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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2년 6월 5일자 광명일보(光明日報)가 보도한 중국문물국의 발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장성(長城)에 관한 관념과는 판이한 것이었다. 총 길이
2만 1196.18km, 관련 시설 4만 3721곳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는 ‘만리(萬里)’
라고 통칭되던 장성에 관한 수식어를 무색하게 하였다. 또한 그 소재지도 동으
로는 흑룡강성(黑龍江省)에서 서로는 신강(新疆) 위구르자치구까지로, ‘동 산
해관(山海關) 서 가욕관(嘉峪關)’이라는 기존 관념을 넘어 확대되었다.

이렇게 장성의 길이가 확장되고, 소재지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기존 장성 개념의 변화다. 기존 장성은 산해관에서
가욕관까지 이르는 벽의 연속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장성
을 장체(墻體: 장성의 본체, 즉 기존 장성으로 표현되던 담 또는 벽), 성보(城
堡: 성이나 주위에 쌓은 둔병지 또는 거주지), 관애(關隘: 관문 혹은 요새), 봉
화대(烽火臺), 적루(敵樓: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설치한 성벽의 망루)를 모

※ 투고일: 2014년 4월 9일, 심사일: 2014년 7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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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장성은 하나의 벽이 아닌 방어를 위해 만들
어진 방어물 전체를 이르는 개념이 되었다.1) 따라서 벽이 연속되지 않는다 해
도 그것이 장성의 시설물이라면 모두 장성으로 파악해, 장성의 길이를 확장하
고 소재지도 확대하였다.
둘째, 발표 당시 중국문물국이 사용한 용어가 ‘역대장성(歷代長城)’이기 때문
이다. 발표에서 중국문물국은 ‘역대장성’이라 하여 중국사에 등장하는 모든 장성
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한족왕조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해도,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장성을 포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천리장성으로 추
정되는 노변강토장성(老邊崗土長城)과 발해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단강변장
(牧丹江邊墻)도 역대 장성에 포함되어 범위가 흑룡강성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은 ‘동북공정의 연장’, ‘고구려사 빼앗기’ 등
의 표현을 사용하며 흥분했고, 동북공정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전면적인 대응
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이들은 이 발표가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추진한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2005~2014)’의 중간보고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
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무엇보다 ‘장성보호공정’에 대한 정확
한 사정과 그에 따른 중국학계의 장성 연구 경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제기
되었다. 필자 역시 이미 중국학계의 장성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을 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2) 종래의 글이 주로 요동(遼東)지역에 분포한 연진(燕秦)장성
및 한(漢)장성에 대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전면적인 중국학계의 장성 연
구 경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중국 정부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성보호공정’의

1) 중국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完整的綜合性軍事防禦體系’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
다. 梁建宏, 2010, 「甘肅境內長城保護工作回眸」, 『絲綢之路』 6, 37쪽.
2) 홍승현, 2012, 「중국과 일본 학계의 燕·秦·漢長城 연구와 추이」, 『동북아역사논
총』 35.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사업이 어떤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
사업이 중국학계의 장성 연구, 이른바 중국학계에서 흔히 말하는 ‘장성학’3)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그에 영향 받은 중국학계의 장성학 연구의 경향을 살피
고자 한다. 국가에 의해 연구의 주제와 범주가 확정되고, 막대한 연구비가 지
원된다면 연구는 자연히 특정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된
일련의 연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앞으로 중국 장성학이 가게 될 길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이 글의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위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다. 우
선 ‘장성보호공정’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장성 개념’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가 장성 조사와
보호의 핵심 주체가 된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장성 연
구가 시 차원, 혹은 시박물관 차원의 현장조사에 근거했던 이유를 알려줄 것이
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에 의해 장성 연구의 범주가 규정됨으로써 발생한 상황
에 대한 개략을 서술하고자 한다.
‘장성보호공정’으로 인해 중국학계의 장성 연구는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지 않았다 해도 국가정책과 연동되어 진행되었다. Ⅲ장에서는 그 결과물이
어떤 경향을 띠게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장
성 연구의 지역적 경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북지역 장성 연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무래도 장성선이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는 서쪽지역 장성 연

3) 중국학계에서 ‘장성학’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994년 장성국제학술대
회로 생각된다. 여기서 羅鐵文과 董耀會는 1979년 國家文物事業局 주재로 개최된
長城保護硏究工作 좌담회를 계기로 장성에 대한 연구가 지난날 장성의 연혁, 건축
및 보수·현존상황, 진행방향 및 유적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장성을 매개로하는
정치, 경제, 군사, 민족, 교통, 지리, 문화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종합적인 장성 연구, 즉 ‘장성학’으로 이름하였다. 羅鐵文·董耀會, 1995, 「長城學
的幾個基本理論問題」, 『長城國際學術硏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225쪽. 실
제로 현재 중국의 장성 연구는 장성의 개념, 구성성분, 역할 등에서 벗어나 장성과
연동된 강역 문제, 경계 문제 등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별히 요동지
역의 장성 연구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국 고대사 연구에
서 장성 연구의 비중과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장성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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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그 선도 복잡하고 많이 훼손되어 방향을 분명히 파악하기 힘든 동쪽지역
장성 연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차이의 확인을 위해 동북지
역 장성 연구의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장성 연구에 대한 전망을 조심스럽
게 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이 장성을 매개로 한 역사 연구의 범주를 확장하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Ⅱ. 중국 정부의 ‘장성보호공정’

2004년 장성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2004年度世界瀕危遺産名錄]’에 올
라가면서, 중국 정부는 장성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이다. 2005년 말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9개 분
야의 장성 보호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장성보호공정총체공작방
안(長城保護工程總體工作方案)>(이하 <보호방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보호방안>의 주요 내용
① 장성 기반의 파악: 장성 자원 조사의 실시, 장성 문물 기록 보고서
의 작성
② 총체적인 계획의 편성: <장성보호총체규획(長城保護總體規劃)>의
편성, 보호범위와 규제지구의 확정
③ 관련 법규의 제정: <장성보호관리조례(長城保護管理條例)>의 제
정, 관련 법규의 완비
④ 장성 보호 관리체제의 정돈: 장성 보호 관리체제의 정돈, 명확한 장
성 보호 책임선의 확정
⑤ 장성 보호에 관한 선전 실시: 장성 보호에 관한 철저한 선전과 교육
실시
⑥ 장성 및 그 보호 관리를 위한 연구 강화: 장성 보호를 위한 과학적
연구의 강화와 ‘장성 및 그 보호 관리 연구’ 과제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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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성 유적에 대한 과학적인 보수계획의 수립: 과학적인 장성 보호
와 수선계획의 제정, 중점 구간 유적에 대한 수선방안 편성과 중점
부위의 응급처치 공사의 완성
⑧ 장성 파괴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법집행: 법률에 근거한 관리
감독의 강화, 장성 파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⑨ 장성 보호를 위한 경비 증대: 장성 보호 작업에 대한 경비 증대4)

이 장에서는 위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그것이 최근 장성 연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_ 장성 개념의 확정
먼저 ①의 ‘장성 기반의 파악’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장성의 규모·구성·
방향 및 시대·관리상황·환경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과학적이고도 완전한
‘장성 문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2006년 감숙(甘肅)·하북
(河北) 두 성(省)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2007년 전국에 분포한 장
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먼저 명(明)장성에 대해 실시되었다. 51개 조
448인이 투입된 대대적인 조사 후 명장성의 분포지역은 요녕(遼寧)·하북·북
경(北京)·천진(天津)·내몽고(內蒙古)·섬서(陝西)·영하(寧夏)·감숙·청
해(靑海)의 10개 성·자치구·직할시 등이고, 총 길이는 8851.8km로 보고되
었다. 그 동쪽 끝은 요녕성 호산(虎山)으로, 서쪽 끝은 감숙 가욕관(嘉峪關)으
로 확정되었다. 진한(秦漢)장성 및 여타 시기 장성에 관한 조사는 2009년에
93개 조, 922명이 투입되어 진행되었다. 이들 장성은 흑룡강(黑龍江)·북경·
하북·산서(山西)·내몽고·요녕·산동(山東)·하남(河南)·섬서·감숙·영
하·호북(湖北)·청해·신강(新疆) 등 14성 179개 현(縣)에 걸쳐 분포한 것으

4) 中國國家文物國·中國國家測繪局, 2007, 「長城保護工程(2005~2014年)總體工
作方案」, 『長城資源調査工作手冊』, 9~14쪽. 「長城保護工程總體工作方案」이 제
출된 것은 2005년 1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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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고, 그 중 진한장성은 1만 442km, 기타 시대의 장성은 1만
1469km로 보고되었다.5)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조사 대상이 되는 장성이 어떻게 규정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장성자원조사공작총체방안(長城資源調査工
作總體方案)>(이하 <조사방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조사방안>에서 규정한 장성 구성
•장성 본체: 성벽 및 성벽 상의 시설. 적대(敵臺)·마면(馬面) 등
•부속 시설: 장성과 함께 방어체계를 이루는 관련 시설. 관보(關堡)·
봉화대(烽火臺) 등
•관련 유적: 성벽 양측으로 장성 방어체계와 관련 있는 유적. 호구(濠

溝), 당마장(擋馬墻), 품자교(品字窖), 역참(驛站), 창저(倉儲), 거주
지(居住地), 전와교(磚瓦窖), 채석장(採石場), 적신(積薪) 등

사실상 군사 방어시설 전체를 장성이라고 보고 있는 이 규정은 『장성자원
조사공작수책(長城資源調査工作手冊)』(이하 『수책』)에 수록되어 있는 관련
법규인 <장성보호관리조례(長城保護管理條例)>(이하 <보호조례>)의 규정보
다도 훨씬 광범위하게 장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조례> 2조는 장성을 “장성
의 장체(墻體)(즉, 성벽), 성보(城堡), 관애(關隘), 봉화대(烽火臺), 적루(敵樓)
등을 포괄한다”6)고 규정해, 장성 및 그 부속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
사방안>에서는 ‘관련 유적’이라는 항목을 넣어 특정 군사시설을 장성으로 확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 놓았다. 물론 사료에도 장성이 길게 연결된 장벽
뿐 아니라 방어용 토담이나 흉벽과 같은 장애물이나7) 성채 또는 요새를 포함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8) 이처럼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성
5) 이상의 내용은 중국 국가문물국 직속기관인 中國文化遺産硏究院의 홈페이지
(www.cach.org.cn)에 수록되어 있는 <長城資源調査項目>의 ‘長城資源調査工作的
緣起’, ‘長城資源調査査工作槪況’, ‘秦漢及其他時代長城資源調査工作’, ‘長城資源
調査工作的進展情況’, ‘明長城資源調査工作的主要成果’ 등을 참조해 작성하였다.
6) 中國國家文物國·中國國家測繪局, 2007, 「長城保護條例」, 『長城資源調査工作
手冊』, 3쪽. “本條例所稱長城, 包括長城的墻體·城堡·關隘·烽火臺·敵樓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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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방어시설이 존재하거나 관련 유적
이 있으면 장성을 추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벽의 경우도 토장(土墻), 석장(石墻), 전장(磚墻)뿐 아니라,

산험장(山險墻), 산험(山險), 목장장(木障墻), 호참(壕塹) 등으로 구별하고 다

시 그것을 방법에 따라 세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장의 경우 다시 항축(夯

築), 퇴토(堆土), 홍류가사(蘆葦加沙), 토배루체(土坏壘砌)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지금까지 장성을 흙[土], 돌[石], 벽돌[磚]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던 것

과는 달리 <조사방안>에서는 산험장, 산험, 목장장, 호참도 장성의 종류로 포
함한 것을 볼 수 있다.9) 그 중 산험장과 산험은 자연물을 이용한 것으로 과연
이것을 인간이 수축한 장벽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10) 한편 호참이나 계호(界壕)는 참호로 지금까지 장성으

7) 사료에는 방어용 토담, 흉벽과 같은 외부에 대한 엄호물 또는 장애물의 역할을 담당
한 塹, 長塹, 方城 등이 등장한다. 차례대로 『史記』 卷15, 「六國年表」, “塹洛. 城重
泉”; 『北齊書』 卷4, 「文宣帝紀」, “冬十月丁酉，帝至平州，遂從西道趣長塹”; 『漢
書』 卷28上, 「地理志上」, “楚葉公邑．有長城，號曰方城”.
8) 성채나 요새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塞·塞垣·塞圍, 長城塞·長城障塞·長城亭鄣
등이 등장한다. 차례대로 『史記』 卷110, 「匈奴列傳」, “於是漢遂取河南地，築朔
方，復繕故秦時蒙恬所爲塞，因河爲固”; 『後漢書』 卷90, 「鮮卑列傳」, “天設山
河，秦築長城，漢起塞垣，所以別內外，異殊俗也”; 『魏書』 卷4下, 「世祖紀」, “丙
戌，發司·幽·定·冀四州十萬人築畿上塞圍，起上谷，西至于河，廣袤皆千里”;
『晉書』 卷42, 「唐彬傳」, “復秦長城塞，自溫城洎于碣石”; 『通典』 卷178, 「州郡八
古冀州」, “東北到長城障塞一百十里”; 『史記』 卷88, 「蒙恬列傳」, “吾適北邊，自直
道歸，行觀蒙恬所爲秦築長城亭障，塹山堙谷，通直道，固輕百姓力矣”.
9) 『全遼志』 卷2, 「邊防志·障塞」에서는 山險에 대해 “山險無墻”, “險山無墻”이라고
하여, 장성과는 다른 범주로 이해하고 있다.
10) 景愛는 장성은 人工建築物이어야 하기에 山險이나 山險墻은 장성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사카쿠라 아쓰히데(阪倉篤秀) 역시 직접적으로 장성이 인공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황화가 굴절해서 동으로 향하기 직전에 河岸이
나 황하로 흘러들어가는 洛水의 西岸에 인력을 가해 낙차가 생기도록 깎아낸 塹洛
長城(魏의 공격을 막기 위해 戰國時期 秦이 낙수의 서쪽에 쌓은 장성으로 알려져
있음)에 대해 장성 수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景愛, 2010, 「長城的內涵
及其相關問題」, 『東北史地』 6, 23쪽; 阪倉篤秀, 2004, 『長城の中國史 -中華vs
遊牧六千キロの攻防』, 東京: 講談社, 40~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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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방안>에서 규정한 장성 성벽 분류

구분

토장

석장

내용

분류

夯築: 흙을 다져 세운 성벽

비고

堆土: 흙을 쌓아 세운 성벽
축성 시 성벽 외관
紅柳(蘆葦)加沙: 渭城柳와 갈대 등의 식
을 주로 흙으로 쌓
물을 진흙, 모래와 섞어 쌓아 올린 성벽
은 성벽
土杯壘砌: 굽지 않은 흙벽돌로 쌓은 성
벽
毛石干壘: 흙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축성 시 성벽 외관 큰 돌을 사용해 쌓아 올린 벽
을 주로 돌로 쌓은 土石混築: 흙과 돌을 혼합해 쌓은 벽
성벽
砌築: 가늘고 긴 돌이나 가공한 돌을 이
용해 쌓은 벽
包土: 벽의 내부를 흙을 다져 만들고, 외
부를 내화 벽돌로 싸서 쌓은 벽

전장

包石: 벽의 내부를 흙과 잘게 부순 돌로
축성 시 성벽 외관 만들고, 외부를 내화 벽돌로 싸서 쌓은
을 주로 벽돌로 쌓 벽
은 성벽
磚石混砌: 가늘고 긴 돌로 기초를 놓고,
가늘고 긴 돌과 가공한 돌로 어느 높이
까지 쌓은 후 윗면을 다시 내화 벽돌로
쌓아 성벽의 상층을 구성한 벽

지세가 험한 곳에
산험장 사람이 가공해 장애
물을 만들 것

산험

지세가 험한 要害
處에서 성벽과 함
께 방어체계를 이루
고 있는 산, 하류,
계곡과 같은 자연물

목장장

목제 울타리를 이용
해 제작한 벽

호참/
계호

벽과 참호로 조합된
방어체

산을 깎아 만든 鏟
削墻, 산을 갈라 만
든 劈山墻

漢代의 壕塹,
金代의 界壕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특히 한대(漢代)의 호참은 이전 시기 연구에서
장성이 아닌 참호로 규정되었다.11) 금대(金代)의 계호 역시 북위(北魏), 요(遼)
의 호참과 같은 것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재료 면에서 목축장은 목제 울타리를 이용해 수축한 장벽을 말한다.12) 지
금까지 중국학계는 목책은 장성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특히 경애(景愛)는 장성
을 흙·돌·벽돌을 쌓아 만든 연속된 군사 방어물로만 이해하였다.13) 국내에
서도 목책으로 경계를 세운 요동변장(遼東邊墻)은 장성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연구가 발표되었다.14) 그러나 중국 정부의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목
책을 장성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는 중국 측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게 되었다.

