성

벽의 횡방향으로 확인된 목재는 협판을 받치기 위해 걸쳐 놓

았던 목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인접한 트렌치의 제

일 아랫단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종방향 목재가 발견되는 것

으로 보아 목재들이 일정한 틀을 이루었던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목재들이 원형을 상실하지 않고 원

래의 모습대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면, 판축 

후 협판만을 빼내고 그 기둥은 그대로 희생시킨 경우가 아닌

가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이유는 부엽층의 기능과 마찬가지

로 본 판괴의 판축층이 점성이 아주 강한 뻘흙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괴 내 판축토 사이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 내지는 판괴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전체 판괴의 정형성

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

으로 생각된다(신희권(申熙權) 2008: 67).



106·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1

판축(版築)에 

이용(利用)된 기술(技術)

1. 지정(地定) 작업과 기초 다짐

토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토성을 축조

할 지점을 택하여 땅을 고르고 견고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건축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일컫는 말로 지정공법이란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지정은 어떠한 구조물의 기초 전에 높은 

곳은 삭토하고 낮은 곳은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며, 구체적으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잡석다짐 또는 말뚝 

등을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궁궐이나 성곽과 같은 대단

위 건축에서는 기초에 앞서 지정작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평

탄지나 강변에 석성을 축조할 때에는 성벽의 침하를 방지하

기 위해 성벽의 기단부와 기반암 사이에 점토질이나 말뚝지

정을 설치한 후 잡석지정을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밖

에 지반 전체를 굴착한 후 모래를 채워 다지는 입사지정공법

과 흙을 층층이 채워 다지는 판축지정공법 등이 알려져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國立文化財硏究所) 2011: 1132~1133).

1) 기조(基槽) 

중국에서는 신석기시대 이래 성벽의 기초를 조성하는 방

법 중의 하나로, 우선 성벽을 축조하고자 하는 곳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를 다시 판축과 같은 공법으로 메

꾸어 다짐으로써 기초를 마련하는데, 이러한 구덩이를 기조

(基槽)라 한다. 즉, 오늘날 건축 공사로 비교하면 일종의 메

트리스 기초 방식이라 할 만하다. 

기조의 기능이나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약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기초다짐에 공력을 기울인 풍납토성

의 기저부 조성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A지점 중

심토루의 가장 하층에는 생토인 황갈색 모래가 퇴적돼 있고, 

그 윗층에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갈색 사질토층과 점토층이 

발견되었다. 성격상 이 층까지는 기저부 조성을 위한 정지(整

地)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명한 

성토층은 그 위층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갈색 사질토층과 점토

층 바로 위에는 암갈색 또는 암청색 뻘이 50cm 내외의 두께

로 깔려 있다. B지점 조사 결과 이러한 뻘층이 내벽 Ⅴ토루 하

단까지도 확인되어 체성 중심부의 정지 작업 내지는 기초 보

강 작업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깐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벽 축조의 기저부를 이루는 성토층을 중국의 고대 성벽 축

조에 이용되는 ‘기조’의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조 공법을 이해함에 있어 풍납토성의 중심토루 외

곽에서 발견된 U자형 도랑을 중국식의 기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종규는 풍납토성 장체 축성작업의 기점으로서 기조

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A지점에서는 장심의 동단 아래쪽

에 깔려 있는 L자형 절토부(2′-1토루 하단 경계부)와 3토루 기

저부에 있는 구이고, B지점에서는 상기한 U자형 구 즉 장심

의 서단 아래쪽에 위치한 구(2토루 하단부) 및 장심에서 동쪽

으로 떨어져 있는 3′토루 하단부가 위치한 구가 바로 그것이

다. 이 중 B지점 장심 서단 아래쪽의 것이 본격적인 기조이고 

나머지는 흔적이며, 특히 A지점 장심 동단 아래쪽에 위치한 

L자형 절토부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변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원래는 구였는데 2′-1토루 및 2′-2토루를 축조하면서 

구의 일측면이 절토되어 버린 것으로, 이것은 장심 밑에 있

는 갈색뻘층의 stopper역할과 장심의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았다. 또한 풍납토성과 더불어 부소산성에서도 이러

