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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시대 성곽 축성의 기술적 변화 가운데 하나인 장대를 중심으로, 장대의 건축적 특성을 시론적으로 고찰한 연구이

다. 장대는 장수의 지휘시설 및 장졸들의 훈련시설로 성내에 마련된 건물이다. 장대가 최초로 건립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8세기를 

전후로 하여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장대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대대적인 축성사업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장대는 조망의 기능이 최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높은 지형에 개방적인 형태로 설치되었다. 또한 강변 경사지에 위치한 읍성 누각

의 높고 개방적인 형태는 내부에서의 유관遊觀과 더불어 장대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었다. 또한 장대는 병사들의 교련과 사열이 이루

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병사들을 소집하기 위한 넓은 대臺가 전면에 구성된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시대 장대의 공간구성에서 정형화

된 형식으로 나타나며,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해 넓은 공간이 확보될 수 없는 곳은 대의 형태만을 갖추었다.

한편, 장대에는 지휘관이 위치하는 장소로서의 위계성이 다양한 건축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높이차를 통해 지휘관의 공간에 위계

성이 부여되고, 건물의 격을 높이고자 여러 장식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다. 장대 건물의 평면은 크게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구분되는

데, 장방형 평면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5×4칸과 3×2칸이 일반적이다. 이 중 5×4칸의 건물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평지성이

나 읍성에서 나타나며, 비교적 소규모인 3×2칸은 주로 산성에서 나타난다. 정방형 평면의 건물은 모두 3×3칸의 형태를 가지며, 어

칸 길이는 협칸의 약 두 배가 되어, 내부 중앙칸이 넓게 마련된다. 이는 내부 중앙칸이 상층의 바닥 면적이 되기 때문에 상층의 내부 공

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장대의 일부는 내부에 층을 두어 상부공간을 구성한다. 하층이 개방되고 상하층에 처마를 달아낸 중층누각형식은 장대에서 나타

나는 중요한 건축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건물들은 하층의 내진주가 그대로 연장되어 상층의 변주가 되는 온칸물림방식을 보여주

며, 내진주에 멍에창방을 끼우고, 귀틀을 결구하여 상층마루를 구성하였다. 또한 읍성에 위치한 누각은 상부에만 지붕이 구성되어 중

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높은 누하주를 세우고 상부에 청방을 결구하여 상층마루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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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대將臺는 성내城內에 장수將帥의 지휘시설 및 장졸 

將卒들의 훈련시설로 마련한 건물로서 성내에서 주변 관

망이 수월하고 넓은 대지가 수반된 장소에 건립된다. 이러

한 이유로 장대는 성내의 지형 중 가장 높고, 지휘와 관측

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었다. 장대의 장將은 장수를 의미하

고, 대臺는 높은 곳에서 관측 및 명령 또는 공격을 위한 시

설로, 대의 종류에 따라 용도를 달리한다. 대는 평대나 축

대와 같이 인공적으로 쌓은 높게 두드러진 공간이라는 의

미도 있으나 건축물과 이를 받치는 하부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때문에 장대는 장수의 지휘와 관망을 위한 평탄

한 공간,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성곽의 체성體城, 문루門樓, 여장女墻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성곽의 여러 시설 중 장대에 관한 연구는 군사시설

물 중 일부분으로 간략히 소개되거나, 발굴유구를 통한 평

면적인 자료수집에 지나지 않았고, 장대 자체로서의 심도 

있는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성곽 중에 현존

하는 장대는 많지 않다. 또한 현존하는 장대 중에도 대부

분은 최근에 복원된 것이며, 복원되지 않고 원형의 모습으

로 유지되고 있는 장대는 남한산성의 수어장대에 지나지 

않는다. 장대는 사용목적에 따라 그 형식이 다양하며 일부 

장대에서는 중층누각형태의 층각層閣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연구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내에 여러 종류의 시설물은 용도에 따라 다양

하게 불리어진다.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건물의 

외형이나 유구만으로는 장대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장

대 건물 역시 건축형식이 다양하여 그 유형을 명확하게 구

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성곽축성에 있어 

장대는 지금의 총지휘본부로서 기능적인 중요성을 보았을 

때,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성곽에는 성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의 장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성곽의 발굴

을 통해 드러난 건물지들 중 입지적으로 높고 관망하기 좋

은 지점에 있는 유구를 장대지로 유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성곽정비계획에 따른 여러 장대의 복원사업이 시

행되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대 유구에 대한 발

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장대의 기초자료들의 면밀

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종합하여 조선시대 성곽에

서 장대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곽내의 다양한 시설물 중 현

존하는 것이 많지 않고, 연구적 시도가 사실상 세부적으로

는 전무한 장대의 건축적인 특징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장대의 심화연구를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장대의 건립배경

과 입지, 건축형식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성곽들 중 현존하는 

장대로 한정하였다. 국내에 잔존하는 다수의 성곽에 비해 

온전하게 남아있는 장대의 수는 많지 않다. 현재 국내에 현

존하는 읍성邑城과 산성山城의 장대將臺 중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한 대상은 총 14개소이다. 이는 최근에 복원된 건물이 

표 1. 연구대상 및 원형原形 구분

성곽명 장대명 위치
기초부

건물
기단 초석

남한산성 수어장대 원위치 원형 원형 원형

북한산성 동장대 원위치 원형 원형 추정복원

수원화성
서장대 원위치 원형 원형 고증복원

동장대 원위치 원형 원형 고증복원

강화산성 남장대 원위치 원형 원형 추정복원

진주성 촉석루 원위치 원형 원형 고증복원

동래읍성 서장대 원위치 원형 원형 추정복원

금정산성 장대 원위치 원형 원형 추정복원

상당산성
동장대 원위치 불분명 불분명 추정복원

서장대 원위치 원형 원형 추정복원

문수산성 장대 원위치 불분명 불분명 無

의주읍성 통군정 원위치 - - 고증복원

안주읍성 백상루 이건 - - 고증복원

강계읍성 인풍루 원위치 - -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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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것으로, 원형原形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

가 있다. 복원된 장대 중 상부구조를 파악할 수 없지만 고

지도에 그려진 건물표현이나 옛 사진 등으로 그 형태가 명

확한 경우에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외에 북한지

역에 존재하는 장대 3개소의 경우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에서 발행한 『북한문화재해설집』과 『북한문화재도록』 등에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

어 추가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장대의 건축적 형식을 고찰하기에 앞서 원형原形여부

를 파악하여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장대의 입

지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위치, 대의 구성방식과 건물 평

면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부, 장대 건물의 구조형식을 파악

하기 위한 건물의 원형여부가 그것이다.