2_ 관련 법규의 제정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③ 관련 법규 제정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법규라는 것은 <보호조례>를 말한다. <보호조례>는 2006년 10월 국가국무원
령 476호로 제정되고 그해 12월 1일자로 시행된 장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다.15)
<보호조례>는 모두 31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1) 吳祁驤, 1990, 「河西漢塞」, 『文物』 2.
12) 中國國家文物國·中國國家測繪局, 2007, 「長城資源調査名稱使用規範」, 『長城
資源調査工作手冊』, 42쪽.
13) 景愛, 2006, 『中國長城史』, 上海: 上海人民, 26쪽. 景愛는 ‘長城의 定義에 관해
(關於長城的定義)’에서 장성을 ‘土·石·磚을 쌓아 구축한 연속된 벽’이라 규정하
였다. 그는 2010년에도 동일한 주장을 발표하였다. 景愛, 2010, 앞의 글, 21쪽.
14) 남의현, 2012. 6. 12, 「중국의 역대 長城 발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발표문」,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3쪽. 남의현은 요동변장은 벽돌로 축조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장성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요동변장은 강과 산 등 자연적인 험세를
주로 이용하면서 적이 들어올 만한 중요한 길목과 거점에 작은 규모의 성인 堡를
설치하고 그곳에 소수의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남의현, 2011,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 변경지대 성격 연구-변경지대의
변화를 통해 본 만리장성 동단기점설 비판-」, 『동북아역사논총』 34.
15) 「長城保護條例」,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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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례> 중 지방정부 관련 조항
2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장성은 장성의 성벽, 성보, 관애, 봉화대,
적루 등을 포괄한다.
5조: 장성 소재 현급(縣級) 이상 지방정부는 장성 보호 경비를 재정 예
산에 책정해야 한다.
6조: 국가는 장성 보호를 위해 전문가 자문제도를 실행한다.
8조: 국무원 문물 주관부서, 장성 소재 현급 이상 지방정부 및 문물 주
관부서는 장성 보호에 출중한 공헌을 한 조직 및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
9조: 장성 소재 성(省)·자치구·직할시 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11조: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장성보호총체규획> 규
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장성 보호범위와 규제지역을 획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15조: 장성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장성 구간
보호 담당 기구를 확정해야 한다.

관련 법규의 제정은 정부의 책임으로 장성 조사와 보호를 진행한다는 것으
로, 이는 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또는 위대한 인류유산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특히 5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방정부가 이후 장성
보호에 필요한 예산항목을 책정하게 된 것은 체계적인 장성 보호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해당 지역 내 장성의 보호범위와 규제지역을 획정해야 한다는 11조
와 장성 보호를 전담할 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15조 역시 앞으로 장성이 국가
의 책임 있는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날로 파괴되고 있는 장성의
상황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조와 같이 법률에 의해 장성의 개념이 규정됨에 따라, 학문적 자
율성의 훼손이라는 문제도 야기하였다. 즉 학문 대상으로서의 장성은 장성학
이라는 특정 학문 분야를 성립시켰는데, 장성이 학술적 근거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법률적으로 규정되면서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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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것이다.16)
장성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이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9조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 내의 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해당 지역 내의 장성이라는 것은 11조에 의해 그 해
당 지역 지방정부가 획정한 것이다. 이것은 장성 혹은 장성선의 확정을 해당
지역정부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장성 조사가
장성선을 확정하게 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된 것이다. 학문적 객관성 담보라
는 점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우려는 “국무원 문물 주관부서, 장성 소재 현급 이상 지방정부 및 문물 주
관부서는 장성 보호에 출중한 공헌을 한 조직 및 개인을 표창해야 한다”는 8조
때문에 더욱 증폭된다. 국가 방침에 따라 장성의 존재와 장성의 보호가 개인
또는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실적인 자금지원17)
과 더불어 “국가는 장성 보호를 위해 전문가 자문제도를 실행한다”는 6조의 규
정 또한 장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 인력의 발굴 및 육성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자연히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장성에 대한 조
사와 구간의 확정이 진행되었다. 최근 장성에 대한 중국 측 연구가 팽창한 것
과 그 결과들의 대다수가 시정부 혹은 시박물관 차원의 조사보고인 것은 이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18)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지역별로 장성의 흔적을 찾고, 연장된 장성을 자신
들의 경내로 끌어들이는 조사와 연구들을 검증 또는 통합하는 학계의 시스템

16) 2조에 의해 1994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長城國際學術硏討會’에서 彭曦가 주장
한 “장성은 城(墻)·烽(燧)·障(塞)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견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중국학계의 장성 관련 연구에서 장성에 대한 이견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일률적으로 장성을 선이 아닌 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 되었다. 현재 중국학계에서 장성을 연속된 벽으로 보는 연구자는 景愛가
유일하다시피 한 상태다.
17) <보호방안> 9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장성 현지 조사에 인민폐 6,000만 위안을,
장성 연구에 2,000만 위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사방안>에 따르면 조사
비용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18) 자세한 사항은 홍승현, 2012, 앞의 글.

349

350

동북아역사논총 45호

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있을 것이다. 연구자마다 주장하는 장성선 중 무엇이
올바른 장성의 방향인지, 그들이 장성선을 확정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이 타
당한지를 지방정부가 검증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것이 장성 관련 지방정부
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우려하며, 장성 연구에 대한 학계의 자정작업을 요청하
게 되는 이유다.

Ⅲ. 장성 연구의 신경향

장성 조사 및 연구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은 장성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
고, 장성 연구를 ‘장성학’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학문 분야로 육성하였다.19) 특
히 재정적 뒷받침은 이 분야의 신진연구자들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 장성 관련 석·박사논문 중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배출한 천진대

19) 중국 정부는 장성 관련 연구 분야를 ① 중국 역대 장성 연구, ② 장성 보호 이론과
정책, ③ 장성 보호 기술로 다각화해 연구를 추동하였다. 그로 인해 역사학 분야 외
에 다른 분야에서도 장성 연구가 진행되었다. 단적인 예로 2012년 장성 관련 석·
박사 학위논문을 살펴보면, 역사학 분야의 연구보다 건축학 분야의 연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解丹, 「金長城軍事防御體系及其空間規劃布局硏究」, 天津大 박
사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王琳峰, 「明長城薊鎭軍事防御性聚落硏究」, 天
津大 박사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張玲, 「秦漢關隘制度硏究」, 河南大 박사
학위논문(中國古代史); 王力, 「明長城大同鎭軍事聚落整體性硏究」, 天津大 석사
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王洪超, 「長城的撮影藝術語言表達」, 太原理工大
석사학위논문(設計藝術學); 白貴斌, 「苔蘚及地衣對凉州明長城的保護作用硏
究」, 蘭州大 석사학위논문(建築與土木工程); 聶倩倩, 「長城與秦朝政治經濟再硏
究」, 蘇州大 석사학위논문(中國古代史); 李晴, 「宋明兩代軍事堡寨硏究」, 天津大
석사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庄和鋒, 「明長城山海關防區防御體系與軍事
聚落硏究」, 天津大 석사학위논문(建築設計及其理論); 劉壯, 「明代永平府境內軍
事聚落地理初步硏究」, 中央民族大 석사학위논문(歷史地理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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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津大) 건축과의 경우 정부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았다(2007~2010년
國家自然科學基金資助項目 및 國家敎育部高等學校博士學科点基金資助項
目).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규정한 연구범위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물들을 제출
하게 하는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연구비의 역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천진대의 결과물들은 동일한 프레임을 이용해
지역을 달리한 연구들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 성과물들의 내용이 대
동소이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방정부 관할의 장성 조사 활동 또한 연구의
방식과 내용을 획일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역사학 연구자들이 주
축이 되어 진행한 장성 조사 활동은 지역 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
을 것이다. 자연히 그 정보들은 새로운 연구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
든 조사가 매뉴얼에 따라 규정된 양식을 채용해 진행된 터라, 그것을 이용한
연구들 역시 일정한 모식(模式)에 따라 서술되었다.
특별히 그것을 규정한 것은 다음의 지침들로 생각된다. 우선은 <전국중점

문물보호단위기록당안공작규범(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記錄檔案工作規範)>,

즉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해야 하는 규범이다. 여기서는 문물조사 후 작성하
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보고서 중 문자 부분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일람>
① 전국 중점 보호 단위 등기표, ② 지리 위치, ③ 자연 및 인문환경,
④ 역사 연혁, ⑤ 기본 상황의 묘사, ⑥ 가치 평가, ⑦ 관련 연구의 상
황, ⑧ 지난 시기 행해진 조사·발굴·보호 사업·전시의 상황, ⑨ 보
호의 범위·새롭게 규제할 지역과 항목의 상황, ⑩ 보호 표지의 설치
상황, ⑪ 보호 기구의 상황, ⑫ 안전 보위 사업의 상황, ⑬ 부속 문물의
등기표, ⑭ 중요 문물 소장(所藏) 등기표, ⑮ 고목(古木)과 명목(名木)
등기표20)

20) 國家文物國, 1991, 「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保護範圍·標志說明·記錄檔案和保
管機構工作規範」 4장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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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중 도상(圖像)과 관련해서는 지형도·지질도·문물분포도·보호범
위 및 규제지역도 등은 물론, 발굴평면도·유적분포도·단면도·지층도 등을
포괄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진은 전경사진을 비롯해 유적의 외·내경 사
진, 부속유물의 사진, 중요 문물 및 고목과 명목의 사진을 실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두 번째 조사를 규정한 것은 『수책』에 수록되어 있는 <장성자원조사명칭사
용규범(長城資源調査名稱使用規範)>과 <장성자원조사문물편마규획(長城資
源調査文物騙馬規劃)>이다. 각기 조사 시 사용하는 명칭과 분류 시 번호를 매
기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문건이다. 특히 <장성자원조사명칭사용규범>
안에는 재료 및 축성방법에 따른 성벽의 분류와 그에 따른 명칭·설명, 성벽시
설의 구분과 명칭·설명, 관보(關堡) 시설에 대한 분류와 명칭·설명, 봉화대
시설에 대한 분류와 명칭·설명, 기타 관련 시설의 분류와 명칭·설명 등이 소
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근간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동
일한 용어를 이용해 비슷한 전개의 글이 나오게 된다.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하자.

1_ 현장조사 결과 보고성 연구
최근 장성 연구의 경향 중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문헌에 근거한 연구가 드물
고,21) 현지 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의 보고성 연구가 대량
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문헌을 바탕으로 시대별 축조연대와 그 방향 및
기점을 규명하려던 초기 장성 연구22)와는 대조적이다. 또한 1950~1970년대 현
장조사를 진행했다 해도 그것은 문헌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21)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장성 관련 연구 중 장성 관련 문헌 고증에 관한 연구는 다음
의 세 건을 제외하곤 찾아보지 못하였다. 尙珩, 2009, 「山西明長城文獻綜述」,
『滄桑』 6; 董焱, 2011, 「北京古長城文獻考察」, 『社科縱橫』 26; 董焱, 2011, 「延
慶縣長城的考察」, 『敎育科學』 3.
22) 王國良, 1930, 『中國長城沿革攷』, 上海: 商務印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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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내용은 역시 각 장성의 축조연대를 확정하는 것이었다.23)
한편 이전 시기의 현장조사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1980
년대 이후 2000년대의 현장조사는 국가의 지원이나 단위의 지원에 힘입어 보
다 활기를 띠게 된다. 이 당시 장성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현장조사를 근간으
로 하는 것으로 문헌사료 분석 위주의 장성 연구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24)
그 결과 많은 연구들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데, 특히 방향에 관한 연구가
대종을 이루었다.25)
그러나 ‘장성보호공정’이 발표된 이후인 2005년부터는 이와는 달리 장성
구조에 대한 연구가 대종을 이룬다. 지금까지 장성 구조에 대한 연구로는 일본
학계의 연구가 주목된다.26) 그 중에서 모미야마 아키라[籾山明]의 연구는 장
성을 이루고 있는 수(燧)·후관(候官)·관성(關城)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
다.27) 물론 중국 측에도 장성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장성을
23) 비교적 일찍 장성과 관련해 고고학적 현지 조사의 내용을 연구에 사용한 佟桂臣이
나 李文信의 경우 모두 현지 조사의 결과를 문헌 자료의 증명이라는 한정된 방법
으로만 사용하였다. 佟柱臣, 1956, 「考古學上漢代及漢代以前的東北疆域」, 『考
古學報』 1; 李文信, 1979a,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上」, 『社會科學輯刊』 1; 李文
信, 1979b, 「中國北部長城沿革考 下」, 『社會科學輯刊』 2.
24) 이것은 1979년에 國家文物事業管理局이 內蒙古 呼和浩特에서 長城保護硏究工
作 좌담회를 개최한 것에 힘입은 것이다. 좌담회는 ① 지금까지의 산발적·개인
적·지역별 고고학 발굴성과를 종합해, ② 문헌 연구에 머물렀던 기존의 연구를 뛰
어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받았다. 羅哲文·董耀會, 1995, 「長城學的幾個基
本理論問題」, 『長城國際學術硏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225쪽.
25) 이러한 현상은 1979년 長城保護硏究工作 좌담회의 결과가 2년 뒤 출판된 『中國長
城遺迹調査報告』에서부터 보인다. 여기에 실린 戰國時期부터 明代까지 장성에
관한 글들은 대체로 각 지역 장성의 유적을 소개하고, 그를 따라 방향을 확정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성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을 찾는 노력도 함께 진
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홍승현, 2012, 앞의 글, 357쪽, 주 63.
26)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米田賢次郞, 1953, 「漢代の邊境組織
-隧の配置について」, 『東洋史硏究』 12-3; 大庭脩, 1954, 「漢代の關所とパスポ
ート」, 『秦漢法制史の硏究』, 東京: 創文社; 永田英正, 1964, 「居延漢簡烽隧考」,
『東方學報』 36; 富谷至, 1990, 「漢代邊境の關所 -玉門關の所在をめぐって-」,
『東洋史硏究』 48-4; 吉村昌之, 1998, 「居延甲渠塞における部隧の位置」, 『古代
文化』 50-7; 籾山明, 1999, 『漢帝國と邊境社會 -長城の風景』, 東京: 中央公論
新社; 吉川佑資, 2011, 「居延漢簡にみえる候長と候史」, 『古代文化』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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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5년 이후 발표된 현장조사 보고성 연구 성과29)