한 기조가 확인된 것으로 보았는데, 전자는 기조에 도철자형

【 그림 3 】 풍납토성 A지점 북벽 중심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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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倒凸字形) 당토(擋土)의 괴(塊)를 축성하여 여기에 의지하

여 장심(墻芯)을 축성케 하는 일종의 내탁법02에 해당되는 것

이나 후자는 더욱 변형되어 당토장(擋土墻)을 세우는 데 사

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조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성벽의 원활한 축

조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풍

납토성 B지점의 중심토루 외곽에 보이는 U자형의 도랑까

지를 기조의 범위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기조의 성격을 어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만약 U자형의 도랑을 성벽 축조의 연속적인 선상에서 

기조라고 본다면, 이것이 실제로 연접되는 판괴를 쌓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롯된 기조적 성격으로 형성된 것인지 아니

면 일차적으로 중심토루의 외곽 호(濠)로서 기능하다가 그

것이 폐기되면서 자연스럽게 후축되는 성벽의 기조로 이용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

나 중심토루에 덧붙여진 판괴의 축조에 U자형의 도랑이 이

용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성벽 축조의 1차적 기초로서의 

기능을 중국 성지의 기조에 연결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견해라 할 수 있고, 향후 성벽 조사에서도 반드시 착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03

2) 지정목(地釘木) 박기와 잡석 다짐

풍납토성은 내벽 마감 석축의 하단에서 Ⅴ토루에 연결되

는 뻘흙이 1m 정도의 두께로 고르게 발견되었다. 이 층 또한 

한꺼번에 가져다 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해서 깐 것으로 보이는데, 뻘층 내부에서는 두께 10cm 미만

의 나뭇가지를 뾰족하게 깎아 수직으로 박은 지정목 3개가 

나란히 발견되었다. 이렇게 지정목을 박는 방법은 주로 교

량의 하부나 저습지, 제방과 같이 지반이 연약한 곳의 기초

를 보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풍납토성 

역시 내벽을 마감하는 석축 하단의 뻘층에 지정목을 박음으

로써 성벽 전체의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

의 석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도 뻘층을 파내고 만든 U자형

의 구(溝)가 확인되었는데, 도랑 한 가운데에도 약 15cm 두

께의 정방형 각재 기둥이 수직으로 박혀 있으며, 이러한 각

재가 성벽의 종방향을 따라 85cm 간격으로 3개 확인되었다. 

좁은 규모의 트렌치에서 이러한 각재가 등간격으로 발견된 

것을 보면 풍납토성의 성벽 축조에 전체적으로 적용된 특징

적인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이 기둥 역시 석축 하단에서 

지정목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일 것이다. 그러나 각재 기

둥이 확인된 위치상 비단 지정목의 기능 뿐 아니라 성벽 축

조와 관련된 일종의 구획선 역할도 겸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다시 말하면 이 기둥이 성벽을 마감하는 석축이 시작되

는 지점에 성벽의 종방향을 따라 일정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볼 때, 기둥이 박힌 도랑을 경계로 성벽의 중심쪽으로는 토

사를 이용한 판축을 하고, 그 바깥쪽으로는 석축을 하여 공

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일종의 표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신희권(申熙權) 2008: 72~73).

한편 최근 중국 절강성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알려진 양저고성(良渚古城)의 서성벽 발굴조사 결과 항토 축

성한 성벽의 기초에 정연하게 잡석을 깐 층이 확인되었는데, 

무려 그 너비가 64m에 이른다. 이러한 예는 기초를 마련함

에 있어 토성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조와는 다르게 잡석

을 깔아 기조의 역할을 대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 그림 4 】 풍납토성 동벽 B지점 기조 단면

02  내탁(內托)은 성벽을 축조할 때 외벽만을 석축하고 성의 안쪽은 석재 및 토사로 다져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공역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석축산성의 대부분이 이 내탁공법에 의하여 축조되어 있다(國立文化財硏究所 2011: 251).