3. 선행연구

한국 성곽의 연구는 1960년대 신영훈,1 이성학,2 이병도3  

등을 시작으로,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본격적인 조

사가 실시되었다. 성곽의 연구성과는 차용걸4과 반영환,5  

이원근,6 손영식7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한편, 장대의 개념과 특징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에 

관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안계복(1993년)8은 「신증동

국여지승람」을 통한 대臺의 개념을 분석하여 조선시대에서 

사용된 대에 관한 용어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외에 건축 구조적 측면에서 장대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누정건축에 대해서는 천득염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

에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9 또한 김민주(2011년)10는 현

존하는 관아 누각의 건축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한 뒤 당시

의 일반적인 누각건축형식을 고찰하였다.

장대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

다. 다만, 민병전(2006년)11은 상당산성 서장대지 발굴조사

와 문헌자료를 기초로 서장대의 복원안을 제시하면서, 현

존하는 장대건물 및 지역 내 관영건물의 연혁과 건축구조

형식을 간략하게 조사, 비교하였다.

Ⅱ. 장대의 축조배경과 입지

1. 장대의 축조배경

장대가 성제城制를 이루는 시설의 하나로 자리잡은 시

기는 불분명하다. 북한의 최승대最勝臺와 연광정練光亭 등이 

고구려 평양성의 장대라고 추정되지만,12 당시에도 장대의 

기능을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존하거나 발굴조사 된 장대 건물은 성곽 수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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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외, 2011, 「섬진강 중류지역 누정의 건축적 특성」 『호남문화연구』 4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0   김민주, 「조선시대 관아 누각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민병전, 2006, 「상당산성 서장대 복원 고찰」,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북한문화재해설집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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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누각이나 정자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시

대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문헌상에 기록된 장대

의 건립연대는 모두 조선시대에 해당한다.

읍성의 유관遊觀을 목적으로 건립된 누각의 입지적 유

리함은 비상시에 장수가 지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되었

다. 진주성의 남장대인 촉석루가 대표적이다. 촉석루는 고

려 고종 28년(1241년)에 창건되었다. 진주성은 처음에는 용

두산을 중심으로 한 성곽이었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석성

으로 확장·수축되어 촉석루가 성내에 포함되면서 촉석성

이라고 불리게 된다.13 촉석루의 연대를 촉석성의 수축공사 

이전으로 볼 때, 건립 당시에는 장대의 기능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

도서』에 촉석루가 남장대南將臺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

아, 늦어도 18세기 이전에 군사적인 기능의 시설로 사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읍성 위주의 방어체제에 대한 문제점

이 드러나고 다시 산성 축조가 활발해질 무렵 장대에 대한 

기록도 여러 문헌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왜란倭亂과 호란

胡亂의 시기는 조선 전기까지 존속되어온 산성들의 응급적

인 수축과 이용의 시기였으며, 이후 숙종대를 기점으로 하

여 전국의 산성 경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다. 양란

에 해당하는 시기의 축성에 관한 기술적 변화는 체성의 재

료, 축조기술, 기타 부대시설의 증가로 귀결된다. 특히 왜란

의 시기에는 하삼도下三道 지역과 해서海西, 경기 지역이 논

의의 중심을 이루다가, 호란의 시기에는 한양도성과 이북지

역의 관방關防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14

이에 따라 성내 지휘와 관측이 용이한 거점에 유관의 

목적이 아닌 군사적 측면에서의 장대가 축성계획에 포함되

면서, 장대의 건립은 조선시대의 성제城制에 있어 하나의 규

범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군사적 측면에서 설치된 장대 중 

건립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남한산성의 장대이다. 남한산성

은 인조 2년(1624년)에 한강 이남의 중요한 전략 거점지로 

인식되어 개축이 시작되었고, 인조 4년(1626년)에 완공되었

다. 남한산성의 서장대인 수어장대는 최초 건립 시기가 명

확하지 않으나,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고지도첩』 중 「남한

산성도」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때문에 수어장대는 

남한산성의 수축과 같은 시기(1624년)로 보고 있다. 이외의 

장대 모두 건립연대는 18세기이며 이를 반영하듯,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다수의 장대가 기록되어 있

다.15 이를 통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거치며 전국적으

로 대대적인 성곽수축이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장대의 건

립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장대는 여말선초의 읍성에서 높고 조망이 유리

한 지점에 위치한 누각이 비상시에 지휘소로 활용되는 양

상으로 발전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축성된 산성에서는 

순수하게 장수를 위한 공간으로서 장대가 건립되었으며, 성

제의 중요한 시설로 자리잡게 되었다.

표 2. 연구대상 장대의 건축 연혁

성곽명 장대명 건립 현존

남한산성 수어장대 1624년 1836년

북한산성 동장대 1712년 1995년

수원화성
서장대 1794년 2007년

동장대 1795년 1972년

강화산성 남장대 1769년 2010년

진주성 촉석루 1241년 1960년

동래읍성 서장대 1757년 이전 1981년

금정산성 장대 1707년 2009년

상당산성
동장대 18세기 전반 1992년

서장대 18세기 전반 2014년

문수산성 장대 1765년 이전 -

의주읍성 통군정 990년 이전 한국전쟁 이후

안주읍성 백상루 14세기 이전 1979년

강계읍성 인풍루 1472년 1680년

13   경남문화재연구원, 2000, 『진주성 공북문』, 진주시, p.32.

14   차용걸, 2006, 「임진왜란 이후 한국 축성기술의 변화과정」 『충북사학』 16권, p.119.

15 영조 33년(1757)에서 영조 41년(1765) 사이에 편찬된 읍지를 모은 책으로 각 읍의 성지城池조에서는 총 25개 성곽에서 33개소의 장대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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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문헌상에 확인되는 국내 성곽의 장대

지명 성곽명 용례用例 전거典據

해주 해주읍성 將臺 『여지도서』 黃海道 海州 城池條

황주 덕월산성 將臺 『여지도서』 黃海道 黃州 樓亭條

평산 태백산성 南將臺, 北將臺 『여지도서』 黃海道 平山 鎭堡條

서흥 대현산성 將臺 『여지도서』 黃海道 瑞興 城池條

의주 백마산성 南將臺 『연행록』 奇遊錄 정조 16(1792),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1724) 

영변 철옹성 將臺 『연행일기』 제9권 숙종 39(1713), 『죽석관유집』 제1책 詩, 『청장관전서』 제66권 入燕記上 정조 2년(1778)

정주 정주성 將臺, 北將臺 『조선왕조실록』 정조 14(1790), 순조 12(1812), 『여지도서』 平安道 定州 城池條, 『일성록』 정조 14(1790)

