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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1.   유구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로 22.5°범위 내에 해당되면 남-북향, 

22.6~67.5°는 북동-남서/북서-남동향, 67.6~90°는 동-서향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GPS 좌표값은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 : 경도 124~126은 

서부원점, 126~128은 중부원점, 128~130은 동부원점, 130~132는 동해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크기 및 성격에 따라 1/20~1/80을 적용하였으며, 유물은 토기 및 자기 1/3, 

기와 1/3~1/6, 철기ㆍ석기 1/1~1/3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함께 표기하였다. 

4. 유구의 입ㆍ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5. 유물은 같은 기종이 4점 이상인 경우 표로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6.   유물의 기고는 중심선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7.   유물 기술 중 태토에 함유된 모래 입자의 굵기에 따라 0.1㎝ 미만을 세사립, 0.1~0.2㎝는 사립, 

0.3~0.4㎝는 세석립, 0.5㎝ 이상은 석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토기(기와)는 소성된 상태에 따라 도질(경질), 연질로 구분하였다. 8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회청색, 

회색, 흑회색을 띠며, 경도가 강하여 흡수성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연유로 인해 기면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질(경질)로, 산화염에서 구운 토기로 적갈색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을 연질로 

구분하였다.

9.   인화문토기의 문양 중 종장연속문의 시문은 “宮川禎一”(1988, 「文樣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高井悌三郞先生喜壽記念論叢, 歷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郞先生喜壽記念事業會)의 문양 시문수법을 

참고하여 종방향으로 한번 찍었거나 겹쳐서 찍은 문양은 ‘A’시문수법, ‘∧’자 또는 ‘V’자 형태로 꼭지점의 

반대쪽을 벌어지게 찍은 문양은 ‘B’시문수법, 종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찍은 문양은 ‘C’시문수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0.   기와는 정치한 상태에서 4등분하여 좌측 상ㆍ하부, 우측 상ㆍ하부로 구분하고 잔존 및 결실 부위를 

기술하였다.

11.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日本農林水産省 農林水産技術會議事務局 監修, 財團法人 

日本色彩硏究所 色票監修, 『新版 標準土色帖』, 2007”, “Albert H. Munsell, 『MUNSELL SOIL 

COLORCHARTS』, 1994, revised edition”을 참고하였다.

13.   본 문의 일러두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에만 해당하며, 기타 기관의 일러두기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본 보고서는 158개 유적을 조사완료일별로 묶은 분책으로 총 29책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별로 수록 목록을 보고서 마지막에 게재하였다.

15.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는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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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고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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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보고서



< 일러두기 >

1. 本 報告書는 ‘부여 쌍북리(329-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이다.

2. 圖面의 방위는 조사 당시의 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3. 遺構 立·斷面·土層圖에 표기된 수치는 海拔高度를 나타낸다.

4. 遺構 平面圖의 縮小比는 1/40~1/80로 하였다.

5. 遺構의 제원은 Auto CAD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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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4.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0

도판	105.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1

도판	106.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1

도판	107.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5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2

도판	108.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6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2

도판	109.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7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3

도판	 110.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남동에서)				 			157-183

도판	 111.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중	전경(남동에서)				 			157-184

도판	 112.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157-184

도판	 113.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5

도판	 114.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5

도판	 115.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6

도판	 116.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6

도판	 117.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5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7

도판	 118.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6	조사	중	모습(1),	토층	단면(2)				 			15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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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9.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동에서,	

조사	후	전경(3)				 			157-188

도판	120.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9

도판	121.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89

도판	122.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목심잔존	모습(5)남에서				 			157-190

도판	123.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0

도판	124.	 1문화층	4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157-191

도판	 125.	 1문화층	4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2

도판	126.	 1문화층	4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2

도판	 127.	 1문화층	4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3

도판	128.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남동에서)				 			157-193

도판	129.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중	전경(남동에서)				 			157-194

도판	130.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157-194

도판	 131.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5

도판	132.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5

도판	133.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6

도판	134.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6

도판	 135.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5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7

도판	 136.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6	조사	중	모습(1)남동에서,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157-197

도판	 137.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모습(4)동에서				 			15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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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38.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내부	구시설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157-198

도판	 139.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남서에서,	

조사	후	모습(3),	토층1	단면(4),	토층2	단면(5)				 			157-199

도판	140.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199

도판	 141.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유물	출토모습(1~2),	출토유물(40~41)				 			157-200

도판	142.	 1문화층	2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157-200

도판	143.	 1문화층	2호	수혈유구	주공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201

도판	144.	 1문화층	3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북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157-201

도판	145.	 1문화층	3호	수혈유구	점질토	노출	상태(1)북동에서,	토층둑	제거	후	모습(2),	

주공	조사	중	모습(3)남동에서,	조사	후	모습(4),	토층	단면(5)				 			157-202

도판	146.	 1문화층	4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157-202

도판	 147.	 1문화층	5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157-203

도판	148.	 1문화층	5호	수혈유구	유물	노출상태(1),	유물	출토모습(2),	출토유물(42)				 			157-203

도판	149.	 1문화층	6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157-204

도판	150.	 1문화층	6호	수혈유구	유물	노출상태(1),	유물	출토모습(2),	출토유물(43)				 			157-204

도판	 151.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남동에서,	

조사	후	전경(3),	토층둑	제거	후	모습(4)				 			157-205

도판	 152.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토층단면1(1),	토층단면2(2),	유물	출토모습(3~4)				 			157-205

도판	 153.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206

도판	154.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206

도판	 155.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207

도판	 156.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4~45)				 			157-207

도판	 157.	 1문화층	1호	구상유구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15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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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8.	 1문화층	1호	구상유구	A-A′	토층	단면(1),	B-B′	토층	단면(2),	C-C′	

토층	단면(3)				 			157-209

도판	 159.	 1문화층	1호	구상유구	1-1호	조사	중	모습(1)남동에서,	조사	후	모습1(2),	

조사	후	모습2(3),	1-2호	조사	중	모습(4)동에서,	조사	후	모습(5),	토층	세부	단면(6),	

출토유물(46~48)				 			157-210

도판	160.	 1문화층	2호	구상유구	조사	전	전경(1)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157-211

도판	 161.	 1문화층	2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남에서)				 			157-212

도판	162.	 1문화층	2호	구상유구	토층	단면				 			157-212

도판	 163.	 1문화층	3호	구상유구	조사	중	전경(남동에서)				 			157-213

도판	164.	 1문화층	3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동에서)				 			157-213

도판	 165.	 1문화층	3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북에서)				 			157-214

도판	 166.	 1문화층	3호	구상유구	토층	단면				 			157-214

도판	 167.	 1문화층	1호	주공열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157-215

도판	 168.	 1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216

도판	 169.	 1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216

도판	170.	 1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217

도판	 171.	 1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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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본 보고서는 부여 쌍북리(329-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결과보고서이다.

방금원 외 5인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9-1번지 일원에 단독주택(한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여군에 개발행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여군 문화재사업소에서는 『부여군 고도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여함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회신하였고, 이에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는 방금원 외 5인이 문화재청 허가(제2016-1526호)를 득한 후 (재)동방문화연구원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2016년 12월 14일부터 동년 12월 15일에 걸쳐 사업면적 2,619㎡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1~6번 트렌치에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문화층(1~3층)이 

확인되어, 주거지 1기, 수혈유구 17기, 석렬유구 3기, 주혈군 2개소, 주혈 3기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학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백제시대 문화층 및 유구가 확인된 범위 1,49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홍명기씨는 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 중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9-3번지 일원의 

426㎡ 면적에 대한 소규모 발굴(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부여군에서는 2019년 8월 29일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홍명기씨는 부여군 쌍북리 329-3번지 426㎡에 대한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며,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2019년 10월 22일 가경고고학연구소에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대한 대행조사를 의뢰하여(조사기획팀-3635호) 본 연구소에서 신축부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제2019-1492호, 

발굴제도과-13715, 2019.11.20.)를 통보받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1월 17일(총 조사일수 27일)간의 일정으로 조사면적 

426㎡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결과, 3문화층에서는 백제시대에서 통일신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도로유구, 주공열 

등이 확인되었으며, 2문화층에서는 백제시대 사비기로 추정되는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공열, 도로유구 등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20일 1차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2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2문화층을 하강하여 1문화층 조사를 실시하였다.

1문화층에서는 굴립주건물지, 주공열,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공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2020년 1월 14일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유적에 대한 기존보록을 철저히 한 후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안전상 조사가 완료된 후 신속한 복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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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완료한 후 복토를 진행하였다.

이후 2020년 2월 17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완료 조치를 통보받았다.(발굴제도과-1748호, 

2020. 2. 17.)

○ 조 사 단 장 : 오 규 진(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정 해 준(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실장)

○ 조   사   원 : 박 대 순(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준 조 사 원 : 장 진 희(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보   조   원 : 김 영 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금번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Ⅰ장 조사개요, Ⅱ장 조사지역의 

환경, Ⅲ장 조사경과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은 조사에 참여한 박대순(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이 1차로 

작성한 후 김영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종합하여 정리·작성하였다. Ⅳ장 조사내용과 Ⅴ장 

조사성과는 김영호가 작성하였다. 유구도면은 김영호·장진희(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사진 

실측과 캐드 도면 제도를 한 후 장진희가 전자도면화 하였다. 그리고 유물 정리와 실측은 발굴조사 

성격별 현장 연구원들에 의해 기본 정리가 진행된 후 최재희·오현주(이상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제도 실측을 진행하였고 오경미·유영재(이상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전자도면 작업을 진행했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편집과 교열은 문정원(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담당하였고 최종 교열·감수는 

오규진(가경고고학연구소장)이 진행하였다.

본 현장조사 과정에서 현장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과 함께 아낌없는 조언과 독려를 해주신 서정석(공주대학교 

교수)·공민규(누리고고학연구소 소장)·정종태(비전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조사진행과 정리에 도움을 주었던 연구소 여러 연구원들과 조사단과 

함께 수고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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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의 환경

1. 부여의 자연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부여군은 충청남도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군의 북쪽으로 청양군의 

남양면·치면·장평면·청남면과 접해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공주시의 탄천면과 접해 있다. 남쪽은 

서천군의 판교면·산면·한산면과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 논산시의 노성면·광덕면과 접해 있다. 

서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산지를 따라 보령시 청라면·미산면과 접하고 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북도 익산시와 경계를 이룬다.

부여군의 전방적인 지형은 대체로 서쪽과 북쪽이 높고, 남쪽과 동쪽이 낮은 ‘西北高 南東底’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대체로 관내의 서쪽과 북쪽이 차령산맥의 말단부에 해당되며, 남쪽과 

동쪽은 금강유역의 충적평야와 구릉성 산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1) 자연·지리적 환경은 주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① 扶餘郡誌編纂委員會, 2003, 『扶餘郡誌 제1권-扶餘의 地理』.

②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扶餘郡篇』.

③ 韓南大學校 忠淸文化硏究所, 1993, 『錦江誌』上, 忠淸南道.

도면 1. 조사지역의 행정 · 지리적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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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 지형은 크게 서북부 산지, 중앙부 저지대, 동남부 구릉지, 남동부 저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서북부 산지지역은 차령산맥과 그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만수산(432.2m), 아미산(581.9m), 

월명산(544m) 등 대체로 해발고도 약 400m 이상의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부 저지대는 

부여군 관내에서 가장 넓은 충적지대를 이루는 곳으로 금강본류와 은산천, 구룡천, 금천 등의 인근 

하천 주변에 형성된 범람원 지형의 충적평야지대에 해당된다. 동남부 구릉지는 중앙부 저지대와 남동부 

저지대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서남-동북 방향으로 연속적인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북부 

산지보다 낮은 대략 해발고도 100m 정도의 저구릉성지대로 산록완사면 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작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남동부 저지대는 금강 유역과 석성천 유역에 발달된 충적평야지대로서 

중앙부의 저지대에 비해 넓지 않으나 역시 토질이 좋아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부여군의 수계는 금강을 중심으로 지천(금강천), 은산천, 구룡천, 석성천, 사동천, 임천천, 원산천, 

웅천천 등의 여러 지천이 흐르고 있으며, 하천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2. 부여의 역사·고고학적 환경

부여지역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지는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적인 조사례가 

드물었을 때에는 소상히 알기가 어려웠지만, 근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발전에 따른 고고학적 

조사가 현저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부여지역은 금강 본류 및 주변으로 넓은 

충적지들이 위치해 있어 선사시대 이래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기에 충분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구석기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정착하거나 빈번한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여지역에서의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발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향후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에 대한 조사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여군 외산면 盤橋里에서 

구석기시대 긁개가 수습되었으며, 홍산면 坐鴻里에서는 마모가 심해 날의 형태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석영암제의 양날찍개가 1점 수습된 바 있다. 定林寺址 蓮池와 雙北里 窯址 발굴조사 과정에서는 

상부에서 흘러들어온 양날찍개와 다면체석기, 몸돌 등의 석영제 석기들이 확인되었고, 부여향교 

뒷산에서는 새기개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또한 부여 규암우회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규암면 羅福里 

일대에서 석영제 몸돌과 격지 등이 출토되고 있어 향후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2). 이렇게 발견된 구석기유물은 수 점에 불과하며, 현재까지 자세한 양상이 확인되지 

않아 시기 등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지만 부여지역 구석기시대인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해된다.

부여지역에서 신석기시대 관련 유적 및 유물이 발견된 예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신석기시대인들이 

선호하였던 지형을 띠고 있어 유적이 입지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집중적인  

2) ❶(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羅福里 통실·石隅里·元門里遺蹟』. ❷국립공주박물관 2005, 『금강의 

구석기문화』신축개관 1주년기념 특별전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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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유적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지역에서 신석기인들이 생활하였던 

흔적은 규암면 나복리와 은산면 은산리에서 확인되었다. 羅福里遺蹟3)은 현재는 멸실되어 

원래 위치조차 알 수 없으나, 이미 일제강점기에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으며, 恩山里 

遺物散布地에서는 구릉 정상부의 평탄면과 사면일대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무문토기편, 석검·편 

등이 함께 수습되어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점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여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그 조사사례도 많은 편이며,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은 

부여 合井里4), 佳中里, 甑山里5), 羅福里 통실·石隅里6), 羅福里7), 松菊里, 石隅里8)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松菊里遺蹟9)은 한국 청동기사회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전기의 세장방형주거지와 구별되는 원형주거지와 외반구연의 호형토기, 삼각형석도 등과 독특한 

문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양상은 시·공간을 달리하는 청동기시대의 유적들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松菊里型 文化’로 지칭되고 있다. 羅福里遺蹟에서는 주거지 22기, 석관묘, 

석개토광묘등의 분묘유구 11기 및 저장공 등이 조사되었다. 정상부에는 주로 원형주거지가 있고 

사면에는 원형계와 방형계가 혼재되어 있으며, 주거지군이 위치한 능선의 남쪽으로 따라서는 공간이 

분리되어 석관묘, 석개토광묘, 토광묘 등이 조성되어 있다. 청동기시대의 분묘로는 석관묘와 지석묘, 

옹관묘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석관묘는 송국리를 비롯하여 蓮花里10), 中井里 堂山·佳塔里, 佳增里11), 

井洞里12)에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비파형 동검을 비롯하여 銅鑿, 마제석검, 석촉, 관옥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청동기 제작의 기술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벼농사 등 본격적인 농경활동이 전개되는데, 九鳳·蘆花里遺蹟에서는 

기원전 100~900년의 탄소연대측정값을 보이는 청동기시대 水田이 조사된 예가 있다13). 그리고 나복리 

통실유적에서는 경작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灌漑施設로 보이는 수로유구가 부분적으로 조사되었던 

바 있다14).

3) 金元龍 1961, 「扶餘 羅福里의 櫛文土器」,『考古美術』.
4)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忠南發展硏究院 2003, 『百濟 歷史再現團地造成敷地 內 扶餘 合井里』, 忠淸南道百濟文化 

圈發展事業所.

5)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4, 『夫餘 甑山里 遺蹟』.

6)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羅福里 통실·石隅里·元門里遺蹟』.

7)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4, 『扶餘 羅福里遺蹟』.

8)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1, 『부여 석우리 절골·나복리 건지말유적』.

9) ❶金永培·安承周 1975, 「扶餘 松菊里式 銅劍出土 石棺墓」,『百濟文化』7·8, 公州師範大學校 附設 百濟文化硏究所.

❷姜仁求 外 1979, 『松菊里 Ⅰ』, 國立中央博物館. ❸池建吉 外 1986, 『松菊里 Ⅱ』, 國立中央博物館. ❹國立中央 

博物館『松菊里 Ⅲ』, 國立中央博物館. ❺權五榮 1991,『松菊里 Ⅳ』, 國立中央博物館. ❻金吉植,『松菊里 Ⅴ-木柵 

(1)』, 國立公州博物館. ❼金吉植,「扶餘 松菊里 無文土器時代墓」,『考古學誌』9, 韓國考古美術硏究所.

10) 金載元 1964, 「夫餘·慶州·燕岐 出土 銅製遺物 」,『震檀學報』25·26, 震檀學會.

11)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89,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扶餘郡篇』.

12)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5, 『扶餘 井洞里遺蹟』.

13)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2004, 『扶餘 九鳳·蘆花里遺蹟』.

14) (財) 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羅福里 통실·石隅里·元門里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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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국시대 三韓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되고 자세한 것은 3세기 중엽 중국 晉代 陳壽가 

편찬한 《三國志》 魏書 東夷傳이다. 기록에 의하면 馬韓에는 54개국이 있었는데, 마한의 ‘國’들은 

경기·충청·전라지역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마한 소국 중 부여일원이 어느 소국에 해당하였는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古蒲國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5). 《翰苑》에는 楚山을 없애고 

성곽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마한 54국 중 楚山國이 현 부여 일원에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원삼국시대의 유적은 조사예가 많지 않아 자세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그간의 각종 조사과정에서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선 송국리유적의 木柵施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주거지 내부에서 격자타날된 토기편이 확인되었으며, 구룡면 竹橋里, 양화면 時音里, 

五良里, 足橋里, 장암면 元門里 등의 10여 개소에서 격자문과 승문이 타날된 토기편 등이 수습된 바 

있어 취락이 입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論峙里에서는 祭祀遺蹟이 확인되었으며, 

甑山里遺蹟에서는 원삼국시대 마한의 묘제로 알려진 周溝墓 14기가, 佳中里遺蹟 발굴조사에서는 

모두 7기의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16). 雙北里 두시럭골유적에서는 土壙木棺墓와 원형 

수혈유구들이17), 佳塔里遺蹟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가 조사되었다18).   

원삼국시대 무렵인 기원전 18년 경 오늘날의 한강유역 일원에 위치해 있던 마한 54국 중 하나였던 

백제가 주변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점차 영토를 넓혀 나가다가 4세기 후반경에는 마한의 제소국들을 

모두 병합하게 되었다. 이후 樂浪郡과 帶方郡을 몰아내고 남하해 오던 고구려와의 충돌을 이겨내며 

최대 영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기록을 보면, 백제가 국가 단계로 

접어드는 3세기 중후반까지 중서부지역은 마한이 확고한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었고 목지국으로 

대표되고 있었다. 그래서 3세기 후반 무렵 백제에 의해 병합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백제의 

영역화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원삼국문화가 잔존하는 면을 통해 볼 때, 초기 백제의 영역화과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19). 5세기 이후가 되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압박에 

따라 수세에 몰리게 되었으며, 결국 한강유역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즉, 삼국시대 충남일원은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 위상이 급격히 부상하게 되었으며, 백제는 남천 후 왕권강화와 더불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되었다. 한편, 웅진 도읍기 동성왕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무령왕이 대내외적 

안정된 기반을 토대로 국력을 신장하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중국과 활발한 교섭을 통해 선진문물의 

도입을 단행하였다. 이후 백제 사비기에 들어오게 되면 지방제도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城을 

중심으로 한 담로제의 기본은 유지하면서 지역의 중요성별로 方郡城制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부여지역이 백제사에 등장하는 것은 熊津에 도읍하던 시기의 동성왕대 수렵·축성 

등과 관련된 기록20) 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진정 중심으로 등장하는 것은 부여지역에 백제의 왕도가 

15) 李丙燾 1936, 「三韓問題의 新考察」,『震壇學報』4.

16) (財)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006, 『夫餘 佳中里 가좌·산직리 및 恩山里 상월리 遺蹟』.

17)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雙北里 두시럭골유적』.

18)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7, 『扶餘 佳塔里遺蹟』.

19) 成正鏞 2000,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領域化過程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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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이후로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지속하였다. 《三國史記》 百濟本紀에는 성왕 

16년(538)에 부여지역으로 왕도를 옮기고 국호를 ‘南夫餘’로 개명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21), 이전 

동성왕대의 기록 등과 관련지어보면 당시 부여지역은 ‘所夫里’라는 지명 외에 ‘泗 ’라는 명칭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백제는 22部의 중앙관부와 5方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추는 등 체제를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불교·미술·건축 

등 전반에 걸쳐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부여지역은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되면서 당에 

의해 설치된 熊津都督府의 관할로 예속되었다. 唐軍이 축출된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문무왕 12년(672)에 총독부가 설치되어 泗 州 혹은 所府里州로 개편되었다가22), 경덕왕 7년(748)에 

이르러 부여군으로 재개편되면서 熊川州(公州)의 관할지역으로 편제되었다. 이는 앞서 본 《삼국사기》 

지리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20)21)22)

백제시대 부여지역에서는 所夫里郡과 加林郡의 2개 군과 영현으로서 珍惡山縣과 大山縣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三國史記》 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다23).

가-① 扶餘郡 本百濟所夫里郡 … 文武王二十年, 置摠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 石山縣, 

本百濟 珍惡山縣, 景德王改名, 今石城縣.

가-② 嘉林郡, 本百濟加林郡, 景德王改加爲嘉, 今因之, 領縣二 … . 翰山縣, 本百濟大山縣, 

景德王改名, 今鴻新縣.

《삼국사기》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현 부여읍을 중심으로 한 부여지역이 백제시대에는 

所夫里郡이었다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에 扶餘郡으로 개명되어 고려시대까지 이 郡名이 그대로 

이어졌으며, 현재의 임천지역은 부여군에 속하지 않고 관할지역을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천지역은 본래 백제의 加林郡으로 현재의 鴻山지역과 舒川郡의 한산지역을 속현으로 관할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에 부여군에 편제되었다.

역사시대에 접어들면서 부여지역은 삼국 중 백제에 속하며, 천도 이후에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王都 내외의 곳곳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문화유적이 형성되어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부여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백제시대 유적은 생활유적, 분묘유적, 관방유적, 생산유적, 불교유적 등 그 성격이 다양하며, 조사례도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생활유적 중에서는 부여읍 일원에서 여러 건물지 및 주거지들이 조사되었다. 즉, 官北里 

百濟遺蹟(傳王宮址)24), 龍井里 建物址25), 中井里 建物址26), 扶蘇山 瓦積基壇 建物址27), 

20) 《三國史記》卷 第26 百濟本紀 第4.

東城王 12年(490年)  9月 王田於國西泗 原.

23年(501年)  8月 築加林城, 以衛士佐平 加鎭之.

10月 王獵於泗 東原.

11月 獵於熊川北原 又田於泗 西原 阻大雪 宿於馬浦村.

21) 《三國史記》卷 第26 百濟本紀 第4 聖王16年.

22) 《三國史記》卷 第7 新羅本紀 第7 文武王11年 治所夫里州 以阿 王爲都督.

23) 《三國史記》卷 第36雜誌 第5 地理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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窺岩里28), 合井里Ⅱ29), 錦城山 瓦積基壇 建物址30), 雙北里 두시럭골31), 羅福里 통실32), 井洞里 

오얏골·꿩바위골33), 井洞里34), 佳塔里 가탑들유적35) 등이 있다. 이 외 東南里36), 舊衙里37), 花枝山38), 

東南里 172 -239)·70240), 佳塔里·旺浦里·軍守里遺蹟41) 등의 생활유적과 宮南池42)와 같은 조경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각 유적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백제 당시의 격자형태의 도로유구43)들은 도성의 

도시계획 및 평면 구조상 사비도성 전체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

분묘유적으로는 현재까지 陵山里 古墳群44), 陵山里 東古墳群45), 上錦里46), 松谷里 증산골, 원적골, 

24) ❶忠南大學校博物館 1985,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 發掘報告(Ⅰ)』, 忠淸南道. ❷忠南大學校博物館 1999,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 發掘報告(Ⅱ)』, 忠淸南道. ❸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9,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Ⅲ- 2001~2007年 

調査區域 百濟遺蹟篇』. ❹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9,『扶餘 官北里 百濟遺蹟Ⅳ- 2008年度 調査區域』.

25) 尹武炳·李康承 1985, 「扶餘 龍井里 百濟建物址 發掘調査報告」,『百濟硏究』第16輯, 忠南大百濟硏究所.

26) 忠淸南道 1996, 『文化財大觀』.

27) 장경호·홍성빈 1984, 「扶蘇山城內 建物址 發掘調査 略報告」,『文化財』17, 文化財管理局.

28) 大田保健大學 博物館 2004, 『扶餘 窺岩里遺蹟』.

29) 忠南發展硏究院 2003, 『扶餘 合井里Ⅱ』.

30) 國立扶餘博物館 1992, 『扶餘 錦城山 百濟 瓦積基壇 建物址 發掘調査報告書』.

31)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雙北里 두시럭골유적』.

32)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羅福里 통실·石隅里·元門里遺蹟』.

33)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井洞里 오얏골·꿩바위골 遺蹟』.

34)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5, 『扶餘 井洞里遺蹟』.

35) (財)錦江文化遺産硏究院 2012, 『扶餘 佳塔里 가탑들 遺蹟』.