03  기조에 대한 서술은 졸고(申熙權 2008: 61~64)에 수록된 내용을 축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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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를 볼 때, 토성의 축성에도 잡석지정과 유사한 의미의 

전면적인 잡석 다짐이 행해졌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향후 유사한 발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판괴연접법(版塊連接法)

풍납토성의 축조방법을 보면 일차적으로 마름모꼴의 중

심토루를 만든 연후에 그것에 기대어 비스듬하게 내벽과 외

벽의 토루(혹은 판괴)를 여러 차례 덧붙여 나간 형태를 취하

고 있는데, 이를 개념상 판괴연접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04

중심토루에서 내벽쪽으로는 크게 5차례에 걸친 성토가 

이루어졌는데, 중심쪽에서부터 차례로 Ⅱ토루~Ⅵ토루로 명

명하였다. Ⅱ토루~Ⅴ토루까지는 정선된 점토 및 사질토, 모

래 등을 교대로 사용하여 판축 성토한 것에 반해 제일 안쪽

의 Ⅵ토루 상면에는 강돌을 한 겹 깔고 다시 여러 겹의 석축

으로 보강한 것이 확인되었다. 외벽의 성토 상태는 내벽에 

【 사진 2 】 풍납토성 석축 하단 지정목

【 사진 3 】 중국 절강성 양저고성(良渚古城) 서벽 잡석 다짐층

04  중심토루에 기대어 내벽과 외벽의 판축 토루, 즉 판괴를 연접해 나간 방식에 대해 이전에는 분괴법이란 표현을 따랐으나(申熙權 2008: 64) 여기서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판괴연접법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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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고, 적어도 3개의 토루가 덧붙

여진 것으로 보인다. A지점의 경우 중심토루 하단부에서 약

간 경사지게 떨어지는 자연 모래층 위에 황색 점토알갱이가 

섞인 암갈색 계통의 다짐 점토가 중심토루쪽으로 역경사를 

이루며 약 2~2.5m 폭으로 성토된 것이 특이하다. B지점의 

외벽은 전체적으로 내벽보다 훨씬 견고한 성분으로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Ⅱ＇토루와 Ⅲ＇토루는 갈색계통의 사

질토에 황색, 암갈색, 회색의 점토알갱이가 균일하게 혼합된  

짐흙이 10cm 미만의 얇은 띠모양으로 정연하게 판축되어 있

다. Ⅳ＇토루는 가파른 외벽의 경사를 따라 상면에 강돌렬이 

폭 4m 남짓 깔려 있는데, A지점에서 완만하게 단이 지는 것

과는 양상이 다르다. 이 석렬 역시 A지점과 마찬가지로 적갈

색 점토가 덮여 있어 돌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은 물

론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고정시킨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신희권(申熙權) 2008: 64~65). 

이처럼 여러 겹의 판괴를 연접하여 전체 성벽을 완성한 

방법이야말로 풍납토성의 성벽 축조방식에서 가장 특징적

인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판괴를 비스듬하게 경

사진 상태로 연접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판축공법의 관점에

서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방식이다. 즉, 평면 정사각형의 

네모반듯한 판축틀을 짜고 그 내부에 흙을 붓고 다져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판축법이라고 본다면, 풍납토성과 같은 경우

는 중심부의 첫 판괴를 수평, 수직으로 판축한 후. 거기에 판

괴를 덧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첫 판괴의 양 바깥쪽을 절

토해 낸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판축틀 자체를 비스듬하게 

설치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만, 발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양상으로는 일부 판괴 간 경계면이 칼로 잘라낸 듯 날카로운 

것으로 볼 때, 후자의 방식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풍납토성의 판괴를 연접

함에 있어서는 수평 판축 후 절토하는 방식을 채용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신희권(申熙權) 2008: 65~66). 

【 그림 5 】 풍납토성 동벽 단면도(판괴연접)

【 그림 6 】 일본 고대성지(神籠石) 판축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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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모식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호성파(護城坡) 및 

    역경사(逆傾斜) 판축법(版築法)