평양 평양성 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監營 觀察營 城池條

용강 황룡성 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龍岡 城池條

철산 서림성 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鐵山 城池條

용천 용골산성 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龍川 城池條

벽동 벽동읍성 南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碧潼郡 樓亭條

자산 자모산성 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慈山 城池條

창성 당아산성 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昌城 城池條

창성 창주성 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昌城 城池條

선천 동림산성 將臺 『연원직지』 제5권 回程錄 순조 33(1833), 『여지도서』 平安道 宣川 城池

선천 검산성 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宣川 城池條

안주 안주성 南將臺, 北將臺 『여지도서』 平安道 安州 城池條

개풍 대흥산성 將臺 『임하필기』 제13권 文獻指掌編

한성 북한산성 東將臺, 南將臺, 北將臺 『북한지』, 『옥오재집』 제13권, 『청성잡기』 제4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강화 강화산성 北將臺, 南將臺 『임하필기』 제13권 文獻指掌編, 『일성록』 정조 12(1788), 『여지도서』 江都府誌 江華 山川條

김포 문수산성 將臺 『조선왕조실록』 영조 51(1775), 『일성록』 정조 2년(1778)

광주 남한산성

西將臺, 東將臺, 
南將臺, 北將臺, 
外東將臺

『중정남한지』, 『국조보감』 제90권, 『동춘당집』 제23권, 『만기요람』 군정편, 『미호집』 제15권, 
『연려실기술』 제25권, 『임하필기』 제13권, 『죽석관유집』 제1책, 『홍재전서』 제1권, 『청장관전서』 제9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여지도서』

수원 화성 西將臺, 東將臺 『다산시문집』 제14권, 『홍재전서』 제182권, 『국조보감』 제80, 85, 86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수원 독성산성 將臺 『조선왕조실록』 정조 14(1790), 정조 16(1792), 『일성록』 정조 16(1792)

청주 상당산성 西將臺, 東將臺 『여지도서』 忠淸道 兵馬節度營 公廨條

공주 쌍수산성 將臺 『충청감영계록』 철종 6(1855), 『여지도서』 忠淸道 觀察營 公廨條

진주 진주성
東將臺, 西將臺, 
南將臺, 北將臺

『여지도서』 慶尙道 右道兵馬節度營 城池條

성주 독용산성 將臺 『여지도서』 慶尙道 星州 關阨條

동래 동래읍성 將臺 『여지도서』 慶尙道 東萊 樓亭條

동래 금정산성 中將臺 『동사일기』 乾 숙종 37(1711)

칠곡 가산산성 將臺 『여지도서』 慶尙道 漆谷 城池條

장흥 수인산성 將臺 『승정원일기』 고종 7(1870) 

전주 남고산성 南將臺, 北將臺 『여지도서』 補遺篇 完山誌卷下 生進條

완주 위봉산성 東將臺, 西將臺 『완산지』 上 關防條

장성 입암산성 將臺 『동명집』 제16권 碑碣 선조 3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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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적 특성

장대는 주로 성내에서 주변 관망이 편리하고 넓은 대

지가 수반된 장소에 위치한다. 성 안의 지형 중 가장 높고, 

지휘와 관측이 용이한 곳이 장대의 최적지였던 것이다. 일

반적으로 하나의 성곽에는 2개 이상의 장대가 상호보완적

으로 통제가 가능한 곳에 배치된다.16 각 장대는 절대적인 

방위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위에 따라 남장

대南將臺, 동장대東將臺 등으로 호칭되는 경우가 많다. 장대

의 수는 보통 성곽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남한산성의 경우 처음에

는 사방에 모두 장대를 두고 수어청을 따로 만들어 전·좌·

중·우·후의 5영이 소속되었으며, 전영장은 남장대, 중영장

은 북장대, 후영장과 좌영장은 동장대, 우영장은 서장대에 

배치되어 소속된 군사를 지휘하였다.17 하지만 18세기에 이

르러,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부 장대의 실효성이 낮아지자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있던 동장대나 북장대는 누각이 무너

진 후 다시 수축되지 않았다. 장대의 수는 성곽에 배치되는 

병력 규모와도 관계가 있다. 병력이 적으면 높고 중심이 되

는 하나의 지점에 장대가 설치되어도 무방하나, 군략軍略상 

불리하기 때문에, 주로 2개소 이상의 장대가 건립되었다.

장대의 입지적 특성은 조망 및 지휘의 기능과 군사교

련의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북한산성 동장대와 강화산성 

남장대, 문수산성 장대와 같이 비교적 험난한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장대들은 성 내외의 조망과 지휘의 기능을 수행

하였다.

반면 비교적 저지대의 평지에 자리잡은 수원화성 동

장대는 터를 닦아 넓은 대지를 확보함으로써, 병사들의 훈

련이나 각종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하다. 또한 진주성의 촉

석루나 안주읍성의 백상루 등 읍성에 대규모 누각은 내부

에서의 유관遊觀과 더불어 높고 웅장한 건물 외관이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도록 건립되었다. 이러한 누각은 장대의 조

망眺望 및 신호전달의 기능과 상통하면서 성곽수축 과정에

서 장대를 대신하는 시설로 이용되었다. 읍성의 대규모 누

각은 대부분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변 경사지에 위치하여 

넓은 조망범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산성의 수어장대와 수원화성의 서장대, 북한산

성의 동장대의 경우 임금이 행차하여 시를 짓거나 야조 

夜操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18 성내의 다른 장대보다 중요

하게 다루어졌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수원화성은 임금

이 임시로 머물기 위해 마련된 처소인 행궁行宮을 보유한 

16   손영식, 2009, 『한국의 성곽』, 주류성, p.677.

17 “本營操鍊時, 左營陣于東將臺, 右營陣于西將臺, 前營陣于南將臺, 中營陣于北將臺, 後營陣于東將臺嚴城云, 然否”(「정조실록」 8卷, 3年 8月 3日).

18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문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北漢誌』 事實, 『朝鮮王朝實錄』 숙종 19卷 14年 2月 29日, 영조 25卷 6年 2月 28日, 정조 8卷 3年 

8月 9日, 정조 42卷 19年 2月 12日, 순조 13卷 10年 8月 29日, 헌종 10卷 9年 3月 17日).

