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조대왕이 그리워하던 마음의 고향

‘수원화성’
한 방어용 시설이 더해졌다는 점, 전통적 축성 기법에 동서양의 새로운
과학 기술과 지식을 활용했다는 점 등이 화성의 가장 큰 특징이다.
다산 정약용은 화성 축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당시 30세였던 다산은 왕실 서고 규장각에 비치된 서적들을 섭렵하고 중
국에서 들여온 <고금도서집성>을 참조해 새로운 성곽을 설계했다. 거
중기를 고안해 커다란 석재를 옮기고 쌓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는 축성 계획, 제도, 법식,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 계산,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2019년은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22주년이 되는

보물 제402호인 팔달문, 팔달산을 둘러싼 시설 중 가장 높은 서장대, 화

해다.

포를 감춰두고 적군에게 총을 쏘도록 축조된 남포루, 군 지휘소와 정자

조선 성곽 건축의 꽃이라 불리는 수원화성의 축성은 조선 22대 왕인 정

의 기능을 함께 지닌 방화수류정 등 200여년 전 건물에 조선 문화의 향

조의 효심과 낡은 정치를 개혁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됐다.

기가 가득하다.

1762년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가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한여름 뒤주에

수원화성은 1997년 12월 4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유산위원회에서 창덕궁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당시 정조 나이 11세였다.

화성을 관람할 때는 '서노대→화서문, 서북공심돈→장안문, 북동적대→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부친의 혼을 위로하기

화홍문(북수문)→동북각루(방화수류정)→동암문→동북공심돈→동북

위해 양주 배봉산에서 명당으로 알려진 수원 화산으로 묘를 옮겼다.

노대→창룡문→동포루→봉돈→동남각루→팔달문→서남각루→화성

그리고 수원을 자신이 이상으로 꿈꾸는 신도시로 건설하고자 1794년 2

행궁' 순서를 참고하면 된다.

월부터 2년 반에 걸쳐 성을 쌓았다.

조금 더 편하게 수원을 둘러보고 싶다면 관광열차인 '화성어차'를 이용할

행정·치안 기관인 관아, 교육 기관인 향교, 교통 기관인 역참이 들어섰고

수 있다.

상가, 도로, 교량과 같은 도시 기반 시설도 마련됐다.

기존 팔달산 성신사와 창룡문 연무대 사이를 오가던 '화성열차'를 수원

성곽 전체 길이는 5.74㎞, 높이 4∼6m의 성벽이 130ha의 면적을 에워

화성행궁, 지동시장 등 도심 일반도로까지 코스로 포함하면서 '화성어

싸고 있다.

차'로 바꿨다.

처음부터 계획된 성곽이라는 점, 거주지로서의 읍성과 방어용 산성을 합

이용요금이나 관광코스 등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해 하나의 성곽도시로 만들었다는 점, 그 이전 성곽에 흔치 않았던 다양

다.

100 20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