지역

연
번

발표
연도

논문 제목

수록지

내용

1

潘玉靈·
2009
梁建宏

1. 夯築墻을 쌓은 지역 2. 堆築
墻을 쌓은 지역 3. 砌築墻을 쌓
簡論甘肅境
絲綢之路
은 지역 4. 山險墻 지역 5. 木障
內長城墻體
(165)
墻 지역 6. 山水險 지역 7. 壕塹
類型
구축 지역

2

王希偉

2012

甘肅早期秦 西安財經 1. 關堡의 개략적 상황 2. 관보의
長城調査所 學院學報 설립과 형태 3. 관보-장성의 중
요 군사 방어체계
見關堡略論 (25)

3

寧夏 文 物
考古硏究
所 ·內 蒙
2006
古 卾 托克
前旗文化
局

1. 明長城의 개략적인 위치 상
황 2. 관보의 구성 성분의 특징
3. 명장성 내측의 濠塹 4. 명장
寧夏靈武市
考古與文 성 내측의 봉화대 5. 명장성 외측
長城調査與
의 ‘品’字形坑 6. 外長城의 개략
物(2)
試掘
적 상황 7. 內長城의 개략적 상
황 8. 장성 試掘点 9. 靈武市 내
隋長城에 대한 서술

4

馮國富·
2009
海梅

寧夏 師 範
1. 장성 및 부속물의 개략적 상황
固原戰國秦
學院學報
2. 지역별 장성 성벽의 상황
長城調査
(30-4)

馬蘭英

2011

1. 固原 경내 古長城에 대한 개
略談固原境
內現存古長 絲綢之路 략적 소개 ① 戰國時期 秦長城
② 宋長城 ③ 명장성 2. 축성의
城及其構築 (201)
방식 ① 夯築 ② 塹險 ③ 砌壘
方式

2011

1. 장성의 분포 지역 2. 장성의
固原市原州 寧夏師範
보존 상태 3. 장성 수축의 특징
戰國秦長城 學院學報
4. 장성선 부근에서 채집한 유물
調査與發掘 (32-4)
5. 장성 발굴의 연혁

2011

1. 명장성의 유적 ① 西長城 ②
舊北長城 ③ 北長城 ④ 陶樂長
寧夏境內現
絲綢之路 堤 ⑤ 東長城 ⑥ 固原內邊, 2.명
存長城構築
장성의 구축 방식 ① 挑挖壕塹
(205)
方式探析
② 苟拉壕 ③ 深溝高壘 ④ ‘品’字
形窖

감숙성
(甘肅省)

영하
자치구
(寧夏
自治區)

연구자

5

6

7

張菜萍

周佩妮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지역

섬서성
(陝西省)

연
번

8

연구자

발표
연도

陝西省考
古 硏 究
院 ·楡 林
市文物考
2011
古勘探工
作 隊 ·神
木縣文管
辦

논문 제목

수록지

355

내용

1. 西溝瓜地渠 유적지의 발굴 상
神木縣西溝
秦長城遺址 考古與文 황 2. 과지거 유적지 남북 연장
단락의 발굴 조사 3. 출토, 채집
發掘·調査 物(3)
한 유물
報告

2005

1. 撫寧 경내 磚砌 敵臺에 대한
撫寧境內明
文物春秋 개략적 상황 2. 적대 형태에 대한
長城敵臺建
소개 3. 열 개 대표 적대에 대한
(3)
築形制
구조 분석

田淑華·
10 趙曉光· 2006
王月華

承德地區漢
文物春秋 1. 장성의 방향과 봉수의 분포 2.
代長城與烽
(3)
건축 구조와 특징 3. 관련 유적
燧調査

李建 麗 ·
2006
李文龍

1. 전국시기 장성의 개략적 상황
2. 秦長城의 개략적 상황 3. 漢
長城의 개략적 상황 4. 北魏長
河北長城槪 文物春秋
城의 개략적 상황 5. 北齊長城의
況
(5)
개략적 상황 6. 唐長城의 개략적
상황 7. 金長城의 개략적 상황 8.
명장성의 개략적 상황

鄭紹宗·
2009
鄭立新

1. 전국시기 燕·趙長城의 연혁
과 상황 2. 전국시기 中山長城의
연혁과 상황 3. 진장성의 연혁과
상황 4. 한장성의 연혁과 상황 5.
河北古長城
文物春秋 蔚縣 後漢長城의 연혁과 상황 6.
沿 革 考 略
북위장성의 연혁과 상황 7. 북제
(3·4)
(上·下)
장성의 연혁과 상황 8. 隋長城의
연혁과 상황 9. 金代 界壕의 연
혁과 상황 10. 명장성의 연혁과
상황

9

11

吳克賢

하북성
(河北省)

12

13 于曉磊

2009

1. 北朝長城의 연대와 기점과 종
北朝長城現 中國文化 점 2. 북조장성 유적의 자연·인
문 환경 3. 북조장성의 유적 건축
況調査
遺産(1)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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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
번

연구자

발표
연도

수록지

내용

趙宏利·
14 朱 波 ·劉 2009
麗

1. 유적 조사 및 연구의 목적 2.
北朝長城東
조사 진행 과정 3. 조사의 결과
部遺迹綜合 中國文化
① 북조장성 동쪽 끝 유적과 명장
考察與分析 遺産(5)
성 간의 관계 ② 북조장성 동쪽
課題硏究
끝 유적의 보존 현황과 문제

于任杰·
15 佟 淑華· 2012
劉朴

1. 河北 명장성의 개략적인 상황
關於河北明
2. 장성 수축의 역사적 배경 3. 장
文物春秋
長城的幾 个
성의 건설과 구조 4. 역사 속 장
(3)
성상의 군사 활동 5. 역사 속 장
問題
성상의 방어 활동

하북성
(河北省)

2010

1. 卾托克前旗 지역의 명장성 분
포 2. 명장성의 건축 형식, 3. 명
卾 托克前旗 內蒙古文
장성의 보존 현황 4. 명장성의 수
明長城初探 物考古(6)
축과 관할 5. 악탁극전기 명장성
의 역사상 중요한 방어 작용

2005

1. 中原 古長城의 지구별 분포와
中原古長城
中原文物 개략적 상황 2. 중원 고장성의 유
若干問題的
형과 연대 3. 문헌에 반영된 중원
(2)
初步硏究
고장성 관련 중요 문제

2007

河南省戰國
1. 分境嶺의 현재 상황 2. 분경령
魏韓邊界長 中原文物
관련 유적 3. 韓魏 분경령=邊界
城遺迹的實 (5)
장성
地考察

申 文 ·程
2011
要遠

1. 장성의 분포 및 방향, 2. 장성
新鄕地區北
축조 기술과 보존 현황, 3. 장성
部戰國時期 絲綢之路
관련 시설, 4. 장성 유적의 방어
長城遺址考 (215)
방향과 국가별 소속, 5. 장성 유
察
적의 연대

내몽고자
치구
16 甄自明
(內蒙古
自治區)

17 張新斌

하남성
(河南省)

논문 제목

18 李典芬

19

20 何德亮

2009

1. 齊長城 건설의 역사적 배경 2.
中國歷史上
中原文物 제장성의 방향 3. 제장성 건축의
最古老的長
형식과 특징 4. 제장성의 구성 5.
(2)
城-齊長城
孟姜女 전설

2010

1. 大同長城의 개념 2. 대동장성
의 시간 범위 3. 대동장성의 공간
大同長城的 文物世界
범위 4. 대동장성의 구성 5. 대동
槪念和範圍 (5)
장성의 정치·군사·경제·사회
적 기능

산서성
(山西省)
21 劉媛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대(臺), 장(鄣), 성(城)으로 구분하고 있는 항춘송(項春松)과 포니아림(布尼阿
林)의 연구를 들 수 있다.28) 하지만 이들 중국 측 연구는 장성 그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장성 구조물의 유적지를 발굴하는 과정
에서 얻은 결과를 소략하게 서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는 달리 최근 연구 중에는 장성 그 자체, 구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것은 대부분 특정한 지역, 특정 구간의 장성 구성에 대해 관심
을 기울인다. 이것은 국가에 의해 지역별로 존재하는 장성 본체, 즉 성벽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행해졌던 것의 결과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존
재하는 장성 본체 및 그 부속물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의 경험들에 의해 ‘~조
사’ 혹은 ‘~조사와 발굴’이라는 논문이 대량 생산되었다. 심지어는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시대별 장성의 축성방법만을 분석한 글도 있고, 특정 장성의 부속물
중 관보(關堡)에 대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봉수(烽燧)만 고찰 대상으로 삼은
연구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보인다.29)

1) 장성에 대한 보고

우선 이 중에서 전형적인 조사 보고성 글을 하나 살펴보자. 영하자치구 고원시
의 진장성에 대한 6 장채평(張彩萍)의 글은 분포지역, 장성 보존의 상황, 장성
축조의 특징, 장성 연변에서 획득한 유물에 대한 소개, 발굴 상황에 대한 보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분포지역에서는 장성의 대략적인 방향을 소개하
고 있다. 이 장성은 감숙(甘肅) 정녕현(靜寧縣)에서 영하(寧夏) 서길현(西吉
縣)으로 진입한 후 북으로 진행해 장대향(將臺鄕)을 지나 동으로 마련향(馬蓮

27) 籾山明, 1999, 앞의 글, 45~78쪽.
28) 項春松, 1981, 「昭烏達盟燕秦長城遺址調査報告」, 『中國長城遺迹調査報告集』,
北京: 文物; 布尼阿林, 1981, 「河北省圍場縣燕秦長城調査報告」, 『中國長城遺迹
調査報告集』, 北京: 文物.
29) 동북 지역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살펴볼 것이기에, 여기서 吉林省과 遼寧省의 연
구들은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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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으로 들어간다. 마련향으로 들어간 장성은 파도구(巴都溝)를 거쳐 원주구
(原州區) 장이번서보(張易樊西堡) 남측을 지나 홍장촌(紅莊村)에 진입하고,
다시 첩첩구(疊疊溝)를 지나 손가장(孫家莊) 남쪽에 도달한다. 여기서 동쪽으
로 꺾어져 해자협하(海子峽河)를 지나 북쪽으로 꺾어져 명장(明莊)·해보(海
堡)·곽장(郭莊) 북측을 지난다. 해보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 외역(外域)은 청
수하(淸水河)를 따라 남하해 사와(沙窩)에 이르고, 내역(內域)은 청수하를 건
너 사와에 이르러 외성과 만난다. 이후 이가탑산(李家塔山)을 지나 하천향(河
川鄕)으로 들어갔다 북으로 맹원향(孟原鄕)을 지난 후 북쪽으로 꺾어져 영하
경내를 빠져나가 감숙진(甘肅鎭)으로 진입한다. 꽤 자세한 방향이 제시되었음
에도 그 방향을 증명하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장성의 서쪽 지역이 동
쪽보다 비교적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도, 장성 방향
확정에 대한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 이미 확정된 노선
에 대한 현장조사의 결과물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노선이 지역별로 자율적으
로 확정되기 때문인지, 혹은 노선 확정이 이미 장성 연구의 중요한 내용이 아
닌 관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장성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제시된 것
이 없다.
다음 보존상황에 따라 장성을 4종류로 구별하였다. 첫 번째는 장성 성벽 상
부가 훼손된 것 외에는 기단이 완전히 보존된 경우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고정(苦井)·장성(長城)·명장(明莊)·해보(海堡)·옥보(王堡) 구간의
11.713km가 그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이 구간에는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는
48개의 돈대(墩臺)가 남아 있다. 남아 있는 장성의 높이는 2~5m이고, 장성 위
로 연속된 돈대의 높이는 5~20m에 달한다. 기본 넓이는 6~12㎡이고, 판축으
로 달구질한 한 층의 높이는 6~8cm이다. 장성 내측은 완만한 비탈로 오르고
내리는 데 편하도록 설계되었고 외벽은 치솟아 적을 방어하기 편하게 되었으
며, 벽면은 150~250m 간격으로 돌출되어 있다. 둘째는 장성 성벽이 단편적으
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다. 셋째는 보
존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구간, 마지막으로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는 구간이
다. 연구는 각 구간에 대해 첫 번째 구간과 같이 구체적 구간의 길이,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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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대의 수, 남아 있는 장성의 성벽 높이, 판축으로 달구질한 층의 높이, 돈대의
높이, 돈대 사이의 거리 등의 수치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장성 축조의 특징에 대해서는 성지(城址), 성장(城障), 봉화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비교적 큰 네 개의 성지는 장이번서보촌(張易樊西堡
村), 첩첩구구(疊疊溝口)의 손가장 남측, 장성촌(長城村) 엄가장(嚴家庄) 동
측, 청수하 서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그 중 장이번서보촌의 성지를 예로 들
어 보면, 규모는 남북으로 250m 동서로 폭은 240m이고, 성의 동쪽 벽과 남쪽
벽은 이미 도로가 되었으며 하구(河溝)는 파괴되었다. 북쪽에 남은 담의 길이
는 150m, 서쪽에 남은 담의 길이는 164m이며, 남은 담의 높이는 1.5~2.5m이
다. 기저부의 넓이는 8㎡, 판축으로 달구질한 한 층의 높이는 6~8cm이다. 성
호(城壕)의 폭은 20m이고, 그 밖은 평지다. 나머지 세 성지에 대해서는 장이
번서보촌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기초 조사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네 번째, 장성선 부근에서 발굴한 유물로는 평기와[板瓦], 반원통형 기와
[筒瓦], 와당(瓦當), 문양이 들어간 벽돌들을 보고하고 있다. 각각의 문양, 남
아 있는 정도, 크기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굵
은 끈 문양의 평기와[粗繩紋板瓦]-표본은 잔편(殘片). 볼록한 면은 세로 및
사선의 굵은 끈 문양의 꾸밈이 퍼져 있고, 직경은 4mm다. 오목한 면은 사선의
굵은 끈 문양으로 꾸며져 있다. 잔편의 길이는 27cm, 폭은 17cm, 두께는
1.5cm다.” 다른 여타의 유물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장성 단락의 발굴 연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지역의 장
성은 2005년 10월，은천[銀川]~무한[武漢] 간 고속도로가 고원시(固原市) 원
주구(原州區) 개성진(開城鎭, 원 西郊鄕) 명장촌(明莊村)의 전국(戰國) 진(秦)
장성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고속도로가 통
과하게 되는 장성 단락 중에서 먼저 발굴 조사한 명장촌 서쪽 측면의 경우 장
성이 끊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약 120m였고, 방향은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향
하고 있었다고 한다. 발굴 조사는 장성 횡단면에 대해 진행되었는데, 내측 성
벽의 남은 높이는 3.25m, 외측 성벽의 남은 높이는 3.2m, 기저부의 폭은
8.23m, 정상부의 폭은 4.1m, 호구(壕溝)의 폭은 11.1m, 바깥 방죽은 2.5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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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연구는 통상적인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발
굴보고서에 가깝다. 2005년부터 연구의 대부분은 이러한 발굴보고서로 대체
된 상태라, 연구의 양적 팽창을 일괄해서 연구 질의 심화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다. 물론 현대식 기기가 동원되고 과학적 방법이 사용되어 종래 장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상에 대한 보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4 풍
국부(馮國富)·해매(海梅)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두 연구자는 고원시 서길현
(西吉縣), 원주구, 팽양현(彭陽縣) 세 지역에 존재하는 전국시기 진장성의 분
포, 잔존 장성 길이, 잔존 장성 요소, 좌표, 훼손 정도 등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역 장성의 세세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조사 결과가 아닌 조사의 목적과 조사 과정의 상황, 조사 후 발표한
결과물에 대한 소개만으로 구성된 연구도 존재한다. 14 조굉리(趙宏利) 등의
연구가 그것인데, 이 글은 2004~2006년 국가문물국 과제였던 <북조장성동부
유적종합고찰여분석(北朝長城東部遺迹綜合考察與分析)> 프로젝트의 목적·
연도별 작업 및 진행상황·제출한 문건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보고성 연구들은 국가에 의해 확정된 장성 개념이나 구성요소를 확대
재생산해, 장성의 성격을 고정화한다는 역할 수행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2) 장성 구성요소에 대한 보고