그림 1.    「安州牧地圖」에서 보이는 안주읍성 백상루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

표 4. 주요 성곽의 장대 수

성곽명 장대 수 장대명 전거典據

남한산성 5 동·서·남·북·외동장대 『중정남한지』

북한산성 3 동·남·북장대 『북한지』

수원화성 2 동·서장대 『화성성역의궤』

강화산성 2 남·북장대 「강화부전도」

진주성 4 동·서·남·북장대 「진주성도」

동래읍성 3 동·서·북장대 『동래부축성등록』

금정산성 1 장대 「금정산성진지도」

상당산성 3 동·서·북장대 『여지도서』

문수산성 1 장대 「강화부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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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성行在城이다. 남한산성 행궁과 수원화성 행궁은 동향, 

북한산성 행궁은 동북향을 하고 각각의 행궁 뒤편에는 청

량산淸凉山과 팔달산八達山, 나한봉羅漢峰이 자리하고 있는

데, 이곳의 정상부에 모두 장대를 설치하여 행궁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북한산성의 경우 전면의 시단봉柴丹峰에도 동

장대를 두어 남장대 - 행궁 - 동장대가 일직선으로 대칭되

어 자리하는데, 당시에는 임금이 바라보는 전면에 장대를 

두어 내리 마주보는 것은 크게 흠으로 여겼다.19

장대는 주로 성곽의 외곽에 위치하여 밖으로는 주변

을 살피고, 안으로는 넓은 마당을 두어 군사를 교련하거나 

사열하는 공간을 갖추었다. 그러나 『1872년 지방지도』에서 

선천의 동림산성東林山城 장대처럼 성 내부에 솟아있는 높

은 봉우리에 위치하거나, 중심부에 자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성읍성龜城邑城의 남장대처럼 성문 밖에 장대가 건

립된 경우도 있다.

그림 2.  「北漢圖」에서 보이는 북한산성 행궁권역과 동장대, 남장대

그림 4.  「宣川府所屬東林鎭地圖」에서 보이는 동림산성 장대와 동장대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그림 3.  「華城全圖」에서 보이는 수원화성 행궁권역과 서장대, 동장대

그림 5.  「龜城府地圖」에서 보이는 구성읍성 남장대
 (출처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kyujanggak.snu.ac.kr )

19   『비변사등록』에는 북한산성의 수축공사가 진행중인 숙종 37년(1711) 총융사 김중기金重器가 입시하여 북한산성 성랑공사와 돈대설치 등에 대해 논의함에 있

어, 성안에 봉우리 중에서 장대에 가합한 곳은 3군문에서 각각 나누어 맡고 있으나 그 중에서 시단봉이 가장 높아 통망通望하기에 편리하니 만일 행궁을 누르

듯 내려다 보고 있음을 흠으로 여기지만 않는다면 이 봉우리에 터를 정하여 장대를 건설 할 것을 묻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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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대의 건축형식

1. 대臺의 구성

장대가 가지는 여러 기능과 입지적 환경에 따라 대臺

를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장대에

는 궁궐이나 사찰의 주요 정전이나 전각의 건물 앞에 놓이

는 월대月臺형식의 일정한 공간이 조성된다. 그러나 건물의 

중심축에 맞춰서 월대를 균형있게 설치하는 정형성 또는 

난간 설치 및 바닥마감 등의 장식적인 요인은 나타나지 않

는다. 장대의 전면에 이러한 공간이 조성되는 이유는 기능

적인 측면과 입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능적인 측면은 월대의 기능과 같다. 월대를 설

치하여 건물 정면에 넓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행사장소로 

사용하거나 건물의 위계를 보여주고, 격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20 장대에서의 기능인 군사 교련敎鍊과 사열査閱을 

위해서는 전면에 넓은 공간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면 공간

은 장대 건물보다 낮게 조성되기도 하고, 건물 자체가 의도

적으로 높게 설치되기도 한다. 또한 장수의 지휘소로서 성

내의 여타 건물보다 위계가 높기 때문에 대를 구성하여 건

물의 격을 높였다.

수원화성의 동장대는 궁궐의 정전 월대와 같은 전형

적 구성을 보여준다. 장대 건물과의 직선축에 가공된 장대

석을 이용하여 넓은 장방형 평면의 대를 순차적으로 쌓아

올렸다.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진입부의 평탄한 대지가 

사진 1.  경복궁 근정전의 월대 사진 2.  화성 동장대의 전면 공간

20   김왕직, 2007,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p.64.

그림 6.  수원화성 동장대의 공간구성 그림 7.  남한산성 수어장대의 공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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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下臺, 그 위가 각각 중대中臺, 상대上臺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계단식 구성방식은 여타의 장대에서도 보이고 

있다. 남한산성의 수어장대는 남동측의 진입부에 청량당을 

세워 사당공간을 만들고, 위로 오르면 장대 전면의 넓은 공

간, 그리고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장방형의 대 위에 기단을 

두어 진입 방식이 ‘ㄴ’자 형태로 구성되었다.

지형 자체가 매우 협소하여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곳 

또는 평탄한 대지에 위치하여 대지臺地를 높게 쌓을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장대 건물의 주변으로 장대석 한단을 경계

석처럼 둘러 형식적으로 대를 구성하거나 건물 기단 위에 

내부 바닥을 한단 더 올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대를 두어 

여러 단을 구성하는 방식은 조선시대의 장대에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산성의 동장대는 전면과 양 측면에 사다리꼴 형

태로 축대를 쌓아올리고 후면은 성곽의 회곽로와 합쳐진

다. 이러한 부정형의 평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에 건물 

기단의 너비와 같은 장방형의 하대下臺가 마련되었고, 축대

와 기단 사이에는 한단의 경계석을 ‘  ’자 형태로 둘러 또 

하나의 대를 마련하였다. 강화산성 남장대의 경우 건물기단 

정면에 기단너비와 같은 장방형의 대를 한단 낮춰 이어 내

렸다. 이는 기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대로,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구성으로 보인다.

이 외에 수원화성의 서장대는 전면의 진입부에서 장

대석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대를 올렸다. 특이

한 점은 가장 상부에 놓인 대의 형태가 전면에서는 장대의 

기단과 면하고, 후면은 넓게 조성되어 장대건물 뿐만 아니

라 노대弩臺, 후당後堂21 등의 시설들이 함께 들어섰다는 것

이다.

한편, 군사적 목적이 병행된 대규모 누각들은 건물이 

들어선 지대보다 안쪽의 넓은 대지臺地를 누마루 높이까

지 올려서 조성되었다. 이는 군사 교련의 장소로서 지휘관

이 전면의 대지와 건물 사이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높이

그림 8.  북한산성 동장대의 공간구성 그림 9.  강화산성 남장대의 공간구성

그림 10.  수원화성 서장대의 공간구성

21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나 『화성성역의궤』에서는 서장대와 노대 사이에 군무를 보기위해 후당 3간을 지었다고 하며, 그 모습은 「서장대도西將臺圖」에 잘 표현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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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줄여 군사훈련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이유로 여

겨진다.22 진주성 촉석루는 현재 고저高低 차이가 없는 평탄

한 대지 위에 위치해 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진을 보

면 지금의 진입계단 하부 돌계단의 높이만큼 전면의 대지

가 높게 올라서 있어 4단 정도의 목재계단을 통해 바로 누

마루로 진입할 수 있었다. 강계읍성 인풍루 역시 안쪽의 대

지가 건물지보다 높아 바로 누마루로 진입할 수 있다.