36) ❶朝鮮古蹟硏究會 1938, 「부여に於げる百濟寺址の調査(槪報)」,『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❷藤澤一夫 1982, 

「日本の百濟系 塔伽藍- 塔樣式の伽藍系譜(1)」,『馬韓·百濟文化』第4·5合輯,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❸忠南大學校博物館 1994, 『扶餘 東南里寺址 發掘調査 略報告書』.

37)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3, 『扶餘 舊衙里 百濟遺蹟發掘調査 報告書』.

38)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0, 「花枝山遺蹟」指導委員會資料.

39)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7, 『東南里 172-2番地 一圓 遺蹟』.

40)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7, 『東南里 702番地遺蹟』.

41)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3, 『扶餘 佳塔里·旺浦里·軍守里遺蹟』.

42) ❶洪思俊 1970, 「宮南池와 土器」,『考古美術』. ❷宮南池發掘調査團 1990, 『宮南池發掘調査略報告』. ❸申光燮 

外 1993, 「扶餘 宮南池 第2·3次 發掘調査槪報」, 『考古學誌』5, 韓國考古美術硏究會. ❹國立扶餘博物館 1999, 

『宮南池』. ❺國立扶餘博物館 2001, 『宮南池Ⅱ-現 宮南池 西北便 一帶』. ❻國立扶餘博物館 2007, 『宮南池Ⅲ』.

43) ❶(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6, 『扶餘 陵山里 東羅城 內·外婦 百濟遺蹟』. ❷(財)錦江文化遺産硏究院 2012, 

『扶餘 佳塔里 가탑들 遺蹟』. ❸扶餘郡文化財保存센터 2010, 『扶餘 佳塔里 百濟遺蹟』. ❹(財)百濟文化財硏究院 

2011, 『扶餘 雙北里 280-5遺蹟』.

44) ❶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❷有光敎一 1979, 「夫餘陵山里傳百濟王陵·益山雙陵」,『 原考古學硏究 

所論集』4. ❸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扶餘郡 1998, 『陵山里- 扶餘 陵山里 公設運動場新築豫定敷地 百濟古墳 

1·2次 緊急發掘調査報告書』.

45) 梅原末治 1937, 「夫餘陵山里東古墳の調査」,『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硏究會.

46) 姜仁求 1977, 『百濟古墳硏究』, 一志社.

47) 國立夫餘文化財硏究所 1992, 『夫餘 楮石里 古墳群』.

48) 公州大學校博物館 2003,『 倉里 古墳群』.

49) 徐聲勳 1979, 「豆谷里 百濟廢古墳群」, 『韓國考古學報』5·6, 韓國考古學會.



157-25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楮石里47), 鹽倉里48), 豆谷里49), 太陽里50), 亭岩里51), 芝仙里52), 舊校里 聖興山城 古墳群53), 佳中里, 

大陽里54), 正覺里·陵山里55), 合井里Ⅱ56), 羅福里 월구리·佳中里 안새울57), 可化里58), 北皐里59), 

오수리 큰독골·오실골유적60) 등의 유적이 조사되어 백제 묘제의 다양성과 변화양상이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 부여읍 縣北里 희어티, 나말, 雙北里61), 靑馬山城 古墳群, 加神里, 細塔里, 素沙里62), 新里, 

新里 왕안, 合井里, 咸陽里, 鴻淵里, 鳳山里, 玄岩里, 草旺里 古墳群 등이 지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어 보다 분명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교유적은 定林寺址63), 傳天王寺址64), 軍守里寺址65), 陵山里寺址66), 龍井里寺址67), 佳塔里寺址68), 

新里 王興寺址, 虎岩里寺址69), 外里寺址70), 琴谷里 金剛寺址71) 등이 보고되었거나 조사되었으며, 

이외에도 佳增里廢寺址, 鶴里寺址, 舊衙里 향교밭 廢寺址, 東山里寺址, 東南里寺址, 石木里廢寺址, 

觀音寺址·井洞里 밤골사지72), 부소산 西腹寺址, 雙北里寺址, 雙北里廢寺址, 臨江寺址 등 여러 절터들이 

보고되어 있다. 부여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절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분포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으로 

능사에서 출토된 목탑 심초석과 금동대향로 등은 불교유적과 관련하여 매우 큰 성과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50) 李康承·申光燮 1983, 「扶餘 太陽里 百濟古墳 一例」, 『百濟文化』15, 公州師範大學 附設百濟文化硏究所.

51) 洪珷基·徐聲勳 1981, 「扶餘 亭岩里 古墳群」,『中島』Ⅱ, 國立中央博物館.

52)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1, 『扶餘 芝仙里 古墳群』.

53)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7, 「林川 聖興山城 古墳群」,『扶餘 百濟古墳 地表調査 Ⅱ』.

54) 公州大學校 博物館 2008, 『扶餘 大陽里 遺蹟』.

55) 公州大學校 博物館 2004, 『正覺里·陵山里古墳群』.

56) 忠南發展硏究院 2003, 『扶餘 合井里Ⅱ』.

57)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羅福里 월구리 古墳群·佳中里 안새울 古墳群』.

58)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7, 『扶餘 忠化面 可化里遺蹟·扶餘 東南里 216-17番地 遺蹟』.

59) (財)百濟文化財硏究院 2011, 『扶餘 北皐里遺蹟』.

60) (財)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09, 『부여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부여 오수리 큰독골· 

오실골유적』현장설명회자료집.

61) 姜仁求 1975, 「百濟의 火葬墓」,『百濟文化』 7·8, 公州大學 附設 百濟文化硏究所.

62) 安承周 外 1971, 「百濟古墳文化의 硏究」,『百濟文化』 5, 公州大學 附設 百濟文化硏究所.

63) ❶尹武炳 1981, 『定林寺』, 忠南大學校博物館. ❷尹武炳 1987, 『扶餘 定林寺址 蓮池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忠南大學校博物館. ❸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11, 『扶餘 定林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64) ❶申光燮·金鐘萬 1992, 『扶餘 金城山 百濟瓦積基壇建物址 發掘調査報告書』, 國立扶餘博物館. ❷國立扶餘文化 

財硏究所 1993, 『扶餘 傳天王寺址 文化財保存地區 發掘調査報告書』.

65) ❶朝鮮古蹟硏究會 1937,「扶餘 軍守里廢寺址 發掘調査(槪要)」,『昭和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❷國立扶餘 

文化財硏究所 2010, 『扶餘 軍守里寺址Ⅰ- 木塔址·金堂址 發掘調査 報告書』.

66) ❶國立扶餘博物館 1996, 『백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석조사리함』. ❷金壽泰 1998, 「百濟 威德王代 扶餘 陵山里 

寺院의 創建」, 『百濟文化』27,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硏究所. ❸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扶餘郡 2000, 『扶餘 

陵山里 第 6次 發掘調査 指導委員會資料輯』.

67)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扶餘郡 1993, 『龍井里 寺址』.

68) 朝鮮古蹟硏究會 1938, 「扶餘に於けるたら百濟寺址の調査」,『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69) 洪思俊 1974, 「虎岩寺址와 王興寺址考」,『百濟硏究』5,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70) 朝鮮古蹟硏究會 1937, 「扶餘窺岩面に於ける文樣塼出土の遺蹟と其の遺物」,『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

71) 尹武炳 1969, 『金剛寺』, 國立博物館.

72)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6, 『扶餘 觀音·밤골寺址 試掘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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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요 유적으로는 관방유적으로 산성은 扶蘇山城73), 羅城74), 聖興山城75), 靑山城, 靑馬山城76), 

錦城山城, 新城里 甑山城, 北皐里 甑山城, 石城山城, 梨木峙山城, 北村里山城, 沙浪山城(시랭이산성), 

土城山城, 土亭山城, 南村里山城, 누르개재산성, 論峙山城, 鳳凰山城, 二重山城, 九鳳山城, 獅子峰山城, 

盤山城, 外里山城, 主葬山城, 浮山城, 鶴洞山城, 店上里山城, 美女峰山城, 大興山城, 蔚城山城 등이 

있다. 특히 임천면에 위치한 성흥산성은 발굴조사결과 백제시대에 축성되었으며, 加林城으로 비정되고 

있어 역사·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소산성과 부여 읍내를 

감싸고 있는 羅城은 여러 차례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그 구조와 축성기법, 축성시기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백제시대의 토목기술은 물론 방어체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생산유적으로는 窯址와 경작유적들이 확인되었다. 요지는 亭岩里77), 雙北里 北瓦窯址78), 雙北里, 

東南里, 龍井里 소룡골, 井洞里, 縣北里, 新里, 鹽倉里 가마골, 瓦窯址 등이 보고되었다. 경작유적은 

능산리79)와 구룡면 九鳳里80), 軍守里81), 井洞里 오얏골·꿩바위골82), 雙北里 현내들·北浦遺蹟83), 

佳塔里84), 羅福里 통실85), 宮南池86), 舊衙里87) 등에서 조사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백제영역을 통치하기 위해 唐은 熊津(공주), 馬韓(익산), 東明, 舍璉, 

德安(은진)에 각각 도독부를 두었는데 얼마 후 개편하면서 웅진도독부를 最高로 하여 밑에 7개 州 52개 

縣을 두었지만, 670년을 전후로 하여 신라가 당군을 축출하면서 무산되었다. 당군 축출 후 신라는 확대된 

영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문무왕 17~8년(677~678)경부터 

73) ❶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5, 『扶蘇山城 發掘調査 中間報告書』. ❷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6, 『扶蘇山城  

發掘調査 中間報告書』. ❸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7, 『扶蘇山城 Ⅱ 發掘調査 中間報告書』. ❹國立扶餘文化 

財硏究所 1999a, 『扶蘇山城 Ⅲ 發掘調査 中間報告書』. ❺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1999b, 『扶蘇山城 

緊急發掘調査 報告書』.

74) ❶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2000a, 『百濟泗 羅城』. ❷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2000b, 『百濟泗 羅城 Ⅱ』. ❸忠南 

大學校百濟硏究所 2002, 『百濟泗 羅城 Ⅲ』. ❹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2003, 『泗 都城』. ❺忠淸文化財硏究院 

2009, 『扶餘 石木里 羅城遺蹟』.

75) ❶愈元載 1996, 「百濟 加林城硏究」,『百濟論叢』5, 百濟文化開發硏究院. ❷安承周·徐程錫 1996,『聖興山城 

-門址發掘調査報告書-』, 忠南發展硏究院·忠淸南道.
76) 洪再善 1981, 『百濟泗 城硏究 -遺物·遺蹟을 中心으로』東國大學院 碩士學位論文.

77) ❶金誠龜 外 1988, 『扶餘 亭岩里 가마터(Ⅰ)』, 國立扶餘博物館. ❷申光燮·金鐘萬, 1992, 『扶餘 亭岩里 가마터 

(Ⅱ)』, 國立扶餘博物館·扶餘郡.

78) 尹武炳 1982, 「扶餘 雙北里 遺蹟 發掘調査報告書」,『百濟硏究』13,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79)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6, 『扶餘 陵山里 東羅城 內·外部 百濟遺蹟』.

80)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2004, 『扶餘 九鳳·蘆花里遺蹟』.

81) ❶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2000, 『扶餘 東羅城·西羅城 發掘調査』. ❷(財)錦江文化遺産硏究院 2011, 『扶餘 

軍守里 耕作遺蹟 略報告』.

82)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7, 『扶餘 井洞里 오얏골·꿩바위골 遺蹟』.

83)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9, 『扶餘 雙北里 현내들·北浦 遺蹟』.

84) ❶(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3, 『扶餘 佳塔里·旺浦里·軍守里遺蹟』. ❷扶餘郡文化財保存센터 2010, 『扶餘 

佳塔里 百濟遺蹟』.

85) 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羅福里 통실·石隅里·元門里遺蹟』.

86) 國立扶餘博物館 2007, 『宮南池』.

87) (財)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扶餘 舊衙里 434番地 百濟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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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신문왕 7년(787)에 걸친 시기에 새로운 지방행정제도인 9州 5小京制를 완성하였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서는 대표적으로 官北里 百濟遺蹟88), 中井里 建物址89),無量寺 舊址Ⅱ90) 등이 있다.

現	行政名 三國時代
新羅

(文武王	11年)

新羅

(景德王代)
高麗時代 朝鮮時代

扶餘邑 所夫里郡,	泗 所夫里州 扶餘郡 扶餘郡 扶餘縣

林川面 加林郡 嘉林郡 林州,	嘉林縣 林川縣

鴻山面 大山縣 翰山縣 鴻山縣 鴻山縣

石城面 珍惡山縣 石山縣 石城縣 石城縣

관북리에서는 고려·조선시대까지 걸쳐  

건물지, 가마, 축대, 고상건물지, 우물지, 

공방지, 담장, 매납유구, 도랑유구, 湖岸 

石築 등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된 바 있고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이 출토되었다. 

중정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모두 

4기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에 부여는 扶餘·加林·石城· 

鴻山 등 4개 縣으로 유지되었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 林川郡, 石城縣, 鴻山縣으로 

구분되어 각각 公州와 洪州의 관할 하에 

있었다.

고려시대 유적은 그리 많이 조사된 예가 

없는데, 분묘유적으로서는 大陽里遺蹟의 

토광묘91), 雙北里 두시럭골유적의 石槨墓 

및 토광묘92)가 있다. 생활유적으로서는 東南里 216-17番地에서 통일신라시대 석축 우물지와 함께 

고려시대 우물지가 조사된 바93) 있고 井洞里遺蹟94)에서는 주거지와 수혈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생산유적으로서 토기가마가 함께 확인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부여 지역은 林川郡이 일시적으로 府로 승격되기도 하였으나, 곧 환원되어 

88)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11,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 發掘報告Ⅴ- 2001~2007年 調査區域 統一新羅時代 以後 

遺蹟篇』.

89)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8, 『扶餘 中井里(85·86-3番地) 百濟 土器가마 및 統一新羅 竪穴住居址 遺蹟』.

90)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9, 『扶餘 無量寺 舊址Ⅱ』.

91) 公州大學校 博物館 2008, 『扶餘 大陽里 遺蹟』.

92)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雙北里 두시럭골유적』.

93) 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院 2007, 『扶餘 忠化面 可化里遺蹟·扶餘 東南里 216-17番地 遺蹟』.

94)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5, 『扶餘 井洞里遺蹟』.

도면 2. 부여 일원의 고지도(해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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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천 군 의  1郡과  扶餘縣, 

石城縣, 鴻山縣의 3縣체제로 

개편되었으며, 이러한 행정 

조직체제는 조선말기의 갑오 

경장 이후 행정조직이 재편 

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시대의 행정체제는 갑오 

경장을 거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맞게 되었다. 충청도  

지 역 은  대 체 로  충 주 부 · 

홍 주 부 · 공 주 부 의  3 부 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1896년 8월 4일에 비준하여 반포된 칙령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를 개정할 

데 대하여”에 의해 13도제가 실시되었으며, 이때 충청도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행정지방제도는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개편되었으며, 충청도에는 4목 

1도호부 14군 5현이 되었다가 고종 32년(1895)에 다시 지방제도 개편이 있으면서 8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로 구분하였다.

조선시대 유적으로서는 생활유적인 佳塔里遺蹟95), 合井里Ⅱ96), 元門里遺蹟97), 羅福里 

월구리·佳中里 안새울 古墳群98), 北皐里遺蹟99)이 있고, 분묘유적인 井洞里遺蹟100), 窺岩里遺蹟101), 

合井里Ⅱ, 雙北里 두시럭골유적102), 石隅里遺蹟103) 등이 있다. 그리고 생산유적으로서는 

원료채취를 위한 채취 土坑이 羅福里 통실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고, 羅嶺里遺蹟에서는 백자 

가마·작업장·폐기장·배수로·집석유구·석축유구 등 백자 생산을 위한 시설들이 밀집조사되기도 

했다104). 그리고 井洞里 오얏골·꿩바위골遺蹟105), 정동리 정동펄106), 旺浦里·中井里 耕作遺蹟107), 

구봉·노화리108), 구교리·왕포리109) 등지에서는 경작유적들이 확인되었다.

95)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7, 『扶餘 佳塔里遺蹟』.
96) 忠南發展硏究院 2003, 『扶餘 合井里Ⅱ』.

97)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羅福里 통실·石隅里·元門里遺蹟』.

98)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羅福里 월구리 古墳群·佳中里 안새울 古墳群』.

99) (財)百濟文化財硏究院 2011, 『扶餘 北皐里遺蹟』.

100)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5, 『扶餘 井洞里遺蹟』.

101) 大田保健大學 博物館 2004, 『扶餘 窺岩里遺蹟』.

102)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雙北里 두시럭골유적』.

103)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羅福里 통실·石隅里·元門里遺蹟』.

104) (財)百濟文化財硏究院 2009, 『扶餘 羅嶺里遺蹟』.

105)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扶餘 井洞里 오얏골·꿩바위골 遺蹟』.

106) (財)錦江文化遺産硏究院 2012, 『扶餘 井洞里 정동펄 耕作遺蹟』.

107) (財)嘉耕考古學硏究所 2012, 『扶餘 旺浦里·中井里 耕作遺蹟』.

108)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2004, 『扶餘 九鳳·蘆花里遺蹟』.

109) (財)錦江文化遺産硏究院 2011, 『扶餘 舊校里·旺浦里 耕作遺蹟 略報告』.

도면 3. 부여 일원의 고지도(좌:광여도, 우:1872년 지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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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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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지역 일원 주변유적 현황표 (*번호는 도면 4와 동일)

No. 유	적	명 시	대 성	격 소	재	지 조사기관/조사연도

1

부여	백제큰길

연결도로구간	내	

유적(시굴)

역사시대

미상

건물지

수혈유구

미상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정동리,

자왕리	일대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2005

2 부소산성 백제 성곽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

3 북포유적 백제

건물지

제사유구

경작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일원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2006~2007

4 부여	청산성
백제

통일신라

성벽

원형수혈

고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21-2번지	

일원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2011

5

부여	쌍북리	

243-8번지	내	

유적(시굴)

조선 수혈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243-8

(재)충남발전연구원충남역

사문화원

/	2005

6
부여	쌍북리	

252-1번지	유적

백제

고려

수혈유구

석렬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252-1번지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2006

7

부여	쌍북리	

34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수혈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43번지

한국문화재재단

/	2017

8

부여	쌍북리	

356-2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시굴)

-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56-2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	2005

9

부여	쌍북리	

340-3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주거지

초석건물지

수혈유구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40-3번지

한국문화재재단

/	2016

10

부여	쌍북리	

346-5	개인주택

신축공사	부지	내	유적

백제 수혈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46-5번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	2010

11

쌍북리

(346-1,	346-10,	

346-5,	346-4~5,	

346-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혈

노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46-1,	

346-10,	346-5,	

346-4~5,	346-4번지

한국문화재재단

/	2018

12

부여	쌍북리	

37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79

한국문화재재단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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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여	쌍북리	

39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90

한국문화재재단

/	2017

14

부여	쌍북리	

384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84

한국문화재재단

/	2018

15

부여	쌍북리	

38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원삼국 수혈주거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82

한국문화재재단

/	2018

16

부여	쌍북리	

328-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수로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8-3번지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2009

17

부여	쌍북리	

32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백제 수혈주거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5번지

한국문화재재단

/	2018

18

부여	쌍북리	

325-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조선 수혈주거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5-6

한국문화재재단

/	2019

19

부여	쌍북리	

325-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생활유적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5-3번지

한국문화재재단

/	2018

20

부여	쌍북리	

325-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5-4

한국문화재재단

/	2018

21

부여	쌍북리	

329-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수혈유구

구상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9-6번지

한국문화재재단

/	2019

22

부여	쌍북리	

314-5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역사시대

미상

주거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14-5번지

한국문화재재단

/	2011

23

부여	쌍북리	

31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역사시대

미상

수혈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17

한국문화재재단

/	2017

24

부여	쌍북리	

329-1번지	일원	

진출입로	부지	내	유적

백제

통일신라

수혈주거지

수혈유구

토광묘

옹관묘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9-1

백제고도문화재단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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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여	쌍북리	329-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구상유구

수혈유구

주혈

충청남도	쌍북리	

329-2번지

한국선사문화연구원

/	2019~2020

26

부여	쌍북리	

419-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생활유적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19-6번지

한국문화재재단

/	2019

27

부여	쌍북리	

419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수혈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쌍북리	419

한국문화재재단

/	2018

28
부여	석목리(269)	주택신

축부지	내	유적
삼국 주공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269번지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	2014

29
부여	쌍북리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백제

고상건물지

수혈유구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280-5번지

(재)백제문화재연구원

/	2008

30

부여	석목리	

200-1일원

도시생활주택	

신축공사부지

삼국

역사시대

미상

주거지

경작지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200-1번지	

외	3필지	일원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	2011

31
부여	석목리(201-5외)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삼국~조선 유물산포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201-5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	2011

32
부여	석목리(200-1)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삼국

주거지

수혈유구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200-1

외	3필지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	2011

33

부여	쌍북리	

329-1번지	단독주택	

부지	내	유적

백제
주거지

주혈군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9-1번지	

일원

(재)동방문화재연구원

/	2016

34
부여	석목리	

89-5번지	내	유적
-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89-5번지

(재)백강문화재연구원

/	2006

35

부여	석목리	

160-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청동기

삼국

수혈유구

구상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목리	160-1번지

한국문화재재단

/	2015

36

홍성읍	도시계획도로

(국도21호-지방도	609호간)

개설구간	내	문화유적

역사시대

미상
수혈유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일원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2009

37

부여	쌍북리	

496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고려

조선

유물산포지

수혈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96-5번지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2009

38
부여	쌍북리	

499-4번지	내	유적

백제

고려

원형초석

적심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99-4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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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여	쌍북리	

207-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삼국

고려

목주열건물지

수혈유구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207-5번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2010

40 현내들	유적 백제
건물지

도로유구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일원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6~2007

41
부여사비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부지	내	유적
백제

건물지

도로유구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84-11번지	일원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2011

42

부여	쌍북리	182-6	

근린생활시설	

건축부지	내	유적

백제
주공열

수로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82-6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2011

43

부여	쌍북리	

183-1	정미소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백제 나무	말뚝시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83-1

(재)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2005

44

부여	쌍북리

(201-5)	창고	

신축부지	내	유적

백제
건물지

수혈유구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201-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2011

45

부여	쌍북리	

553-1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통일신라
구상유구

소성유구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53-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2011

46

부여	쌍북리	

565-1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고려

조선

건물지

초석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65-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2011

47

부여	쌍북리	

155-4번지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삼국 도로유구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55-4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2010

48

부여	쌍북리	

154-8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삼국~조선
도로유구

수전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54-8번지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	2014

49
부여	쌍북리(154-10)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역사시대미상

건물지

수로	등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54-10번지	외	1필지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	2012

50

부여	쌍북리	

143,	144-3번지	

건물신축	부지	내	유적

-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43,144-3번지

(재)동방문화재연구원

/	2011

51

부여	쌍북리

(134-2번지)	근린생활

시설부지	내	유적

고려
수로

소형구덩이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34-2번지

(재)백제고도문화재단

/	2014

52
부여	쌍북리	108-11번지	

주유소	건립부지	내	유적
삼국 수혈주거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0811번지

(재)가경고고학연구소

/	2010

53
부여	사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내	유적
삼국 유뮬산포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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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지역의 입지와 환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9-3번지에 해당된다.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쌍북리는 부여읍의 중앙에서 북동쪽에 위치하였다. 쌍북리의 서쪽에는 

부소산(96.4m)이, 남쪽에는 금성산(124.3m) 등 비교적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쪽일대는 

부소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청산성이 위치한 구릉까지 연결되는 낮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다. 

부소산과 금성산 사이에는 넓은 곡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부여읍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일대는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쌍북리 북쪽에는 금강이 접해 있다.

조사지역은 쌍북리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청산성이 위치한 구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면의 

하단부 일대에 해당된다. 대체로 북쪽 일대는 낮은 구릉지가 형성되어 있어 금강과 접해 있으며, 

남쪽일대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논과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부여를 감싸고 있는 사비 나성의 안쪽에 해당되며, 동쪽에는 부소산성이, 북동쪽에는 

청산성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도로와 건물지 등이 조사된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유적’을 비롯하여 다수의 소규모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건물지, 주거지, 수혈유구, 수로 등 

생활유적 등이 조사된 바 있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조사지역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도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일대의 변화상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25년도에 제작된 일제강점기 

지형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지역은 부소산에서 청산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남쪽 사면부 일대에 

해당되며, 행정구역상 북포로 표기되어 있다. 구릉지 일원에는 일부 민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은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조사대상지역은 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남쪽에는 관북리에서 용정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도로의 남쪽일대는 구릉 

사이의 곡부지형으로 지형도상에서 논 경작지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민에 의하면 근래까지 넓은 방축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하천의 범람이 잦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도면 5)

1984년에 제작된 지형도를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 뚜렷한 지형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조사지역의 서쪽과 북쪽으로는 마을의 규모가 보다 확대되었으며, 조사대상지역 일대는 밭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남쪽일대는 경지정리를 통해 논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지형은 1990년대까지도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도면 6, 7)

2003년에 제작된 지형도에서는 조사대상지역일대에 골프장과 부속시설이 신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골프장 시설은 구릉의 사면 상부부터 하단부까지 남북방향으로 길게 조성되었으며, 주변으로 민가의 

수가 보다 증가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등이 조성되면서 상당부분 지형변화가 수반된 것으로 

확인된다.(도면 8)

다음으로 각종 지형분포도 및 지질도를 통해 조사지역 일대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지역은 지형분포도상에서 구릉지에서 기원한 퇴적층에 의해 곡간지/선상지 지형을 

보인다. 지형분포도 주변 구릉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조사지역을 포함한 

주변일대에 넓은 곡부 퇴적층과 선상지 퇴적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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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지역발굴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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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2

발굴조사지역

도면 6. 1980년대 조사지역 위치도 및 세부지형도(1984년 제작, S=1:5,000)

도면 5. 1920년대 조사지역 위치도 및 세부지형도(1925년 제작, 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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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2000년대 조사지역 위치도 및 세부지형도(2003년 제작, S=1:5,000)

도면 7. 1990년대 조사지역 위치도 및 세부지형도(1992년 제작, 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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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풍화암반층이 극히 일부만이 확인되고, 대부분 누차에 걸쳐 퇴적된 

퇴적층이 비교적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쪽 일대는 하성평탄지로 하천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9)

이와 같은 지형조건은 조사지역 일대의 퇴적양식도에서도 살펴진다. 조사대상지역은 사면에서 

기원한 충적붕적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주변일대도 이와 유사한 퇴적양식을 보인다.(도면 10)

마지막으로 조사지역 일대의 지질환경을 살펴보면, 조사지역 대부분 신생대 제4기층에 해당되며, 

이토, 점토 등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도면 11)

범           례

선상지 /곡간지

발굴조사지역

하성평탄지

산악지
00 5050 100100 150150 200m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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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조사지역 일대의 지형분포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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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조사지역 일대의 지질도(S=1:1,000)

도면 10. 조사지역 일대의 퇴적양식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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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경과 및 현황

1. 조사경과

1) 시굴조사

조사지역이 위치한 부여 쌍북리(329-1번지)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는 문화재 조사 

허가(제2016-1526호)를 받아 (재)동방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면적은 2,619㎡이며, 

2016년 12월 14부터 2016년 12월 15일(실조사일수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북쪽에 위치한 구릉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지형에 해당하며, 골프장 

및 주차장으로 최근까지 이용되었던 곳이다. 조사지역 주변은 서쪽과 동쪽으로는 곡간충적지가 발달해 

있으며, 대부분 계단식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시굴조사는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 및 사전조사 자료를 참고해 트렌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사지역의 면적을 고려해 10개의 트렌치를 구획하였다.