장성의 구성요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하나를 살펴보자. 관보(關堡)에 대한 연
구인 2의 황희위(王希偉)의 글이다. 이 글에서는 감숙성 조현(洮縣), 위원현(渭

源縣), 농서현(隴西縣), 통위현(通渭縣), 진원현(鎭原縣), 환현(環縣)에 존재하
는 진장성에 부속된 33개의 관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
서 말하는 관보는 관과 보의 합성어로, 관은 성(城)이나 둘레가 있는 둔병지로
구(口)라고도 칭한다고 한다. 보 역시 성이나 둘레가 있는 둔병지 또는 거주지
를 의미한다. 이들 관보는 성장(城障), 장성(障城), 진성(鎭城), 장채(障塞), 채
(寨), 수보(戍堡), 변보(邊堡), 군보(軍堡), 둔보(屯堡), 민보(民堡) 등으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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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0) 이것은 장성 방어체계 중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규정된 것이나, 장성 본체
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설들이다. 요컨대 장성의 직접 부속물이 아니지만
새로운 장성 규정에 의해 장성으로 파악된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은 33개의 관보에 대해 공통적으로 위치, 형태, 면적의 내용을 기술하고
훼손 상태와 남아 있는 정도를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원현 백초과보(白
草坬堡)를 보자. “백초과보는 방라진(榜羅鎭) 탄구촌(綻溝村) 하가평사(何家
坪社) 남쪽 69m 고성구(古城溝) 북쪽 언덕 수원처(水源處)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모양은 불규칙한 평면으로, 그 면적은 3만 5000m2이다. 장성의 본체,
즉 성벽은 남아 있지 않다. 주위의 지세는 평탄하고, 남쪽으로 고성구(古城溝)
와 인접해 있다.” 우려했던 것처럼 장성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성벽이 보이
지 않는다 해도 군사 시설물이 있는 곳은 장성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성벽이 없는 장성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보고는 적대(敵臺)나 봉화대와 마찬가지로 관보 역시 일정한 규율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설명한다. 지형 및 지세를 고려하고 필요한 기능을 최대한 충족
시킬 수 있게 설립되었다고 한다. 관은 일반적으로 ① 산등성 마루 정상, ②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 설치했는데, 전자는 시야의 확보를 위함이고 후자
는 교통의 요지를 장악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관은 장성벽 내측에 적을 방어
하기 유리한 곳에 위치했다고 전한다. 보는 ① 산등성 마루 정상, ② 하천의 가
장자리, ③ 두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 설치되었다. 보를 산등성 마루 정상
에 설치한 것은 관과 마찬가지로 시야 확보에 유리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 하천 가장자리는 장성과 근접한 곳으로, 이곳에 설치한 보는 비교적 규모
가 작은 것으로 군사의 주둔, 방수(防守), 순라(巡邏)의 용도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하천이 교차하는 곳의 보가 상대적으로 큰데, 이것은 생활 거주, 둔병,
훈련 등의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글은 장성을 본체의 벽, 적대, 봉화대, 장장, 관, 보 등으로 구성된 한 계통
의 방어체계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국가문물국과 측회국(測繪局)이 발행한

30) <長城資源調査名稱使用規範>,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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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책』의 방침에 근거해 변화된 장성관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완정(完整)하
면서도 하나의 계통을 이룬 장성의 각 시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방
어체계로 완성된다. 우선 벽은 방어체계의 핵심인 울타리로서, 적의 진입을 직
접적으로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 적대는 망을 보거나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하
는데, 전시(戰時)에는 방어진지(防禦陣地)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때 주
로 지형이 높은 것을 이용해 아래에 있는 적을 대적한다. 봉화대 역시 망을 보
거나 소식을 알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관은 병사를 배치시켜 수비를 담당하게
하거나 요충지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지휘의 중심이 소재해 그 전략적
위치가 중요하다고 한다. 보는 둔병 및 장병들의 생활거주 공간을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관(관성)은 일본 측 연구를 통해 장성의 구조물로 이해되기
는 했지만,31) 장성선으로부터 훨씬 안쪽에 위치한 취락지구인 보가 장성의 구
조물로 거론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32) 그나마 그러한 시각은 명장성에 국한
되었다. 그러나 변화된 장성관 때문에 모든 시기 장성에 이러한 입장이 투영된
다. 따라서 보까지 장성에 포함되었고, 최근의 연구들은 관보를 장성 방어체계
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왕희위는 관보의 존
재를 근거로 장성이 단순한 성벽이 아닌 계통적인 전략 방어물임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3) 장성 축성방법에 대한 보고

이번에는 축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장성의 범주를 확정하는지를 살펴보
자. 5 마란영(馬蘭英)의 연구는 고원지역 내 존재하는 전국시기 진장성, 송장
성, 명장성의 축성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참험(塹險)이
란 방식이다. 연구자 자신이 설명하듯이 참(塹)이란 ‘굴(掘)’, ‘산삭(鏟削)’, ‘참삭

31) 籾山明, 1999, 앞의 글, 69~78쪽.
32) 藤井尙夫, 2008, 「明朝の國境防衛を担った二種の築城 長城と關城」, 『歷史群
像』 90. 후지이 히사오는 명대 장성에 국한한 것이기는 했지만 명의 군사 방어체계
를 장성과 관성의 이중적 체제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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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塹削)’을 의미한다. 모두 파내거나 긁어내는 것, 혹은 퍼내거나 깎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성이라면 달구질하거나[夯], 쌓거나[築], 최소한 겹

쳐 올리는 것[砌]으로 이해하였다. 파내는 것[掘, 塹, 鏟]이나, 깎아 내는 것

[鏟, 削]은 흔히 참호를 파거나, 자연에 다소의 힘을 가해 자연 방어물을 구축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장성자원조사명칭사용규범(長城資源調査名
稱使用規範)>을 보면 산험장(山險墻)과 관련해서는 깎아 내는 것을, 호참(壕
塹)/계호(界壕)와 관련해서는 파내는 것[塹]을 축성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연구는 바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참(塹)을 장성 수축의 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33) 국가의 규정이 구체적 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며 확정된 것이다.

수축방법에 관한 글을 하나 더 살펴보자. 7 주패니(周佩妮)의 글이다. 영

하 경내 명장성의 유적을 조사하고 각 장성의 구축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이 글
에서는 ‘전통적인 축성 방식 외,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독특한 축성방식’에 대
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축성 방식’은 항축(夯築), 참험(塹

險), 누체(壘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지역적 독특함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구
축방식은 무엇일까? 글에서는 그것을 모두 네 가지로 소개한다. ① 도알호참
(挑挖壕塹), ② 구랍호(苟拉壕), ③ 심구고루(深溝高壘), ④ ‘品’자형교(字形
窖)가 그것인데, 모두 참호를 파는 것과 관련 있다.

첫 번째 도알호참은 ‘(구덩이 따위를) 준설하다’의 의미로 장성 외측에 호구
(壕溝)를 준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고원시 동심현(同心縣) 경내 향석구

33) 이것은 제일 처음 史念海이 제기한 것이다. 그는 『史記』, 「蒙恬列傳」의 장성 수축
기사인 “塹山堙谷”을 근거로 塹을 장성 수축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魏의 공격
을 막기 위해 戰國時期 秦이 洛水의 서쪽에 쌓은 장성을 塹洛長城이라 하였다. 이
견해는 이후 彭曦에 의해 지지되나, 중국학계에서 塹을 장성 수축의 방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던 것 같다. 대표적으로 甌燕의 경우 ‘塹洛’에는
장성 수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史念海, 1981, 「黃河中游戰國
及秦時諸長城遺迹的探索」, 『中國長城遺迹調査報告集』, 北京: 文物; 彭曦,
1996, 「秦簡公“塹洛”遺迹考察簡報」, 『文物』 1; 甌燕·葉萬松, 1997, 「“上郡塞”
與“塹洛”長城辨」, 『考古與文物』 2. 최근에는 史黨社가 사념해와 팽희의 주장은
근거가 박약하다는 반대 견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史黨社, 2003, 「陝西渭南地
區的秦魏長城及城址考察」, 『秦文化論叢 10』, 西安: 三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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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石溝) 하마관성(下馬關城) 성벽 외측에 있는 호구가 대표적인 것으로 폭과
깊이가 모두 수십m라고 한다. 다음 구랍호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도랑과
도랑 사이를 인공의 호(壕)로 연결해 만든 방어물을 의미하는데, 영하자치구
내 명장성 유적 중 비교적 독특한 축성방식이라 전하고 있다. 현재 고원시 염
지현(鹽池縣) 내 행수만(杏樹灣) 산험장(山險墻)과 이가반(李家畔) 산험장 사
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등성이를 따라 인공으로 판 해자가 연결되어 자연스
럽게 방어물이 된 것이라 한다. 심구고루는 성벽을 쌓고 그 바깥에 해자를 파
는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다만 성벽을 보다 높게 쌓은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마지막 품자형 구멍[品字形窖]은 장성 바깥에 ‘品’자형으로 구덩이를 판 것인
데, 그 배열이 ‘品’자의 모양을 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세가 평평해 기
마부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곳에서 기병에 대한 방어용으로 만들어진 것
이라 한다. 흔히 함마갱(陷馬坑)이라 불린다. 현재 영무시(靈武市) 임하진(臨
河鎭) 횡산촌(橫山村) 장성 바깥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상의 방어물들은 모두 적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파내는 작업을 통해 만들
어진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참호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특히 영무시 경내에서 발견된 ‘品’자형 교의 경우 장성으로부터 1300m나
바깥에 위치해 애초에 장성의 부속물로 건설된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
다. 그러나 글에서는 이것을 장성 축조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면서 장성의 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고원시 염지현 내 구랍호

<그림 2> 영무시 경내의 품자형 교(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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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品’자형 교의 경우 2004년 영하문물고고연구소(寧夏文物考古
硏究所)와 내몽고악탁극전기문화국(內蒙古鄂托克前旗文化局)에 의해 진행된
영무시 고장성 조사 발굴 시에 처음 보고된 것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표 2>
의 연번 3인 「영하영무시장성조사여시굴(寧夏靈武市長城調査與試掘)」이다.
이 글에서 ‘品’자형 교는 장성의 부속시설로 확정되지 않았다. 글은 장성의 부
속시설로 봉화대, 돈대, 성보 및 구학(溝壑)의 지도(地道)만을 거론했을 뿐이
다. 그러나 그것이 2011년이 되면 파내는 것[塹]도 장성의 축조방법으로 이해
되며, 교 역시 장성의 또 다른 형태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내몽고에서도 발견된다. 16의 견자명(甄自明)의 글은
악탁극전기 지역의 명장성에 대한 보고 사례다. 글 중에서 견자명은 ‘명장성의
건축형식’이란 표제 하에 장성을 장체(墻體), 즉 성벽, 적대, 봉화대, 호구, 함
마갱(=品字窖)으로 구분하였다. <장성자원조사명칭사용규범>에 따르면 호구

와 함마갱은 장성 유적이 아닌 기타 관련 유적일 뿐이다. 그러나 보고를 통해
연구자는 호구와 함마갱을 장성 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연물을 장성으로 파악하는 전형적인 사례는 1의 반옥령(潘玉靈)과 양건
굉(梁建宏)의 글이다. 요해처에 인공의 힘을 가해 만든 산험장은 물론이고, 자
연지물 그대로를 의미하는 산수험(山水險)까지를 장성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체(山體), 하류(河流), 구학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들은 그
구체적인 예로 가욕관 부근을 흐르는 토뢰하(討賴河)를 지목한다. 기련산(祁
蓮山)으로부터 발원해 가욕관 부근에서 U자형으로 크게 만곡(彎曲)하는 토뢰
하는 현재 토뢰하대협곡으로 불리며, 바로 옆에 봉화대에는 ‘천하제일돈(天下
第一墩)’이란 명패가 붙어 있다. 글에서는 이것을 천험(天險)과 장성 구성요소
의 이중 방어선이라 부르면서, 하류 자체를 장성으로 파악하였다.

4) 새로운 장성 연구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새로운 장성 연구의 특징은 지금까지 장성 연구에서 가장 중
요한 문제였던 장성선의 방향을 비롯해 기단(起端) 및 종단(終端)의 연구가 더

365

366

동북아역사논총 45호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34) 대신 장성의 구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증
가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장성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군사적 방어물들을 장성 혹은 장성 관련 시설로 이해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장성 관련 시설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지도 모르겠다. 『수책』에서 장성 관련 시설로 규정한 것 중에 품자교(品字窖

와 호구(壕溝)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연구들이 품자교도 호
구도 장성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는 관련 시설로 되어 있으나, 연구
자들은 앞다투어 이것들을 장성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
구자들의 성과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하나의 정설로 확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애(景愛)의 주장이 주목된다.35) 경애는 장성 연구가 장성이
란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는 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연속된 성장(城墻), 2.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시설, 3. 인공의 건축물, 4. 흙·돌·벽돌로 쌓은 담장. 이러
한 규정에 따른다면 『수책』에서 장성으로 규정한 산험장, 산험은 물론이고 목
장장이나 호참/계호 등도 모두 장성이 될 수 없다. 물론 경애의 주장이 모두 옳
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장성의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경애의 주
장은 학술계에서 더 이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 이
상 학술적 문제조차 되지 못하게 되었다. 공권력에 의해 다양한 학술적 의견이
사라지게 된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학술적 문제가 외면된 것이다.
사실 『수책』의 규정때문에 장성의 범주를 확정하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
다. 『수책』은 호참과 계호는 장성의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비슷한 성격의 품자
교와 호구는 장성 관련 시설로 규정한다. 땅을 파서 군사적 방어시설을 만들었
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설들이 각기 다르게 규정된 것이다. 자연히 연구자들은