남한산성 수어장대와 수원화성 동장대, 진주성 촉석

루, 안주읍성 백상루 등 넓은 대지臺地를 수반한 장대는 주

위에 담을 둘러쌓아 공간을 구획하였다. 일반적으로 장대

는 건물을 기준으로 후면에는 성곽이 지나가기 때문에 담

장을 ‘  ’자로 두르면 성곽과 직각으로 연결된다. 수어장대

에는 전체적으로 사다리꼴 평면의 공간에 석축담이 둘러져

있다. 그 안에서도 남측 진입부에는 청량당을 짓고 담을 쌓

아 사당공간을 따로 구획하였다. 촉석루 역시 넓게 담장을 

두르고 여러 부속건물이 들어섰는데 18세기 중반에는 의기

사義妓祠가 세워져 사당공간을 구획하였다.23 수원화성 동

장대는 하대下臺부터 건물 뒤의 사대射臺가 놓인 성벽까지 

담장이 조성되었다. 안주읍성 백상루의 경우에도 방형으로 

넓게 담장을 둘렸으며, 전면에 평삼문이 마련되었다.

문수산성의 장대는 발굴조사와 고지도에서 확인되듯

이 석축과 전돌을 원형으로 둘러 대를 구성하였는데, 구성

방식으로 보면 일반적인 돈대의 형식에 가깝다. 하지만 기

록상 장대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이형異形적인 종류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발굴조사 결과 대臺의 존재는 확인했

지만 상부의 건물지 추정 유구는 군부대의 헬기장 조성으

로 인하여 훼손이 심해 확인되지 않았다.24 또 고문헌에 건

물의 기록이 없고, 각종 고지도에도 건물에 대한 표현은 보

이지 않는다. 이는 남한산성의 외동장대나 북한산성에서 

최초로 건립된 장대 역시 건물에 관한 기록이나 고지도에

사진 3.  복원 전의 촉석루(출처 : 『조선고적도보』) 사진 4.  복원 후의 촉석루

22   김민주, 2011, 위의 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23   김준형, 2014, 「조선후기 진주성도의 비교분석」 『조선시대사학보』 68, p.215.

24   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김포 문수산성 장대지 발굴조사』, 김포시, p.66.

그림 11.  「江華府全圖」속 문수산성 장대(출처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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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물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처음부터 별도의 건물

이 건립되지 않은 형태의 장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 평면의 구성

1) 평면 형태

장대 건물의 평면 형태는 크게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방형 평면은 5×4칸과 3×2칸의 건물이, 

정방형 평면은 3×3칸이 일반적이다.

장방형 평면의 건물 중 정면 5칸, 측면 4칸을 가지는 

대규모의 건물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평지성이나 

읍성 등에 나타난다. 수원화성의 동장대나 진주성 촉석루

가 대표적이며, 안주읍성 백상루의 본채도 5×4칸의 평면

구성을 갖는다. 의주읍성의 통군정과 강계읍성의 인풍루는 

정면과 측면의 칸수가 하나씩 준 4×4칸, 5×3칸의 평면 구

성을 보인다.

반면 정면 3칸, 측면 2칸에 해당하는 장방형 평면의 

건물은 주로 산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금정산성 장대와 상

당산성 동장대, 서장대는 발굴조사와 문헌기록을 통해 3×2

칸으로 복원되었다. 남한산성 수어장대의 하층은 정면 5칸, 

측면 4칸이고, 상층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전술한 두 

가지의 장방형 평면이 상하층에서 모두 보인다.

정방형 평면의 건물은 모두 정면 3칸, 측면 3칸의 중

층형태이며, 상층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구성방식을 보인

다. 수원화성의 서장대와 북한산성 동장대, 강화산성 남장

대, 동래읍성 서장대는 중층으로 복원되었으나 수원화성 

서장대를 제외한 장대는 중층건물이었는지 알 수 없다. 복

원된 동래읍성 서장대는 하층 측면이 2칸이지만, 내부에 4

개의 초석이 정방형으로 놓여 전체적으로 3×3칸의 평면형

식을 보인다.

한편, 대부분의 장대 건물은 정면의 어칸 길이와 협칸 

사진 5.  남한산성 수어장대 (출처 :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그림 12.  동래읍성 서장대 유구실측도 (출처 : 동아대학교 박물관, 1979)

표 5.  연구대상 장대 건물의 평면구성

평면형태 장대명 칸수 비고

장방형

남한산성 수어장대
하층 5×4
상층 3×2

수원화성 동장대 5×4

진주성 촉석루 5×4

강계읍성 인풍루 5×3

의주읍성 통군정 4×4

금정산성 장대 3×2

상당산성 동장대 3×2

상당산성 서장대 3×2

정방형

북한산성 동장대
하층 3×3
상층 1×1

상층부 
추정복원

수원화성 서장대
하층 3×3
상층 1×1

강화산성 남장대
하층 3×3
상층 1×1

상층부 
추정복원

동래읍성 서장대
하층 3×2
상층 1×1

상층부 
추정복원

특수형(T자형) 안주읍성 백상루
본채 5×4
곁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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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정방형 평면을 가진 장대 

건물은 어칸 길이가 협칸의 길이보다 약 두 배가 크다. 이는 

내부 중앙칸이 상층의 바닥면적이 되기 때문에 어칸을 넓

게 조성하여 상층의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2) 초석의 형태

장대 건물의 초석은 보통 외진주열과 내진주열이 다

르게 구성되었다. 특히 중층누각형식인 수어장대와 정방

형 평면을 가진 장대 건물에서는 외진주열에 팔각 장주초

석을 놓았는데, 이는 층고가 높고 개방적인 건물의 특성상 

우수에 의한 기둥 하부의 부식腐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래읍성 서장대의 경우 외진주열에 장주초석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측면과 후면에 원형 혹은 반원형 주좌가 새겨져 

있어 전면을 제외한 삼면을 하방으로 연결하고, 고막이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5 단층의 장방형 평면형식 장대

건물들은 외진주열에 놓이는 초석을 화강석으로 가공하거

나 주좌를 새겨 의장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읍성에 위치

하는 대형누각은 모든 칸에 누하주가 세워지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장주초석이나 단주초석이 내외구분 없이 동일하

게 놓인다.