시굴조사결과, 1~6번 트렌치에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문화층(제1~3문화층)이 조사되었으며, 

유구는 주거지 1기, 수혈 17기, 석렬유구 3기, 주혈군 2개소, 주혈 3기 등 총 26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질토기편, 배 등이 노출되었다.

조사완료 이후 2016년 12월 15일 학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자문위원회는 ‘시굴조사지역 

내 1~6번 트렌치에서 백제시대의 3개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유구와 문화층이 잔존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전면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발굴조사

금번 발굴조사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9-3번지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신축부지에 

조사이다.  조사지역 일대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소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원삼국시대~조선시대 등의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재)동방문화재연구원이 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시굴조사 결과, 1~6번 트렌치에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3개문화층이 확인되어 발굴조사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소는 문화재청의 

발굴허가(제2019-1492호)를 받아 총면적 426㎡에 대하여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1월 17일(총 

조사일수 27일)간의 일정으로 발굴을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면부의 말단부에 해당되며, 지형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조사지역 일대의 서쪽과 동쪽은 곡간 충적지가 발달해 있으며, 계단식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개간되는 과정에서 원지형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의 주택 및 도로형성, 골프연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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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시굴조사지역 일대의 유구배치도(S=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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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및 철거 등 추가적인 지형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 할 당시는 골프장이 

철거되어 나대지로 남아 있었으며, 상층은 대부분 지형 변화가 수반된 상태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총 3개 문화층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명확한 

문화층의 퇴적양상을 확인하기위해 조사지역의 북쪽과 서쪽에 기준 토층을 설정한 후 각 문화층에 

대한 전면제토를 실시하여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각 문화층에서 백제시대 

주거지와 굴립주건물지, 도로유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인접한 329-2번지(한국선사문화연구원), 

329-6번지(한국문화재단), 329-1번지 진출입로 부지(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3문화층에서는 백제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혈유구 1기, 

도로유구 2기, 주공열 1기 등 총 4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과정을 기록 한 후 2문화층 조사를 위해 

하강하였다.

2문화층에서는 백제시대 사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 1기, 굴립주건물지 1기,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3기, 도로유구 1기 등 총 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사완료 후 1문화층을 조사하기 

위해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2019.12.20.)하였고, 자문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2문화층을 하강하여 

1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문화층에서는 백제시대 웅진기에서 사비기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굴립주건물지 5기,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3기, 주공열 2기, 주공군 1기 등 총 18개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후 유적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차 자문위원회(2020.01.14.)를 개최하였다. 유구가 확인된 층이 

깊고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조사를 완료한 후 신속한 복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조사단에서는 1문화층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완료한 후 복토를 실시하였다.

2. 조사지역 현황과 퇴적양상

조사지역은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면부의 말단부에 해당되며, 지형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 일대에는 최근까지 골프연습장으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상층은 대부분 

지형 변화가 수반된 상태로 판단되었다.

조사지역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상층에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복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황갈색 사질점토와 회색 모래와 자갈층이 40~50㎝ 두께로 덮여 있는 상태였으며, 일부 

교란된 흔적과 생활쓰레기가 관찰되었다. 그 아래에는 근래 경작층인 암황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상태로 사질토의 비율이 높게 관찰된다. 이 층에서는 일부 단 흔적과 고랑 흔적 등이 관찰되고 

있어 밭 경작지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1차례 정도 정비한 흔적이 확인된다.

3문화층의 지형은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하단부로 갈수록 급한 경사도를 보이고 있다. 

남쪽토층에서 3문화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문위원회 내용은 표2,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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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문위원회 1차 내용

■	자문회의	개최일자

2019년	12월	20일

■	자문회의	자문내용

동-서	방향의	도로와	그	주변에	백제시대	사비기	등	

생활유적이	확인되었음.

도로는	수레바퀴흔이	확인되는	노면과	석축	또는	

구	형태의	측구로	이루어져	있음.

층위에	따른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하층(1문화층)에도	유구가	확인되므로	2문화층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문화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등	시기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자연과학	연대측정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자문회의	자문위원

정종태(비전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서정석(공주대학교	교수)

표 3 자문위원회 2차 내용

■	자문회의	개최일자

2020년	01월	14일

■	자문회의	자문내용

유적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짐.

백제의	생활유적으로	판단되나	잔존상태	등은	양호

하지	않다.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한	후	계획된	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의	확인면이	깊고,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조사	완료	

후	신속한	복토가	필요하다.

■	자문회의	자문위원

공민규(누리고고학연구소	소장)

서정석(공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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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2문화층 상부에 암황갈색 사질점토와 적황갈색 사질점토,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후 황갈색 

사질점토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최상층은 조사지역이 최근까지 골프장 등의 부지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백색 사질토와 쓰레기 등이 

포함된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상층은 근래 경작층인 암황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이러한 3문화층은 기준 토층에서 2문화층이 폐기된 후 인위적으로 복토하여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며, 근래 경작행위에 의해 상단부 훼손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교란된 부분은 

상당히 깊게 설정되어 있어, 3문화층과 2문화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문화층은 1문화층 상부에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이 약 20~40㎝ 두께로 퇴적된 후 이를 기반으로 

유구가 조성되었다. 2문화층은 기준 토층에서 2개의 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면조사에서도 유구의 중복관계가 확인되었다. 2-1문화층은 점성이 강한 편으로 조사지역 전반에 

분포되었으나, 2-2문화층은 약 15㎝ 정도의 두께로 사질의 비율이 높은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후 형성된 층으로 평상면에서는 탄재층이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약 15㎝ 정도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복토하여 2-2문화층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2문화층은 남쪽까지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하단부로 갈수록 점성이 약하고 사질토의 비율이 높게 관찰되고 있다. 또한 

조사지역 북서쪽 일대에서는 일부 풍화암반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상유구와 

주거지가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1문화층과 중첩되는 양상으로 3문화층을 조성할 당시 일정부분 

2문화층을 정지하여 성토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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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3문화층 발굴조사지역의 유구배치도(S=1:300)



157-44

주공열 1

수혈 1

수혈 3

수혈 5

주공군 1

구상 2

구상 4

주공열 2

굴.건 1

굴.건 2

굴.건 3

굴.건 4

굴.건 5

수혈 2

수혈 6

구상 3

0 20m105 15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백제고도문화재단

한국문화재재단

가경고고학연구소

TM좌표계 GRS80

원점타원체기준계 좌표계

세계측지계 중부원점

도엽번호

36612088

N:410395.1210
E:193455.3310

N:410370.5190
E:193436.3010

N:410395.1210
E:193437.2600

수혈유구

범          례

굴립주건물지

발굴조사지역

주공열

구상유구

주공군

7.5
m

8.
0m

8.5
m

수혈 4
구상 1

0 20m105 15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백제고도문화재단

한국문화재재단

가경고고학연구소

TM좌표계 GRS80

원점타원체기준계 좌표계

세계측지계 중부원점

도엽번호

36612088

N:410395.1210
E:193455.3310

N:410370.5190
E:193436.3010

N:410395.1210
E:193437.2600

구상유구

범          례

주거지

발굴조사지역

수혈유구

교란

도로유구

주공열

8.5
m

8.0
m

수혈 1

수혈 2

수혈 3

도로 1

구상 2

구상 3

주공열 1

주거지 1

구상 1

도면 15. 1문화층 발굴조사지역의 유구배치도(S=1:300)

도면 14. 2문화층 발굴조사지역의 유구배치도(S=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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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1문화층은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분포하는 풍화암반층과 전반적으로 퇴적된 적황갈색 사질질토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층 표면에는 북서쪽 일대를 중심으로 탄재층이 얇게 퇴적된 상태였다. 

문화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층은 조사지역의 북쪽 일대에 분포하였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져 사면 하단부 일대에서는 사라지는 양상으로 확인된다. 사면 하단부 일대에서는 적황갈색 

사질점토층 아래에 퇴적된 명회색 점질토가 관찰되고 있으며, 그 상층으로 갈색 사질토층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하단부일대는 하천의 범람 등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3. 기준토층 토양분석

금번 부여 쌍북리(329-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은 북쪽과 서쪽으로 기준토층을 남기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여 본 연구소는 금번 조사의 기준이 되는 기준토층의 정확한 토양을 확인하고자 

북쪽과 서쪽의 기준토층 토양들을 상층의 표토층, 교란층, 동일토층을 제외한 토양을 채취해 Sand, 

Silt, Clay의 비율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기준토층에 대한 조사완료를 완료하고 기록을 한 후 기준토층에 존재하는 층위들의 

토양들을 채취하여, 눈금이 적혀있는 병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병에 담겨있는 토양들은 가라앉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토양의 비율을 알 수 없어,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토층을 채취해온 병에 물을 

적당량 붓고 흔들어 토양을 가라앉히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토양이 가라앉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토양은 Sand, Silt, Clay로 나눠져 

확인되었다. 가라앉은 Sand, Silt, Clay는 자를 이용하여 각자의 비율을 재서 기록을 하였으며, 기록한 

값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후 Sand, Silt, Clay의 총합과 각자의 비율을 확인하고 아래의 표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각 토양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여, 기준토층의 적용하였다.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	100	=	39%

%Silt	=	22/77	×	100	=	29%

%Clay	=	25/77	×	100	=	3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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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 29 -

 

예시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x 100 = 39%

 %Silt   = 22/77 x 100 = 29%

 %Clay  = 25/77 x 100 = 32%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86(32%) 114(43) 67(25%) 267

9번 층위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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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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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 29 -

 

예시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x 100 = 39%

 %Silt   = 22/77 x 100 = 29%

 %Clay  = 25/77 x 100 = 32%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86(32%) 114(43) 67(25%) 267

9번 층위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 29 -

 

예시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x 100 = 39%

 %Silt   = 22/77 x 100 = 29%

 %Clay  = 25/77 x 100 = 32%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86(32%) 114(43) 67(25%) 267

9번 층위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 29 -

 

예시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x 100 = 39%

 %Silt   = 22/77 x 100 = 29%

 %Clay  = 25/77 x 100 = 32%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86(32%) 114(43) 67(25%) 267

9번 층위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 29 -

 

예시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x 100 = 39%

 %Silt   = 22/77 x 100 = 29%

 %Clay  = 25/77 x 100 = 32%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86(32%) 114(43) 67(25%) 267

9번 층위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 29 -

 

예시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x 100 = 39%

 %Silt   = 22/77 x 100 = 29%

 %Clay  = 25/77 x 100 = 32%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86(32%) 114(43) 67(25%) 267

9번 층위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 29 -

 

예시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x 100 = 39%

 %Silt   = 22/77 x 100 = 29%

 %Clay  = 25/77 x 100 = 32%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86(32%) 114(43) 67(25%) 267

9번 층위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 29 -

 

예시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x 100 = 39%

 %Silt   = 22/77 x 100 = 29%

 %Clay  = 25/77 x 100 = 32%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86(32%) 114(43) 67(25%) 267

9번 층위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 29 -

 

예시 Sand   +   Silt   +   Caly  = Total

 30    +    22   +    25   =  77

 %Sand = 30/77 x 100 = 39%

 %Silt   = 22/77 x 100 = 29%

 %Clay  = 25/77 x 100 = 32%

표 4. 토양비율 계산방법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7번 층위 90(40%) 31(13%) 105(47%) 226

8번 층위 86(32%) 114(43) 67(25%) 267

9번 층위 200(54%) 93(24%) 80(22%) 373

10번 층위 191(67%) 42(15%) 53(18%) 286

11번 층위 153(57%) 20(8%) 94(35%) 267

12번 층위 168(55%) 32(10%) 107(35) 307

13번 층위 132(45%) 94(32%) 67(23%) 293

14번 층위 161(57%) 53(19%) 67(24%) 281

15번 층위 127(45%) 73(26%) 80(29%) 280

16번 층위 127(40%) 73(23%) 120(37%) 320

17번 층위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127(41%) 93(31%) 87(28%) 307

표 5. 기준토층 1 토양 비율

100(37%) 27(10%) 146(53%) 273

18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127(41%) 93(31%) 87(28%) 307

19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68(30%) 0 159(70%) 227



157-47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21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72(100%) 0 0 72

26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 30 -

19번 층위 86(26%) 87(27) 147(47) 320

20번 층위 68(30%) 0 159(70%) 227

21번 층위 136(35%) 64(17%) 186(48%) 386

22번 층위 115(37%) 44(15%) 148(48%) 307

23번 층위 119(39%) 81(26%) 106(35%) 306

24번 층위 195(44%) 210(48%) 30(8%) 435

25번 층위 72(100%) 0 0 72

26번 층위 195(48%) 192(48) 33(4%) 400

27번 층위 113(25%) 288(64%) 46(11%) 447

28번 층위 198(75%) 67(25%) 0 265

29번 층위 54(12%) 379(88%) 0 433

30번 층위 90(22%) 310(78%) 0 400

31번 층위 200(68%) 93(32%) 0 293

32번 층위 300(100%) 0 0 300

33번 층위 0 400(100%) 0 400

300(100%) 0 0 300

33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0 400(100%) 0 400

34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0 350(100%) 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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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토층	1 사진 Sand Silt Caly 합계

36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 31 -

34번 층위 127(41%) 184(59%) 0 311

35번 층위 0 350(100%) 0 350

36번 층위 114(29%) 253(63%) 33(8%) 400

37번 층위 227(49%) 233(51%) 0 460

38번 층위 300(70%) 126(30%) 0 426

39번 층위 68(16%) 365(84%) 0 433

40번 층위 117(28%) 296(72%) 0 413

41번 층위 68(23%) 232(77%) 0 300

42번 층위 68(18%) 312(82%) 0 380

43번 층위 136(36%) 244(64%) 0 380

44번 층위 54(13%) 319(75%) 53(12%) 426

45번 층위 91(21%) 309(71%) 33(8%) 433

46번 층위 45(12%) 284(74%) 53(14%) 382

47번 층위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100(29%) 250(71%) 0 350

81(21%) 281(74%) 18(5%) 380

48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100(29%) 250(71%) 0 350

49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113(25%) 324(72%) 13(3%)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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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기준토층	2 사진 Sand Silt Clay 합계

5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148(61%) 52(21%) 44(18%) 244

6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236(68%) 44(13%) 66(19%) 346

8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99(39%) 72(29%) 81(32%) 252

15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200(46%) 0 240(54%) 440

16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200(54%) 27(7%) 147(39%) 374

17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116(35%) 0 212(65%) 328

18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68(26%) 0 198(74%) 266

19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167(53%) 0 147(47%) 314

20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111(52%) 23(11%) 79(37%) 213

21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173(55%) 0 140(45%) 313

22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159(51%) 36(11%) 118(38%) 313

23번	층위

- 32 -

49번 층위 72(18%) 368(82%) 0 400

50번 층위 113(25%) 324(72%) 13(3%) 450

표 6. 기준토층 2 토양 비율

72(28%) 0 188(72%) 260

24번	층위

- 33 -

90(42%) 23(11%) 100(47%) 213

25번	층위

- 33 -

155(36%) 0 278(64%) 433

26번	층위

- 33 -

191(67%) 0 87(33%) 287

27번	층위

- 33 -

118(47%) 0 135(53%) 253

28번	층위

- 33 -

90(38%) 0 150(62%)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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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조사지역 북쪽 기준토층도(S=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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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조사지역 서쪽 기준토층도(S=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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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내용

1. 3문화층

3문화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지형은 남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하단부로 갈수록 급한 경사도를 보인다. 남쪽일대는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서 백제시대 말~통일신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1기, 도로유구 2기, 주공열 1기 

등 총 4기가 조사되었으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도로유구

(1) 1호 도로유구

(가) 유구(도면 19, 도판 5~13)

입지 1호 도로유구는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9.2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1호 수혈유구가 중복되게 위치하였고, 동쪽으로 3.8m 거리에 2호 도로유구가 위치하였다.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백제
고도
문화
재단

한국문화재단

도로1

수1

주공열1

도로2

N : 410395.1210
E : 193455.3310

N : 410395.1210
E : 193437.2600

N : 410370.5190
E : 193436.3010

0 2 4 6 8 10m0 2 4 6 8 10m

기준계 좌표계 타원체 원  점 도엽번호

세계측지계 TM GRS80 중  부 36612088

발굴조사지역

백제시대 수혈유구

백제시대 주공열

백제시대 도로유구

도면 18. 3문화층 유구배치도(S=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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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3문화층 백제시대 1호 도로유구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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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상부 퇴적층을 제거하자 동서방향으로 짧은 선형의 흔적이 확인되어 

수레바퀴흔적으로 판단되었으며, 남쪽에는 측구로 추정되는 구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흔적 내 

퇴적양상 및 잔존상태, 단면 형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방향과 직교하는 부분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별도의 노면 조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레바퀴흔적의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남은 내부토를 제거하여 수레바퀴흔과 측구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1호 도로유구는 별다른 노면을 조성하지 않고 기반층인 황갈색 사질점토 위를 수레가 

그대로 지나간 흔적이다. 수레바퀴흔적의 동쪽부분은 유실된 상태이며, 서쪽은 조사지역 밖으로 

연장되는 양상이다. 수레바퀴흔적의 방향은 W-89°-N으로 거의 동-서 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였다. 규모는 길이 360㎝, 너비 390㎝이다. 수레바퀴흔적의 평면형태는 선형이며, 단 

7줄만 잔존하였고 수레바퀴 단면은 ‘U’자형이며, 수레바퀴 흠의 너비는 6~16㎝, 깊이는 1~2㎝ 내외로 

관찰된다. 수레바퀴흔적의 중첩 때문에 정확한 수레바퀴간 축의 너비는 알 수 없다. 

측구는 남쪽에 일부 잔존한 상태이며, 남쪽부분은 상당부분 교란되었다. 단면은 ‘U’자 형태이며, 

동쪽으로 약하게 경사져 있다. 측구의 너비는 25㎝이며,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물은 수레바퀴흔적에서 수키와편이, 측구에서 토기 동체부편, 암키와편 등이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토기 동체부편(도면 20-1, 도판 14-1) 

3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유실되었고 동체 일부만 잔존하였다. 색조는 외면 

황회색, 내면 흑회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문양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보아 소형의 타날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과 내면 모두 약간 볼록하게 솟아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7.9㎝, 두께 0.9~1.2㎝

2. 암키와편(도면 20-2, 도판 14-2) 

3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적색을 

띠며,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외·내면은 박리가 심해 

문양과 포목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10.2㎝, 잔존너비 7.0㎝, 두께 1.9㎝

3. 암키와편(도면 20-3, 도판 15-3) 

3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만 존재한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모두 회황색을 

띠며,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내·외면은 박리되어 별다른 

문양이나 포목흔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은 와도흔이 남아있다. 



157-55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1
2

3

4

5

6

도면 20. 3문화층 백제시대 1호 도로유구 출토유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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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길이 11.1㎝, 잔존너비 6.4㎝, 두께 1.1~1.4㎝

4. 암키와편(도면 20-4, 도판 15-4) 

3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기와의 하단부가 일부 남아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을 띠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낮은 편이며 연질 

소성되었다. 내·외면은 박리되어 별다른 문양이나 포목흔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하단부는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5.4㎝, 잔존너비 12.1㎝, 두께 1.7㎝

5. 암키와편(도면 20-5, 도판 15-5) 

3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유실되고 일부만 잔존하였다. 내·외면과 속심의 

색조는 암황색을 띠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내·외면은 심하게 박리된 상태로 외면에는 격자문이 일부 잔존하였다. 

잔존길이 7.5㎝, 잔존너비 6.5㎝, 두께 1.5㎝

6. 수키와편(도면 20-6, 도판 15-6) 

3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만이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이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외면은 문양을 시문한 

후 재차 물손질로 정면하여 문양은 관찰되지 않으며, 내부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측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와도를 그어 분할하였으며, 재차 와도를 그어 분할 흔적을 지웠다. 하단부는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7.0㎝, 잔존너비 9.8㎝, 두께 1.1~1.4㎝

(2) 2호 도로유구

(가) 유구(도면 21, 도판 16~18)

입지 2호 도로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9.0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서쪽으로 3.8m 거리에 1호 도로유구가, 남쪽으로 6.1m 거리에 1호 수혈유구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상부 퇴적층을 제거하자 남북방향으로 짧은 선형의 흔적이 확인되어 

수레바퀴흔적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는 흔적 내 퇴적양상 및 잔존상태, 단면 형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방향과 직교하는 부분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남은 

내부토를 제거하여 수레바퀴흔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2호 도로유구는 별다른 노면을 조성하지 않고 기반층인 황갈색 사질점토 위를 그대로 지나간 

흔적이다. 수레바퀴흔적의 방향은 N-8°-W으로 거의 남-북 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경사방향과 일치한다. 

수레바퀴흔적의 평면형태는 선형이며, 단 2줄만 잔존하고 있어 1차례 지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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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바퀴 단면은 ‘U’자형으로 수레바퀴 

흠의 너비는 11~13㎝, 깊이는 2㎝ 내외로  

관찰되고 수레바퀴간 축의 너비는 130㎝ 

이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나. 수혈유구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2, 도판 19~22)

입지 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9.2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1호 도로유구와 

중복되어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지표에 퇴적된  

표토와 근현대 경작층을 제거하자 1호 

도로유구 내에서 타원형에 가까운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도로유구의 수레바퀴흔적과 직접적인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선후관계는 알 수 

없었으나, 수혈유구에 의해 수레바퀴흔적이 단절되어 있어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구 중앙에 토층을 구획한 후 남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 

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었으며,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가 단일층 

으로 퇴적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1호 수혈유구는 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 

하여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이 며 ,  북 서 쪽  끝 부 분 이  살 짝 

돌출되어 있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사용하였으며, 동쪽으로 약하게 경사져 

있다.

도면 21. 3문화층 백제시대 2호 도로유구 평·단면도

도면 22. 3문화층 백제시대 1호 수혈유구 평·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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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길이 207㎝, 너비 92㎝이며, 깊이는 7㎝ 정도로 잔존하였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토된 유물은 없다.

다. 주공열

1) 주공열

(1) 1호 주공열

(가) 유구(도면 23, 도판 23~26)

입지 1호 주공열은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 

하였으며, 해발고도 8.6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북서쪽으로 5.9m 떨어져서 1호 수혈 

유구가, 북쪽으로 6.2m 떨어져서 2호 도로유구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지표에 퇴적된 표토와 

현대 경작층을 제거하자 3개의 주공이 동-서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확인되었다. 이외에  

다른 주공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주공열로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 

상태, 목주흔적의 유무,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주공의 잔존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었으며, 목주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 

토를 제거하여 주공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1호 주공열은 기반토인 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3개의 주공이 

나란하게 배치된 ‘ㅡ’자형이며, 규모는 길이 1.6m이다. 장축방향은 N-0°으로 남-북방향을 이루고 

있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U’자형이다. 바닥은 평평하게 조성되었다. 규모는 지름 

55~65㎝ 정도 잔존하였다. 유구내부에는 목주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암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23. 3문화층 백제시대 1호 주공열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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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표수습유물

7. 토기 저부편(도면 24-7, 도판 27-7) 

3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저부는 대각을 포함한 일부만이 잔존한 상태로 대부완의 저부편으로 

추정된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대각은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접지면은 평편한 편이다. 내저면은 

나선형의 성형흔적이 관찰되며, 저부 안쪽은 볼록하게 솟아 있다. 

저경 5.2㎝, 잔존기고 1.6㎝, 두께 0.4~0.6㎝

8. 토제품(도면 24-8, 도판 27-8) 

3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토제품은 원형의 형태로 조성하였으며, 기형의 1/2정도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모두 회청식을 띠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내·외면은 심하게 박리된 상태로 별도의 문양은 관찰되지 않으며, 측면은 재차 깎아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5,2㎝, 두께 0.6~0.8㎝

9. 연화문수막새(도면 24-9, 도판 27-9) 

3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대부분 유실되고 일부만이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을 띠며, 연질 소성되었다. 잔존상태로 보아 팔엽단판 연화문 수막새로 추정된다. 주연은 약하게 

돌출되었으며, 연판은 유엽형으로 끝부분에는 삼각형의 돌기가 장식되었다. 연판 사이에는 역삼각형 

간엽이 융기되어 있다. 