34) 물론 요동 지역의 경우 장성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 진행 방향이 복잡하다는 점 때
문에 여전히 방향과 기점, 종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장을 달리해 살펴보고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겠다.
35) 景愛, 2008,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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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필요에 의해 좀 더 넓은 개념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호한 규정
에 의해 품자교와 호구를 장성으로 이해하게 된다. 장성에 대한 규정이 일방적
으로 정해진 것의 부작용이라 할 만하다. 사실 장성을 연속된 벽으로 볼 것인
가, 아니면 점의 연속으로 볼 것인가는 장성과 관련한 오래된 논쟁거리였다.36)
그리고 장성을 점의 연속으로 파악하는 연구자들 역시 장성의 범주를 봉수나
장새(障塞)에 국한했지, 호참이나 계호를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37) 장성 범주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학술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재 장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술적으로 장성의 개념을 토론하고 확정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장성의 부속시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
장성에 부속시설로 규정된 것은 봉수와 성보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경
애는 모든 군사시설을 장성의 일부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해 경계한다. 즉 군사
시설물 중에는 장성과 관련이 있는 시설도 있지만, 독립적인 군사시설 또한 존
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봉수의 경우 군사적 연락을 담당하는 용도가 아닌 변군
(邊郡)과 중앙정부 사이의 연락을 위해 설치된 것이 있어, 장성과는 무관한 봉
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38) 즉 장성을 점의 연속으로 파악하기에 장성선
이 없어도 많은 봉수들이 장성의 일부분으로 파악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성과
무관한 봉수들도 장성선의 일부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봉수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봉수의 위치일 것이다. 보통 봉수의 경

36) 1994년 개최된 長城國際學術硏討會에서 陳可畏는 장성을 연속된 담장으로 이해
해 塞와 障을 장성에서 제외하였다. 이와는 달리 彭曦는 벽과 烽燧, 障塞 모두를
장성으로 이해해 다른 입장을 주장하였다. 陳可畏, 1995, 「論戰國時期秦·趙·燕
北部長城」, 『長城國際學術硏討會論文集』, 長春: 吉林人民, 102쪽; 彭曦, 1995,
앞의 글, 277쪽.
37) 장성을 점의 연속으로 본 彭曦의 주장을 지지했던 閻忠 역시 障塞, 塞 모두가 장성
의 다른 이름이라며 지상에서 위로 쌓은 건축물을 장성으로 파악하였다. 閻忠,
1995,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2, 184쪽.
38) 景愛, 2007, 「關於長城附屬設施調査的有關問題」, 『中國文物科學硏究』 3, 48
쪽. 경애는 이 글에서 초기 장성선 상에는 봉수와 屯兵을 위한 설비가 없었다고 보
았다. 4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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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장성 내측에서 보고되는데, 종종 장성 외측에 있는 봉수들 역시 구분 없이
보고되고 있다. 장성 내측과 외측의 봉수에 대한 구분과 역할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봉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장성으로
간주되는 장성 외측에 설치된 많은 참호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장성의 범주 및 장성선 확정에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
구자들이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장성 외측의 시설물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39)
그렇다면 기존에 장성으로 분류되지 않던 군사 시설물들을 장성으로 간주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론 국가에 의해 장성의 규정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경애는 이외에도 각 지방마다 관광사업의 필요
가 이러한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파악하였다. 요컨대 금대(金代)의 계호가 금장
성(金長城)이 됨으로써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기에 대부분의 군사 시설물을 장
성으로 둔갑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적인 장성선의 확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정부에 의해 장성선이 확정되는 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성이 지방정부 자율에 의해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장성은 연구
의 대상이 아닌 다양한 경제적 이윤의 원천으로 떠올랐던 것이다.40) 또한 방금

39) 사실 이보다는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료에서 보이는 外徼(『漢書』 卷95, 「朝鮮傳」)라든지, 塞外에 설
치된 城·障·列亭 등(『漢書』 卷94 上, 「匈奴傳」)은 장성선을 국경선으로 일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40) 최초의 장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제장성은 산동성 전역에 뚜렷한 모습을 보이며
남아 있어, 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이 일찌감치 논의되었다. 따라서 산동성의 학자
들과 공무원들에게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 제장성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
의 가치를 선전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글에서 소개한 글 중에는 19 何德亮의 글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글은 제장성의 역사적 배경, 방향, 건축의 형식과 특징, 제장
성 구성 요소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보고성 연구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내
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술적인 보고라기보다는 제장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라는
느낌이 강하다. 특별히 제장성이 최초의 장성임을 강조하며, 제장성에 얽힌 전설에
대한 소개, 즉 孟姜女 전설에 대한 서술은 이 글이 제장성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장성 보호와 더불어 관광자원으로서 장성의 역할을 증
대시키는 방법으로 장성에 대한 지역별 선전 작업이 강화된 것이 이러한 글의 출현
을 촉진한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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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것처럼 강역 확정의 필요 역시 장성의 범주를 확대 적용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_ 장성 보호에 관한 연구
이 절에서 살펴볼 것은 장성 연구에 관련한 내용 중 새로운 분야로 떠오른 장
성 보호에 관한 연구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에서 규정한 장성 관련
연구는 ① 장성 그 자체에 대한 연구, ② 장성 보호 이론과 정책, ③ 장성 보호

<표 3> 2004년 이후 발표된 장성 보호 이론과 기술에 관한 중요 연구

연
번

1

연구자

張華松

2

趙海英

3

李最雄·
趙海英·
韓文峰·
王旭東·
諶文武

발표

논문

연도

제목

수록지

내용

2004

1. 濟南 경내 齊長城의 역사적 지위와 의의
① 제남 제장성의 분포지역 ② 제남 제장성
濟南境內齊
長城的歷史 山東敎育 축성시기 ③ 제남 제장성의 전략적 가치 ④
地位及其旅 學院學報 제남 제장성의 의의 ⑤ 제남 제장성의 보존
상황 ⑥ 후대 제남 제장성의 이용 ⑦ 孟姜
游資源的保 (102)
女 전설, 2. 제남 제장성 관광자원의 보호와
護與開發
개발 ① 보호방안 ② 관광 지구 및 개발방안

2005

1. 甘肅 경내 장성 분포와 보존상황 ① 장성
의 연혁 ② 장성의 분포 ③ 장성 보존상황,
甘肅境內戰 蘭州 大 學 2. 장성 건축구조와 건축공사의 특징 ① 건
國秦長城和 博士學位 축구조 ② 건축구조의 시대별 특징 ③ 공사
漢長城保護 論文(地質 의 특징, 3.주요 훼손 상황과 원인 ① 훼손
의 유형 ② 감숙 경내 장성의 훼손유형 ③훼
工程學)
硏究
손의 원인 ④ 원인의 분석, 4. 장성 유적 강
화 실험, 5. 장성 유적 강화기술

2006

1. 甘肅 경내 장성의 현황 ① 戰國 秦長城
② 漢長城 ③ 明長城, 2. 장성의 건축 양식,
甘肅境內長 敦煌硏究 3. 장성 부근의 환경 ① 건축상의 특징 ②
기후 조건 ③ 지형과 지질, 4. 훼손의 유형
城保護硏究 (100)
과 정도, 5. 장성 보존을 위한 실험, 6. 보존
작업의 기술, 7. 보존 작업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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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4

劉朴

5

趙海英·
李最雄·
韓文峰·
孫滿利·
王旭東

6

邸瑋

7

韓建成

8

徐路·
楊强義·
劉煒·
王菲·
水碧紋

9

梁建宏

10 楊丙君

발표

논문

연도

제목

수록지

내용

2007

1. 장성 훼손 상황 2. 장성 훼손의 원인 분석
關於長城保 中國文物
1-무분별한 개발 3. 장성 훼손의 원인 분석
護的幾点思 科學硏究
2-무분별한 등정 4.장성에 대한 관심과 애
(1)
考
정의 필요성

2007

甘肅境內長
文物保護 1. 甘肅 경내 장성 유적의 분포 및 보호 상
城遺址主要
與考古科 황 2. 주요 훼손 상황 3. 보호 강화 실험 4.
病害及保護
學(19-1) 실험의 실례
硏究

2007

西安建築
科技大學
漢長城玉門
碩士學位
關段遺址保
論文(都市
護規劃硏究
計劃與設
計)

2009

1. 山丹 경내 明長城의 연혁 2. 산단 경내
甘肅山丹境
內明長城遺 絲綢之路 명장성의 건축 구조와 건축 공법 3. 산단 경
내 장성 유적의 현황과 훼손 원인 4. 산단
存及勘察保 (157)
경내 장성 보호 강화 조치를 위한 건의
護

2010

陝西省楡陽
內蒙古文 1. 楡陽區 明長城 주변 환경 2. 유양구 장성
區長城主要
유적 분포와 축조 기술 3. 유적 훼손 및 원
物考古
病害及保護
인 4. 보호대책
(2)
對策

2010

1. 甘肅 경내 장성의 방향 및 분포 2. 축성
甘肅境內長
絲綢之路 방식 3. 장성 훼손요인 4. 역대 감숙 경내
城保護工作
장성 조사의 연혁 5. 감숙성 내 장성 보호단
(6)
回眸
위 지정 경과 6. 장성 보호의 전망

2010

西北大學
陝北地區秦 碩士學位
漢長城保護 論文(考古
學及博物
管理硏究
館學)

1. 漢長城 玉門關段의 역사 및 변천 2. 옥
문관단 유적의 고고연구와 보호 연혁 3. 옥
문관단 유적의 가치 4. 옥문관단 유적의 현
황 조사와 평가 5. 옥문관단 유적의 보호 대
책 6. 옥문관단 유적 보호계획

1. 陝北地區 秦漢長城의 상황 ① 진한장성
의 연혁 ② 한장성의 지역적 분포 ③ 보존
상황 및 훼손 원인 2. 진한장성 보호 관리
상황 ① 지역별 관리 기구의 현황 ②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③ 진행된 보호조치
3. 보호 관리에 대한 전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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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11

연구자

楊永生

12 劉媛

13 蒲天彪

14 劉媛

曹象明·
15 周典·
于洋

蒙寶玲·
16
諶文武

17

甄自明·
李綠芬

발표

논문

연도

제목

수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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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1

簡析酒泉境
1. 酒泉市 경내 역대 장성 조사 및 분포 상
內長城資源 絲綢之路
황 2. 경내 장성의 문화적 가치 3. 주천시
的文化價値 (215)
경내 장성 보호 상황 4. 장성 보호 대책
與保護對策

2011

1. 최근 大同 장성 보호 작업의 성과 2. 앞
으로 주력해야 하는 보호 작업의 내용 1-정
大同長城保
文物世界 밀한 장성에 대한 조사 3. 앞으로 주력해야
護與利用的
하는 보호 작업의 내용 2-사람에 의한 장성
(6)
現存問題
훼손 방지 4. 앞으로 주력해야 하는 보호 작
업의 내용 3-맹목적인 장성 이용 금지

2011

靑海省境內
明長城保存 文物
現狀分析與 (9)
保護對策

2012

1. 大同 장성 보호의 어려움 2. 조사의 불완
大同長城保
전함과 지형을 고려한 과학적 지도의 결핍
護與利用現 文物世界
3. 장성 이용 및 장성 부근 지역 개발의 요
存問題的原 (2)
구 4. 계획의 불완전성 5. 비용과 인원의 부
因分析
족 6. 엄격한 법 집행의 필요

2012

1. 장성과 연선 城堡 간의 관계 2. 平型關
長城沿線城
관보의 개략적 소개 3. 평형관 성보 내부 공
堡保護與發
展策略探析 華中建築 간의 분석 ① 군사 시설 공간 ② 문화 시설
공간 ③ 민간 거주 시설 및 기타 공간 4. 장
-以 山 西 省 (4)
성 연선 성보 훼손 문제 5. 장성 연선 성보
平型關關堡
의 보호와 발전 대책
爲例

2012

古浪境內長
城遺存的病
害分析及保
護加固措施
建議

2012

1. 장성 주변 환경의 특징 2. 보존 상황 3.
훼손의 정도와 특징, 그 위험 4. 보호 대책

赤峰學院
學報(自
然科學)
(28-4)

1 古浪縣 경내 장성의 분석 ① 장성의 분포
와 방향 ② 장성의 보호 상황 2. 장성 축성
방식의 분석 3. 장성의 중요 훼손 정도 분석
4. 장성 보호 조치

伊金霍洛
鄂爾多斯
旗秦昭襄王
文化
長城的槪況
(6)
保護與開發

1. 伊金霍洛旗 경내 秦昭襄王時期 장성의
개략적 소개 ① 장성의 현 상황 ② 보호 방
안 2. 장성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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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관한 연구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성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성 보
호 이론과 기술에 관한 연구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표 3>은 그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장성 보호에 관한 연구들은 구성
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해당 지역의 장성 분포 현황을 개괄하고 장성의 훼손정
도를 분석하며, 그에 따른 보호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 하
나를 살펴보자. 6의 양건굉(梁建宏)의 글은 감숙성 경내에 분포하고 있는 장성
보호에 관한 연구다. 내용은 위에 간략히 제시한 것처럼 감숙 경내 장성의 방
향 및 분포, 축성방식, 장성 훼손요인, 역대 감숙 경내 장성 조사의 연혁, 감숙
성 내 장성 보호단위 지정 경과, 장성 보호의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감숙 경내 진장성의 진행 방향 및 분포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감숙성
내에는 전국시기 진장성, 한장성, 명장성이 분포하고 있는데, 진장성은 정서시
(定西市) 임조현(臨洮縣)에서 시작해 위원(渭源) → 농서(隴西)→ 통위(通渭)

→ 정령(靜寧)을 거쳐 영하자치구(寧夏自治區) 서길(西吉)로 들어가 고원(固
原)과 팽양(彭陽)을 지나, 다시 감숙 진원(鎭原)으로 들어간다. 모두 세 개 시
여덟 개 현에 분포하고, 길이는 약 600km에 달한다. 하서회랑(河西回廊)을
통과하는 한장성은 난주시(蘭州市) 서고구(西固區) 하구향(河口鄕)으로부터
시작해 영등(永登) → 천축(天祝) → 고랑(古浪) → 양주(凉州) → 민근(民勸)
→ 영창(永昌) → 산단(山丹) → 감주(甘州) → 임택(臨澤) → 고태(高台) → 금
탑(金塔) → 옥문(玉門) → 과주(瓜州) → 돈황(敦煌) 등을 통과한다. 모두 여섯
개 시 열일곱 개 현에 분포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2000km다. 아홉 개 시 스
물네 개 현에 분포되어 있는 총 길이 1738km의 명장성은 진행 방향이 다소 복
잡하다. 가욕관으로부터 시작해 숙주(肅州) → 금탑 → 고태 → 임택 → 감주
→ 산단 → 영창 → 민권 → 양주로 이어지고 무위(武威)시에서 두 갈래로 갈라
진다. 하나는 고랑 → 천축 → 영등 → 서고(西固) → 고란(皋蘭) → 안녕(安寧)

을 지나 난주시에 이른 후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갈래는 청해성(靑海省)과
황하(黃河)에 도달한다. 다른 한 갈래는 무위시에서 영하자치구로 들어간 후
다시 감숙성으로 나와 정원(精遠)을 지나 황하 남쪽 기슭을 타고 유중(楡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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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란 → 성관(城關) → 서고를 지나 하주(夏州) 영정현(永靖縣)에 도달한다.
감숙성 경내 장성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지제의(因地制宜)’의 원칙
에 따라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축조되었다. 재료와 관련해 보면 감숙성 내 장

성은 대부분 황토를 달구질해 쌓은 토항축(土夯築)이 대부분이고, 지역에 따
라 홍류(紅柳) 또는 위성류(渭城柳)나 갈대 등을 사용하거나 돌멩이 사이에 모
래를 섞어 넣어 쌓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석축(石築)은 적고 토
장(土墻)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벽은 높게는 3~5m에 이르는
것도 있으나, 간신히 지면에 유적만을 남기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성벽 부
근에는 호참(壕塹)과 봉수, 관보, 산수험 등이 어우러져 잘 갖추어진 종합성 군
사 방어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여느 지역 장성처럼 감숙성 경내 장성들도 자연과 인간 활동에 의
한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 시급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훼손
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 원
인으로는 ① 바람(예: 山丹 지역 장성), ② 비(예: 臨洮 일대 장성), ③ 하수(河