표 6.  연구대상 장대 건물의 초석 구분

성곽명 장대명 외진주초 내진주초

남한산성 수어장대 팔각 장주초 원형 주초

북한산성 동장대 팔각 장주초 원형 주초

수원화성

서장대 팔각 장주초 정방형 주초

동장대 사각 장주초 사각 장주초

강화산성 남장대
양측면 : 팔각 장주초
어칸 : 팔각 주초

방형 주초

진주성 촉석루 원형 돌기둥 (변형) 원형 돌기둥 (변형)

동래읍성 서장대
방형 초반에 (반)원형 주좌
전면 : 자연석 주초

원형 주초

금정산성 장대 가공한 화강석 주초 -

상당산성 서장대
가공한 화강석 주초
후면 : 원형 주초

-

3) 내부 바닥과 마루

장대의 마루구성을 살펴보면, 남한산성의 수어장대나 

수원화성 서장대 등의 중층누각형식 건물은 보통 하층 내

진칸을 중심으로 마루를 구성하여 건물 바닥과 높이차를 

두었다. 북한산성의 동장대는 하층에 마루를 설치하지 않

았지만, 내진주열을 따라 장대석을 두르고 건물바닥보다 한

단 올려 내진칸을 박석으로 마감하였다. 강화산성의 남장

대는 하층의 내진칸과 함께 후면 어칸까지 마루를 구성하

였고, 상당산성 서장대 역시 어칸에 우물마루를 설치하였

다. 의주읍성 통군정은 내진칸에 우물마루를 1단 설치하고 

후면 중앙 두 칸을 한단 높여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원

화성의 동장대는 건물의 전면 퇴칸을 건물 바닥보다 한단 

낮게 조성하여 후면 퇴칸의 마루까지 총 4단을 오를 수 있

도록 구성되었다. 이 외에 진주성 촉석루와 안주읍성 백상

루, 강계읍성 인풍루와 같은 대규모 누각건물은 누하주를 

세우고 상부의 전면에 걸쳐 우물마루가 설치되었다.사진 6.  북한산성 동장대 초석

25   동아대학교 박물관, 1970, 『동래읍성 서장대·망월산정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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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장대의 내부에는 높이차가 있어, 최고 

지휘관이 서게 되는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

방이 트인 장대 건물의 특성상 중앙의 내진칸이 가장 높게 

조성되나, 연무대鍊武臺와 같은 성격에 건물은 전면부터 계

단식으로 구성되어, 건물의 후면칸이 가장 높게 설치되기도 

한다. 읍성의 대규모 누각은 전면에 걸쳐 누마루가 설치되

어 넓은 상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3. 가구형식

1) 기둥의 형태

장대 건물은 일반적으로 외부조망을 위하여 기둥의 

길이를 길게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층고層高를 

지닌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장대의 모든 건물은 누하주

를 포함하여 원형기둥을 사용하였다. 현재 복원된 장대건

물의 경우에도 발굴조사 당시 노출된 주초석 상면에 원기

표 7.  연구대상 장대의 마루구성 (▧표시는 건물바닥보다 높게 조성한 칸)

장대 구분 형태 비고 장대 구분 형태 비고

남한산성 
수어장대

장마루 상층 장마루
상당산성 
동장대

우물마루 고증안됨

북한산성 
동장대

-
내진칸이 한단 높음 
상층 우물마루

동래읍성 
서장대

쪽마루 고증안됨

수원화성 
동장대

우물마루

1 2 2 2 1

마루 2단
전면퇴칸이 
한단 낮음

의주읍성 
통군정

우물마루

1 2 2 1

1 1

1 1
마루 2단

수원화성 
서장대

우물마루 상층 우물마루
상당산성 
서장대

우물마루

진주성 
촉석루

우물마루 누마루
강계읍성 
인풍루

우물마루 누마루

강화산성 
남장대

장마루 상층 장마루
안주읍성 
백상루

우물마루 누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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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의 흔적이 보이고, 주좌 역시 원형주좌圓形柱座 외에 다른 

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모기둥은 부속채나 작은 건물

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대 건물은 소규모임에도 

원기둥을 사용하여 격식格式을 높였다.

중층누각형식의 장대 건물은 팔각 장주초석 위에 외

진주를 세워 사방에 퇴칸을 구성하고 하층의 내진주가 그

대로 연장되어 상층의 변주가 된다. 이러한 중층누각은 하

층의 층고가 비교적 높게 구성된다. 읍성의 누각건물과는 

달리 하층에도 지붕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붕을 높게 올림

으로써, 시야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

층의 건물 역시 층고를 높게 하여 조망에 유리하도록 구성

되었다.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으로 보면 단층건물인 수원

화성 동장대는 내진주가 15척으로 중층인 수어장대의 내

진주와 길이가 같다. 장대건물은 이러한 개방성의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기둥을 높게 구성하였다. 외부로부터 노출

될 수 있는 단점은 금정산성의 장대와 같이 기단부의 석축

담이나 후면에 위치한 성벽의 여장으로 보완했다. 반면 누

각 건물은 누하주를 세워 지면으로부터 높게 건립되어 조

망이 가능하고, 권위적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누

각건물의 누하주는 일반적으로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한 

감주법減柱法 없이 모든 칸에 기둥이 세워진다. 또한 누상주

에 비해 직경이 큰 기둥이 사용되어 상부하중에 의한 구조

적인 안전성이 고려되었다. 하층에 지붕이 없는 누각건물은 

우수雨水로 인한 목재기둥의 부식을 막고자 장주초석이 사

용되고, 목재 기둥을 짧게 하는 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 진

주성 촉석루의 경우 기둥과 주초가 한 재로 이루어진 돌기

둥을 사용하였는데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기 전 사진에서는 

목재 기둥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복원 당시 목재 누하주

로 인한 내구성을 보완하고자 변형부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북한의 장대건물들은 배흘림이 나타나는데 

건립연대에 있어 시기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으로 해석된다.

표 8.  연구대상 장대건물의 기둥 형태

성곽명 장대명 기둥형태 흘림유무 비고

남한산성 수어장대 원기둥 민흘림 상하층 통주

북한산성 동장대 원기둥 - 추정복원

수원화성

서장대 원기둥 민흘림 상하층 통주

동장대 원기둥 민흘림 단층

강화산성 남장대 원기둥 - 추정복원

진주성 촉석루 원기둥 無 상하층 별주

동래읍성 서장대 원기둥 - 추정복원

금정산성 장대 원기둥 - 추정복원

상당산성 서장대 원기둥 - 추정복원

의주읍성 통군정 원기둥 배흘림 상하층 별주

안주읍성 백상루 원기둥 배흘림 상하층 별주

강계읍성 인풍루 원기둥 배흘림 상하층 별주

2) 공포 형식

공포 형식이 확인 가능한 장대는 모두 익공식 구조를 

보인다. 그 중 읍성의 대규모 누각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장

대의 기능을 갖춘 건물들은 이익공 이하로 나타난다.

수원화성 서장대와 동장대는 초익공을 사용하였다. 