잔존길이 11.4㎝, 두께 0.6~0.8㎝

10. 암키와편(도면 24-10, 도판 28-10) 

3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기와의 하단부 일부가 잔존하였으며,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회색을 띠며,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다소 거친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박리가 심해 문양은 관찰되지 않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측면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와도를 그어 분할하였으며, 하단부는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0.0㎝, 잔존너비 17.8㎝, 두께 1.5~2.0㎝

11. 수키와편(도면 24-11, 도판 28-11) 

3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하단부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은 황갈색을 띠며, 속심은 

암회색을 띤다. 태토는 굵은 석영이 혼입된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였으며,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해 문양과 포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측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와도를 그어 

분할하였으며, 분할 흔적은 재차 정면하여 모두 지웠다. 상단부는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평편한 편이다. 

잔존길이 16.9㎝, 잔존너비 9.5㎝, 두께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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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3문화층 지표수습유물(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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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문화층

2문화층은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지형은 완만한 편이며, 경사면 위쪽은 

약하게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남동쪽일대는 하천이나 유수에 의해 상당부분 지형 훼손이 이루어 졌다. 

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으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주거지 1기, 굴립주건물지 1기,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3기, 도로유구 1기 등 총 9기가 조성되었으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거지

(1) 1호 주거지

(가) 유구(도면 26, 도판 32~51)

입지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상부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6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동쪽으로 1.1m 거리에 1호 주공열이, 남동쪽으로 5.0m 거리에 3호 수혈유구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장방형으로 추정되는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북쪽은 경계지역 밖으로 확장되는 양상이었다. 내부에는 일부 석재와 유물이 관찰되었으며,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백제
고도
문화
재단

한국문화재단

N : 410395.1210
E : 193455.3310

N : 410395.1210
E : 193437.2600

N : 410370.5190
E : 193436.3010

0 2 4 6 8 10m0 2 4 6 8 10m

기준계 좌표계 타원체 원  점 도엽번호

세계측지계 TM GRS80 중  부 36612088

발굴조사지역

백제시대 주거지

백제시대 굴립주건물지

백제시대 구상유구

백제시대 수혈유구

백제시대 도로유구

도면 25. 2문화층 유구배치도(S=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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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에는 탄재층이 덮여 있는 상태로 수혈유구와 중복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중복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의 남북방향으로 ‘ㅡ’자 형태의 탐색트렌치와 1문화층 

수혈유구와의 중복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북서방향으로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주거지는 

1문화층 수혈유구와 직접적인 중복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상층에 덮인 탄재층 하부에 수혈유구가 

위치하고 있어 수혈유구가 선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었으며, 

남쪽에는 구들시설로 추정되는 소결면과 석재들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에는 하층에 탄재가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상층에는 탄재층이 약 5㎝ 두께로 덮여 있는 상태였다. 상층에는 

암갈색과 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는데, 상층으로 갈수록 사질토의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준으로 내부토를 제거하여 내부시설 및 출토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토층을 기록한 후 토층둑을 제거하여 전체적인 주거지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내부시설인 

주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층조사를 실시하여 퇴적양상 및 목주흔적의 유물 등을 확인하였으며, 

유물은 출토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1호 주거지는 기반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벽면은 완만하게 처리되었다. 바닥은 평평한 편으로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바닥다짐층이 잔존하였다. 잔존규모는 길이 400㎝, 너비 473㎝이며, 

깊이는 12㎝ 정도 잔존하였다.

내부시설은 아궁이, 구, 주공이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남벽 중앙부에 위치하며, 상부 구조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대체로 중앙에는 석재로 조성된 지각 1매가 잔존하였으며, 바닥면은 적갈색으로 

소결되었다. 구는 동쪽 벽면을 따라 확인되나, 조사경계에 걸쳐있어 정확한 형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내부는 암회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사질점토가 ‘U’자형으로 퇴적되었으며, 바닥에서 일부 소결된 면이 

확인된다.

주공은 벽면을 따라 8개의 주공이 배치되었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규모는 지름 23~36㎝, 

깊이 7~15㎝이며, 주공 4는 20㎝로 비교적 깊게 조성하였다. 단면은 ‘U’자형 또는 ‘ ’자형이며,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다. 바닥은 평평하나 일부는 목주로 인해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다. 목주흔적은 

주공 7에서 확인된다. 주공 7은 목주를 세운 후 회황갈색 사질점토로 고정하였으며, 목주흔적 내부는 

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나머지 주공은 별다른 흔적 없이 암황갈색, 암갈색, 암회갈색, 

회황갈색, 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물은 동벽 하부에서 토기 병 1점, 주공 3과 주공 4 사이에서 토기 뚜껑편 1점, 아궁이에서 암키와 

3점이 수습되었으며, 상부 퇴적층에서는 토제 연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2. 단경호(도면 27-12, 도판 52-12) 

2문화층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이며, 외면 일부는 갈색을 띤다. 속심은 

일부 자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구순은 결실된 상태로 

구연은 동체부에서 곡선의 형태로 외반되었으며, 내·외면에서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적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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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주거지 평·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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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와 접한 내면에는 동체의 폭을 좁혀 접합한 주름흔적과 손누름흔적이 남아있다. 동체부는 구형으로 

동최대경이 중간에 위치하였다. 외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일부 문양을 

지웠다. 또한 녹색의 자연유가 일부 확인된다. 내면에는 손누름 흔적과 테쌓기한 점토접합 흔적이 

관찰되며, 전제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저부는 말각평저의 형태로 외면에는 문양이 남아있으며, 

동체부와의 경계부분에는 일부 깎기 조정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20.4㎝, 저경 10㎝, 두께 0.4~1.4㎝

13. 개(도면 27-13, 도판 52-13) 

2문화층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유실되고 기형의 1/2정도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모두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개신부는 거의 평편한 형태로 상단부가 약하게 들어가 있으며, 드림부는 삼각형 형태로 

돌출되었다. 구연은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2㎝, 두께 0.2~0.6㎝

14. 연가편(도면 27-14, 도판 52-14) 

2문화층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연가 끝부분의 연봉장식만이 남아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을 띠며, 태토는 상당히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은 낮은 편으로 연질 

소성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보주형이며, 하단부에는 손누름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6㎝, 두께 2.2~4.8㎝

15. 암키와편(도면 28-15, 도판 52-15) 

2문화층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하였다. 색조는 암갈색을 띠고 있으며, 외면 

일부는 탄소흡착에 의해 흑암색을 띤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였으며, 

소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내·외면은 박리되어 문양 및 포목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길이 14㎝, 잔존너비 16.6㎝, 두께 1.1~1.2㎝

16. 암키와편(도면 28-16, 도판 52-16) 

2문화층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만이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색이며, 일부 

흑암색을 띤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외면은 박리되어 문양은 관찰되지 않으며, 내면에서는 포목흔적과 포목이 접힌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5.6㎝, 잔존너비 20㎝, 두께 1.8㎝

17. 암키와편(도면 28-17, 도판 52-17) 

2문화층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을 띤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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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였으며, 연질과 경질 중간정도에서 소성되었다. 내·외면은 박리되어 문양과 

포목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기고 9.9㎝, 잔존너비 9.0㎝, 두께 1.1~1.2㎝

14

12

13

도면 27.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12~14)



157-66

15

16

17

도면 28.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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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혈유구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29, 도판 53~56)

입지 1호 수혈유구 조사지역의 상부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4m 

높이에 조성되었다. 유구는 1호 주공열과 

중복되었으며, 남쪽으로 60㎝ 거리에 

2호 구상유구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형태로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다.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주공열과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생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1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1호 주공열의 

주공이 확인됨에 따라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내부에서는 바닥면에 

갈색 점질 덩어리가 포함된 암회갈색 

사질점토가 얇게 퇴적되었으며, 그 위로 회색 사질이 다량 포함된 회갈색 사질점토가 ‘U’자형으로 

퇴적된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1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다. 벽면은 완만하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규모는 길이 110㎝, 너비 102㎝이며, 깊이는 6㎝ 정도 잔존하였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0, 도판 57~61)

입지 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1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서쪽으로 1.4m 거리에 3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2호 구상유구가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타원형의 형태로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도면 29.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수혈유구 평·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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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의 성격과 잔존생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1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좋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2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벽면은 완만하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사용하였는데, 남쪽 부분이 약간 깊은 편이다. 규모는 길이 121㎝, 너비 

160㎝이며, 깊이는 12㎝ 정도 잔존하였다. 유구 내부에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에서 5~8㎝ 

떠 있는 상태로 토기 동체부편 3점,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8. 토기 동체부편(도면 30-18, 도판 62-18) 

2문화층 2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갈색을 띠며, 외면 일부는 흑청색를 띠고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경질이다. 외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물손질로 재차 정면하여 대부분의 문양을 지웠으며, 저부와 접한 부분은 일부 

횡방향으로 깍기조정 하였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적과 물손질정면흔적 등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6.5㎝, 복원 최대경 9.2㎝, 두께 0.60~1.2㎝

19. 토기 동체부편(도면 30-19, 도판 62-19) 

2문화층 2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만 잔존하였다. 색조는 외면의 경우 암회색을, 

내면과 속심은 회청색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경질 소성되었다. 외면은 대부분 

마모되었으며, 녹색의 자연유가 일부 확인된다. 내면은 손으로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7.2㎝, 두께 0.6~0.7㎝

20. 토기 동체부편(도면 30-20, 도판 62-20) 

2문화층 2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만 잔존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이며, 

내면은 암청색, 속심은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과 경질 중간으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하단부의 경우 사선방향으로 중복 타날되어 있어 저부에 

가까운 편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0.3㎝, 두께 0.9~1.1㎝

21. 토기 동체부편(도면 30-21, 도판 62-21) 

2문화층 2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만 잔존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암자색이며, 

내면은 남청색, 속심은 자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6.4㎝, 두께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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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1

20

도면 30. 2문화층 백제시대 2호 수혈유구 평·입단면도 및 출토유물(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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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31, 도판 63~65)

입지 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 

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2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동쪽으로 1.4m 

거리에 3호 수혈유구가, 북동쪽으로 

0.6m 거리에 2호 구상유구가 존재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원형의 형태로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남쪽부분은 좁은 구시설을 

통해 외부로 돌출되었다. 유구의 서쪽 

부분은 기존 시굴조사 트렌치에 의해 

유실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 

생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돌출된 구에 토층을 구획 후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별도로 시굴조사 트렌치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서쪽부분은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수혈 남쪽에는 외부로 연결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수혈내부에는 회갈색, 암황 

갈색, 암회갈색 사질점토가 ‘U’자형에 

가깝게 퇴적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3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벽면은 완만하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남동쪽에는 깊게 돌출된 구가 조성되었는데,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퇴적층의 경우 사질의 비율이 높게 관찰되어 배수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규모는 길이 

90㎝, 너비 68㎝이며, 깊이는 26㎝ 정도 잔존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31. 2문화층 백제시대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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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상유구

(1) 1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32, 도판 66~70)

입지 1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의 

중 앙 에  위 치 하 였 으 며 ,  해 발 고 도 

8.3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북쪽으로 30㎝ 떨어져서 1호 주공열이, 

동쪽에는 3호 수혈유구가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경사방향을 따라 ‘ㅡ’자 형태의  

구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확인 

하기 위해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앙부분에 토층을 구획한 후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지표면에서 15㎝ 깊이에서 바닥면이 

확인될 정도로 잔존상태는 좋지 않은 

편 이 었 으 며 ,  내 부 에 는  회 황 갈 색 

사질점토가 탄재가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록한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하였다.

유구현황 1호 구상유구는 기반층인 

암 황 갈 색  사 질 점 토 를  굴 착 하 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745㎝, 

너비 50~62㎝이며, 깊이 15㎝ 정도 

잔존하였다.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였다. 남쪽방향으로 

약 하 게  경 사 져  있 다 .  평 면 형 태 는 

‘ㅡ’자형이이며, 단면은 ‘U’자 형태로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다. 바닥은 밑부분이 좁은 편으로 남쪽으로 약하게 경사져 있다.

유물은 하부에서 전 1점과 토기 저부편 1점이, 상부에서 고배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32.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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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3

22

도면 33.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구상유구 출토유물(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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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물

22. 고배(도면 33-22, 도판 71-22) 

2문화층 1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분이 결손되었을 뿐 거의 완형에 가깝다. 색조는 

내·외면과 모두 흑회색을 띠며,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배신부는 호형으로 바라져 오르며,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시켜 조성하였다. 뚜껑받이의 

단면은 삼각형에 가깝다. 구연은 약하게 내만하였으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대각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 단부에서 급하게 외반시킨 형태이며, 

장방형의 투창을 성형하였다. 대각 단부는 약하게 돌출되었다.

높이 5㎝, 복원저경 7㎝, 구경 7㎝, 두께 0.3~0.7㎝

드림턱길이 0.5㎝ 드림부길이 1.0㎝ 배신고 2.7㎝ 대각고 2.1㎝

23. 토기 저부편(도면 33-23, 도판 71-23) 

2문화층 1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잔존하였다. 잔존형태로 보아 호의 

저부편으로 추정된다. 색조는 내·외면의 경우 흑회색이며, 속심은 자색과 흑색을 띤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저부에서 

곡선의 형태로 바라져 오른다. 저부는 말각평저이며, 저부 중앙이 볼록하게 들려 있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적과 점토접합 흔적이 관찰되며,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6.8㎝, 저경 12㎝, 두께 0.8~1.2㎝

24. 전(도면 33-24, 도판 71-24) 

2문화층 1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만이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갈색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 소성되었다. 전면은 승문이 확인되며, 후면은 마모가 

심해 별도의 문양은 관찰되지 않는다. 단부는 수직으로 평평하게 조성하였다.

잔존길이 10.2㎝, 잔존너비 12.4㎝ 두께 2.9㎝

(2) 2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34, 도판 72~75)

입지 2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 동쪽 상부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1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서쪽으로 1.0m 거리에 2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2.9m 거리에 3호 구상유구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ㅡ’자 형태의 구의 흔적이 백제고도문화재재단의 

조사범위까지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잔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앙부분에 토층을 구획한 후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었으며, 내부에는 회갈색 사질점토, 회색 사질토, 회갈색 사질점토, 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며, 전체적으로 사질토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유구 하층에는 1문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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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4. 2문화층 백제시대 2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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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유구가 18㎝ 정도 잔존하여 확인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한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하였다.

유구현황 3호 구상유구는 기반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750㎝, 

너비 100㎝이며, 깊이 14㎝ 정도 잔존하였다. 장축방향은 남동-북서 방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평면형태는 ‘ㅡ‘자형이며, 단면은 ’U’자형으로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다. 바닥은 

남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암키와편 3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5. 암키와편(도면 35-25, 도판 76-25) 

2문화층 구상유구 3호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의 암회색을 띠며, 

속심은 흑색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연질과 경질 중간으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마모되어 문양이 관찰되지 않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 희미하게 잔존하였다. 측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와도로 그어 분절하였다.

잔존길이 12㎝, 잔존너비 14.6㎝, 두께 1.5~2.1㎝

26. 암키와편(도면 35-26, 도판 76-26) 

2문화층 구상유구 3호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모두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석립이 혼용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연질 소성되었다. 외면은 대부분 마모되어 

문양이 관찰되지 않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 희미하게 잔존하고 있다.

잔존길이 15㎝, 잔존너비 11.7㎝, 두께 1.5~1.7㎝

27. 암키와편(도면 35-27, 도판 76-27) 

2문화층 구상유구 3호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부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외면의 경우 회황색을, 

내면과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다소 거친 점토를 사용하였고 연질 소성되었다. 

외면은 박리가 심해 별다른 문양이 관찰되지 않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 희미하게 잔존하고 있다. 

상단부는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단부는 평평하다.

잔존길이 11.8㎝, 잔존너비 12.2㎝, 두께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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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면 35. 2문화층 백제시대 2호 구상유구 출토유물(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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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36, 도판 77~80)

입지 3호 구상유구는 북동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0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서쪽으로 2.2m 거리에 1호 주공열이, 동쪽으로 

1.5m 거리에 2호 구상유구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남북 방향으로 긴 구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남쪽은 

시굴조사 트렌치에 의해 유실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판단되는 곳에 토층을 

구획한 후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었으며, 내부에는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록한 후 모든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유구의 형태와 유물의 출토여부를 

확인하였다.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상태와 위치를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3호 구상유구는 기반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구의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경사방향과 일치하였다. 규모는 

길이 742㎝, 너비 33~50㎝이며, 깊이는 6㎝ 

정도 잔존하였다. 전체적인 유구의 평면형태는 

‘ㅡ’자에 가까우며, 단면은 ‘U’자형태로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다. 바닥은 평평한 편으로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유물은 유구 중앙 

바닥면에서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8. 암키와편(도면 37-28, 도판 80-28) 

기와의 하단부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갈색과 흑색을 띠며, 태토는 석립과 

석영이 혼입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강도는 연질이다. 외면은 마모되어 별도의 

문양은 관찰되지 않으며, 내면에는 포목흔과 윤철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길이 14.8㎝, 잔존너비 18.9㎝, 두께 1.7~2.3㎝
27

도면 36. 2문화층 백제시대 3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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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로유구

(1) 1호 도로유구

(가) 유구(도면 38, 도판 81~91)

입지 1호 도로유구는 조사지역의 남쪽 하단부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7.9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북쪽으로 1m 거리에 3호 수혈유구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수레바퀴흔적과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정지된 면이 

분포하고 있어 도로유구로 추정되었으며, 북쪽에는 석열이 확인되고 있어 측구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단면형태,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에 

토층을 구획한 후 탐색트랜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도로를 조성한 노체흔적과 양측면에 측구가 

확인되었으며, 노체 상면에는 수레바퀴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잔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도로의 동쪽부분은 사면을 따라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측구와 수레바퀴흔적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1호 도로유구는 도면을 중심으로 양측면에 측구를 조성하였으며, 서쪽부분은 조사지역 

밖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도로유구의 잔존규모는 길이 970㎝ 너비 460㎝이다. 도로의 진행방향은 

N-2°-W으로 동서방향을 띠고 있으며,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도로유구는 기반층을 일정부분 정지한 후 성토를 하여 노체를 구축하였으며, 노면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동쪽에 일부 잔존하였다. 노체의 조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반층을 다지기 위해 암회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 암황갈색 사질점토 등으로 평평하게 성토하여 조성하였으며, 일부 

28

도면 37. 2문화층 백제시대 3호 구상유구 출토유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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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도로유구 평·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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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바퀴흔이 확인된다.

수레바퀴흔적의 평면형태는 선형이며, 흠의 단면은 ‘ ’자 또는 ‘U’자로, 중복에 의해 넓어진 형태를 

보인다. 수레바퀴흔적의 잔존규모는 길이 668㎝, 너비 166㎝이다. 수레바퀴 흠의 너비는 8~34㎝, 

깊이는 5~6.5㎝ 내외로 관찰된다. 내부는 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수레의 반복적 이동으로 

중복이 심하여 정확한 수레바퀴간 축의 너비는 알 수 없으나, 일정한 너비로 진행되는 흔적과 내부 

퇴적이 동일한 층을 보이는 수레흔적으로 보았을 때 바퀴간 축의 너비는 110㎝ 내외로 확인된다.

측구는 도로의 남쪽과 북쪽에 조성하였다. 먼저 북쪽 측구의 경우 할석을 횡방향으로 쌓아 

축조하였는데, 남쪽 벽면은 노체 조성층과 접해 있어 노체 조성과 동시에 할석을 축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쪽 벽면은 기반층을 ‘L’자 형태로 굴착한 후 할석을 쌓아 축조하였으며, 벽면 뒤편에는 

암갈색 점질토와 암적갈색, 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규모는 길이 916㎝, 너비 157㎝이며, 깊이는 

36㎝ 정도 잔존하였다. 일부 벽석의 경우 바닥면에서 떠 있거나 다른 축조형태를 보이 있어 지속적인 

보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 측구는 기반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U’자 형태로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별도의 벽석 축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측구의 규모는 길이 732㎝, 너비 

44㎝이며, 깊이는 30㎝ 정도 잔존하였다. 내부에는 암갈색, 적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다.

유물은 측구 내부에서 삼족배편 1점과 개편 2점, 토기 동체부편 1점이, 노면 상부에서 토기 동체부편 

1점이 수습되었으며, 측구와 수레바퀴 사이에서 수막새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9. 삼족토기편(도면 39-29, 도판 92-29) 

2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배신부와 족 일부만이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소성도는 높은 편으로 강도는 

경질이다. 배신부는 거의 수평으로 단부를 둥글게 외반시켜 뚜껑받이턱을 조성하였으며, 구연은 거의 

수직을 이룬다. 구순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족부는 배신을 외곽에서 

약간 안쪽에 부착하였다. 족부는 거의 수직을 이루며, 끝부분을 돌출시켰다. 외면은 손누름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5.7㎝, 족부직경 1.4~1.5㎝, 두께 0.2~0.4㎝

30. 개(도면 39-30, 도판 92-30) 

2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4/1정도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의 경우 흑청색을 

띠며, 속심은 자색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높은 

편으로 경질 소성되었다. 개신부는 호형으로 둥글게 성형하였으며, 드림부는 미약하게 돌출시켰다. 

구연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구순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4㎝, 복원구경 11.8㎝, 두께 0.3~0.9㎝

드림턱길이 0.2㎝, 드림부길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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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도면 39-31, 도판 92-31) 

2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만이 잔존한다. 색조는 외면의 경우 암회색을 내면은 

자색, 내면은 흑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소성도는 높은 편으로 

경질 소성되었다. 개신부는 호형으로 거의 편평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드림부는 미약하게 성형하였다. 

구연은 약하게 외반된 형태이다. 개신부 상면에는 보주형의 꼭지를 부착하였다.

잔존기고 3.9㎝, 두께 0.35~0.85㎝

드림턱길이 0.1㎝, 잔존드림부길이 0.9㎝

32. 토기 동체부편(도면 39-32, 도판 92-32) 

2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흑색이며, 

내면과 속심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8.6㎝, 두께 0.9~1.1㎝

33. 토기 동체부편(도면 39-33, 도판 92-33) 2문화층 

2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만 잔존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흑청색을 

띠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하단부 일대의 경우 사선으로 중복 시문되어 있어 저부에 가까운 편으로 추정된다. 

외면 일부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어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내면에는 도구와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13.2㎝, 두께 0.4~0.6㎝

34. 연화문수막새(도면 39-34, 도판 92-34) 

2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주연 일부가 결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이며, 태토는 운모와 굵은 석립이 혼입된 다소 거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연질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단판팔엽연화문이 시문되었다. 연판은 볼로 솟아 있는 형태로 단부에 

삼각형의 돌기가 융기되어 있어 연판 사이에는 삼각형의 간엽이 돌출되어 있다. 연판의 너비는 

2.5㎝이다. 중앙 자방의 규모는 지름 3.5㎝로 평평하게 조성하였고, 1+8과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드림새 뒤편에는 수키와와 접합된 흔적이 확인된다. 주연은 소문으로 처리하였다.

막새부 지름 11.7㎝, 연판너비 2.5㎝. 자방지름 3.5㎝, 두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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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굴립주건물지

(1) 1호 굴립주건물지

(가) 유구(도면 40, 도판 93~97)

입지 1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면의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8.5m 높이에 조성되었다. 유구는 1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었으며, 남쪽으로 30㎝ 

29

30 31

33

32

34

도면 39.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도로유구 출토유물(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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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2호 구상유구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4개의 주공이 일렬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주공은 1호 

수혈유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됨에 따라 주공열이 선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배치를 통해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한 후 주공의 잔존상태, 목주흔적,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주공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일부 

주공에서 목주흔적이 확인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1호 굴립주건물지는 주공을 조성한 후 목주를 세워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ㅡ’자로 

배치되어 있으며, 방향으로 남-북방향으로 등고선방향과 거의 일치하였다. 주공열의 전체적인 규모는 

길이 390㎝이며, 중앙의 주공은 57㎝ 간격으로 좁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공은 기반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 또는 ‘U’자 형태이다. 벽면은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하거나 목주로 인해 움푹 들어가 

있다. 주공의 규모는 지름 29~47㎝이며, 주공 1이 비교적 크게 조성되었다. 깊이는 14~20㎝ 정도 

잔존하였다. 목주흔적은 주공 2·4·5에서 확인이 된다. 내부는 목주를 세운 후 한쪽만 고정한 경우, 

양쪽을 고정한 경우, 고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된다. 목주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주공 1·3은 

암회황색 점질토, 암회황색, 암갈색, 회갈색, 회황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40. 2문화층 백제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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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표수습유물

35. 개(도면 41-35, 도판 98-35) 

2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개신부와 드림부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태토는 석립이 일부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과 경질 중간으로 소성되었다. 개신부는 

접시형에 가까우며, 드림부는 미약하게 조성하였다. 구연은 거의 수직을 이루고 있으며, 구순부는 

편평하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9㎝, 복원구경 30.4㎝, 두께 0.55~0.9㎝

드림턱길이 0.1㎝, 드림부길이 2.2㎝

36. 토기 저부편(도면 41-36, 도판 98-36) 

2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잔존한 상태로 발형토기의 저부편으로 

추정된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연질 

소성되었다. 외면은 일부 문양이 관찰되며, 저부와 접한 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저부는 평저이다. 내면에는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4.2㎝, 저경 11.8㎝, 두께 0.7~0.85㎝

37. 토기 저부편(도면 41-37, 도판 98-37) 

2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저부와 동체 일부만 잔존한 상태로 호의 저부편으로 추정된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청색이며, 속심은 회청색과 자색을 띤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중앙이 

약하게 들려 있다. 내면에는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잔존기고 4,8㎝, 복원저경 11㎝, 두께 0.8~1.2㎝

38. 토기 동체부편(도면 41-38, 도판 98-38) 

2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분이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이다. 태토는 

석립이 일부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과 연질 중간으로 소성되었다. 외면은 타날된 

흔적이 보이며, 내면은 탄착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9.1㎝, 두께 1.0~1.3㎝

39. 암키와편(도면 41-39, 도판 98-39) 

2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대부분 유실되고, 일부만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배면은 무문으로 인장이 시문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해 

정확한 글자는 알 수 없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9.1㎝, 잔존너비 9.8㎝, 두께 1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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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8

37

36

39

도면 41. 2문화층 지표수습유물(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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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문화층

1문화층은 적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지형은 남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으며, 중상부는 평탄면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남동쪽을 기준으로 약하게 곡부가 형성되어 있어 

다른 지형보다 하천이나 유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구는 하천의 영향을 적게 받는 북쪽에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굴립주건물지 5기,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3기, 주공열 2기, 주공군 1기 등 총 

19기가 조성되었으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굴립주건물지

(1) 1호 굴립주건물지

(가) 유구(도면 43, 도판 101~109)

입지 1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0m 

높이에 조성되었다. 건물지는 3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었으며, 2호 굴립주 건물지가 북동쪽으로 35㎝ 

거리에 위치하였다.