水)와 홍수(예: 감숙 동부과 서부 지역 장성), ④ 쥐에 의한 훼손, ⑤ 지진(예:
하서회랑 지역 장성) 등을 들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은 장성선 부근에서의 농업
활동을 비롯해 장성선 부근 거주지 건설, 취토(取土)·취전(取塼), 방목, 무분
별한 관람 등 다양하다고 전하였다.
양건굉의 글은 장성의 훼손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지만 구체적으
로 그 훼손에 대한 보호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훼손된 장성에
대한 보호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글 중 가장 전형적인 글은 2의
조해영(趙海英)의 글과 3의 이최웅(李最雄) 등의 글, 그리고 5의 조해영 등의
글이다. 대체로 연구진이 중첩되며 모두 조해영이 참여한 연구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조해영의 경우 2005년 난주(蘭州)대학에서 지질공정학(地質工程學)
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성 보호라는 연구 영역
은 역사학이나 박물관학에 국한되지 않고 공학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주가 확
대된 것이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우선 감숙성 경내 장성의 연혁과 분포 상황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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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한
후, 역대 장성 건축구조와 축성기술 등에
대해 서술한다. 예를 들어 전국시기 진장
성은 판축(板築) 기술을 사용해 단마다 달
구질하는 방식으로 축성하였다. 측량 결과
달구질한 한 층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8~10cm이고, 두꺼운 층은 12cm에 달한
다. 사용한 판의 길이는 3m가량이고 일부
구간에서는 판과 판 사이의 접봉선(接縫
線)이 보이기도 한다. 달구질할 때 사용한
<그림 3> 갈대와 모래·자갈을 엇

돌망치는 직경 약 10cm의 원형이며, 달구

갈려 쌓은 감숙 경내 한장성의 단면

질의 심도(深度)는 약 0.5cm다. 이와는
달리 한장성은 주로 위성류나 갈대 등이

사용되었는데, 한장성이 분포한 하서회랑 주위에선 장성을 축조할 흙을 구하
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장성은 갈대류와 모래·자갈 등으로 번갈아
층을 이루며 축조되었다. 매 갈대층의 두께는 평균 20cm 정도이고, 모래와 자
갈층의 두께는 10cm 정도다.
이러한 감숙성 내 장성들은 양건굉의 지적처럼 훼손이 심각한 상태인데,
특히 진장성의 경우 달구질한 층의 밀도가 최소치 1.28g/cm3, 최대치 1.75g/
cm3 , 평균 1.5g/cm3이고, 한장성의 경우 최소치 1.27g/cm3, 최대치 1.88g/
cm3, 평균 1.6g/cm3로 일반적인 흙을 소재로 한 유적에 비해 풍화 정도가 심
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기후 조건의 경우 감숙성이 다른 지역
에 비해 건조해 장성 보존에 유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종종 발생하는 폭우는
장성 보호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특히 달구질해 축조한 진장성
의 피해가 심해 현재 진장성의 붕괴 속도는 5g/min인 한장성에 비해 빠른
10~20g/min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훼손의 상황은 1. 표면 풍화, 2. 구멍이 생기는 침식, 3. 갈라져
생기는 틈, 4. 붕괴, 5. 사람에 의한 훼손 등으로 구분된다. 그 중 표면 풍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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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① 표면의 벗겨짐, ② 균열, ③ 벗겨져 떨어져 나감, ④ 푸석푸석해짐, ⑤
침식, ⑥ 생물에 의한 풍화 등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훼손의 상황은 감
숙성 내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장성의 보호를 주장하는 1 장화송
(張華松)의 글에서도, 섬서지역의 장성 보호를 주장하는 9 서로(徐路) 등의 글
과 10 양병군(楊丙君)의 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산서(山西)와 청해(靑
海)의 상황을 전하는 12 유원(劉媛)과 13의 보천표(蒲天彪)의 글도 마찬가지임
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중국 각 지역의 장성들은 자연현상과 인간의 행
위에 의해 그 본래의 모습을 심각하게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보호방법이라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질
공정학 전공자인 조해영의 글들이 좀 더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을 제시하며 보
호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굽지 않
은 흙벽돌을 이용한 지반 강화방법이 있다. 이것은 굽지 않은 흙벽돌을 사용해
유적의 토양과 최대로 근접한 분토를 제작해 지반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대략 함염량(含鹽量) 0.50% 이하, 함수량(含水量) 3.0%, 간밀도(dry
density） 1.70g/cm3 이하의 상태로 만들어 지반을 충실히 하는 방법이다. 다음
은 압축한 주장재료(注漿材料)를 이용한 지반 강화 방법[靜壓注漿加固地基]41)
이다. 즉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
전(充塡)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축이나 볼트를 이용한 조이는 방
법[錨干錨固]이 있고, 네 번째로는 갈라진 틈새로 PS 재질의 그라우트 재료를
주입하는 방법[裂隙注漿], 다섯 번째로는 면에 그라우트 재료를 침투시키는 방
법[表面渗透注漿], 마지막으로는 작은 못으로 조인 후 그라우트 재료를 주입
하는 방법[錨釘錨固注漿]을 제시하고 있다.
조해영 등은 구체적인 보호 조치의 실례를 들어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
다. 감숙성 돈황시 나포박(羅布泊) 부근의 광창봉수(廣昌烽燧) 유적지와 감숙

41) grouting 공법을 말한다. 토목공사에서 漏水防止 공사나 土質安定 등을 위해 지
반의 갈라진 틈이나 空洞 등에 충전재를 주입하는 일을 말하며, 또한 그때 주입하
는 주입재도 그라우트 또는 그라우트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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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서지구(定西地區) 위원현(渭源縣) 북채향(北寨鄕)의 마가산단(馬家山段)
장성이 그 대상이었다. 이들 유적에는 흙벽돌을 이용한 지반 강화방법과 축과
볼트를 이용한 조이기 방법, 그리고 표면에 PS성 그라우트를 침투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해 장성 보호의 현저한 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역사학이나 박물관
학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제시했으나 공학 분야에서 장성 보호에 관한 가장 두
드러진 효과를 생산해 낸 것은 이 분야 최대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_ 건축 및 토목공학의 장성 연구
장성 보호와 관련해 지질공학 분야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그 구체적 방안의 제
시가 이루어진 것과 더불어 최근 눈에 띄는 새로운 경향 중 하나는 건축 및 토
목공학 연구자들의 장성 연구라 할 수 있다. 물론 특정 대학 특정 학과의 성과
라는 점에서 경향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필자가
열람하지 못한 자연계 연구 성과 안에는 더 많은 공학계통 연구자들의 연구들
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들 공학 분야의 장성 연구는 앞으
로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선 공학 분야에서 선도적이
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일괄해 보았다.
<표 4>에서 우리는 우선 현재 천진대학 건축학원의 박사 지도교수로 재직
하고 있는 장옥곤(張玉坤)이라는 공통 저자를 발견하게 된다. 즉 이들 연구는
지도교수와 그에게서 학위를 받은 지도 학생들의 공동연구라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다루고 있는 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
해 진행한 연구답게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연구들은 모두 명대
구진(九鎭) 장성 주변에 설치되었던 군보의 건축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 중 1의 글은 2005년이라는 발표 시점이 말해주듯이 이들 연구 중 가장
먼저 발표된 결과로 이후 등장하는 연구의 서론 격에 해당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우선 그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자. 연구자들은 우선 명대 장성을 장성 성
벽과 그에 부수되어 있는 구축물로 이루어진 선이라는 점에 반대한다. 이들은
장성을 사병들이 주둔할 수 있는 둔병지, 즉 군보(軍堡)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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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5년 이후 발표된 건축 및 토목공학 분야의 중요 장성 연구

연
번

1

2

3

4

연구자

발표
연도

張玉坤·
2005
李嚴

劉珊珊·
2011
張玉坤

논문제목

明長城
九邊重
鎭防禦
體系分
布圖說

明遼東
鎭長城
軍事防
禦體系
與聚落
分布

王琳峰·
2011
張玉坤

明長城
薊鎭戍
邊屯堡
時空分
布硏究

李哲·
張玉坤· 2011
李嚴

明長城
軍堡選
址的影
響因素
及布局
初探

수록지

내용

연구비

華中建
築(2)

1. 九邊 重鎭 방어체계의 대략
적 상황 2. 구변 중진 방어체
계의 분포 ① 분포의 범위 ②
분포의 밀도 ③ 軍堡의 분류
④ 軍堡와 村堡의 관계 ⑤ 군
보 지역의 선택과 지형의 관계
3. 장성 군사 방어체계의 보존
상황

“中國北方堡寨聚
落硏究及其保護
利用策劃”國家自
然科學基金資助
項目

哈爾濱
工業大
學學報
(13-1)

1. 遼東鎭 장성 군사 방어체계
① 요동진 군사 관리제도의 변
천 ② 요동진 군사 취락 분포
의 층차 2. 요동진 장성과 군
사 취락의 변화 ① 요동진 建
鎭 연혁과 통할 범위 ② 요동
진 築壘의 체계와 특성 3. 명
대 요동진 장성 군사 취락의
특징 ① 요동진 장성 군사 취
락 건설의 연혁 ② 요동진 장
성 군사 취락의 공간 분포

國家敎育部高等
學校博士學科点
專項科硏基金新
敎師基金(2007)
建設部科學技術
項目(2008) 國
家敎育部高等學
校博士學科点專
項科硏基金新敎
師基金(2008)

建築學
報(S1)

1. 명장성 ‘九邊’ 방어체계 중
의 薊鎭의 위상 2.계진 방어
범위의 변화와 屯堡의 建置 3.
계진의 방어체계와 둔보의 역
할 4. 계진 둔보 공간 분포와
특징

國家敎育部高等
學校博士學科点
基金項目(2008)
國家高等學校博
士學科專項硏基
金“新敎師基金”
項目(2009)

人文地
理(118)

建設自然科學
技術項目(2008)
1. 軍堡 지역 선택에 영향을 주
國家自然科學基
는 요인 2. 군보 지역 선택과
金項目 敎育部
지형 관계 분류 및 분석
博士点新敎師基
金項目(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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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발표
연도

논문제목

李嚴·
張玉坤· 2011
李哲

長城幷
非線性
-衛所
制度下
明長城
軍事聚
落的層
次體系
硏究

曹象明·
周典·
2012
于洋

長城沿
線城堡
保護與
發展策
略探析
-以山
西省平
型關關
堡爲例

수록지

내용

연구비

新建築
(6)

1. 衛所制 군사 관리제도 하의
장성 군보의 층차 2. 명대 大
同鎭 山西鎭 군사 취락의 공
간 분포 3. 군사 취락 건축의
특징 ① 鎭城 ② 路城 ③ 衛城
④ 所城 ⑤ 堡城

國家自然科學基
金資 助 項 目 (靑
年基金) 敎育部
高等學校博士
學科点基金項目
(2008) 2010年
度河北省社會科
學學術發展硏究
課題: 河北省新
農村建築中古代
村堡保護問題硏
究(2010)

華中建
築(4)

1. 장성과 연선 성보 간의 관계
2. 平型關 관보의 개략적 소개
3. 평형관 성보 내부 공간의
분석 ①군사 시설 공간 ② 문
화 시설 공간 ③ 민간 거주 시
설 및 기타 공간 4. 장성 연선
성보 훼손 문제 5. 장성 연선
성보의 보호와 발전 대책

방어물로 간주한다.42) 이때 둔병지는 크기에 따라 큰 차례로 진성(鎭城), 노성
(路城), 위성(衛城), 소성(所城)과 보성(堡城)으로 구별된다.
명왕조의 병제(兵制)인 도사위소제(都司衛所制)는 각 성에 도지휘사사(都
42) 명대 장성을 장벽과 그에 부속된 關城으로 보는 입장은 이미 일본에서 제출된 바
있다. 藤井尙夫, 2008, 앞의 글. 여기서 말하는 관성은 장성의 출입구에 설치한 것
으로 關所의 기능을 담당하고, 關門의 방어와 관리를 수행하는 小城을 의미한다.
이들은 장성과 일체화된 것으로 100~200m 간격을 두고 설치되었다. 한편 장성과
일체화된 소규모의 관성 이외에 수개의 관성을 총괄하는 대형의 관성이 장성으로
부터 10㎞ 전후에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대형 관성은 병사들의 주둔지이자 군사지
휘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안에는 주로 병사의 숙소와 종교시설인 廟가 설
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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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揮使司)가 통령하는 위소(衛所)를 설치하고, 중앙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
에 소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군사들은 모두 별도의 호적(戶籍)에 속해 군
호(軍戶)로 불렸는데, 이들은 대대로 세습되었으며 각 호마다 1인의 군사, 즉
정정(正丁)을 감당하였다. 이 군사들은 설치된 각 진(鎭)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구에 배치되었다. 진 휘하에는 참장(參將)이 관할하는 노(路)가 있었고, 노
는 위(衛)를 관할하였다. 위는 5개의 천호(千戶)를 관할했으며, 천호는 10개의
백호(百戶)를 관할하였다. 다시 백호는 다섯 소기(小旗)를 관할하는 총기(總
旗) 둘과 병사 100명을 관할해, 도합 11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조의 진은 장성을 따라 9개가 설치되어 방어구역을 이루게 되는
데, 이른바 9진이다. 9진의 관할 범위와 관할군 보를 표로 작성하면 <표 5>와
같다.
연구에 따르면 보(堡)와 보 사이는 수도와의 거리에 따라 규정되어, 수도에
서 가까운 진일수록 보도 밀집되어 분포했고 관구 수 역시 많음을 알 수 있다
고 한다. 예를 들어 연수진(延綏鎭)의 경우 평균 40리마다 보가 설치된 것과는
달리 대동진(大同鎭)은 30리마다 설치되었고, 요동진(遼東鎭)은 20~30리마
다 설치되었다. 군보는 장성과의 거리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전선(前
線)의 보자(堡子), 후방의 군사 주둔의 보자와 유격보(遊擊堡)가 그것이다. 전
선의 보자의 경우 장성선 위에 설치된 것도 있는데, 장성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일반적으로 몇 리를 넘지 않는다. 군사 주둔용의 보자는 비교적 큰
규모로 거리는 몇 리에서 몇 십리까지 다양하고, 대략 주위 3~4리의 크기다.
유격보는 임시적 성격의 보자로 크기는 비교적 작고, 각 보와 보 사이에 설치
되었다. 군보는 일반적으로 앞뒤로 험한 지형을 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
역, 높은 산이나 요충지, 골짜기 사이 분지, 앞이 트인 사막 등에 설치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특정 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성 연선에 위치한 아홉 개

43) 이 표는 張玉坤·李嚴, 2005, 「明長城九邊重鎭防禦體系分布圖說」, 『華中建築』
2, 119쪽의 <표 2> ‘九鎭的轄區範圍和管轄軍堡數量統計表’ 중 일부의 내용을 가
지고 다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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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9진의 관할범위와 관할군보

관할구역

路城

軍堡 및

鎭名

주둔지

遼東鎭

遼寧省
遼陽市
(後 北鎭)