호성파는 토성을 쌓을 때 중심토루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

을 방지하고 빗물 등으로부터 성벽의 중심부를 보호하기 위

하여 중심토루에 덧대어 쌓은 외피 부분을 말한다. 풍납토성

에서도 이러한 구간이 명확히 관찰되는데, A지점 중심토루

의 외측 성벽이 그러하다. 즉 이구간은 그 두께가 약 2~2.5m 

내외의 판괴로서 기능상으로 성벽 외측을 보호하기 위해 덧

붙인 호성파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판괴가 다른 판괴들과는 달

리 중심토루에 기대어 역경사를 이루며 판축되어 있다는 것

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역경사 판축법을 채용하였는

지는 명확치 않으나, 중심토루 외곽으로 성벽 축조를 위한 

임시의 토벽을 설치한 후 그 내부에 퇴축하듯이 흙을 가져다 

부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부엽법(敷葉法)

부엽법은 일반적으로 성벽의 기초 또는 제방의 하단부에 

나뭇잎과 나뭇가지 등의 식물유기체를 깔아서 지반을 단단

하게 다지는 방법을 일컫는다. 대체로 성벽이나 제방의 하단

부에는 자연적으로든 인공적으로든 뻘흙과 같이 점성이 강

한 흙을 깔게 마련인데, 이러한 층은 입자간의 간격이 조밀

하여 외부에서 투수가 잘 안되는 불투수층을 이루게 되고, 

층 내에 어느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좀처럼 균열이 

생기지 않은 아주 단단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저부가 뻘흙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상부로부터 지속적인 압

력을 받게 되면 그 하중에 의해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보강과

정이 필요하다. 이에 기저부를 이루는 층 내에 일정 정도의 

수분을 유지하여 건조로 인한 경화를 예방하고 층간의 밀착

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층간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식물유기체를 여러 겹 깔아주는 것이다. 

부엽법은 중국의 안풍당(安豊塘)이라는 후한대(後漢代) 저

수지 제방 내에서 식물층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이래, 우리나

라에서는 1999년 풍납토성의 동성벽 발굴에서 발견되었다. 

다만 부엽층이 발견된 지점은 성벽의 기초가 되는 층이 아니

라 체성 중심부에서 내벽쪽으로 증축된 판괴에 해당되어 제

방의 하부구조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목재 판

축틀이 포함된 특정 판괴의 뻘층 내부에 10cm 내외의 두께

마다 한 번씩 나뭇잎 또는 나무껍질, 볏짚 등의 식물유기체

를 10여 겹 이상 깔고 판축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풍납토성 외에 김제 벽골제, 부여 나성, 당진 

합덕제 등에서 이와 같은 부엽층이 확인된 바 있고, 일본에서

도 대재부(大宰府) 수성(水城), 대판시(大阪市) 협산지(狹山

池), 팔미시(八尾市)의 귀정(龜井)유적 등 평지 토성과 제방 

유적에서 이와 같은 부엽공법이 보고된 바 있다(신희권(申

熙權) 2008: 70~71). 부여 나성에서는 부엽층을 깔고 그 위를 

0.5m 정도 성토하고 다시 부엽층을 까는 식으로 이극대비(二

極對比)를 이루어 지엽부설(枝葉敷設) 압밀침하배수공법(壓

密沈下排水工法)으로 부르기도 한다. 

토성 축조에 부엽법이 사용된 예는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도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

리 백제 이외의 신라, 가야 지역에서도 부엽법이 보편적으로 

【 그림 7 】 풍납토성 동벽 A지점 외벽 역경사 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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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 풍납토성 동벽 A지점 내벽 부엽층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함안 성산산성과 

울산 약사동 제방, 상주 공검지 등의 유적이 그러하다. 

함안 성산산성은 목간이 집중 출토된 동성벽 안쪽에 대

한 확장조사를 통해 추정 울타리시설 위에 식물유기체가 집

적된 부엽층을 깔고 풍화암반토와 점토 등을 다져서 구지표

면을 형성한 후 동성벽의 축조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엽구간의 주 층위를 이루고 있는 부엽층은 토양의 성분이 

전반적으로 다량의 식물유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부엽층에서 확인된 퇴적단위는 총 6개 층이다. 식물

유기물의 퇴적단위 사이에서 두께가 대략 5㎝ 가량되는 점

토층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식물유기층 내부에서는 다량

의 목제품 및 토기편 등과 함께 다량의 목간이 출토되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65). 특히 부엽공법에 대한 토

목공학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공법이 하중경감 효과와 전단

강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습지에 접하는 하부 성

토재로 효과적이고, 동성벽 내부 성토부는 성벽을 유수로부

터 보호하고 성벽 측면을 보강하며, 성벽 내 저수지를 확보하

기 위해서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김진만 2012: 116). 