한국선사문화연구원

N : 410395.1210
E : 193455.3310

N : 410395.1210
E : 193437.2600

N : 410370.5190
E : 193436.3010

0 2 4 6 8 10m0 2 4 6 8 10m

기준계 좌표계 타원체 원  점 도엽번호

세계측지계 TM GRS80 중  부 36612088

발굴조사지역

백제시대 굴립주건물지

백제시대 구상유구

백제시대 수혈유구

백제시대 주공열

백제시대 주공군

백제고도문화재단

도면 42. 1문화층 유구배치도(S=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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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 1문화층 백제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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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7개의 주공이 장방형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주공은 3호 수혈유구에 의해 유실된 상태로 확인됨에 따라 수혈유구가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배치를 통해 대략적인 건물의 구조를 파악한 후, 주공의 잔존상태, 

목주흔적, 퇴적양상, 중복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주공 내부에서 뚜렷한 목주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공의 잔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주공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1호 굴립주건물지는 주공을 조성한 후 목주를 세운 건물이다. 건물의 형태는 4×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3칸, 측면 1칸의 구조이며, 북서쪽의 간주공은 유실된 상태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25㎝, 너비 145㎝ 

정도이다. 주공간의 거리는 130~140㎝로 일정하나 북동쪽에 위치하는 주공들의 간격은 50㎝ 정도로 

비교적 좁게 배치되어 있어, 별도의 시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공은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단면은 ‘ ’자 또는 ‘U’자 형태이다. 벽면은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하게 처리하였다. 규모는 

지름 25~35㎝ 내외로 유사하며, 깊이는 15~36㎝ 정도 잔존하였다. 주공 내부에는 목주흔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암회색, 회색, 회갈색 등의 점질토가 퇴적된 후 암갈색, 회갈색, 황갈색 등의 

사질점토가 수평하게 퇴적된 양상이 보인다. 상층에는 전체적으로 탄재가 확인된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2) 2호 굴립주건물지

(가) 유구(도면 44, 도판 110~118)

입지 2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0m 높이에 조성되었다. 

건물지는 4호 굴립주건물지와 중복되었으며, 남서쪽으로 35㎝ 거리에 1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6개의 주공이 장방형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주공 5는 

4호 굴립주건물지 주공과 중복된 상태였다. 조사는 주공의 배치를 통해 대략적인 건물의 구조를 파악한 

후, 주공의 잔존상태, 목주흔적, 퇴적양상, 중복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공 5는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주공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2호 건물지가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주공에서 목주 흔적이 관찰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주공의 형태 등을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2호 굴립주건물지는 주공을 조성한 후 목주를 세운 형태의 건물이다. 건물의 형태는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구조이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58㎝, 너비 254㎝ 정도이다. 남서쪽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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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4. 1문화층 백제시대 2호 굴립주건물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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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1과 주공 3의 거리는 65㎝ 정도로 비교적 좁게 배치되어 있어, 별도의 시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공은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단면은 

‘ ’자 또는 ‘U’자 형태로 주공 1·2는 목주 너비만큼 이단으로 굴착하였다. 벽면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한 편으로 일부 목주에 눌려 움푹 들어가 있다 규모는 지름 34~40㎝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다. 깊이는 14~34㎝ 정도 잔존하였으며, 경사방향을 따라 유실되어 상부에 위치한 주공 

1·2가 비교적 깊게 남아있다. 주공 3·5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공에서 목주흔적이 확인되었다. 

목주의 형태는 ‘一’자에 가까우며, 목주를 세운 후 황갈색, 회갈색, 암회색 점질토,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고정하였으며, 목주흔적 내부에는 회색 점질토가 퇴적되었다. 주공 5 내부에는 암갈색 점질토와 

황갈색 점질토, 회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3) 3호 굴립주건물지

(가) 유구(도면 45, 도판 119~123)

입지 3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7.9m 

높이에 조성되었다. 건물지는 4호 굴립주건물지와 중복되었으며, 서쪽에 인접하여 2호 굴립주건물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4개의 주공이 ‘ㄱ’자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북동쪽 

부분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주공4는 4호 굴립주건물지 주공과 중복된 상태였다. 

조사는 주공의 배치를 통해 대략적인 건물의 구조를 파악한 후 주공의 잔존상태, 목주흔적, 

퇴적양상, 중복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호 

건물지와의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기준으로 토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3호 굴립주건물지가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공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주공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주공에서 목주흔적이 관찰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주공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3호 굴립주건물지는 주공을 조성한 후 목주를 세운 형태의 건물이며, 북동쪽 주공은 유실된 

상태이다. 건물의 형태는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구조가 잔존하였으나, 주공 4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아 간주공으로 추정되며, 건물의 규모는 보다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잔존 규모는 길이 300㎝, 너비 

187㎝ 정도이다.

주공은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 또는 ‘U’자 형태이다. 벽면은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하거나 목주로 인해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다. 규모는 32~43㎝ 내외로 주공 4는 18㎝로 소형이다. 주공 1과 주공 3의 

깊이는 21~28㎝이며, 주공 2와 주공 4는 7~9㎝로 낮은 편이다. 대부분의 주공에서 목주흔적이 

관찰된다. 목주는 중앙에 세웠으며, 회황색, 황갈색 사질점토와 회황색, 명회색, 회갈색 점질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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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 고정하였다. 목주흔적 내부에는 갈색 사질토, 회색, 회갈색, 회색, 암회색 점질토가 퇴적되었다. 

주공 3에는 목심이 일부 남아있다. 주공 4 내부에는 명회색 점질토, 황갈색 사질점토+회색 점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내부에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45. 1문화층 백제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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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굴립주건물지

(가) 유구(도면 46, 도판 124~127)

입지 4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7.9m 높이에 

조성되었다. 건물지는 북서쪽으로 2호 굴립주건물지와 남서쪽으로 3호 굴립주건물지가 각각 중복되어 

위치하였다.

도면 46. 1문화층 백제시대 4호 굴립주건물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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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3개의 주공이 방형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동쪽 

주공은 시굴조사 트렌치에 의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공 일부는 2·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과 중복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배치를 통해 대략적인 건물의 구조를 파악한 후, 주공의 잔존상태, 

목주흔적, 퇴적양상, 선후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4호 굴립주건물지가 선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공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일부 주공에서 목주흔적이 확인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주공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4호 굴립주건물지는 주공을 조성한 후 목주를 세운 형태의 건물이며, 동쪽 주공은 

유실되었다. 건물의 형태는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구조이다.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며, 동서방향에 가깝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225㎝, 너비 220㎝ 

정도이다.

주공은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 형태이다. 벽면은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하거나 목주로 인해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다. 주공의 규모는 34~43㎝ 내외이며, 주공 1과 주공 3의 깊이는 21~23㎝으로 비슷하나 주공 2는 

10㎝ 정도 잔존하였다. 목주흔적은 주공 3에서 확인된다. 주공 3은 목주를 세운 후 암황갈색 점질토로 

채워 고정하였으며, 목주흔적 내부에는 회갈색 점질토가 퇴적되었다. 나머지 주공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 회갈색 사질점토, 회갈색 점질토, 황갈색 사질점토+회색 점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5) 5호 굴립주건물지

(가) 유구(도면 47, 도판 128~136)

입지 5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동쪽 상단부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1m 높이에 

조성되었다. 5호 수혈유구가 건물지 북쪽에, 북쪽으로 2.1m 거리에 1호 주공열이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6개의 주공이 방형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남동쪽 

주공은 유실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물지 북쪽에는 5호 수혈유구가 위치하였는데, 주공과 중복되지 

않아 정확한 선후관계는 알 수 없었다. 조사는 주공의 배치를 통해 대략적인 건물의 구조를 파악한 후, 

주공의 잔존상태, 목주흔적,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주공의 잔존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으로 대부분의 주공에서 목주흔적이 확인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주공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5호 굴립주건물지는 주공을 조성한 후 목주를 세운 형태의 건물이며, 남동쪽 주공은 

유실되었다. 건물의 형태는 2×3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2칸의 구조이다.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며, 동서방향에 가깝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75㎝, 너비 235㎝ 

정도이다. 측면에 위치한 간주공은 북쪽 주주공과 약 67~77㎝ 정도 이격된 상태로 북쪽으로 치우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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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1문화층 백제시대 5호 굴립주건물지 평·단면도



157-95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주공은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 또는 ‘U’자 형태이다. 벽면은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하거나 목주로 인해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다. 규모는 23~34㎝이다. 깊이는 8~16㎝ 정도 잔존하였으며, 사면 아래에 위치한 주공 

5·6은 각각 22㎝와 30㎝로 비교적 깊은 편이다. 목주흔적은 대부분의 주공에서 확인된다. 목주는 

주공 중앙에 세운 후 회황색, 회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점질토를 채워 고정하였으며, 목주흔적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나머지 주공들은 암황갈색+회황색 사질점토, 회황색 

사질점토, 황갈색 사질점토, 회색 점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나. 수혈유구

(1) 1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8, 도판 137~141)

입지 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서쪽 상단부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2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남쪽으로 0.7m 거리에 2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1.4m 거리에 1호 구상유구가 가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반원형의 형태로 유구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서쪽부분은 조사지역 밖으로 연장되는 양상이었다. 내부에는 탄재가 일부 관찰되었다. 조사는 기존 

기준토층을 통해 잔존상태 및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었으며, 내부에는 최하층에 탄재가 소량 포함된 회황색과 회색 점질토가 퇴적된 후 상층에 

함갈색과 암적갈색 사질점토 등이 순차적으로 덮인 상태였다. 유구가 폐기된 이후에는 탄재가 

포함된 암적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준으로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내부시설인 주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층조사를 실시하여 

에 퇴적양상과 목주흔적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1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동쪽 일부만이 

조사범위내에서 확인되었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84㎝, 너비 95㎝이며, 깊이는 16㎝ 정도 

잔존하였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북쪽에는 약하게 단을 조성하였다. 바닥은 평평한 편으로, 남쪽으로 약하게 경사져 있다.

내부시설은 북동쪽에서 주공 3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 또는 ‘U’자 

형태이다. 벽면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하거나 목주로 인해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다. 규모는 주공 1·2의 경우 지름 53㎝, 깊이 31~38㎝로 큰 편이며, 주공 3은 지름 32㎝, 깊이 

23㎝로 비교적 소형이다. 목주 흔적은 주공 3에서만 확인된다. 목주는 일부만이 관찰되는데, 중앙에 

목주를 세운 후 황갈색 점질토를 채워 고정하였으며, 상층에는 탄재가 소량 포함된 적갈색 사실점토가 

퇴적되었다. 나머지 주공 내부에는 회색 점질토, 탄재가 소량 포함된 암갈색, 적갈색 사질점토, 황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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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1문화층 백제시대 1호 수혈유구 평·입단면도 및 출토유물(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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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토 등으로 퇴적되었다.

유물은 서쪽 바닥면에서 토기 저부편과 동체부편이 각각 1점씩 확인되었다.

(나) 유물

40. 토기 저부편(도면 48-40, 도판 141-40) 

1문화층 수혈유구 1호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부와 저부 일부가 잔존한 상태로 호의 저부편으로 

추정된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흑회색이며,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내면에는 손누름흔적과 

도구로 정면한 흔적, 점토접합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8.6㎝, 복원저경 13.8㎝, 두께 0.55~1.2㎝

41. 토기 동체부편(도면 48-41, 도판 141-41) 

동체부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외면의 경우 회색을, 내면은 암회색, 속심은 명회색을 띤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돌대와 침선을 돌려 

장식하였으며, 파상문과 단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8.8㎝, 두께 0.6~0.8㎝

(2) 2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49, 도판 142~143)

입지 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3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북쪽으로 68㎝ 거리에 1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40㎝ 거리에, 1호 주공군이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원형의 형태로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서쪽 일부는 

조사지역 밖으로 확장되는 양상이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2분법을 적용, 중앙을 기준으로 토층을 구획한 후 동쪽부분의 내부토를 먼저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었으며, 내부에는 남쪽에 적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후 상층에 탄재가 소량 포함된 적갈색과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상태로 1호 수혈유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일 시기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록하고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내부시설인 주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층조사를 실시하여 퇴적양상, 목주흔적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유구현황 2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115㎝, 

너비 110㎝이며, 깊이는 8㎝ 정도 잔존하였다. 평면형태는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있어 정확한 형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잔존상태로 보아 원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은 

비교적 평평한 편으로 남쪽으로 약하게 경사져 있다.



157-98

내부시설은 북서쪽에서 주공 1 

개가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원형 

이며, 단면은 ‘U’자형이다. 벽면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바닥은 목주로 

인해 움푹 들어가 있다. 규모는 지름 

35㎝, 깊이 20㎝이다. 주공 내부 

에는 목주흔적이 확인된다. 목주는 

주공 중앙에 목주를 세운 후 암갈색 

사질점토와 회색 점질토를 채워 

고정하였으며, 목주흔적 내부에는 

명회색 점질토와 회갈색 점질토가 

퇴적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3) 3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0, 도판 144~145)

입지 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0m 높이에 조성되었다. 유구는 1호 

굴립주건물지가 중복되었으며, 북동쪽으로 2.6m 거리에 2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회색 점질층이 포함된 타원형의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1호 굴립주건물지의 주공을 파괴하고 조성되어 있어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2분법을 적용, 중앙에 횡방향으로 

토층을 구획한 후 남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먼저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내부에는 벽면을 따라 회색 점질토가 퇴적된 후 상층에는 갈색 사질토 덩어리가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토가 포함된 회갈색 사질점토, 회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된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록한 후 점질층이 확인되는 층까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점질토의 범위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점질층을 제거하여 수혈유구의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하였다. 내부시설인 

주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층조사를 실시하여 목주흔적 유무와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였다.

유구현황 3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58㎝, 너비 83㎝, 깊이 15㎝이다. 북서쪽 단벽은 비교적 수직이며, 나머지 

벽면은 완만하다.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며, 단면은 ‘U’자형이다.

내부시설은 북동쪽 단벽에서 주공 1개가 확인되었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20㎝, 깊이 8㎝이다. 단면은 ‘U’자형이며, 바닥은 목주로 인해 움푹 들어가 있다. 내부에는 목주흔적인 

회갈색 점질토가 확인된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49. 1문화층 백제시대 2호 수혈유구 평·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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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1문화층 백제시대 3호 수혈유구 평·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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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1, 도판 146)

입지 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서쪽 상부에 위치 

하였으며,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면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9.1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남쪽으로 2.8m 거리에 1호 수혈유구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조사 전 2문화층을 

제거하자 원형의 형태로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2분법을 적용, 중앙을 기준으로 

토층을 구획한 후 남쪽부분의 내부토를 먼저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었으며, 내부에는 상부에 탄재가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수평하게 퇴적된 상태로 

확인되는데, 1호 구상유구에 비슷한 양상이 확인되어 

동시기로 추정된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4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규모는 길이 57㎝, 너비 63㎝이며, 깊이는 7㎝ 정도 잔존하였다. 벽면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바닥은 평평한 편으로 동쪽으로 약하게 경사져 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5) 5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2, 도판 147~148)

입지 5호 수혈유구는 동쪽 상부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3m 높이에 조성되었다. 유구는 5호 

굴립주건물지와 중복되었으며, 주변에는 북쪽으로 1.6m 거리에 1호 주공열이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조사 전 2문화층을 제거하자 원형의 형태로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잔존상태 및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2/1로 나눈 후 

동쪽부분의 내부토를 먼저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었으며, 

내부에는 탄재가 소량 포함된 암황갈색 사질점토→회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된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록한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하였다.

유구현황 5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도면 51. 1문화층 백제시대 4호 수혈유구 평·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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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길이 85㎝, 너비 80㎝이며, 깊이는 15㎝ 정도 잔존하였다.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단면은 ‘U’자형에 가깝다.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나 남쪽 하부가 움푹 들어가 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서쪽 중앙 바닥면에서 토기 동체부편 1점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42. 토기 동체부편(도면 52-42, 도판 148-42) 

1문화층 5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이다. 태토는 석립과 석영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 소성되었다. 내·외면에서는 

선문이 타날되었다.

잔존길이 9.6㎝, 잔존너비 4.7㎝, 복원동최대경 16.4㎝, 두께 0.8㎝

(6) 6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3, 도판 149~150)

입지 6호 수혈유구는 동쪽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7.7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북쪽으로 0.75m 거리에 3호 굴립주건물지와 4호 굴립주건물지가 중복되어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부정형한 형태로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불량한 편이었으며, 내부에는 서쪽사면에서 암회갈색 점질토와 암회색 점질토가 유입되어 

10㎝(1/3)0

42

도면 52. 1문화층 백제시대 5호 수혈유구 평·입단면도 및 출토유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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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된 후 점성이 강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하부 퇴적층의 경우 점성이 강한 퇴적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물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상층은 두껍게 퇴적된 양상으로 

인위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록한 후, 나머지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하였다.

유구현황 6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한 

편으로, 타원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103㎝, 너비 98㎝이며. 깊이 14㎝로 잔존하였다. 벽면은 

완만하며,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유물은 동쪽 상부에서 뚜껑편 1점이 

확인되었는데, 유물의 위치로 보아 암황갈색 점질토가 퇴적되는 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물

43. 개(도면 53-43, 도판 150-43) 

1문화층 6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1/2정도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의 경우 

남청색이며, 속심은 자색을 띤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질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개신부는 완만한 호형으로 사선에 가까우며, 상면은 편평하다. 드림부는 약하게 돌출시켰으며, 단면의 

형태는 삼각형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3,9㎝, 복원구경 12.6㎝, 두께0.2~0.8㎝

드림턱길이 0.3㎝, 드림부길이 1.5㎝

43

도면 53. 1문화층 백제시대 6호 수혈유구 평·입단면도 및 출토유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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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호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4, 도판 151~155)

입지 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동쪽에 위치하였으며, 사면 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8.8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남쪽으로 60㎝ 거리에 1호 수혈유구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문화층을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형태로 유구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북동쪽 상부에는 구흔적이 관찰되었다. 유구는 2문화층 1호 주거지와 중복된 상태였다. 조사는 먼저 

주거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준토층에 별도의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조사결과, 주거지가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1문화층의 유구로 판단되었다. 유구에 대한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구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에 동-서방향으로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수혈과 구의 뚜렷한 선후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동시기에 조성된 유구로 

판단하였으며, 유구 내부에는 흑암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갈색 사질점토→흑암갈색 

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암회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수평하게 퇴적된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준으로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내부시설인 주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층조사를 실시하여 퇴적양상 및 목주 흔적의 유무 등을 확인하였다.

유구현황 7호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유구는 수혈과 

구로 이루어져 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단면은 ‘U’자형이다. 벽면은 완만하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잔존규모는 길이 96㎝, 너비 209㎝이며, 깊이는 19㎝ 

정도 잔존하였다. 내부에는 주공이 3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6~30㎝, 

깊이 9~22㎝이다. 내부에는 모두 목주 흔적이 확인된다. 목주 주위에는 암적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고정하였으며, 목주흔적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구시설은 수혈 서쪽에 감싸는 형태로 조성하였다. 구의 단면은 ‘ ’자 형태이며,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다. 바닥은 남쪽으로 경사져 있다. 규모는 너비 37㎝이며, 깊이 11㎝ 정도 잔존하였다. 구의 

내부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물은 구 상층에서 토기 동체부편과 파수부편이 수습되었다.

(나) 유물

44. 토기 동체부편(도면 53-44, 도판 156-44)

1문화층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유실되어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의 경우 회색을 띠고, 내면은 회청색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돌대 1조와 횡침선을 둘려 장식하였으며, 아래와 위쪽에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5.6㎝, 두께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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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면 54. 1문화층 백제시대 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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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기 파수부편(도면 53-43, 도판 156-45)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이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 소성되었다. 파수의 형태는 절두형이며, 중앙에 횡방향으로 0.5㎝의 홈을 

조성하였다. 잔존하는 동체부 외면에는 집선문이 시문되었으며, 내부에는 손누름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7.5㎝, 파수직경 3.3㎝, 두께 0.5㎝

다. 구상유구

(1) 1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55, 도판 157~159)

입지 1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의 상부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2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동쪽으로 1.2m 거리에 2호 굴립주건물지가, 서쪽으로 2호 주공열이 인접하여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조사 전 2문화층을 제거하자 남서-북동방향과 북서-남동방향으로 구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중복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판단되는 곳에 토층을 구획한 후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2개의 구가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어 각각 1-1과 1-2 구분하였으며, 1-2가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내부 

퇴적양상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퇴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탄재가 두껍게 확인되는데, 이는 

구릉지 상부에 조성된 유구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록한 후 모든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유물은 출토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1호 구상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1호 구상유구는 

중복된 상태로 1-1과 1-2로 구분된다. 1-1의 방향은 남서-북동방향을 띠고 있으며, 구릉의 사면 

등고선 방향을 따라 감싸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규모는 길이 935㎝, 너비 35~90㎝이며, 깊이는 

15~28㎝ 정도 잔존하였다.

1-2의 방향은 남서-북동방향을 이루다가 북서-남동방향으로 휘어져 있으며, 사면 아랫방향으로 

꺾여 진행하는 형태이다. 규모는 길이 725㎝, 너비 78~100㎝이며, 깊이 13~21㎝ 정도 잔존하였다. 

단면은 모두 ‘U’자 형태이며, 바닥은 경사방향을 따라 약하게 경사져 있다.

(나) 유물

46. 토기 동체부편(도면 56-46, 도판 159-46) 

동체부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외면의 경우 회색이며, 내면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외면은 돌대 1조를 돌렸으며,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7.3㎝, 두께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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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토기 동체부편(도면 56-47, 도판 159-47) 

1문화층 1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만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회색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 소성되었다. 외면은 타날문 흔적이 확인되며,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 두께 0.8㎝

48. 토기 동체부편(도면 56-48, 도판 159-48) 

1문화층 1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만 잔존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암청색이며, 

내면과 속심은 남청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외면에서는 

별다른 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며, 내면에는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6.5㎝, 두께 0.6~0.8㎝

(2) 2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57, 도판 160~162)

입지 2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의 북동쪽 상부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0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서쪽으로 1호 주공열이, 동쪽으로 3호 구상유구가 각각 인접하여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조사 전 2문화층을 제거하자 남-북방향으로 긴 구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46

47

48

도면 56. 1문화층 백제시대 1호 구상유구 출토유물(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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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은 시굴조사과정에서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판단되는 곳에 토층을 

구획한 후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구의 

잔존상태는 다소 불량한 상태였으며, 내부에는 

흑암갈색 사질점토,암황갈색 사질점토가 수평하게 

퇴적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록한 후 모든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2호 구상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구의 방향은 

경사방향을 따라 남-북방향을 띠고 있다. 규모는 

길이 424㎝, 너비 55㎝이며, 깊이는 10㎝ 정도 

잔존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ㅡ’이며, 단면은 

‘U’자형이다. 벽면은 완만하다. 바닥은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3) 3호 구상유구

(가) 유구(도면 58, 도판 163~166)

입지 3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7.7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서쪽으로 1.9m 떨어져서 3호 굴립주건물지와 4호 굴립주건물지가, 북쪽으로 2m 거리에 3호 

구상유구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조사 전 2문화층을 제거하자 남-북방향으로 긴 구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유구는 백제고도문화재단 조사구역까지 북동쪽으로 연장되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태가 양호한 곳으로 판단되는 곳에 토층을 구획한 후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유구의 잔존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였으며,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탄재가 포함된 암회색 점질토가 퇴적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을 기록한 후 모든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3호 구상유구는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485㎝, 

너비 35㎝, 깊이 10㎝로 잔존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ㅡ’자형이며, 구의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경사방향과 거의 일치하였다. 유구의 단면은 ‘U’자형이며, 벽면은 비교적 급한 경사를 이루었다. 바닥은 

경사방향을 따라 남쪽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57. 1문화층 백제시대 2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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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8. 1문화층 백제시대 3호 구상유구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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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공열

(1) 1호 주공열

(가) 유구(도면 59, 도판 167~172)

입지 1호 주공열은 조사지역의 북동쪽 상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8.2m 높이에 조성되어 있다. 

주변에는 남쪽으로 1.9m 거리에 5호 굴립주건물지가, 동쪽으로 2호 구상유구가 인접하여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4개의 주공이 ‘ㄱ’자 형태로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배치를 통해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한 후, 주공의 잔존상태, 목주흔적,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주공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모든 

주공에서 목주흔적이 확인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주공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1호 주공열는 주공을 조성한 후 목주를 세운 형태이며, 평면형태는 ‘ㄱ’자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주공열은 5호 굴립주건물지의 북쪽 외곽을 감싸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로 추측된다. 전체적인 규모는 길이 253㎝ 정도이다.