5路: 南路前屯城, 西路義
鳳凰城(남)~山海關(서) 총 州城, 北路開原城, 中路 軍堡 150여 개
와 廣寧分司城, 東路와 暖 關城 11座
길이 1950여 리
陽城堡

薊鎭

河北省
唐山市

3路: 東路副總兵駐建昌 군보 및 關堡
起山海關(東)~居庸關 灰嶺
營 , 中 路 副 總 兵 駐 三 屯 약 270개
口(서) 총 길이 1200여 리
營，西路副總兵駐石匣營 關口 약 126개

宣府鎭

河北省
宣化市

居庸關 四海冶(동)~西洋河 6路: 東路, 下北路, 上北 군보 60여 개
(서)총 길이 1023리
路, 中路, 上西路, 下西路 관구 약 12개

大同鎭

山西省
大同市

8路: 新坪路, 東路, 北東
鎭口臺(동)~鴉角山(서)총
路, 北西路, 中路, 威遠
길이 647리
路, 西路, 井坪路

중요 關口 수

山西鎭

山西
偏關縣

군보 약 60개
山西 保德 黃河 기슭→偏關
관구 약 44개
→老營堡→寧武→雁門關→ 6路: 東路, 西路, 太原,
平型關→龍泉關→固關→黃 中路, 河曲縣, 北樓口
楡嶺총 길이 1600여 리

延綏鎭

陝西省
楡林市

淸水營(동)~花馬池(서)총
3路: 東, 中, 西路
길이 1760여 리

군보 36개
관구 약 24개

大鹽池(동)~蘭靖(서)
총 길이 2000리

군보 38개
관구 약 13개

寧夏鎭

宁夏省
銀川市

固原鎭

宁夏省
固原縣

甘肅鎭

甘肅省
張掖市

甘肅 蘭州市(동)~嘉 峪 關 4路: 庄浪路, 凉州路, 肅 군보 72개
(서) 총 길이 1600여 리
州路, 大靖路
관구 약 15개

총계

9鎭

총 길이 1만 2700여 리

5路: 東, 西, 南, 北, 中路

陝西省 靖邊과 楡林鎭 접경
5路: 下馬關路, 靖虜路, 군보 35개
(동)~達皐蘭과 甘肅鎭 접
蘭州路, 河州路, 芦塘路
관구 약 10개
경총 길이 1000리

45路

의 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후 연구는 이러한
장옥곤·이엄(李嚴)의 1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 진의 상황을 연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의 유산산(劉珊珊)·장옥곤의 글은 요동진의 상황을,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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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曹象明 등이 구성한 평형관 장성과 관보의 배치

<그림 5> 曹象明 등이 구성한 평형관 관보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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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림봉(王琳峰)·장옥곤의 글은 계진(薊鎭)의 상황을, 5의 이엄·장옥곤·이
철(李哲)의 글은 대동진(大同鎭)과 산서진(山西鎭)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따라서 글은 각 진의 연혁과 관할범위, 각 진 관할 군보의 분포상황, 각 진 장
성 건축의 층차(진성, 노성, 위성, 소성, 보성) 등에 대해 서술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명장성에 관한 문헌에 의한 장성 방향의 확인, 장성의
동쪽 종점의 확정, 축성 방식과 장성 구성 요소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와는
달리 장성을 중심으로 관성(關城)들을 배치한 종합적인 성격의 명대 변경 수비
체계를 복원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천진대학의 연구 결과물은 아니지만 참고로
제시한 6 조상명(曹象明)·주전(周典)·우양(于洋)의 산서성(山西省) 평형관
(平型關) 관보(關堡)의 구조를 분석한 글은 건축학 계열의 연구들이 명대 장성
의 구조연구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들 연구는 명대 장성의 성격, 즉
‘완정적종합성군사방어체계(完整的綜合性軍事防禦體系)’라는 장성의 성격을
분명하게 증명한 것이다.

Ⅳ. 동북지구 장성 연구의 특징

앞장에서 2005년 이후 제출된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들을 살펴보았다. 그러
나 이러한 새로운 경향과는 달리 요동지역 장성 연구의 경우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여전히 방향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별도
로 요동지역 장성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지구의 장성 연구 거의 대다수는 연(燕)·진(秦)·한(漢)장성의 방향
과 장성의 동쪽 끝 지점을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명
(明) 장성에 비해 이 시기 장성들의 경우 서쪽과는 달리 남아있는 유적이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기후가 건조해 그 유적과 유적지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서쪽과는 달리 동쪽의 경우 그 실체를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불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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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들이 많아 진행 방향 확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국시기 연장성, 진장
성, 통일 진장성, 한장성 등이 엉켜 있어 정확한 방향 확정의 어려움이 더해지
고 있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문헌 기록 역시 방향 확정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
소다. 게다가 이곳의 특수한 환경, 요컨대 고구려와 대치하고 때로는 고구려
에 의해 영위되었던 역사적 경험도 장성의 방향과 장성의 끝 지점 확정에 어
려움을 주고 있다.
동북지역의 장성 방향과 관련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들은 연·진·
연진·한장성의 동쪽 끝을 모두 요녕성 북표, 즉 요서에서 찾았다. 물론 이와
는 달리 고고 발굴성과를 이용해 장성을 요동으로 연장하는 시도가 있기는 했
지만44) 그 근거에는 성지(城址)뿐만이 아닌 전국시기 농기구·명도전(明刀
錢)·철도끼 등까지 포함되어, 그것만으로는 장성을 요동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연구자들은 장성을 요동으로 연장하려
는 노력을 하였다. 염충(閻忠),45) 유자민(劉子敏),46) 손걸(孫杰),47) 소경전(蕭
景全)48) 등 연구자들에 의해 장성은 북표를 넘어 부신(阜新)으로 연장되었고,
심지어는 압록강, 혹은 한반도 서북부까지 장성을 연장하는 연구자도 등장하
였다.49)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 유력한 장성선은 창무현(彰武縣)까지의 선
이었다. 자연히 이후 연구는 창무현으로부터 장성을 동쪽으로 연장하려는 노
력의 결과물들이다.
2007년 1 허지국(許志國)의 연구는 창무현 이전까지는 연·진·한 장성선
의 확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에 따르면 요동지역의 연·진·
한 장성선은 현지조사의 부족을 비롯한 기타 원인에 의해 최종 확정이 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그간 조사 발표된 철령과 개원(開原) 지역의 전국시

44)
45)
46)
47)
48)
49)

馮永謙·何溥瀅, 1986, 『遼寧古長城』, 瀋陽: 遼寧人民.
閻忠, 1995, 「燕北長城考」, 『社會科學戰線』 2.
劉子敏, 1996, 「戰國秦漢時期遼東郡東部邊界考」, 『社會科學戰線』 5.
孫杰, 1997, 「阜新地區燕北長城調査」, 『遼海文物學刊』 2.
蕭景全, 2000, 「遼東地區燕秦長城障塞的考古學考察硏究」, 『北方文物』 63.
劉子敏, 1996, 위의 글; 孫杰, 199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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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5년 이후 동북지구에서 발표한 중요 장성 연구 성과

지

연

역

번

1

2

연구자

발표
연도

4

5

길
림
6
성

7

수록지

내용

許志國

1. 과거 遼東 경내 燕秦長城에 대한 현
지 조사 상황 및 확인된 진행 방향 2.
遼北境內燕秦
博物館硏 鐵嶺 경내 장성 유적의 성격 3. 開原 부
2007 長城遺址調査
근 장성 유적 4. 연진장성의 위치와 방
究(98)
報告
향 5. 이후 연진장성 방향 확정을 위한
提言

馮永謙

2010

1. 河北 內蒙古 遼寧省지역 東漢長城
燕北內線長城 燕北外線長城의 상황
東北燕秦漢長
遼寧 考 古
2. 요녕성 沈陽 鐵嶺 지역 장성의 상황
城的考古調査
文集(2)
3. 요녕성 撫順 本溪 丹東 지역의 장
與硏究
성 상황 4. 明代 사용된 古長城

2010

1. 戰國~漢代 유적의 발견과 분류
지방성 유적 ② 중원 문화의 특징을
遼北地區燕秦
遼寧 考 古
는 유적 2. 발견된 유적 관련 문제
漢時期遺存的
文集(2)
특징 ② 연대 ③ 族屬 ④ 遼東 소재
發現與硏究
秦長城의 방향과 형식

2010

1. 과거 遼東 경내 燕秦長城에 대한 현
遼北燕秦長城
지 조사 및 확인된 방향 2. 鐵嶺 경내
及相關遺迹遺 遼寧 考 古
장성 유적의 성격 3. 開原 부근 장성 유
物的發現和硏 文集(2)
적 4. 연진장성의 위치와 방향 5. 이후
究
연진장성 방향 확정을 위한 提言

李樹林
·
李姸

2011

1. 遼東 장성의 구축 형식과 障塞 城址
에 대한 통계와 총괄 분석 2. 요동 장성
燕秦漢遼東長
北方文物
의 추축 형식과 군사류 장새 시설에 대
城障塞遺址的
(5)
한 통계와 분석 3. 요동 장성의 중추적
量化統計分析
행정류 성지의 통계와 분석

李樹林
·
李姸

2011

1. 通化 白山地區 현장 고고 조사 성과
吉林省燕秦漢
社會科學
2. 유적의 유형별 분류와 표본 유적의
遼東長城考古
戰線(10)
소개
調査槪述

2012

1. 새로 발견한 障塞 유적지 ① 烽燧望
通化渾江流域
東北史地 候址 ② 障候城堡 ③ 漢代 建築址 2.
燕秦漢遼東長
재조사시 확인된 중요 장새 유적지 ①
(3)
城障塞調査
障候城堡 ② 關隘 3. 발견 유적의 특징

요
녕
성
3

논문제목

裴耀軍

許志國

李樹林
·
李姸

①
띠
①
燕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기와 한대 중요 유적과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즉 철령현 신대자(新臺子) 구대
(丘臺) 유적, 법고현(法庫縣) 엽무대진(葉茂臺鎭) 석장자촌(石樁子村)의 마안

산(馬鞍山) 유적, 철령현 아길진(阿吉鎭) 홍산촌(紅山村) 취제수참(嘴提水站)
유적 등과 철령현진 서보(西堡) 등에서 나온 병기, 도폐, 자기편, 명도전 등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철령지구의 장성 존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요
북지구에서 장성의 정확한 위치 추정은 힘들지만, 발굴의 상황과 문헌기재에
의해 장성이 요북을 지나갔음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개원시 경내
삼가자향(三家子鄕)부터 중고전가구(中固展家溝) 일대까지 확인되는 ‘토룡(土
龍)’과 개원 동부 시하곡지(柴河谷地) 및 그 양측 산상(山上)에서 발견된 돈대
(墩臺)와 봉화대 등을 통해 철령을 통과한 장성이 개원을 지났을 것으로 보았
다. 그는 최종적으로 개원을 지나 장성이 동남쪽으로 굴절해 신빈(新賓)과 관
전(寬甸)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허지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을 주장하는 이는 풍영겸(馮永謙)이다. 그
는 2의 글에서 부신을 나온 장성이 창무와 법고를 지나 철령시 관할의 개원으
로 들어갔다고 보았다. 그 역시 허지국이 근거로 든 삼가자향의 토룡을 장성으
로 파악하였다. 이후 철령지구를 나온 장성의 유적은 무순(撫順) 지역에서 발
견된다고 한다. 유적은 두 방면에서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심양시로부터 시작
해 무순현을 지나 순성구(順城區) → 동주구(東州區) → 신빈현 → 통화현(通
化縣)에 이르는 한대 봉수 유적지고, 다른 하나는 무순 남부에서 남북으로 이
어진 봉수 유적지다. 풍영겸은 이 중 남북으로 이어진 봉수 유적지를 근거로,
장성은 본계로 이어져 관전을 지나 압록강에 달한다고 보았다. 이것을 지도에
표현해 보면 <그림 6>과 같다.
그러나 허지국도 풍영겸도 이 지역에서 명확한 장성 유적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개원에서 재지인들이 ‘토룡’으로 부
르는 한 줄의 토강(土崗)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봉수와 철기, 도기편, 화폐 몇 종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
하북이나 내몽고, 요서지역과는 달리 장성선의 발견이 아닌 추정이라는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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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국이 추정한 장성선
풍영겸이 추정한 장성선

<그림 6> 허지국과 풍영겸의 장성 방향 추정도

한편 허지국과 풍영겸이 추정한 장성선이 주로 철령을 지나 신빈 → 관전
→ 압록강이라는 요녕성 내에서의 방향을 갖는 것과는50) 달리 최근에 이수림
(李樹林)은 연·진·한 장성을 길림성까지 연장해 그 방향을 확정하고자 한
다.51) 시기적으로는 가장 최근인 7의 글을 살펴보자.
그는 최근 진행한 통화시 현장조사에서 1차 시기에 봉수 척후(斥候)시설인

50) 현재 중국학계의 가장 유력한 요동지구 장성의 방향은 북표 → 부신 → 창무 → 법
고 → 개원 → 신빈 → 관전 → 압록강 노선이다. 李文信, 1979a, 앞의 글, 150쪽.
이 노선은 1979년 李文信이 주장한 후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51) 李樹林 이전 길림성으로 장성의 진행 방향을 추정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5년 張博泉은 창무 → 법고 → 遼河 → 길림 → 琿春이라는 진행방향을 주장했
고, 1996년 劉子敏은 철령 → 무순 大伙房水庫 이동 → 渾河·蘇子河 → 太子河
→ 관전 → 압록강이라는 진행방향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蕭景全은 두 주장 모
두 고고학적으로 증거가 부족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張博泉, 1985, 『東北地
方史考』, 長春: 吉林人民, 47~48쪽; 劉子敏, 1996, 앞의 글, 134~135쪽; 蕭景
全, 2000, 앞의 글,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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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망후(烽燧望堠) 유적지인 연강포권구봉돈(沿江麅圈溝烽墩), 경생동산봉
대(慶生東山烽臺), 금두서강봉돈(金斗西崗烽墩), 삼합보서산봉대(三合堡西
山烽臺), 통화현(通化縣) 대무산봉후군(大茂山烽堠群), 하남구구봉대(河南溝
口烽臺), 여명동산봉후(黎明東山烽堠), 만만천적태령봉대(灣灣川滴台嶺烽

臺) 등의 8곳과 병사를 주둔시키거나 군량을 저장하고 전시에는 방어작전을
실시하는 소형 성보(城堡)인 장후성보(障候城堡) 유적지인 삼합보평정산성지
(三合堡平頂山城址), 여명북산장성(黎明北山障城), 여명남산장후(黎明南山
障堠), 입봉장보(砬縫障堡) 등 4곳을 발견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대의 건
축 유적지로는 요상건축지(窯上建築址)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2차 조사 시
기에는 장후성보(障候城堡) 유적지인 통화현 남태장성(南台障城), 통화현 태
평구문장성(太平溝門障城), 통화현 의목수장성(依木樹障城), 통화현 소도목
산장성(小倒木山障城), 통화현 소남구장참(小南溝障塹), 통화시 화수하구장
성(樺樹河口障城), 통화시 왕팔발자장참(王八脖子障塹) 등 7곳을 발견했고,