남한산성 수어장대의 하층은 초익공, 상층은 이익공이 사

용되어, 상하층의 공포구성이 차이를 보인다. 상층에 익공

을 하나 더 올려 구성했다는 점은 멀리서도 조망이 가능한 

상층부에 의장성을 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읍성의 경우,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익공의 개수가 

늘어나고 외부 출목을 두어 처마 하중에 대한 구조적인 안

정성이 도모되었다. 의주읍성 통군정은 이익공에 일출목을 

사진 7.  수원화성 서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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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외목도리를 올렸으며, 진주성 촉석루나 안주읍성 백

상루는 대규모의 누각으로 일출목 삼익공을 두어 의장적

인 효과를 강조하였다.

표 9.  연구대상 장대건물의 공포 형태

초익공 이익공 삼익공 물익공

남한산성 
수어장대 하층

남한산성 
수어장대 상층

진주성 촉석루 
(일출목)

수원화성 동장대 
(일출목)

수원화성 서장대 
상·하층

의주읍성 통군정
 (일출목)

안주읍성 백상루 
(일출목)

강계읍성 
인풍루

3) 상층부의 구성

장대건물은 단층으로 조성된 경우도 있지만 남한산

성 수어장대와 수원화성 서장대와 같이 중층누각형식으

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층누각형식은 장대 건물의 

구조적인 특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근래에 복원된 많은 장

대 건물들이 이와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

층누각형식의 장대건물은 하층의 내진주가 그대로 연장되

어 상층의 변주가 되기 때문에 하층 퇴칸의 면적만큼 상층

평면이 체감하는 온칸물림방식을 보여준다.26 상층마루는 

내진주의 옆 홈에 멍에창방을 끼우고 귀틀을 결구하여 구

성된다. 수원화성 서장대를 비롯한 멍에창방이 있는 중층

건물에는 상층마루가 멍에창방 위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

나, 남한산성 수어장대의 상층마루는 멍에창방 아래 높이

에 동귀틀을 놓았다. 또한 수어장대는 장귀틀과 동귀틀을 

두었지만 청판을 끼워서 우물마루를 만들지 않고, 장마루

를 깔아놓은 특징을 보인다.27 하층 처마의 서까래 끝은 마

루선상보다 위에 놓이고, 그 속은 머름으로 벽을 두어 막았

다. 머름 위에는 창호가 설치되어 개폐가 가능하였는데, 남

한산성 수어장대에는 각 칸마다 두짝의 판문이, 수원화성 

서장대에는 교살창이 설치되었다.

읍성의 누각은 남한산성 수어장대와 같이 상하에 지

26   김봉건, 1994, 「전통 중층목조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7.

27   정환욱, 2015, 「조선시대 중층건물의 상층마루 조영기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그림 13.  안주읍성 백상루 일출목 삼익공 상세도

그림 14.  남한산성 수어장대 종단면도 (출처 : 경기도, 1989)

사진 8.  남한산성 수어장대 하층 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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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이 달려있지 않아 중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

로는 높은 누하주가 놓이고 상부에 마루가 조성되어 2층의 

형태가 나타난다. 진주성 촉석루나 안주읍성 백상루, 강계

읍성 인풍루는 누하주 상부를 청방으로 결구하고 귀틀을 

올려 우물마루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상부공간에는 계자난

간을 두르고, 창호나 벽을 두지 않아 넓고 개방된 공간을 

가진다.

4. 지붕형태 및 구성

현존하거나 기록으로 확인되는 장대건물은 모두 팔작

지붕이나 모임지붕이며, 우진각이나 맞배지붕은 나타나지 

않는다. 맞배지붕의 구성은 간단하지만, 측면 지붕을 내미

는 것은 구조상 제한이 있어 사방이 트인 장대건물에 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성곽의 문루에서 자주 보이

는 우진각지붕 역시 나타나지 않으며, 권위건축에서 사용되

는 팔작지붕을 통해 격을 높였다. 또한 외기 위에 추녀와 측

면 서까래를 걸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눈썹천장을 설치했

다. 수원화성 동장대는 좌우측면 2열에 대들보를 퇴보 높이

로 낮추어 걸고 고주의 주두 위에 도리와 장혀를 두어 측면

서까래를 받는 독특한 구조를 보인다. 이는 전라좌수영인 

여수 진남관鎭南館과 같이 거대하고 웅장한 단층건물에서 

확인되며, 넓은 지붕을 구성할 때 매우 안정적인 구조이다.

장대 중 측면 3칸 이상의 단층건물과 읍성의 누각은 

모두 7량가로 확인되었다. 측면이 3칸인 강계읍성 인풍루

는 내부에 일체 기둥을 두지 않고 전후면으로 커다란 대들

보를 걸고 그 위로 중보와 종보를 둔 무고주 7량가의 구성

을 보인다. 측면이 4칸인 수원화성 동장대와 진주성 촉석

루, 의주읍성 통군정, 안주읍성 백상루의 본채는 내진고주

를 두어 외부로 퇴보를 걸고, 내부로는 대들보를 걸치는 2

고주 7량가의 가구구조를 보인다. 안주읍성 백상루는 안채

와 본채가 ‘T’자형으로 연결되어 팔작지붕이 겹쳐지는데 5

량가의 곁채에 비하여 7량가의 본채가 더 높기 때문에 곁

채의 종도리가 본채의 상중도리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여 

직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28

발굴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대

건물들은 고지도 등을 통해 팔작지붕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림 15.  강계읍성 인풍루 종단면도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사진 9.  수원화성 동장대 지붕가구 사진 10.  안주읍성 백상루 (출처 : 『조선고적도보』)

2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위의 책,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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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물들은 일반적으로 충량을 두어 외기를 구성하

고, 대들보와 종보를 걸어 5량가의 형태로 팔작지붕을 구성

한다. 금정산성 장대, 상당산성 동장대와 서장대가 이와 같

은 형식으로 복원되었으며, 상층 평면이 정면 3칸, 측면 2칸

의 형태를 보이는 남한산성 수어장대도 같은 구조방식이다. 

정방형 평면의 장대건물에서는 사방에 처마를 내밀어 

하층지붕이 설치되고 상층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평면

에 사모지붕이 올라간다. 수원화성 서장대는 정방형 평면을 

이루는 내진고주 상부에 장혀와 주심도리를 ‘井’자형으로 

맞추고 중심부에 종단縱斷으로 대들보를 걸었다. 대들보 위

에는 옥심주와 ‘井’자형으로 짜 맞춘 종도리를 올려 네 귀에 

추녀 뒷뿌리를 끼우고 사면의 연목을 받게 하였다. 정방형 

평면의 중층누각형태는 장대건물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형

식이다. 이러한 건축형식은 발굴조사로 유구가 드러난 장대 

중 수원화성 서장대의 기초부와 유사한 북한산성 동장대, 

강화산성 남장대, 동래읍성 서장대의 복원에 적용되었다.