주공은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 또는 ‘U’자 형태로 목주가 위치한 부분을 보다 깊게 굴착하여 단이 형성되어 있다. 벽면은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하거나 목주로 인해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다. 규모는 지름 

38~48㎝이며, 깊이는 16~24㎝ 정도 잔존하였다. 주공 내부는 목주를 세운 후 황갈색 점질토, 명회색 

사질토, 암회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고정하였으며, 유물은 주공 4에서 파수부편 1점과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49. 토기 구연부편(도면 59-49, 도판 172-49) 

1문화층 주공열 1호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유실되고 구연부 일부만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구연은 동체부에서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은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3㎝, 복원구경 18㎝, 두께 0.5~0.6㎝

50. 발형토기 파수편(도면 59-50, 도판 172-50) 

1문화층 주공열 1호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일부와 동체 및 파수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흑색과 회색이며,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석립이 일부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 

소성되었다. 구연은 동체부에서 급하게 꺾어 수평으로 외반시켰으며, 구순은 편평하다. 동체부는 

약하게 배부른 형태이며, 외면에는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구연부와 동체부 내면에는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파수는 동체부의 중간부분에 부착하였다. 파수의 형태는 절두형파수이며, 외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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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0

도면 59. 1문화층 백제시대 1호 주공열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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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누름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10.4㎝, 복원구경 18.8㎝, 두께 0.5~0.6㎝

(2) 2호 주공열

(가) 유구(도면 60, 도판 173~184)

입지 2호 주공열은 조사지역의 상부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8.1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동쪽에 1호 구상유구가, 남쪽에 2호 굴립주건물지가 인접해있다.

도면 60. 1문화층 백제시대 2호 주공열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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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조사 전 2문화층을 제거하자 9개의 주공이 세장방형의 형태를 띠며 2열로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배치를 통해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한 후 주공의 잔존상태, 목주흔적,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주공의 

잔존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었으며, 일부 주공에서 목주흔적이 관찰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2호 주공열은 주공을 조성한 후 목주를 세운 구조이며, 2열로 배치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주공열의 방향 남-북방향으로 경사방향과 나란하다. 규모는 길이 310m이며, 북쪽과 

남쪽 주공열의 간격은 91~100㎝이다.

주공은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 또는 

‘U’자 형태이다. 벽면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하거나 목주로 인해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규모는 29~35㎝로 비슷하나 주공 5는 지름 74㎝로 비교적 큰 편이다. 깊이는 13~26㎝로 

유사하며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는 주공 3·8·9는 깊이 3~8㎝로 비교적 낮게 잔존하였다. 목주흔적은 

주공 2·6에서 확인된다. 목주는 중앙에 세운 후 회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고정하였으며, 목주흔적 

내부에는 회황갈색, 회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나머지 주공 내부에는 암회갈색 사질점토, 

암회갈색 사질점토, 암황갈색 사질점토, 회황갈색 사질점토, 암회색 점질토로 퇴적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마. 주공군

(1) 1호 주공군

(가) 유구(도면 61, 도판 185~191)

입지 1호 주공군은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해발고도 8.1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변에는 

남동쪽으로 73㎝ 거리에 1호 굴립주건물지와 3호 수혈유구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문화층을 제거하자 5개의 주공이 군집을 이루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 목주흔적,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공별로 1/2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주공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주공 내부에서 목주흔적이 확인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1호 주공군은 정연성이 없게 배치되었으며, 배치상 조사지역 밖으로 보다 확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공은 기반층인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단면은 ‘ ’자 또는 ‘U’자 형태이며, 일부 단을 이루고 있다. 벽면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며, 바닥은 평평하거나 목주로 인해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다. 규모는 지름 32~63㎝ 내외이며, 

주공 1·3은 비교적 작은 편이다. 깊이는 16~25㎝ 내외이며, 주공 4·5는 각각 35㎝와 56㎝로 

비교적 깊다. 대체로 다른 굴립주건물지의 주공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주공 2·3·5는 중앙에 목주를 

세운 후 회색, 황갈색 점질토를 채워 고정하였으며, 목주흔적 내부에는 황갈색, 회갈색 점질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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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되었다. 나머지 주공에는 적갈색 사질점토, 회갈색 점질토, 회갈색+암갈색 점질토, 적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61. 1문화층 백제시대 1호 주공군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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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표수습유물

51. 토기 구연부편(도면 62-51, 도판 192-51) 

1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으며, 구연부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남청색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구연부는 직립으로 오르다가 

단부를 외반시킨 형태이며,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손누름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기고 6.5㎝, 복원구경 15.8㎝ 두께 0.6~1.4㎝

52. 토기 저부편(도면 62-52, 도판 192-52) 

1문화층 지표에서 수습되었으며, 동체부와 저부 일부가 잔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 소성되었다. 외면에는 집선문을 사선으로 

시문하였으며, 점토 접합 흔적과 물손질 정면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외면에 

문양이 남아있으며, 일부 재차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잔존기고 7.9㎝, 복원저경 23.8㎝, 두께 0.8~1.2㎝

52

51

도면 62. 1문화층 지표수습유물(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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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사성과

금번 조사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329-3번지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조사지역의 면적은 426㎡이며, 조사는 2019년 12월 5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현장조사일수 2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에 대한 시굴조사결과, 1~6번 트렌치에서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3개의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이에 발굴조사는 시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퇴적양상 및 문화층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지역의 북쪽과 서쪽에 기준토층을 설정한 후 각 문화층에 대한 전면제토를 실시하여 

유구의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화층의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발굴조사지역 유구분포 일괄표

문화층 시대 주거지 굴립주건물지 수혈유구 구상유구 도로유구 주공열 주공군 계

3문화층 백제시대~통일신라시대 1 2 1 4

2문화층 백제시대 1 1 3 3 1 9

1문화층 백제시대 5 7 3 2 1 18

계 1 6 11 6 3 3 1 31

금번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에서는 3개의 문화층에서 다수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에 각 

문화층별 현황과 유구를 살펴보고, 2문화층 도로유구를 중심으로 유적의 성격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먼저 3문화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3문화층은 2문화층이 폐기된 후 

복토하여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근래 경작행위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이다. 지형은 

남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하단부로 갈수록 급한 경사를 보인다. 하단부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으며, 토층에서도 3문화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유구는 

조사지역 북서쪽일대를 중심으로 수혈유구 1기, 도로유구 2기, 주공열 1기 등 총 4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지표상에서 수막새편과 토기편, 도로 측구에서 암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구와 유물 

등으로 보아 3문화층의 조성시기는 백제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된다.

2문화층은 암황갈색 사질점토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2문화층은 북쪽 기준토층에서 2개 층으로 

세분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점성이 강한 2-1문화층은 조사지역 전반적으로 분포하였고, 2-2문화층은 

북쪽 일부 지역에서만 보이고 있다. 지형은 3문화층과 동일하게 남서쪽으로 경사져 있으며, 경사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2문화층에서 확인된 유구는 주거지 1기, 굴립주건물지 1기,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3기, 도로유구 1기 등 총 9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기편, 기와편, 개편, 연가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 중 2문화층 1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와 2문화층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된 삼족기와 개편를 통해서 2문화층의 대략적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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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기편은 1호 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배신부는 거의 수평으로 단부를 둥글게 외반시켜 

뚜껑받이턱을 조성하였으며, 유개식으로 확인된다. 구연은 거의 수직을 이룬다. 족부는 배신 외곽에 

치우치게 부착하였다. 족부는 거의 수직을 이루며 끝부분을 돌출시켰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시기는 

6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110)

개편은 1호 도로유구에서 2점이 출토되고 있다. 한점은 개신부는 호형으로 둥글며, 드림부는 

미약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거의 수직을 이루며, 구순은 뽀족하다. 다른 한점은 개신부는 편평한 

형태를 띠며, 드림부는 미약하다. 구연은 약하게 외반된 형태이며, 개신부 상면에는 보주형의 꼭지를 

부착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시기는 6세기 전반~중반으로 추정된다.111)

단각고배는 6세기 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이다. 단각고배를 분류하는 속성으로는 대각부분의 형태, 

투창과 투공의 유무와 형태, 구연부의 형태, 문양의 유무, 개의 유무의 형태 등이 있는데 이중 대각부와 

대각단의 형태, 투창과 투공의 조합이 단각고배의 변화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속성이다.

2문화층 1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의 형태는 대각이 배신보다 짧게 형성되었으며, 

유개식으로 확인된다, 구연은 짧게 처리 되었고, 완만하게 내만하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돌출되어 있으며, 뚜껑받이 단면은 삼각형에 가깝다. 대각에 돌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장방형의 투창이 성형되어 있다. 대각은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 단부에서 급하게 외반시킨 

형태이다.

단각고배는 6세기 중반에 이르면 6세기 이전의 삽도 1의 1, 2번 고배와 다르게 일부 대각과 배신이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각이 배신보다 짧아지는 형태를 보이며, 배신부의 구연부 

또한 짧게 성형되는 형태가 확인된다. 대각에는 돌대를 성형하지 않으며, 대각단은 돌출형이나 평평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투창은 점차 간략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1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된 

단각고배는 6세기 중반의 특징과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112)

이러한 유구와 유물 등으로 보아 2문화층의 조성시기는 백제시대 사비기로 추정된다.

110) 강원표, 2009, 「백제 삼족토기의 확산과 소멸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1) 박성남, 2009, 「서울·京畿地域 城郭 및 古墳 出土 新羅 印花文土器 硏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2) 송상우, 2010, 「경주지역 고분 출토 단각고배에 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삽도 1. 6세기 유개식 고배(송상우,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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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화층은 점성이 강한 적황갈색 사질점토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조사지역의 사면 하단부인 

남쪽 일대는 적황갈색 점질층이 확인되지 않고 1문화층 아래 형성된 명회색 점질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유구는 굴립주 건물지 5기,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3기, 주공열 2기, 주공열 1기 등 총 18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공열 내부에서 절두형 파수부편, 수혈유구와 구상유구에서 개편, 동체부 편이 

확인되고 있는데, 유물의 수량이 적고 잔존상태가 좋지않아 정확한 조성시기는 알수 없다. 다만 

층위상으로 보면 6세기 중반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에서도 2 문화층 1호 

주거지는 510±30 AD, 1문화층 1호 구상유구는 480±40 AD로 확인되고 있어, 1문화층과 2문화층의 

조성시기는 백제시대 웅진기에서 사비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유적의 조성시기는 백제 웅진기 말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 긴 기간동안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주거지, 수혈유구 등 다수의 유구가 좁은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단편적인 

유구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유적의 성격은 알기 어려우나 2~3문화층에서 확인된 도로유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은 단편적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도로란 사람과 재화의 공간적 이동을 돕는 교통시설물로서, 고고학적으로 단절됨 없이 길게 연결된 

대상의 시설물과, 노면으로 인정되는 경화면, 측구 등의 관련시설과 통행로로 이용된 흔적이 있어야 

하는 구조로 정의된 바 있다.113)

표 8 사비도성 백제시대 도로유구 현황표

유적명 유구명 입지유형 폭(m) 노면 부속시설

궁남지	Ⅱ 도로 평지형 8~9
부정형자국,

수레바퀴흔

동남리	202-1번지	유적 남북도로 평지형 1.52

113) 박방룡, 1998, 「新羅 都城 硏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삽도 2. 도로의 구성요소 모식도(소배경, 2009, 「고도로의 공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4.)



157-119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유적명 유구명 입지유형 폭(m) 노면 부속시설

동남리	776번지	유적 도로 평지형 2.2 지면정지
측구(말목지정,

점토	덧댐)

사비도성 도로 평지형 4.6 기반토	사용 측구

군수리	134-4번지	유적 수레바퀴흔 평지형 7

구아리	434번지	유적 남북도로 평지형 13.1 모래·점토	혼합	성토
측구(말목지정,	

점토	덧댐)

구아리	

361·363번지	유적

남북도로 평지형 2.2~3 모래	성토 측구(점토	덧댐)

동서도로 평지형 2.5 모래	성토 측구(점토	덧댐)

정동리	

506-2,3번지	유적

1단계	도로 평지형 2.2~2.4

2단계	도로 평지형 6.5~6.7

3단계	도로 평지형 8~14 지면정지

가탑리	413-9번지	유적 제	3셍활면	도로 평지형 3.2 다짐	성토

가탑리	393-19번지	유적

남북도로	1 평지형 4.2
마사토·모래·

점토	반복	성토

동서도로	1 평지형 3~5 모래	성토

동서도로	2 평지형 6.7 모래	성토

가탑리	393-35번지	유적

남북도로	1 평지형 3.5 모래	성토 측구(점토	덧댐)

동서도로	1 평지형 3.2	이상 점토·사질토·교호	성토 측구(점토	덧댐)

동서도로	2 평지형 7 사질토	성토 측구(점토	덧댐)

가탑리	금성산	

두시럭골	유적

1호	도로 구릉	사면형 2 점토	성토

2호	도로 구릉	사면형 2~2.3

3호	도로 구릉	사면형 2.5~2.9 노면다짐 측구

4호	도로 평지형 1 말뚝시설

가탑리	가탑들	유적
2지점	도로 평지형 2.24	이상 모래·점토	판축

5지점	도로 평지형 8.45 폐기와	포설

가탑리	백제	유적

동서중앙로 평지형 3.8~4 지면
측구(말목지정,	

점토덧댐)

동서소로	1 평지형 2.4~2.8 모래·점토	반복	성토 측구(말목지정)

동서소로	2 평지형 3.5 모래·점토	반복	성토 측구

남북소로	1 평지형 3.2 모래·점토	반복	성토

남북소로	2 평지형 2.3~2.7 모래·점토	반복	성토 측구(말목지정)

남북대로	1 평지형 4.8 모래·점토	반복	성토 측구(점토	덧댐)

남북대로	2 평지형 5.6~6.2 모래·점토	반복	성토

남북대로	3 평지형 8 모래·점토	반복	성토 측구(말목지정)

가탑리	170-1번지	유적 1문화층	도로유구 평지형 2.3~3.5 하부할석보강

쌍북리	184-16번지	유적
1단계	남북도로 평지형 1.4~2.1 모래·점토	중첩	성토 측구(말목지정)

2단계	남북도로 평지형 2.9~4.1 모래·점토	중첩	성토 측구

쌍북리	184-11번지	유적

남북도로	1 평지형 5.7 지면정지
측구(말목지정,	

점토	덧댐)

남북도로	2 평지형 2.8~3.8 모래포장
측구(말목지정,	

점토	덧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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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유구명 입지유형 폭(m) 노면 부속시설

쌍북리	280-5번지	유적 동서도로 평지형 2.5
사람	발자국

수레바퀴흔
측구

쌍북리	154-8번지	유적 도로 평지형 8~9 침목횡치	성토다짐

쌍북리	북포	유적
1호	1차도로 평지형 6.7~7.5 다짐조성

측구(말목지정)

암거시설

건널목시설

2호	2차도로 평지형 4.4~4.5 노면다짐

쌍북리	현내들	유적

1차도로 평지형 3.28 측구(말목지정)

2차도로 평지형 3.2~6.76 성토조성

3차도로 평지형 5.3 사질점토,	모래	반복	성토

4차도로 평지형 6.54

5차도로 평지형
3.5~4.8

6.4~6.6

6차도로 평지형 5.25~5.5 측구(석축보강)

동나성	내·외부

Ⅱ-남북도로 평지형 3 모래점토	중첩성토 측구(말목지정)

Ⅱ-남북도로 평지형 3~5 모래점토	중첩성토 측구(말목지정)

Ⅲ-동서도로 평지형 4~4.2 자갈,	모래포장 측구(말목지정)

Ⅳ-남북도로 평지형 2.1~2.8 모래포장 측구(말목지정)

사회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축에는 다량의 물자의 이동과 생활시설의 유무, 권력 등의 작용이 

필요하다. 금번 발굴조사지역에 위치한 부여일대는 과거 백제의 고성인 사비도성이 자리잡고 있어, 외곽에 

조성된 나성 안쪽으로 다수의 도로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도로유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비도성에서 확인되는 도로의 노면 폭은 최소 1m 전후에서 최대 13.1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인되며, 5.4m 이하는 소로, 5.5~9.4m는 중로, 9.5m 이상은 대로로 구분된다. 또한 소로는 수레 

2대, 중로는 4대, 대로는 5~6대까지 교행이 가능한 노폭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114)

백제의 도로는 지면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조성방식을 통해 다짐하여 사용하였다. 부여군 

일대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도로들은 비슷한 입지지형을 가지고 축조되었는데, 축조방법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쌍북리 일대의 사비기 도로유구를 살펴보면, 노면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는 사질점토와 점질토를 

사용하여 성토하였으며, 노면은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잔존상태가 불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측구와 같은 배수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석조나 목조와 같은 배수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2문화층 1호 도로유구도 위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2문화층 1호 도로유구의 노면 폭은 2.6~2.9m로 소로에 해당한다. 

노면은 별다른 처리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노면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는 사질점토와 

점질토를 사용하여 여러번 성토하였으며, 일부 수레바퀴흔이 확인되었다. 도로유구는 동서방향이며, 

서쪽으로 보다 연장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서쪽으로는 쌍북리 북포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114) 이판섭, 2014, 「백제 수레와 사비도성의 도로시설」,  『한국고고학보』 93, 한국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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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북포유적에서는 동서방향 도로가 2기 조사되었다. 1호 동서도로는 사비기 이전에 조성된 도로이며, 

2호 동서도로는 1호 동서도로가 보수과정을 거치면서 도로를 좁게하여 다시 축조한 도로로 보고 

있다. 또한 능산리 동나성 내 외부유적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들을 근거로 시기는 

6세기 중반으로 추정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2문화층의 조성시기는 6세기 중반 이후로 북포유적의 

조성시기와 유사하다. 또한 1호 도로유구의 방향이 북포 2호 도로유구의 방향, 위치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도로임을 짐작할 수 있다.

1문화층과 2문화층에서는 생활유적이 확인되는데, 2문화층부터는 도로가 조성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확인된다. 이는 전반적인 생활유적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말한다. 또한 쌍북리 

북포유적에서 확인되듯이, 6세기 중반 이후 도로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본 유적은 

도로체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생활상의 변화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3문화층에서도 미약하게 

도로유구가 확인되는 점은 백제시대 도로체계가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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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2.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근경(동에서)

도판 1.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원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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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3문화층 조사 후 전경(동에서)

도판 3. 3문화층 조사 전 전경(동에서)



157-127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6.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조사 중 전경(동에서)

도판 5.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조사 전 전경(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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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토층 단면(동에서)

도판 7.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조사 후 전경(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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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0.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측구 토층 세부 단면(동에서)

도판 9.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측구 세부 모습(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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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수레바퀴흔적 토층 세부 단면 2(동에서)

도판 11.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수레바퀴흔적 토층 세부 단면 1(동에서)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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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4.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출토유물 1(1~2)

도판 13.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유물 출토모습(1~6)

②

④

⑥

21

①

③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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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3문화층 1호 도로유구 출토유물 2(3~6)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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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6. 3문화층 2호 도로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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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3문화층 2호 도로유구 토층 세부 단면(1~2)남에서

도판 17. 3문화층 2호 도로유구 토층 단면(남에서)

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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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20. 3문화층 1호 수혈유구 조사 중 전경(남에서)

도판 19. 3문화층 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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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2. 3문화층 1호 수혈유구 토층 단면(남에서)

도판 21. 3문화층 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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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23. 3문화층 1호 주공열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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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5. 3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단면(4)

도판 24. 3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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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27. 3문화층 지표수습유물 1(7~9)

도판 26. 3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단면(4)

④

②

8

③

9

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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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9. 2문화층 제토 후 전경(서에서)

도판 28. 3문화층 지표수습유물 2(1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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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31. 2문화층 조사 후 전경(동에서)

도판 30. 2문화층 조사 후 전경(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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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3. 2문화층 1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남에서)

도판 32. 2문화층 1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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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35. 2문화층 1호 주거지 토층제거 후 전경(남에서)

도판 34. 2문화층 1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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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7. 2문화층 1호 주거지 B-B′ 토층 단면

①

②

③

도판 36. 2문화층 1호 주거지 A-A′ 토층 단면(1), 세부 단면(2)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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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39. 2문화층 1호 주거지 내부 수혈 조사 중 모습(1)서에서,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바닥 소결상태(4)남에서

④

②

③

①

②

도판 38. 2문화층 1호 주거지 내부시설 조사 중 모습(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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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2. 2문화층 1호 주거지 구들시설 조사 전 모습(1)동에서, 지각 모습(2)북에서

②

②

①

①

도판 41. 2문화층 1호 주거지 구들시설 조사 후 모습(북에서)

도판 40. 2문화층 1호 주거지 내부 니질토 분포상태(1)남에서, 니질토 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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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47. 2문화층 1호 주거지 주공5 조사 중 모습(1),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도판 43. 2문화층 1호 주거지 주공1 조사 중 모습(1),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도판 44. 2문화층 1호 주거지 주공2 조사 중 모습(1),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도판 45. 2문화층 1호 주거지 주공3 조사 중 모습(1),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도판 46. 2문화층 1호 주거지 주공4 조사 중 모습(1),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①

①

①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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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1. 2문화층 1호 주거지 유물 출토모습(1~5)

도판 48. 2문화층 1호 주거지 주공6 조사 중 모습(1),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도판 50. 2문화층 1호 주거지 주공8 조사 중 모습(1),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도판 49. 2문화층 1호 주거지 주공7 조사 중 모습(1),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②

②

②

②

⑤

③

③

③

③

①

①

①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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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52. 2문화층 1호 주거지 출토유물(12~17)

17

15

1412

1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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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4. 2문화층 1호 수혈유구 조사 중 전경(남동에서)

도판 53. 2문화층 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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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56. 2문화층 1호 수혈유구 토층 단면

도판 55. 2문화층 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157-152

도판 58. 2문화층 2호 수혈유구 조사 중 전경(남동에서)

도판 57. 2문화층 2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남에서)



157-153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60. 2문화층 2호 수혈유구 토층 단면

도판 59. 2문화층 2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157-154

도판 62. 2문화층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18~21)

도판 61. 2문화층 2호 수혈유구 유물 출토모습(1~4)

④

④

②

19

③

20

①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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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63. 2문화층 3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서에서,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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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5. 2문화층 3호 수혈유구 B-B′ 토층 단면

도판 64. 2문화층 3호 수혈유구  A-A′ 토층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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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67. 2문화층 1호 구상유구 조사 중 전경(남에서)

도판 66. 2문화층 1호 구상유구 조사 전 전경(동에서)



157-158

도판 69. 2문화층 1호 구상유구 토층 단면

도판 68. 2문화층 1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남에서)



157-159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71. 2문화층 1호 구상유구 출토유물(22~24)

도판 70. 2문화층 1호 구상유구 유물 출토모습(1~2)

②①

23

2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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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2. 2문화층 2호 구상유구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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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74. 2문화층 2호 구상유구 토층 단면

도판 73. 2문화층 2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남서에서)



157-162

도판 76. 2문화층 2호 구상유구 출토유물(25~27)

④

②

26

25

①

27

도판 75. 2문화층 2호 구상유구 유물 출토모습(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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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77. 2문화층 3호 구상유구 조사 전 전경(1)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157-164

도판 79. 2문화층 3호 구상유구 토층 단면

도판 78. 2문화층 3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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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81.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조사 전 전경(남에서)

②①

28

도판 80. 2문화층 3호 구상유구 유물 출토모습(1~2), 출토유물(28)



157-166

도판 82.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조사 중 전경(1)남에서, 조사 후 전경(2)서에서, 조사 후 근경(3)동에서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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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83.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노면 모습(1)동에서, 노면 토층 단면(2), 노면 토층 세부(3)

①

②

③



157-168

도판 84.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측구 조사 중 전경(1)남에서, 측구 조사 후 전경(2), 측구 세부 모습(3)동에서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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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86.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측구 남벽 모습 2(북에서)

도판 85.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측구 남벽 모습 1(북동에서)



157-170

도판 88.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측구 북벽 모습 2(남에서)

도판 87.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측구 북벽 모습 1(남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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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89.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측구 토층 세부 1(1)동에서, 토층 세부 2(2), 뒤채움 토층 세부(3)

①

②

③



157-172

도판 91.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유물 출토모습(1~6)

②

②

④

⑥

①

①

③

⑤

도판 90.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측구 세부 모습 1(1)북에서, 세부 모습 2(2)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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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92. 2문화층 1호 도로유구 출토유물(29~34)

29

3130

3332

34



157-174

도판 93. 2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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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95. 2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94. 2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157-176

도판 97. 2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96. 2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157-177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99. 1문화층 조사 전 전경(동에서)

도판 98. 2문화층 지표수습유물(35~39)

36

38

39

35

37



157-178

도판 101. 1문화층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도판 100. 1문화층 조사 후 전경(남에서)



157-179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02.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157-180

도판 104.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03.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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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06.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05.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157-182

도판 108.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6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07.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5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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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10.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남동에서)

도판 109. 1문화층 1호 굴립주건물지 주공7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②

③

①



157-184

도판 112.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도판 111.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중 전경(남동에서)



157-185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14.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13.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157-186

도판 116.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15.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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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18.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6 조사 중 모습(1), 토층 단면(2) 

도판 117. 1문화층 2호 굴립주건물지 주공5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②

②

③

①

①



157-188

도판 119.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동에서,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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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21.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20.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157-190

도판 123.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⑤

④

②

②

③

③

①

①

도판 122. 1문화층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목심잔존 

모습(5)남에서



157-191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24. 1문화층 4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157-192

도판 126. 1문화층 4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25. 1문화층 4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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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28.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남동에서)

도판 127. 1문화층 4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②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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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0.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남동에서)

도판 129.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중 전경(남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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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32.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31.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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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4.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33.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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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36.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6 조사 중 모습(1)남동에서,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도판 135. 1문화층 5호 굴립주건물지 주공5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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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8.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내부 구시설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후 모습(2), 토층 단면(3)

도판 137.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모습(4)동에서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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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40.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⑤

④

②

②

③

③

①

①

도판 139.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남서에서, 조사 후 모습(3), 토층1 단면(4), 토층2 단면(5)