울산 약사동 제방에서는 요철 성토된 심 사이의 빈 부분

을 잎이 달린 가는 나뭇가지를 촘촘하게 한 겹 깐 뒤 실트를 

채우고 다시 나뭇가지를 까는 단계를 반복하여 수평성토하

였다. 실트층의 바로 위에 지름 5㎝, 길이 2m 내의 소나무 가

지를 제방 장축에 나란히 혹은 직교하게 30㎝ 내외의 간격으

로 놓은 뒤 2~5㎝ 내의 각력이 주를 이루는 사혼입역으로 덮

으면서 성토하였다. 가지에 잎과 솔방울이 그대로 달려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둥치가 큰 소나무의 잔가지들을 베어 그대

로 펼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살아있는 생목은 말

라있는 나무보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인장재로 사용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목재는 일종의 부엽공

법으로 추정된다(이보경 2011: 203~207). 

상주 공검지 제방의 경우도 제방 성토부 가장 바깥쪽에서 

여러 겹의 부엽층이 확인되었고, 제방 하단 끝부분에는 굵은 

통나무를 정연하게 깔아 마감하였다.

5. 부석법(敷石法)

풍납토성은 내외벽의 끝부분에 얇게 자갈돌을 피복하고, 

특히 내벽은 큰 할석을 6~7단 정도 쌓아서 마무리한 것이 특

징적이다. 즉, Ⅵ토루에는 성벽의 종방향을 따라 폭 90㎝ 정

도로 강자갈을 정연하게 한 겹 깔고, 다시 한 단씩 단을 떨어

뜨리며 2단과 3단째의 강자갈을 깔았다. 이러한 석렬의 기

능은 성벽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빗물 등

이 성벽 내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수(防水)와 

성벽 위의 물을 흘려보내는 배수(排水)의 기능까지 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수 관련 증거로, 3단째 석렬 사

이에서는 8렬의 배수홈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3단째 석렬

이 끝나면서 한 단 높아진 상태로 일종의 석축이 나타나는

데 성벽 안쪽은 수직으로 쌓고 성벽 바깥쪽은 하부에서부터 

들여쌓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석축의 규모는 높이 1.5m, 폭 

4m 정도이다. 이러한 석축의 기능 역시 성벽의 제일 안쪽에

서 전체 성벽이 밀려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지탱함은 물론 

부석에서 흘러내린 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데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신희권(申熙權) 2008: 71~72).

6. 불다짐과 증토(烝土)

풍납토성을 포함하여 김해 봉황토성, 경주 미탄사지의 탑

기 등에서 판축층 사이에 불다짐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이

렇게 불다짐된 층은 실제로 그 강도가 일반 판축층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편인데, 이 유적들이 대부분 저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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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변에 위치한 관계로 습기를 통제하거나 판축토 내의 수

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한 기술로 이해된다. 

불다짐 기술과 관련하여 『삼국사기』개로왕대의 ‘증토축

성(烝土築城)’ 기록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견해(최종규 2005: 

149)가 있었다. 한편 중국의 오호십육국 중 하나인 대하국

(大夏國) 혁련발발(赫連勃勃)의 통만성(統萬城) 축조에 보이

는 ‘증토축성(烝土築城)’ 기록으로부터 축성에 석회를 사용하

였고(심광주 2010: 56), 최근에는 몽촌토성 동북쪽 성벽 부분

의 판축토에 석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토대로 백제 한

성기의 토목공사에 석회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심광주 2010: 73~79). 

현재로서는 문헌 기록에 나오는 ‘증토’가 실제로 불다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석회를 사용한 증거인지 불확실하지만 고

대로부터 이용된 판축 기술의 하나로서 판축층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용된 것만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맺음말

이상으로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 토성 축조에 가장 보

편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판축토성의 다양한 축조기

법에 대하여 풍납토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토성들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판축법으로 축조된 것

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깊이있는 논의와 후속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풍납토성에서 고정주와 기단석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수회에 걸친 판괴의 연접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점이다. 