교통의 요충지에 세워진 관애(關隘)로 통화시 이도구문관애(二道溝門關隘),
통화시 석호관애(石湖關隘) 등 2곳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이들 유적지는 통화시 혼강 중류 지역에 밀집되어 장새군(障塞群)을 이루
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한다. 첫째, 장새군 유적지가 매우 밀집되
어 있다. 현재 발견된 독립 봉후 유적 17곳과 의심지역 10여 곳, 장보(障堡) 유
적지 11곳과 의심 지역 2곳, 관애 유적지 2곳 이외에도 통화시에는 대형 행정
류(行政類) 군현(郡縣) 성지(城址)가 3곳이 있어 총 40여 개의 유적지가 존재
한다. 포괄하지 않은 부속 유적들과 아직 진행하지 못한 조사로 포함시키지 못
한 것을 제외한다 해도 기존에 발견된 장새군에서 이와 같이 분포가 조밀한 곳
은 드물다고 한다. 둘째, 장새군 유적지가 하나의 선상에 존재한다. 장새는 모
두 강 양쪽 기슭을 따라 고산준령 혹은 평원의 물길 사이에 설치되었으며, 평
균 2.5~3km마다 위치하고 있다. 셋째, 건축형식의 다양함이다. 이들 장새는
지형의 제약과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축조되었
다. 넷째, 연대의 측면에서 질적인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유적지에서 보편적
으로 발견되는 그릇과 기와 등 유물은 전형적인 중원문화의 기물이며 각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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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풍격과 종합해보면 이들 장새의 연대는 전국시대 중·후기에서 전한(前漢)
중기로 추정된다. 또한 고구려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이 유적지를 고구려
혹은 요금 시기의 유적으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이수림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들이 사료에 등장하는 전국시기 연소왕, 진
시황, 한무제 시기에 요동지역에 건설된 장성으로 추정하였다.
아직 지방지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역시 보도된 것도 없다는 연구자 자신
의 고백처럼 이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들은 고고학적으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
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현장조사가 유일한 근거가 되어 작성된
이 글을 보면 장성은 길림성 안에서 무수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지
금까지 중국학계의 연구가 대부분 길림지역에서 장성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또한 사료를 통해서도 이 지역의 장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시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의 장성은 현장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료
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수림의 다른 글 역시 사료를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길림
성 경내에 존재하는 연·진·한장성의 구조를 분석한 5와 6의 글을 살펴보자.
이수림은 통화·백산지역 장성의 특징을 점대점(點對點 : 군사거점들 간에 서
로 바라보며 책응하는 것)·점대면(點對面 : 즉 작은 군사거점들이 큰 행정성
지를 호위하고, 대성은 작은 거점을 지원하는 것)·점면선(點面線 : 즉 작은
군사거점들과 큰 군사요새가 하나의 방어선을 구성하는 것)이 결합된 일종의
‘개방형’ 구조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점선식(點線式)’ 장새(障塞)를 중심으로
하며, ‘선단식(線段式)’ 단원(短垣)과 ‘선조식(線條式)’ 장원(長垣)을 보조로 삼
아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 장성의 주요 건축시설로는 주체성 군사류 장새
와 중추성 행정류 성지가 있고, 아울러 많은 부속성 보장류(保障類) 유적지가
배합되어 있다. 요컨대 이른바 ‘장새장성(障塞長城)’인 요동장성은 봉후·장
보·관애·성지를 위주로 하는 시설을 가리키는데, 군사방어 혹은 공격과 변
군(邊郡)에 대한 행정관리를 위한 장성 형식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수림은 통화와 백산 지역에서 체계가 완정(完整)하고 유형이 풍부하며
특징이 선명한 전국·진·한 시기 주체성 군사류 장새시설(봉후·관애·장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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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3좌(座)와 중추성 행정류 성지(도성·군성·현성 등) 7좌와 부속성 보장
류 유적지(戍卒居址·遺物窖藏·冶鐵作坊 등) 117처를 발견했고, 이 유적지

가 서쪽으로 요녕성 신빈현 연·진·한 요동장성의 “열수(列燧)”와 하나의 선
을 이루어 동쪽으로는 압록강 북안에서 장백현(長白縣) 마록구진(馬鹿溝鎭)
북산(北山)의 장참(障塹)과 연접하고, 서남쪽으로는 관전에서 북한으로 들어
가는 대령강 장성과 마주해서 총 길이 약 1081km의 완정한 방어선을 이룬다
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이 길림성 지역의 어떤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는지를 소상하
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체성 군사류 장새시설의 전형적인 봉후 유적은
통화현 쾌대무진(快大茂鎭) 무산공원(茂山公園) 남립두봉대(南砬頭烽臺)라고
했고, 특수한 전략적 지위를 지닌 군정합일의 성지로서 규모에 따라 대·중·
소 3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중추성 행정류 성지 중 대형 성지는 둘레가
2753.5m인 통화시 자안산성(自安山城)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형 성지는 둘레가 1000~2000m 사이로 집안시 양민고성(良民古城)을, 소형
성지는 둘레가 1000m 이하로 통화현 적백송고성(赤柏松古城)을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 부속성 보장류 유적지는 수졸거주지(戍卒居住地)·
촌락(村落)·묘장(墓葬)·농경어렵(農耕漁獵, 屯田)·동광(銅鑛) 채굴과 동철
야금(銅鐵冶金)·고도(古道)·관잡(關卡) 등의 유적지군을 말하는데, 장성 수
비의 후방지원 시설과 변민의 생활시설로 이해하였다. 수졸거주지로는 통화시

왕팔발자장정유지(王八脖子障亭遺址)를 예로 들었으며, 사민실변(徙民實邊)
정책에 의해 조성된 촌락으로는 통화현 금두향(金斗鄕) 서가유지(西街遺址)를
예로 들었다. 고도와 관잡은 장성과 병행해 각 군현성지·장새거점·사민촌락
을 연결했던 교통로를 가리킨다고 보았는데, 특히 관잡은 고도 위의 산곡애구
(山谷隘口)·강하요진(江河要津) 등 교통 장악을 위한 관문시설로 보았다.
이러한 이수림의 연구는 앞선 진행 방향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료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다수 포함한다. 우선 장성에 변군의 행정관리 기능
을 부여한 것이 그렇다. 사실 장성을 완전한 종합성 방어체제로 이해할 수 있
는 시기는 명대다. 그러나 명대 역시 군사류 시설에 행정류 성지가 부속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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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그런데 이수림은 전국 시기, 혹은
진·한 시기 장성이 이미 완전한 종합성 방어체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주
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사민실변 정책에 의
해 조성된 촌락의 실재 여부다. 현재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한 시기 사
민실변은 무제 시기에 3·4회 실시된 것이 전부다. 그런데 그 사민실변은 모두
서북변에 국한되어 실시된 것으로만 확인된다.52) 따라서 통화현 금두향 서가
유적지에 있다는 사민실변에 의한 촌락은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곳이다.
다음으로는 이 지역에 있었던 교통로인 연(燕)의 ‘진번도(眞番道)’와 ‘조선
도(朝鮮道)’를 살펴보자. 이수림은 이 ‘진번도’와 ‘조선도’가 양평성(襄平城)에
서부터 연장성을 따라 변성(邊城)인 진번(이수림은 현재 장백고성으로 추정)·
조선(현 평양으로 추정)에 이르는 길이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진(秦)의 ‘상장
도(上障道)’와 ‘하장도(下障道)’는 집안시 국내성(國內城) 아래 토성에서 장백

고성(長白古城)까지의 노선과 국내성 아래 토성에서 단동 애하첨고성지(靉河
尖古城址)까지의 노선으로 보았다. 또한 전한의 ‘현도정(玄菟亭)’을 양평성에
서 현도군(玄菟郡)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 그러나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진번도와 조선도의 경우 “처음 연의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
략해 복속시키고 관리를 두었으며 장새를 쌓았다”,53) “연왕 노관(盧綰)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匈奴)로 들어가자, 위만(衛滿)이 망명했는데 무리 천여 인을 모
아 북상투를 틀고 만이(蠻夷)의 옷을 입고 동으로 도망해 변경을 나가 패수(浿
水)를 건너 진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거주했다”54)는 사료다. 그러나 이들 사료
를 통해 길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현도정’의 경우도 마
찬가지다. 『한서』 「지리지」에는 현도군 내 서개마현(西蓋馬縣)을 왕망(王莽)
시기에 ‘현도정’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55) 고의적인 오독(誤讀)의

52) 金翰奎, 1982, 『古代中國的世界秩序硏究』, 서울: 一潮閣, 164쪽.
53) 『史記』 卷105, 「朝鮮列傳」, “自始前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54) 『史記』 卷105, 「朝鮮列傳」, “燕王盧綰反, 入匈奴, 滿亡命, 聚黨千餘人, 魋結蠻
夷服而東走出塞, 渡浿水, 居秦故空地上下鄣”.
55) 『漢書』 卷28下, 「地理志下」, “西蓋馬. 馬訾水西北入鹽難水, 西南至西安平入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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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밖에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 정부의 통시대적인 장성 규정을 고의적 또는 임의
적으로 고장성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정부의 장성 규
정에는 분명 귀를 기울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선이 아닌 점으로
장성을 이해한 것은 사료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라는 점에서 학술적 발전을 의
미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와 지역에 따라, 지형과 재료에 따라 장성
의 구조와 위치에는 차이가 있기에 중국 정부에서 규정한 장성의 내용을 시대
를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명대 장성에서 보이는
특징을 요동지역 고장성에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러
한 장성 규정이 요동에 대한 한의 철저한 군현(郡縣) 지배를 증명하는 근거로
이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Ⅴ. 맺음말: ‘장성학’의 미래를 위해

이상과 같이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장성보호공정’과 그에 따른 중국 장성
연구의 경향들을 정리해 보았다. 2005년 이후 확연히 늘어난 장성에 관한 연
구들은 국가에 의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이는 양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특히 대대적으로 수행된 전국 장성 자원조사라는 이름의
현장조사의 보고서적 특성을 띠는 연구들이 대종을 차지하기에 오히려 지난
시기에 비해 장성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는 감소한 것으로도 보인다. 게다
가 국가에 의해 장성의 개념과 범주가 확정되면서 장성의 기본요소에 대한 학
문적 논쟁이 불가능해진 것은 ‘장성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오히려 해악으로 작
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過郡二, 行二千一百里. 王莽曰玄菟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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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많은 보고성 연구들에서는 국가의 기준에 맹목적으로 따른 내용들
이 발견된다. 2005년 이전 산험(山險)과 수험(水險)을 장성으로 볼 수 있는가
에 대안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2005년 이후 연구에서는 산·수험이 모두 장
성으로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달구질하거
나 쌓는 것이 아니라 참호를 판 결과인 장참(長塹)은 물론이고 심지어 장성 주
변에 설치된 품자형 함마갱(陷馬坑)마저도 장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의 기
준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지역과 조직의 이해에 장성학이 비틀거리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성 개념과 범주
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토론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현재 국가에서 확정한 개념과 범주의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시
급할지도 모르겠다. 학술계에서 국가가 정한 개념과 범주를 교정하는 것이 현
재 중국의 상황상 힘들다면 최소한 확정한 개념을 시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모든 시대의 장성이 성벽과 그에 부수된 군보를
포함하는 종합성 방어체계가 아님에도 시대를 초월해 명대 장성의 특성을 다
른 시기 장성의 속성으로 표현하는 예를 길림성의 장성 연구에서 보았다. 길림
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고대 장성선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지역의 필요에 의해 장성선을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을 넘어, 사료의 오독을
불사하면서까지 연·진·한 장성을 종합성 방어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시대별
장성의 상을 복원하는 것이 장성학 연구에서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주는 예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별 장성의 상을 복원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장성이 어떻게
당대인들에게 인식되었는가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도 필요하다. 변화된
장성 개념과 범주로 인해 군사 시설물 대부분이 장성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한 연구자의 경고처럼 군사 시설물 중에는 장성과 관련이 있는 시
설도 있지만, 독립적인 군사시설 또한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봉수의 경
우 변군(邊郡)과 중앙정부 사이의 연락을 위해 설치된 것도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봉수를 통해 장성선을 확정하려는 노력에 이와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남아 있는 봉수 유적지도 거의 훼손된 요동지역의 경우 봉수의 시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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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장성의 구성요소인지를 파악하려는 면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처음 방어시설로 출현했지만,56) 교통로상의 숙박시설
로,57) 경찰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58) 변화한 정(亭)을 봉수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다.
장성 연구에서 최근 현장조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
나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문헌사료에 입각한 장성 방향의 확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장성이 타 집단에 대한 방어선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이를
통해 당시 모든 집단 간의 역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역으로 모든 집단의 역
관계를 통해 장성선의 확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장성선의 확정과 지나친 지역이기주의·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기 위
한 방안으로 사료에 근거한 장성 방향의 확정이라는 고전적인 방법이 홀시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아직도 방향에 관해 이견이 분분한 북조 장성에 대
한 문헌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장성학이란 관심을 끌지 못하는 분야다. 필자 역시 장성학 자체
가 한국 역사학계 안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장
성이 방어체제이기에 앞서 변경지역의 거점으로, 혹은 시대에 따라 국경선의
역할을 했다면 이를 통해 고대 중국의 변경사 연구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장성을 소재로 제국의 변경사회를 조망하려
는 노력이 진작부터 시작되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59)
또한 중국의 경우 장성을 소재로 영역의 확정을 시도하고 변강 문제를 심화시
키고 있다. 장성이 보여줄 수 있는 역사의 단면이 있다면 역시 적극적으로 이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6) 『韓非子』, 「內儲說上七術」, “吳起爲魏武侯西河之守. 秦有小亭臨境, 吳起欲攻之”.
57) 『史記索隱』 卷79, 「范睢列傳」, “三亭, 亭名, 在魏境之邊, 道亭也, 今無其處. 一
云魏之郊境, 總有三亭, 皆祖餞之處”.
58) 睡虎地秦墓竹簡整理小組, 1978, 『睡虎地秦墓竹簡』, 北京: 文物, “爰書. 某亭校
長甲·求盜才(在)某里曰乙·丙, 縛詣男子丁, 斬首一, 具弩二, 矢卄. 告曰云云”.
59) 籾山明, 1999,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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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on Project of the Great Wall and
New Trend in Its Study
Hong Senghyun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the purpose of the
Great Wall Protection Project,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ince 2005, and identify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the study of the Great Wall in the academic
world.
The Great Wall Protection Project was initiated to prevent serious
damage to the Wall and to provide scientific protection. However, the
project’s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oncept and the scope of the Great
Wall were determined by the state. Because of that, it became
impossible for academic debate regarding the Great Wall to take place.
As a result, a majority of studies published since 2005 have uniformly
enlarged and reproduced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Great Wall
specified by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the position of regarding the
Great Wall as a “complete comprehensive military defense system” has
been reinforced. However, as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the Great
Wall differ according to period and region, it would be necessary to
build a concrete image of the Great Wall accordingl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Liaodong region, where the
ruins of the Great Wall are imperfect, the line of the Great Wall is
seriously distorted byregional selfishness and political purposes. In
addition, there was a problem in the direction of the Great Wall which

중국의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과 장성 연구의 새로운 경향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researchers in the region.
There is also a growing, and strengthening, trend of understanding the
Great Wall in all times as the border. If the Great Wall is recognized as
the border, the determined line of the Great Wall will have a sense of
meaning as boundaries beyond the meaning of restoring the reality of
the Great Wall. That is the reason for raising the need to explore the
colorful aspects of the history of the Great Wall of China.

Keywords
the Great Wall, Great Wall Protection Project, complete comprehensive
military defense system, Great Wal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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