157-200

도판 142. 1문화층 2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도판 141. 1문화층 1호 수혈유구 유물 출토모습(1~2), 출토유물(40~41)

41

④

②

②

40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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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44. 1문화층 3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북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도판 143. 1문화층 2호 수혈유구 주공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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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6. 1문화층 4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도판 145. 1문화층 3호 수혈유구 점질토 노출 상태(1)북동에서, 토층둑 제거 후 모습(2), 주공 조사 중 모습(3)남동에서, 조사 후 

모습(4), 토층 단면(5)

④ ⑤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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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48. 1문화층 5호 수혈유구 유물 노출상태(1), 유물 출토모습(2), 출토유물(42)

도판 147. 1문화층 5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④

②

②

③

42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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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0. 1문화층 6호 수혈유구 유물 노출상태(1), 유물 출토모습(2), 출토유물(43)

도판 149. 1문화층 6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토층 단면(4)

④

②

②

③

43

①

①



157-205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52.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토층단면 1(1), 토층단면 2(2), 유물 출토모습(3~4)

도판 151.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중 전경(2)남동에서, 조사 후 전경(3), 토층둑 제거 후 모습(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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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4.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53.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157-207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56.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4~45)

④

②

45

③

①

44

도판 155. 1문화층 7호 수혈유구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157-208

도판 157. 1문화층 1호 구상유구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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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58. 1문화층 1호 구상유구 A-A′ 토층 단면(1),  B-B′ 토층 단면(2), C-C′ 토층 단면(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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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9. 1문화층 1호 구상유구 1-1호 조사 중 모습(1)남동에서, 조사 후 모습1(2), 조사 후 모습2(3), 1-2호 조사 중 모습(4)위

가 서쪽, 조사 후 모습(5), 토층 세부 단면(6), 출토유물(46~48)

4846 47

①

③

⑤

②

④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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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60. 1문화층 2호 구상유구 조사 전 전경(1)동에서, 조사 중 전경(2), 조사 후 전경(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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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62. 1문화층 2호 구상유구 토층 단면

도판 161. 1문화층 2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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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64. 1문화층 3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동에서)

도판 163. 1문화층 3호 구상유구 조사 중 전경(남동에서)



157-214

도판 166. 1문화층 3호 구상유구 토층 단면

도판 165. 1문화층 3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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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67. 1문화층 1호 주공열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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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69. 1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68. 1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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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71. 1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70. 1문화층 1호 주공열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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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3. 1문화층 2호 주공열 조사 전 전경(동에서)

도판 172. 1문화층 1호 주공열 유물 출토모습(1~2), 출토유물(49~50)

50

②

4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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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75. 1문화층 2호 주공열 조사 후 전경(남에서)

도판 174. 1문화층 2호 주공열 조사 중 전경(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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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7. 1문화층 2호 주공열 주공2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76. 1문화층 2호 주공열 주공1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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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79. 1문화층 2호 주공열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78. 1문화층 2호 주공열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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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1. 1문화층 2호 주공열 주공6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80. 1문화층 2호 주공열 주공5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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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83. 1문화층 2호 주공열 주공8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82. 1문화층 2호 주공열 주공7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157-224

도판 185. 1문화층 1호 주공군 조사 전 모습(남에서)

도판 184. 1문화층 2호 주공열 주공9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②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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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87. 1문화층 1호 주공군 조사 후 모습(남에서)

도판 186. 1문화층 1호 주공군 조사 중 모습(남에서)



157-226

도판 188. 1문화층 1호 주공군 주공1·2 조사 전 모습(1)남동에서, 주공1·2 조사 중 모습(2)남에서, 주공1 조사 중 모습(3), 

주공1 조사 후 모습(4), 주공2 조사 중 모습(5), 주공2 조사 후 모습(6), 주공1·2 토층 단면(7), 주공1 토층 단면(8), 

주공2 토층 단면(9)

①

③

⑤

⑦ ⑧ ⑨

②

④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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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90. 1문화층 1호 주공군 주공4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도판 189. 1문화층 1호 주공군 주공3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④

④

②

②

③

③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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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92. 1문화층 지표수습유물(51~52)

④

②

52

③

①

51

도판 191. 1문화층 1호 주공군 주공5 조사 전 모습(1)남에서, 조사 중 모습(2), 조사 후 모습(3), 토층 단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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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도판 194. 발굴조사 1차 자문회의 개최 모습(1~2), 2차 자문회의 개최 모습(3~4)

도판 193. 조사완료 후 현장 복토 중 전경(1)북에서, 복토 중 전경(2)남에서, 복토 후 전경(3)동에서, 복토 후 전경(4)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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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쌍북리 329-3번지 유적 유물목록

연번 유물명 도면 도판 연번 유물명 도면 도판

1 토기 동체부편 20-1 14-1 27 암키와편 35-27 76-27

2 암키와편 20-2 14-2 28 암키와편 37-28 80-28

3 암키와편 20-3 15-3 29 삼족토기편 39-29 92-29

4 암키와편 20-4 15-4 30 개 39-30 92-30

5 암키와편 20-5 15-5 31 개 39-31 92-31

6 수키와편 20-6 15-6 32 토기 동체부편 39-32 92-32

7 토기 저부편 24-7 27-7 33 토기 동체부편 39-33 92-33

8 토제품 24-8 27-8 34 연화문수막새 39-34 92-34

9 연화문수막새 24-9 27-9 35 개 41-35 98-35

10 암키와편 24-10 28-10 36 토기 저부편 41-36 98-36

11 수키와편 24-11 28-11 37 토기 저부편 41-37 98-37

12 단경호 27-12 52-12 38 토기 동체부편 41-38 98-38

13 개 27-13 52-13 39 암키와편 41-39 98-39

14 연가편 27-14 52-14 40 토기 저부편 48-40 141-40

15 암키와편 28-15 52-15 41 토기 동체부편 48-41 141-41

16 암키와편 28-16 52-16 42 토기 동체부편 52-42 148-42

17 암키와편 28-17 52-17 43 개 53-43 150-43

18 토기 동체부편 30-18 62-18 44 토기 동체부편 54-44 156-44

19 토기 동체부편 30-19 62-19 45 토기 파수부편 54-45 156-45

20 토기 동체부편 30-20 62-20 46 토기 동체부편 56-46 159-46

21 토기 동체부편 30-21 62-21 47 토기 동체부편 56-47 159-47

22 고배 33-22 71-22 48 토기 동체부편 56-48 159-48

23 토기 저부편 33-23 71-23 49 토기 구연부편 59-49 172-49

24 전 33-24 71-24 50 발형토기 파수편 59-50 172-50

25 암키와편 35-25 76-25 51 토기 구연부편 62-51 192-51

26 암키와편 35-26 76-26 52 토기 저부편 62-52 1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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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조사대상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38번지로 사업시행자 이훈氏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주용도로 하는 한옥 신축부지(267.8㎡)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주시 봉황동 138번지에 한옥 

신축을 위하여 공주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한옥 신축부지에 

대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해당부지에 대하여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및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조치 통보하였다.

공주시의 조치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한옥 신축에 앞서 사업부지에 대한 유적의 부존여부와 

분포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08월 20일 (재)비전문화유산연구원에서 입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일제강점기까지 사용된 석축배수구가 확인되었으며, 석축배수구가 축조된 구지표면 아래 

20㎝ 내외에서 석렬과 적심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해 나말여초의 건물지가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예정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유적의 시기 및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입회조사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공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단독주택 신축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발굴조사 후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것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한옥 신축공사 이전에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국문화재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접수번호: 2019―0902-01호). 이후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소규모 발굴조사를 의뢰받은 본 연구소에서는 2019년 11월 2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제2019-1494호, 실조사일수 14일)를 받았다.

현장조사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입회조사 당시 확인된 조선 후기~근세시대 문화층의 

석축배수구와 석축우물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일제강점기까지 사용한 

석축배수구와 근세시대 석축우물, 성격미상의 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04일 1차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조선~근세시대(1층) 유구에 대한 

시기와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유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록 보존 후 입회조사 당시 

나말여초로 추정되는 석군(石群) 및 유물(토기, 기와 등)이 포함된 선대의 층위(나말여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나말여초 문화층 조사결과 층위를 달리하는 기단석렬과 담장지, 석축우물 등이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납석제 뚜껑,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조사지역 북쪽과 남쪽에 

설치한 Test Pit를 통해 기단석렬 아래로 조성된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과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12일 2차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기단석렬 아래로 석축우물 및 유물이 포함된 문화층이 2~3개 분포하고 있어 조사가 완료된 

나말여초 유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록 보존한 후 하부 문화층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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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과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의 조사기간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18일 문화재청의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며, 실조사일수가 14일에서 26일로 12일 증가하였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과 수혈유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1기와 수혈유구 9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01월 10일 3차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통일신라시대 유구에 대한 시기와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유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록 보존 후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유물포함층 

1개층이 확인되었다. 유물포함층 내부에서는 백제시대 삼족기편, 개배편, 심발형토기, 기와, 전, 

방추차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포함층의 하부는 자연퇴적층(역층)이 분포하고 있다. 역층 

하단에는 풍화암반층(기반층)이 확인되며, 더 이상의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01월 17일 4차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확인된 유물포함층에 대하여 철저한 기록 보존 후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2020년 02월 13일 1차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결과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에 대한 절개조사와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의견이 

제기되어 조사기간 확보를 위해 2019년 03월 02일 문화재청의 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며, 

실조사일수가 기존 26일에서 31일로 5일 증가하였다. 이후 2020년 03월 16일부터 동년 동월 

25일까지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의 절개조사와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유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록 보존 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절개조사를 

실시한 통일신라시대(3층) 석축우물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를 이용한 보강조치를 실시하여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였으며, 2020년 05월 22일 2차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유적의 성격 파악과 보존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철저한 기록유지 후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였다.

2020년 05월 22일 2차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결과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은 주변 유적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백제시대 토기편이 혼입된 양상을 보이며, 유적에서 잔존하는 백제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으며,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주변에서 쓸려들어온 것으로 판단되어, 지하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옥 신축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통보되었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및 문화재청의 완료조치(발굴제도과-7138호, 

2020.06.11.)에 따라 공주 봉황동(138번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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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당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직		위 발굴조사 소		속

조	사	단	장 공	민	규 (누리고고학연구소장)

책임조사원 현	대	환 (누리고고학연구소	실장)

책임조사원 설	지	은 (누리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조			사			원 조	동	식 (누리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준	조	사	원 심	유	미 (누리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안	대	혁 (누리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본 보고서의 발간을 위한 정리작업은 공민규의 책임 하에 조동식·설지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보고서 발간을 위한 정리작업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하였다.

현장에서 작성하고 정리한 유구도면 및 도판은 공민규의 책임 하에 조동식·심유미·유다감이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설지은의 책임 하에 정상희·심유미· 

유다감 등 준조사원이 진행하였다. 도면 및 도판 편집은 조동식·유다감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촬영은 이기봉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Ⅰ·Ⅱ장은 조동식, Ⅲ장 조동식(조사내용 및 유구)·설지은(유물), Ⅳ장 조동식·설지은이 

작성하였고 현대환이 이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조동식·설지은이 하였고, 최종적으로 

공민규가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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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공주시는 충청남도의 동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경도상으로 동쪽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연서면, 장군면, 금남면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유성구·서구와 접하고 있으며, 

동단은 반포면 봉암리의 동쪽으로 동경 127° 17′ 39″이다. 서쪽은 예산군의 대술면, 신양면과 청양군의 

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면, 청남면에 접하고 있으며, 서단은 신풍면의 국사봉으로 동경 126° 53′ 

05″이다. 남쪽으로는 계룡시와 논산시의 상월면, 노성면 그리고 부여군의 초촌면과 접하며, 남단은 

탄천면 화정리의 아랫가실 마을로 북위 36° 16′ 20″이다. 남북의 위도 차이는 대략 23′ 46″이며 그 

거리는 약 44㎞이고, 동서의 경도 차이는 대략 24′ 43″로 거리는 약 36㎞ 정도가 된다.

공주시는 차령산맥의 남동지역에 자리하며, 차령산맥에서 분기되어 남쪽으로 계룡산의 능선부까지 

연결된다. 또한 무주에서 발원한 금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면서 공주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자연적으로 

남과 북으로 구분된다. 차령산맥은 태백산맥의 오대산 부근에서 갈라져 충북과 경기도의 경계를 따라 

남서방향으로 뻗어서 충청남도의 중앙부를 가로질러 비인만에 이르는 산맥이다. 이러한 차령산맥의 

일부가 공주시의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 있어서 무성산(613m), 국사봉(590m), 금계산(574m), 

갈미봉(515m) 등의 산들이 사곡면, 정안면, 유구읍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북부의 넓은 지역은 비교적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다. 남동지역은 국립공원인 계룡산(846m)지괴가 분포하고 있다. 그 사이의 

중앙부에 금강 본류가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고 그 지류인 유구천, 정안천, 대교천, 용성천 등의 

하천들이 흐르고 있어서 그 주변은 약간의 평야를 이루고 있다. 평균 해발 약 200~300m 정도의 

구릉성 산지로 되어있다.

공주지역의 수계는 크게 금강 본류, 정안천 수계와 유구천 수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하천인 

대교천, 혈저천 등이 합류한다. 전북 장수에서 발원하는 금강은 심하게 감입곡류하면서 북쪽으로 

흐르고, 충남 연기지방에 이르러 미호천과 합류되면서 남서방향으로 유로를 바꾸어 흐르는데 거의 

직선상에 구조곡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유로가 직선상이다. 금강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은 남북방향의 

구조곡을 따라 금강과 직교하며 유입된다. 곡류가 발달된 북서부의 유구천은 감입곡류의 특징을 잘 

보인다.

공주지역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에 속하는 변성암류와 연대미상의 편마상 화강암류, 중생대의 

화강암류, 경상계 퇴적암류 및 안산암·반암류·염기성암맥·산성암맥으로 되어 있다. 토양은 

금강을 경계로 크게 양분할 수 있는데, 금강 북쪽의 토양은 토층이 깊은 갈색 또는 담황갈색의 양토 

및 세식양토(細埴壤土)이다. 남쪽 계룡면 일대의 토양은 암색의 양토·식양토(埴壤土)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토(砂土)이다.

기후적으로는 중위도상에 위치하여 온난 다습한 기후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는 

온대계절풍대에 속하여 한서의 차가 심한 편이다. 공주지역은 기후 구분상으로는 중부서안형과 

1) 公州市誌編纂委員會, 2002, 『公州市誌』 上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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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주 반죽동 건물지 유적
67. 공주 반죽동 209-1번지 유적
68. 공주 반죽동 205-1번지 유적
69. 공주 반죽동 232-1번지 유적
70. 공주 반죽동 204-1번지 유적
71. 공주 반죽동 197-4번지 유적
72. 공주 반죽동 176번지 유적
73. 공주 중동 330-6번지 유적
74.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75. 공주 반죽동 281-5번지 유적 
76. 공주 반죽동 288번지 유적
77. 공주 중학동 주택부지 내 유적
78. 공주 중학동 241-2번지 유적
79. 공주 금학동 마애지장보살 입상
80. 공주 서혈사지
81. 공주 봉정동 고분군
82. 공주 금학동사지
83. 공주 금학동 건물지 유적
84. 공주 금학동 고분군
85. 공주 금학동 고분군2
86. 공주 수원사지
87. 공주 옥룡동 월성산 고분군
88. 공주 신기동 고분군
89. 공주 금학동 능치고분군
90. 공주 신기동 고분군
91. 공주 남혈사지
92. 공주 금학동 남산 고분군
93. 공주 금학동 우금치 고분군
94. 공주 우금치 전적지
95. 공주 우금치 유적

33. 공주 산성동 142-1번지 유적 
34. 공주 공산성 토성지 시굴조사
35. 공주 옥룡동 414번지 유적
36. 공주 웅진도성 추정왕궁지
37. 공주 옥녀봉성
38. 공주 옥룡동 효자 이복 정려비
39. 공주 옥룡동 보통골 고분군
40. 공주 교동 106-1번지 유적
41. 공주 교동 102-2번지 유적
42. 공주 교동 183-4번지 유적
43. 공주향교
44. 공주 교동유적
45. 공주 교촌리 고분군
46. 공주 웅진동 253-1번지 유적
47. 공주 웅진동 256-1번지 유적
48. 공주 웅진동 고분군
49. 공주 웅진동 고분군① 
50. 공주 웅진동 고분군②
51. 공주 웅진동 고분군③
52. 공주 박산소 고분군
53. 공주 웅진동 220-1번지 유적
54. 공주 웅진동 한산성
55. 공주 반죽동 11-2번지 유적
56. 공주 중동 49-3번지 유적
57. 공주 중동 49-6번지 유적
58. 공주 중동 50-5번지 유적
59. 공주 중동 54번지 유적
60. 공주 우영터 유적
61. 공주 중동성당
62. 공주 중동 신축부지 내 유적
63. 공주 반죽동 182-4번지 유적
64. 공주 반죽동 124-3번지 유적
65. 공주 반죽동 118-3번지 유적 

1. 공주 신금지구 유적 
2. 공주 금흥동 유물산포지
3. 공주 신관동 350번지 유적
4. 공주 신관동 유적
5. 공주 신관동 취리산 고분군
6. 공주 금강철교
7. 공주 웅진제
8. 공주 정지산 유적
9. 공주 금성동 정지사지

10. 공주 웅진단
11. 공주 고마나루
12. 공주 웅진동 사지
13. 선화당
14. 포정사문루
15. 공주 송산리 고분군
16. 공주 금성동 128-9번지 유적
17. 공주 교동 황새바위 순교지
18. 공주 금성동 134-12번지 유적
19. 공주 금성동 134-13번지 유적
20. 공주 금성동 134-14번지 유적
21. 공주 금성동 134-25번지 유적
22. 공주 공산성 방문자센터 부지
     내 유적
23. 공주 제민천교 영세비
24. 공주 목사 김효성 비
25. 공주 공산성 서문지입구 비석군
26. 공주 공산성
27.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내 유적
28. 공주 공산성 공북루
29. 공주 영은사
30. 공주 공산성 왕궁지
31. 공주 공산성 고대
32. 공주 산성동 유적

범    례

조사대상지

367091  공주
367092  하봉

2,000m0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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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0

 1. 반죽동 124-3번지 유적
 2. 반죽동 118-3번지 유적
 3. 반죽동 건물지 유적
 4. 반죽동 232-1번지 유적
 5. 반죽동 209-1번지 유적
 6. 반죽동 204-1번지 유적
 7. 반죽동 205-1번지 유적
 8. 반죽동 182-4번지 유적
 9. 반죽동 197-4번지 유적
10. 반죽동 176번지 유적
11. 중동 상가 신축부지 내 유적
12. 반죽동 대통사지 당간지주
13. 시청-사대부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부지 내 유적(2지점)
     조사대상지

범    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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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남부서안형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산만, 천수만에서 약 40㎞ 떨어져 있어 내륙적인 기후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충청남도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 분포 역시 봄철 분포와 유사하다. 다만, 여름철은 

서해안 지역과 공주지역 간의 기온차가 봄철보다 작다. 여름철 공주지역의 평균 기온은 약 23.3℃로 

인근 부여 지역의 23.8℃보다 낮고, 대전 지역의 24.3℃보다 1℃ 정도 낮다. 가을철 평균 기온은 약 

12.1℃로 대전 지역의 13.8℃보다 무려 1.7℃ 낮고, 부여 지역의 13.4℃보다 약 1.3℃ 낮다. 충남 

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1.5~0.5℃ 정도이며, 공주지역의 겨울철 평균 기온은 약 1℃ 정도로 

주변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373.9㎜이다.

공주지역은 우리나라 4대 하천인 금강이 가로질러 흐르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또한 역사시대에 들어서는 백제의 도읍지가 

되면서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여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충청도의 행정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공주지역의 유적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석기시대 유적은 석장리유적2), 하봉리유적3), 내촌리유적4) 등이 있다. 석장리유적은 1964년 

남한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구석기유적으로 일본에 의해 부정되었던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확고하게 입증시켜 준 중요한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전기·중기·후기 구석기 문화층과 중석기 

문화층이 함께 확인되었고, 총 3기의 구석기 주거지가 조사되었다5).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정안면 장원리유적6)과 석장리유적이 있다. 장원리유적에서는 橫走魚骨文과 

點列文系의 토기편이 확인되었고, 석장리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비록 

공주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의 유적 수는 아주 적은 편이지만 주변지역인 청양 학암리유적7), 대전 

노은동유적·둔산동유적·송촌동유적, 영동 금정리유적, 옥천 대천리유적 등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신석기유적이 넓게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9)10)11)12)13)

청동기시대 유적은 산의리유적13), 장원리유적, 분강·저석리유적14), 안영리유적15), 귀산리유적16), 

송학리유적, 남산리 고분군17), 태봉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산의리 유적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와 

저장공 및 석관묘와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또한 분묘는 조사지역 정상부에 위치하며, 정상부 양측에 

생활유적이 분포해 있다. 분강·저석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곽묘가 발견되었고 그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장원리유적에서는 송국리형의 방형주거지와 원형주거지 및 이와 관련된 

 2) 손보기, 1976, 「石壯里의 舊石器文化」 『韓國史論文選集』 先史篇, 歷史學會.

 3) 國立公州博物館, 1995, 『下鳳里 Ⅰ』.

 4) 한남대학교박물관, 1999,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5) 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93, 『석장리 선사유적』.

 6)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공주 장원리유적』.

 7)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학암리유적』.

 8)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공주 산의리유적』.

 9)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분강·저석리유적』.

10)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안영리 유적』.

11)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0, 『공주 귀산리유적』.

12)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공주시의 역사와 문화』.

13) 안승주, 1978, 「공주 봉안리 출토 銅劍, 銅戈」, 『고고미술』136·137합호, 한국미술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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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안영리유적은 산의리유적과 근접한 지역으로 송국리형 원형주거지와 저장공 및 

석관묘,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장기면 봉안리유적18)에서는 청동제 창과 대롱옥 및 세형동검이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주거지·토실 등의 생활유적, 주구토광묘로 대표되는 분묘유적, 관방유적, 

토기요지와 같은 생산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생활유적으로는 정안면 내촌리, 탄천면 

장선리유적14)이 있다. 특히, 탄천면 장선리유적에서는 토실유구가 다수 확인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분묘유적으로는 장기면 하봉리유적15), 정안면 장원리유적16), 우성면 상서리유적17) 등에서 

주구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생산유적으로는 우성면 귀산리유적에서 토기요지가 확인되었고, 

관방유적으로는 수촌리 토성18)이 조사되었다.

백제시대 유적은 주로 분묘유적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생활유적도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장선리유적, 남산리유적, 분강·저석리유적, 이인리유적, 금학동 고분군 등에서 

백제시대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석실분은 백제 웅진도읍기의 왕릉인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웅진동유적, 옥룡동유적, 금학동유적, 취리산 고분군, 보통골유적, 남산리유적, 분강리유적, 

산의리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수촌리 고분군에서는 금동관묘, 식리, 과대, 환두대도, 중국제 

흑유도기, 마구류 등의 위세품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생활유적으로는 웅진동유적, 정지산유적19), 

공산성20) 등이 확인되었다. 공산성은 현재의 모습이 백제시대 당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산성 

내부조사를 통해 웅진도읍기의 왕궁지로 비정되고 있다, 한편 정지산 유적에서는 대벽건물지와 함께 

기와건물지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정지산유적을 웅진도읍기에 국가적인 차원의 제의가 

행해진 중요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주지역의 백제시대 관방유적으로는 공산성이 대표적이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공산성 내부조사에서 발견된 건물지와 보통골 고분군, 송학리·남산리 

고분군, 정지산유적이 있다. 보통골 고분군과 송학리·남산리 고분군에서는 각각 1기씩의 횡구식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정지산 유적에서는 다수의 화장묘가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공주지역에서는 18개의 산성이 조사되었으나 그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산성은 공주시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공주시내에서 외부로 통하는 교통로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산성들은 

공산성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하천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21)

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3, 『공주 장선리 토실유적』.

15) 국립공주박물관, 1993, 「공주 하봉리유적 출토 일괄유물」, 『고고학지』5.

16)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공주 장원리유적』.

17)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공주 상서리유적』.

18) 국립공주박물관, 2002, 『공주 수촌리 토성Ⅰ』.

19) 국립공주박물관, 1999, 『정지산』.

2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982, 『공산성』.

공주대학교박물관, 1987, 『공산성내 추정왕궁지 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박물관, 1990, 『공산성 성지』.

공주대학교박물관, 1992, 『공산성 건물지』.

공주대학교박물관, 1999, 『공산성 지당』.

21) 공주시지편찬위원회, 2002, 『公州市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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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위의 유적들은 공주의 유구한 역사성과 더불어 금강을 중심으로 그 지류인 방축천, 군계천, 청천 

주변이 고대로부터 인류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음을 보여준다.26)

공주는 금강의 중류에 위치한 역사 도시로 이러한 공주가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받게 되는 것은 

475년 백제가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하면서이다. 이때 공주의 지명은 웅진이었고, 국외사서에는 

‘고마성’, ‘구마나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왕실은 문주왕(475~477), 

삼근왕(477~479)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동성왕(479~501)·무령왕(501~523)·성왕(523~5

38)에 이르기까지 왕권의 안정과 대외적 지위를 다시 확보 할 수 있었다. 웅진백제기의 지방통치조직은 

22담로제였다. 이렇게 웅진은 5대 64년간 백제의 왕도로 내려오다가 백제의 중흥을 꾀한 성왕에 의해 

538년 왕도가 다시 사비(부여)로 천도 되었다. 사비천도 후 백제의 지방통치 조직으로 5방제(사비를 

중심으로 중방, 동방, 남방, 북방)가 설립되어 구도 웅진은 사비의 북방으로서 웅진 방령을 두고 

10개군을 통솔하였다. 이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660)하자 당군은 백제지역에 주둔하면서 

도독부를 설치하고 7주 52현을 통괄하다가 670년에 신라가 당군을 축출함으로써 웅진도독부는 

소멸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서 신문왕 6년(686)에 행정구역을 재편하여 군현명을 개칭하고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이때 웅진의 이름이 웅천주로 개칭되었고 도독을 두어 13개군 29개현을 예속 관장케 

하였다. 웅천주에 직속된 현은 백제시대 熱也山縣(논산 노성), 伐音支縣(공주 신풍)이었으며, 尼山縣과 

淸音縣으로 개칭되었다. 웅천주에 영속된 군현 중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군을 보면 북으로는 

大木岳郡 (천안 목천), 남으로 所夫理郡(부여 : 속현 悅己縣), 동남으로 黃等也山郡(논산 연산), 동으로 

雨述郡경(대덕 회덕 : 속현으로 奴斯只縣(대전 유성)과 所比浦縣(회덕)), 동북으로 一牟山郡(연기 : 

속현으로 豆伋只縣(연기)), 서북으로 湯井郡(아산 온양)이 있었다. 이 9주와 더불어 각처에 별개의 

행정체계를 갖는 5소경과 지방군 주둔지인 停을 두었다. 웅천주 관내에는 서원경(청주)이 서경으로 

되어있었고, 웅천주의 청양지역에 古良夫里停이 있었다. 경덕왕 16년(757)에는 명칭이 다시 웅주로 

개칭되었다.