고정주와 기단석축이 보이지 않음은 풍납토성의 시작이 오

래된 까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판괴의 연접은 

중국의 성장에서 보이는 방법인데 직접적인 조형이 될 수 있

는 것을 특정하기가 어렵다(최종규 2005: 133). 그럼에도 불

구하고 후속 출현하는 부소산성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판축토성으로 분류함으로써 여타의 성토법 등과는 

구분을 하였다. 

토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벽이 들어설 지점

을 택하여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기초를 단단히 조성해야 한

다. 대체로 점성이 강한 흙 또는 뻘흙을 깔아 기저부를 형성

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구덩이를 파고 다시 메꾸어서 기초

를 다지는 중국의 기조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으로

는 지정목을 박거나 잡석을 깔아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풍납토성은 중심토루의 안팎으로 여러 겹의 판괴를 

비스듬하게 연접하여 축조한 것이 특징이다. 고정주와 협판, 

【 그림 9 】 풍납토성 동벽 부석과 석축



113·Shin Hee-kweon 판축토성(版築土城) 축조기법(築造技法)의 이해(理解) - 풍납토성(風納土城) 축조기술(築造技術)을 중심(中心)으로 -

달구질 흔적 등의 뚜렷한 판축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정주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직 방향의 목재

가 결구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목재가 발견된 층에서는 

판괴 내의 결합력을 높이고 수분을 유지하여 지내력을 증강

시키기 위한 부엽층도 확인되었다. 중심토루 외벽에서는 역

경사 판축법을 이용한 호성파도 관찰된다. 이밖에 성벽 축조

를 마무리하면서 부석과 석축으로 전체 성벽의 유실 방지와 

방수, 배수 등의 효과를 꾀한 방법은 풍납토성 축조의 백미

라 할만하다. 또한 석축 밑 뻘층에 지정목을 박은 것도 후대

의 교량과 제방 등 연약지반 보강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방

법 중의 하나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고대 토성 축조에 있어서의 판축의 정

형을 찾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수천 

년 이상 앞서 토성을 축조한 중국의 여러 사례들을 토대로 

풍납토성이나 부소산성 등과 같이 비교적 분명한 판축의 증

거들을 면밀히 비교 연구해 나가면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될 

판축토성의 구조와 축조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부족하지만 이글이 고대 판축토성을 조사하고 연구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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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Stamped earthen wall 

Shin Hee-kwe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Maritime Cultural Heritage

The stamped earth method is a typical ancient engineering technique which consists of in-filling 

wooden frame with layers of stamped earth or sand. This method has been universally used to 

construct earthen walls and buildings, etc.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onstruction method and principles of the stamped 

earthen wall through analysis of various construction techniques of Pungnaptoseong Fortress(Earthen 

Fortification in Pungnap-dong). 

First of all, the ground was leveled and the found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earthen wall were 

laid. The underground foundation of the earthen walls was usually constructed by digging into the 

ground and then in-filling this space with layers of mud clay. Occasionally wooden posts or paving 

stones which may have been used to reinforce the soft ground were driven in. The method of adding 

layers of stamped earth at an oblique angle to either side of a central wall is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 of Pungnaptoseong Fortress. Even though the traces of fixing posts, boards, and the hardening 

of earth - all signatures of the stamped earth technique - have not been identified, evidence of 

a wooden frame has been found. It has also been observed that this section was constructed by 

including layers of mud clay and organic remains such as leaves and twigs in order to strengthen the 

adhesiveness of the structures. The outer part of the central wall was constructed by the anti-slope 

stamped earth technique to protect central wall. In addition a final layer of paved stones was added to 

the upper part of the wall. These stone layers and the stone wall were constructed in order to prevent 

the loss of the earthen wall and to discharge and drain water. Meanwhile, the technique of cementing 

with fire was used to control damp and remove water in stamped earth. 

It can not be said at present that the stamped earth method has been confirmed as the typical 

construction method of Korean ancient earthen walls. If we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he evidence 

of the stamped earth technique at Pungnaptoseong Fortress with other archeological sites, progress will 

be made in the investigation of the construction method and principles of stamped earthen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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