한편, 팔작지붕인 남한산성 수어장대와 수원화성 동

장대에는 취두와 용두가, 진주성 촉석루에는 취두가 지붕

마루 위에 설치되었다. 사모지붕인 수원화성 서장대는 상

하층 추녀마루에 용두가 설치되고 상부는 절병통으로 마

무리되었다. 또한 각 장대건물의 사래 끝에 토수를 달아 우

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장식성을 더하였다. 북한지역의 

장대건물은 취두나 용두를 사용하지 않고 지붕마루 끝에 

망와를 세워 장식하였다.

전술한 장대의 평면과 가구형식, 포작 등은 다음의  

<표 10>과 <표 11>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10.  복원된 장대 건물(유구) 평면도

성곽명 장대명 평면도

북한산성 동장대

(출처 : 서울시, 2009)

강화산성 남장대

(출처 : 한울문화재 연구원, 2011)

동래읍성 서장대

금정산성 장대

(출처 : 한국문물연구원, 2008)

상당산성 서장대

(출처 : 한국문물연구원, 2008)

그림 16.  수원화성 서장대 상층 앙시도 (출처 : 수원시 화성사업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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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대상 장대 건물의 유형

성곽명 장대명 평면 가구 포작

남한산성 수어장대

수원화성

서장대

동장대

진주성 촉석루

의주읍성 통군정

안주읍성 백상루

강계읍성 인풍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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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장대가 최초로 건립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8세기를 

전후로 하여 그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는 왜란과 호란

을 거치며 장대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이 대대적인 축성사업

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조선

시대 성곽축성의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 성곽의 중요시설로 

자리잡은 장대의 건축적인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장대는 조망의 기능이 최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높은 지형에 개방적인 형태로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하나

의 성곽에는 2개 이상의 장대를 두어 서로의 조망범위를 

보완한다. 건물은 벽체 없이 사방이 트이고 처마를 높게 올

려 보다 광범위한 시야를 확보하였다. 또한 강변 경사지에 

위치한 읍성 누각의 높고 개방적인 형태는 내부에서의 유

관과 더불어 장대의 기능을 겸할 수 있었다. 우수에 취약한 

건물에는 장주초가 설치되거나 사래부분에 토수기와가 달

리기도 하였다.

둘째, 군사훈련의 기능으로 들어선 장대는 병사들의 

교련과 사열이 이뤄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수

반되어야했다. 일반적으로 장대는 지휘관이 자리한 건물을 

중심으로 후면에는 성곽이 위치하고, 전면에는 병사들을 

소집하기 위한 넓은 대가 마련된다. 이러한 공간적 구성은 

조선시대의 장대에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형식이다. 또한 장

대는 지휘관이 위치하는 장소로서의 위계성이 다양한 건축

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대와 건물바닥에 높이차를 두거나, 

건물의 격을 높이고자 여러 장식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었다.

셋째, 장대 건물의 평면은 크게 장방형과 정방형으로 

구분된다. 장방형 평면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5×4칸과 3×2

칸이 일반적이다. 이 중 5×4칸의 건물은 넓은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는 평지성이나 읍성에서, 비교적 소규모인 3×2칸은 

주로 산성에서 나타난다. 정방형 평면의 건물은 모두 3×3칸

의 규모를 가진 중층으로 복원되었으나, 수원화성 서장대를 

제외하고는 원형여부를 알 수 없다. 정방형 평면의 건물은 

어칸 길이가 협칸의 약 두 배로서, 상층의 내부 공간을 확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넷째, 장대 건물의 일부는 내부에 층을 두어 상부공

간을 구성하였다. 특히 상하층에 처마를 달아낸 중층누각

형식은 장대건물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건축특징 중 하나

이다. 이러한 건물들은 온칸물림방식을 보여주며, 내진주에 

멍에창방을 끼우고 귀틀을 결구하여 상층마루를 구성하였

다. 또한 읍성의 누각은 높은 누하주를 세우고 상부에 청방

을 결구하여 상층마루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읍성에 위치

하여 장대의 기능을 겸하고 있지만, 건축 특성은 조선시대 

관아 누각과 큰 차이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장대의 구성요소 중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선별하여 건축적 특성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근래 복원된 장대의 일부는 연구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다. 또한 고지도나 문헌기록을 통해 건물의 외형

적 부분이 명확히 고증된 경우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장대의 건축적 특성을 시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기초적 단계로서, 추후 보다 심도있고, 면밀한 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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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of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Jangdae (general's podium), which shows 

one of the technical changes in fortification of Joseon Dynasty. As a facility for commands of generals and 

training for officers and men, it was located inside a fortress. Although it is not certain when the first Jangdae 

was built, the number of them dramatically increased around 18th century.

Since the top priority function of the Jangdae was the prospect, it was installed at the hilly spot with 

open architecture. In addition, the open structure of Eupseong fortress towers on the riverside banks could 

simultaneously offer the functions as viewing around and Jangdae. Since Jangdae was also a place for military 

drills and reviews of soldiers, a wide podium was positioned at the front to muster the soldiers. This feature 

was standardized in the space organization of Jangdae in Joseon, and a mere podium was installed unless the 

topographic restrictions allows enough space.

On the other hand, as a place for a commander, the hierarchy of the Jangdae was revealed through a 

variety of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The hierarchy was assigned to the commander's space through the altitude 

difference, and diverse ornaments were added to show a sense of class. The floor plan of the Jangdae building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rectangle and square, and the typical sizes of the former are 5×4 Kans (traditional 

measuring unit between two columns) and 3×2 Kans. Out of these two types, buildings of 5×4 Kans were 

found in flat land and eupseong fortresses with large space, and the relatively smaller ones of 3×2 Kans in 

mountain fortresses. All buildings of square floor plan had 3×3 Kans style, and the center Kan was twice wider 

than the side Kan to make the central space wide. It seems that the purpose was to secure the interior space of 

the upper story because the center Kan accounts for the floor area of the upper story.

Some Jangdae's had internal story to form overhead space. The multi-roofed tower style with eaves attached 

to the upper and lower story is found exclusively in Jangdae. The buildings shows the Onkanmulim style which 

extends Naejinju (inner column) of the lower story to be the Byeonju (outer column) of the upper story, and the 

log-framed floor in the upper floor was structured by inserting the Changbang (connecting beam) between the 

Naejinju's and joining the log frames. In addition, the towers in eupseong fortresses had log-framed floor in the 

upper floor by setting up the high Nuhaju (column underneath a roof) and joining Cheongbang to the upper 

part of the column while it cannot be regarded as multi-roofed because only the upper part has a 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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