통일신라 말·후삼국시대에 공주지역은 후백제의 북변과 고려의 남변이 마주 닿는 지점에 위치하여 

양 세력이 서로 호각의 다툼을 벌인 지역이었다.

고려가 한반도를 재통일한 후 태조 23년(940)에 웅주를 공주로 개칭하고 도호부를 설치하였고, 성종 

2년(983)에 전국 12목 중의 하나로 공주목을 설치 지방총치의 수부가 되었으며, 성종 14년(995)에 

목을 절도사 체제로 개편 안절군을 두어 하남도에 속하게 하였다. 이후 현종 9년(1018)에 전국의 

행정구역이 전면 수정되어 4대도호부·8목·56지주군사·28진장·20현령을 두었다. 이때 공주는 

목에서 지사군으로 탈락하여 주지사가 파견되었고, 대신 청주가 목으로 승격하였다. 개편된 공주는 

격이 낮아지긴 했어도 4개군(현재 공주, 논산, 대덕, 청양) 8개현을 통괄하다가 충혜왕 2년(1341)에 

원조평장각 활적의 처 경화옹주의 외향이라 하여 공주목으로 다시 승격되었다. 한편, 명종 

2년(1172)에는 공주 명학소(鳴鶴所)의 망이·망소이 등이 신분해방을 목표로 난을 일으켜 공주를 

점령하자 조정에서 회유책으로 명학소를 충순현(忠順縣)으로 승격해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공주는 수차례 행정구역조정이 이루어져 지방 행정의 중심지인 감영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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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관찰사가 부임하는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태종 때에는 공주가 충청도의 4목 

(공주·충주·청주·홍주)중 하나로 정3품 목사가 파견되었다. 그 후 세조 때에는 진관체제가 수립 

되면서 공주목사는 종3품인 철점제사를 겸하였고, 공주진관 내에는 인접군현들이 군사동원체계상 

공주에 예속되었다. 선조 31년(1598) 충청감영이 충주에서 공주로 이전되면서 공주는 충청도의 

수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현종 11년(1670)부터 숙종 5년(1679)까지는 잠시 공주현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말인 고종 31년(1894)에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중앙관제가 정비되었고, 1년 후 고종 

32년(1895)에 제 36호로 충청도가 충청남북도로 양분되면서 종래의 부, 목, 군, 현 등을 개편하여 

공주군으로 개칭되었고, 공주부가 신설되어 충청남도의 수부로서 관찰사가 주재하면서 인근 27개 군을 

관할하였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에도 계속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종전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개칭하여 

충남의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1914년 군·면 폐합과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관할지역의 일부를 인근 

대전, 연기, 부여군 등에 이관하고 공주면, 주외면, 목동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하면, 신상면 등의 13개 면·6개 정·207개 리로 재편되었다. 1931년 

10월 11일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되고 군청소재지로 격하되면서 지방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1938년 4월 1일 공주면이 공주읍으로 승격되면서, 주외면의 일부인 금성리, 금학리, 

옥룡리, 용당리 등 4개리가 공주읍에 흡수되었다.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장기면 2개리(나성·송원)와 반포면 3개리(성덕·영곡· 

도압)가 연기군에 편입되어 1읍 11면 306개 행정리·동으로 개편되었다. 1986년 1월 1일 공주군이 

공주시로 승격되면서 공주군과 분리되었다. 이때 이인면의 주미리·태봉리·봉정리·검상리, 우성면의 

쌍신리·월미리, 장기면의 무릉리·월송리·금흥리와 계룡면의 신기리·소학리·상왕리가 공주시로 

편입되었다. 1995년 1월 1일 공주시와 공주군이 통합되었고, 3월 2일 유구면이 유구읍으로 승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8년에는 공주시 소동 통폐합 추진에 따라 1개 읍, 10개 면, 6개 동, 277개 

리로 조정되었고, 1999년에 2개 리가 추가되어 2004년에는 1개 읍, 10개 면, 6개 동, 279개 리가 

되었다.

2012년 장기면의 금암리·은용리·산학리·봉안리·도계리·하봉리·송정리·송문리·평기리

·대교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2년 공주시 의당면의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으로 

편입되었다.

공주시의 행정구역은 1읍(유구읍), 10면(계룡·반포·사곡·신풍·우성·의당·이인·장기·정안·

탄천면)이며, 동은 행정 6개동(금학·산성·신관·옥룡·웅진·중학동)과 법정 24개동으로 구분된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반죽동·봉황동은 공주시의 중앙부에 있는 법정동으로 시가지는 봉황산 동쪽의 

지선 도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가 있다. 시가지에는 주거 

지구와 상업 지구가 혼재되어 있고, 큰샘거리·수청골 일대에는 비교적 퇴락한 단독 주택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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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잔존해 있다. 반죽동은 동부와 서부의 경계 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봉황산(147m)에 속한다. 

서부 경계 지대인 봉황산 서쪽에는 금강(錦江)으로 흘러 들어오는 소하천이 국지적으로 형성한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서부의 소하천은 해발 약 40m에서 흐르며, 동부의 시가지 또한 해발 약 40m에 

형성되어 있으며, 서부 경계 지대의 봉황산 서측 충적 평야에서는 소규모의 벼농사와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지역 북동쪽으로 약 150m 떨어져 보물 제150호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가 

있다.

봉황동은 원래 공주군 남부면(南部面)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봉촌(上鳳村)과 반죽리(班竹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공주면 상반정(常盤町)이 되었다. 1931년 

공주면이 공주읍으로 승격되어 공주면 관할이 되었으며, 1947년 동명 변경에 따라 봉황산의 이름을 

따서 봉황동으로 개칭되었다. 1986년 공주읍이 공주시로 승격되면서, 공주시의 행정동으로 신설된 

봉황동 관할의 법정동이 되었다가 중학동 관할로 바뀌었다. 서쪽과 동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일락산(165m)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에는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형성된 

소규모의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다. 동쪽의 경계 지대로는 제민천이 흐른다. 제민천은 해발 약 

40m에서 흐르며, 일부가 복개되어 있다. 서부 지역에는 시어골 소류지가 축조되어 있다. 공주시의 

행정 중심지로서 공주시청 소재지이다.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최근 “반죽동 197-4번지 유적”, “반죽동 176번지 유적”, “반죽동 214-

12번지 유적”, “반죽동 232-1번지 유적” 등이 북쪽 및 북동쪽으로 약 260~300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은 한옥 등 개인주택 건축에 앞서 실시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통해 조사된 유적이다. 조사면적이 작아 유적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통일신라~조선시대의 유물이 백제시대의 유물(기와 및 토기)과 섞여서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반죽동 197-4번지 유적에서는 5개의 문화층(대지조성층)이 확인되었는데, 

Ⅱ~Ⅲ층은 조선시대, Ⅳ층은 나말여초시대에 해당하지만, 이들 층에서는 백제시대~고려시대의 

유물이 혼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반면 최하층인 Ⅴ층에서는 백제시대 대통사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제시대 웅진기(암·수키와, 연화문수막새, ‘大通’명 인각와, 사격문전, 삼족토기 

등 백제토기편 출토)로 추정할 수 있는 구지표면(대지조성토)이 일부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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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이훈氏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주용도로 하는 한옥 신축부지(267.8㎡)로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38번지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는 봉황산(147m)의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산사면부가 거의 평지로 변화하는 곳에 해당하며, 동쪽으로 약 170m 떨어져 

제민천이 자리하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공주시가지 내에서 비교적 낮은 지대에 해당하는 곳으로 

현재는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폐기과정에서 노출된 건축물 부재가 산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사대상지 일대는 제민천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조선시대 충청감영터(대한제국시대 

충청남도포정사, 舊충청남도청, 現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동쪽에는 공주목 

관아터(舊공주의료원부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섰던 공주 舊시가지의 

중심지역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 주변으로 “반죽동 197-4번지 유적”, “반죽동 176번지 유적”, “반죽동 214-12번지 

유적”, “반죽동 232-1번지 유적” 등이 북쪽 및 북동쪽으로 약 260~300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은 조사면적이 작아 유적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통일신라~조선시대 유물이 백제시대 유물(기와 및 토기)과 섞여서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반죽동 197-4번지 유적에서는 5개의 문화층(대지조성층)이 확인되었는데, Ⅱ~Ⅲ층은 

조선시대, Ⅳ층은 나말여초시대에 해당하지만, 이들 층에서는 백제시대~고려시대의 유물이 혼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반면 최하층인 Ⅴ층에서는 백제시대 대통사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제시대 웅진기(암·수키와, 연화문수막새, ‘대통’명 인각와, 사격문전, 삼족토기 등 백제토기편 

출토)로 추정할 수 있는 구지표면(대지조성토)이 일부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다.

발굴조사는 총 4개의 문화층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발굴조사를 위한 제토는 

입회조사 당시의 층위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조사대상지 주변으로 인접한 도로와 축대, 주택의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 경계지점에서 안으로 약 1m 정도 들여서 제토를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적의 토층양상은 주택 철거 등 후대 교란으로 인해 심하게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비교적 

교란이 적은 남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축폐기물이 다량 혼입되어 있는 교란층(1층)-암갈색 

사질점토(5YR 3/2, 2층)-갈색 사질점토(10YR 3/2, 3층)-암갈색 사질점토(5YR 3/2, 4층)-암갈색 

사질점토(10YR 3/2, 5층)-암갈색 사질점토(5YR 3/2, 4층)-암갈색 사질점토(10YR 3/2, 6층)-

암갈색 사질점토(10YR 3/1, 7층)-암갈색 사질점토(2.5YR 3/3, 8층)-흑색 사질점토(10YR 2/1, 

9층)-회색 사질토(10YR 6/1, 10층)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층은 기존 근대 

주택의 철거와 관련된 폐기물 복토층으로 근현대 건축 폐기물 등이 약 50㎝정도 퇴적되어 있으며, 

암갈색 사질점토에 폐기된 건축부재들이 섞여 복토된 층이다. 2층은 조선~근세시대 문화층으로 상부 

교란층의 영향으로 어둡게 변색된 상태였다. 3층은 나말여초 문화층으로 범위의 일부가 교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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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다량의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4~5층은 암갈색 사질점토가 약 40㎝정도 퇴적되어 있으며 

내부에서 기와편, 토기편, 소량의 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표 1】 조사대상지 토층도

토		층 내		용

1층	:	교란층	및	복토층 근·현대

2층	:	암갈색	사질점토
조선~근세시대

(1차	발굴조사)

3층	:	갈색	사질점토
나말여초

(2차	발굴조사)

4층	:	암갈색	사질점토

5층	:	암갈색	사질점토

6층	:	암갈색	사질점토 통일신라시대(3차	발굴조사)

7층	:	암갈색	사질점토

8층	:	암갈색	사질점토

9층	:	흑색	사질점토 백제시대(4차	발굴조사)

10층	:	회색	사질토 백제시대(5차	발굴조사)

6층은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으로 암갈색 사질점토가 약 20㎝ 정도 퇴적되어 있다. 7~8층은 암갈색 

사질점토가 30㎝정도 퇴적되어 있으며 내부에 소량의 기와편과 토기가 확인되었다. 9~10층은 

백제시대 문화층으로 흑색 사질점토와 회색 사질토가 약 20㎝정도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전체적인 

층위는 조선~근세시대 문화층-나말여초 문화층-통일신라시대 문화층-백제시대 문화층의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퇴적되어 있는 양상이다.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하부는 자연퇴적층(역층)이 분포하고 있다. 역층 하단에는 풍화암반층 

(기반층)이 확인되며, 더 이상의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결과 1차 발굴조사에서는 조선 후기~일제강점기까지 사용된 석축배수구와 근세시대 석축우물, 

성격미상의 석렬 등이 확인되었으며, 2차 발굴조사에서는 나말여초 건물지 기단석렬과 담장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통일신라로 볼 수 있는 토기편, 납석제 뚜껑,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3차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석축우물과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석축우물 내부에서 

다량의 기와편과 철솥, 목재 빗, 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4차 및 5차 발굴조사에서는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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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P 998 ± 30

2 B.P 1,210 ± 30

3 B.P 1,610 ± 30

4 B.P 1,620 ± 40

1. 근・현대 교란층 및 복토층   2. 암갈색 사질점토(5YR 3/2, 1차 발굴조사 문화층)   3. 회색 사질토(10Y 6/1)   4. 명갈색 사질토(10YR 7/8)   5. 회색사질점토(5Y 5/1)   6. 갈색 사질점토(10YR 3/2, 2차 발굴조사 문화층)
7. 명갈색 사질점토(10YR 6/6 적심)   8. 암갈색 사질점토(2.5Y 3/2)   9. 황갈색 사질점토(10YR 6/6)   10. 암회색 사질점토(5GY 6/1)   11. 암갈색 사질점토(5YR 3/2)   12. 황갈색 사질점토(10YR 5/6)   
13. 적갈색 사질점토(2.5YR 3/1)   14. 암적갈색 사질점토(5YR 3/2)   15. 암갈색 사질점토(10YR 3/2, 3차 발굴조사 문화층)   16. 회황색 사질토(2.5Y 4/1)   17. 흑갈색 사질점토(2.5Y 3/2)   18. 청흑색 점질토(5B 2/1)
19. 흑색 사질점토(10YR 2/1,  4차 발굴조사 문화층)   20. 암갈색 사질점토(10YR 3/4)   21. 암갈색 사질점토(2.5Y 3/1)   22. 흑갈색 사질점토(7.5YR 2/2)   23. 암회색 사질점토(5PB 3/1)   24. 역층(굵은자갈 다량 포함)
 

도면 4.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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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

 발굴조사 범위 267.8㎡

조선~근세시대 석렬

근세시대 우물

1호 석렬

2호 석렬

Pit

Pit

6m0

210845.3547
23.65m

428055.7562
210842.1924
 23.82m
428053.9675
210861.7362

 23.75m

428065.1235
210863.2473

 23.70m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GPS 1
X
Y
Z

428072.1381
측점 TM 좌표

GPS 2
X
Y
Z

GPS 3
X
Y
Z

GPS 4
X
Y
Z

도면 5. 조선~근세시대 문화층 유구배치도(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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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근세시대 문화층(1차 발굴조사)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가장 후대의 문화층으로 입회조사 당시 1번 트렌치에서 석축배수구가 

확인된 조선~근세시대 문화층에 대하여 발굴조사(1차)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일제강점기까지 

사용한 석축배수구와 근세시대 석축우물, 성격미상의 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석축배수구와 

석축우물에서 조선~근세시대 자기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조사된 유구와 출토된 유물을 통해 

조선~근세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층으로 판단된다. 조선~근세시대 문화층 하부에서는 담장과 기단석렬 

및 유물(토기 및 기와)이 포함된 선대의 층위(나말여초 문화층)가 확인되었다.

1) 석축배수구

가. 유구(도면 6, 도판 3~5)

석축배수구는 조사지역 북쪽 해발 23.6m에서 확인되었으며, 조사경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입회조사 당시에 확인된 유구로 석재를 이용하여 안쪽으로 면을 맞춘 2줄 형태의 

석축배수구이다.

석축배수구의 평면형태는 ‘一’ 자형이고, 규모는 길이 1,875㎝, 너비 35~50㎝이며, 깊이 20~30㎝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N68°W)이다.

석축배수구는 조선~근세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벽석은 현재 2~3단 정도 잔존하며, 

석축배수로의 덮개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내부에서 소량의 할석과 암적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바닥은 별도의 시설을 하지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배수구의 상면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사용하였던 청화백자편과 옹기편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배수구의 하부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석축배수구는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되어 일제강점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와 석축배수구 바닥면에서 백자접시, 일본 백자편, 기와편 등 2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백자접시(도면 7-1, 도판 6-1)

근대 백자접시로 기물의 1/3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기표면은 유백색(N 8/0)유조를 띤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치밀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흘러내리고 뭉쳐있다. 동체는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면을 이루며 넓게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낮은 수직굽이고, 가는 모래가 접지면에 약간 부착되어 있다.

기고 2.3㎝, 구경 10.6㎝, 저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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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0

조사경계 조사경계

조사경계

근세시대 석축우물

조선~근세시대 1호 석렬

조선~근세시대 2호 석렬

23.5m

23.5m

23.5m

23.5m1

11

1 A′A

B′B

C′C

D′D

D′

D

C′

C

B′

B

A′A

도면 6.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 실측도





158-31

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2. 백자접시(도면 7-2, 도판 6-2)

근대 백자접시로 기물의 1/4 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유백색(N 8/0)유조를 띤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치밀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매끄럽게 시유되었다. 동체는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면을 이루며 넓게 벌어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낮은 수직굽이다.

기고 2.4㎝, 복원구경 10.0㎝, 복원저경 6.1㎝

3. 백자잔(도면 7-3, 도판 6-3)

백자잔으로 기물의 1/4 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옅은 청백색(5G 7/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매끄럽게 

시유되었다. 기형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면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굽안바닥이 깊은 

속굽이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기고 5.8㎝, 복원구경 10.8㎝, 복원저경 6.0㎝

4. 백자잔(도면 7-4, 도판 6-4)

백자잔으로 기물의 절반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기표면은 유백색(5GY 8/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매끄럽게 

시유되었다. 기형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사면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오목굽이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기고 4.2㎝, 복원구경 6.6㎝, 복원저경 3.7㎝

5. 백자 저부편(도면 7-5, 도판 6-5)

백자 저부편으로 저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청백색(2.5GY 7/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잔존하는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은 오목굽이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잔존기고 2.8㎝, 저경 6.0㎝, 기벽두께 0.8㎝

6. 백자발 저부편(도면 7-6, 도판 7-6)

백자발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1/2 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백색(7.5Y 7/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잔존하는 전면에 시유되었고, 빙열과 기포가 있다. 굽은 굽안바닥이 깊은 속굽이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잔존기고 3.7㎝, 저경 7.2㎝, 기벽두께 0.6㎝

7. 백자 저부편(도면 7-7, 도판 7-7)

백자 저부편으로 저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백색(7.5Y 7/1)유조를 띤다. 태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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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잔존하는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은 오목굽이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잔존기고 3.0㎝, 저경 6.3㎝, 기벽두께 0.9㎝

8. 백자발 저부편(도면 7-8, 도판 7-8)

백자발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백색(5Y 6/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황백색을 띤다. 유약은 

잔존하는 전면에 시유되었고, 빙열과 기포가 전체적으로 확인된다. 굽의 굽안바닥이 깊은 속굽이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잔존기고 4.6㎝, 복원저경 6.0㎝, 기벽두께 0.7㎝

9. 일본 백자발 저부편(도면 7-9, 도판 7-9)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에서 제작된 조선 수출용 일본제 백자발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만 잔존하고, 기표면은 백색(5GY 8/1)유조를 띤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치밀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을 전면에 고르게 시유한 후 접지면을 닦아내었다. 기형은 

저부에서 동체까지 둥근 곡면을 이룬다. 굽은 굽안바닥이 깊고 외경하는 굽으로, 열판에서 단독 

번조하여 접지면이 깨끗하다. 석고틀로 성형하여 내면에 가는 동심원이 관찰된다. 굽 내저면에 

청화안료를 사용한 ‘大音精製’ 명문이 있다.

잔존기고 5.7㎝, 복원저경 8.0㎝, 기벽두께 0.6㎝

10. 일본 백자발 저부편(도면 7-10, 도판 7-10)

조선 수출용 일본제 백자발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백색(N 

8/0)유조를 띤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치밀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을 

전면에 고르게 시유한 후 접지면을 닦아내었다. 기형은 저부에서 동체까지 둥근 곡면을 이룬다. 굽은 

굽안바닥이 깊고 외경하는 굽으로, 열판에서 단독 번조하여 접지면이 깨끗하다. 석고틀로 성형하여 

내면에 가는 동심원이 관찰된다. 굽 내저면에 청화안료를 사용한 공판화기법의 ‘堤’ 명문이 찍혀있다.

잔존기고 6.0㎝, 저경 8.0㎝, 기벽두께 0.5㎝

11. 일본 백자발 저부편(도면 8-11, 도판 8-11)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에서 제작된 조선 수출용 일본제 백자발 저부편으로 동체 하부의 일부분과 

저부가 잔존한다. 기표면은 백색(10Y 8/1)유조를 띤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치밀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을 전면에 고르게 시유한 후 접지면을 닦아내었다. 기형은 

저부에서 넓게 벌어지다가 동체까지 둥근 곡면을 이룬다. 굽은 굽안바닥이 깊고 외경하는 굽으로, 

열판에서 단독 번조하여 접지면이 깨끗하다. 석고틀로 성형하여 내면에 가는 동심원이 관찰된다. 굽 

내저면에 청화안료를 사용한 ‘大音精製’ 명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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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기고 5.1㎝, 저경 8.8㎝, 기벽두께 0.5㎝

12. 일본 백자 저부편(도면 8-12, 도판 8-12)

조선 수출용 일본제 백자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절반 정도만 잔존하고, 기표면(N 8/0)은 

백색유조를 띤다. 태토는 정선된 치밀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을 전면에 

고르게 시유한 후 접지면을 닦아내었다. 굽은 직립굽이고, 굽 내저면에 상표가 전사되어 있다.

잔존기고 1.8㎝, 저경 6.1㎝, 기벽두께 0.5㎝

13. 백자접시 저부편(도면 8-13, 도판 8-13)

백자접시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두께가 매우 얇으며, 기표면은 

청백색(5G 7/1)유조를 띤다. 태토는 정선된 치밀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을 

전면에 고르게 시유한 후 접지면을 닦아내었다. 내저부에 청화안료와 금채를 사용한 전사기법으로 

화문이 찍혀있다. 굽은 낮은 직립굽이다.

잔존기고 1.1㎝, 저경 5.2㎝, 기벽두께 0.3㎝

14. 백자병 경부편(도면 8-14, 도판 8-14)

백자병 경부편으로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청백색(7.5GY 8/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백색을 띤다. 기형은 견부에서 

경부로 가면서 내경한다. 외측면에 청화안료를 사용하여 방곽 안에 ‘曰’자를 배치한 문양이 반복되며 

돌아간다.

잔존기고 4.9㎝, 경부최대경 3.2㎝, 기벽두께 0.4~0.6㎝

15. 옹기 구연부편(도면 8-15, 도판 8-15)

옹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상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흑갈색(N 4/0)유조를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갈색을 띤다. 동체는 직립에 가깝게 

세워지고, 구연은 약간 내경한다. 구연부는 안에서 밖으로 접어서 전을 이루고 있다. 외면은 파상문이 

확인되고, 내면은 동심원문의 박자흔이 타날되었다.

잔존기고 9.9㎝, 잔존너비 16.2㎝, 기벽두께 0.5㎝

16.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8-16, 도판 8-16)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이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세워진다. 외면 하단 바닥과 동체의 접합부는 횡방향 물손질정면 

하였고, 내면에 회전성형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잔존기고 4.05㎝, 복원저경 10.0㎝, 기벽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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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 출토유물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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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키와편(도면 8-17, 도판 8-17)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내면은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1/3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5.1㎝, 잔존너비 7.7㎝, 두께 1.6㎝

18. 수키와편(도면 9-18, 도판 9-18)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7.5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둥글다. 내면은 포흔, 

사절흔, 분할계선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9.2㎝, 잔존너비 5.8㎝, 두께 1.3㎝

19. 수키와편(도면 9-19, 도판 9-19)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미구기와이다. 약간의 미구를 포함한 상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파상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문양이 희미하다. 내면은 횡방향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3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7.6㎝, 잔존너비 7.6㎝, 두께 2.5㎝

20. 암키와편(도면 9-20, 도판 9-20)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외면은 대체로 옅은 회청색(2.5Y 4/2)을 

띠고, 내면은 짙은 회청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계 능형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포흔이 확인된다. 내면 하단부는 5.0㎝ 정도 물손질 

조정하였다.

잔존길이 17.8㎝, 잔존너비 13.7㎝, 두께 2.6㎝

21. 원판형 와제품(도면 9-21, 도판 9-21)

경질소성의 원판형 와제품으로 암키와를 재가공하여 제작하였다. 표면은 회청색(2.5Y 5/1)을 띠고,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외면은 물손질 되어 무문이고, 

내면은 포흔과 점토 밀린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7.4㎝, 너비 7.5㎝, 두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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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 출토유물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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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렬

(1) 1호 석렬

가. 유구(도면 10, 도판 10)

석렬은 조사지역 남서쪽 해발 23.6m에 위치하며, 조사경계 서쪽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평면형태는 ‘一’ 자형이고, 규모는 길이 149㎝, 너비 88~93㎝이며, 높이 15~20㎝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N53°W)이다.

유구는 조선~근세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 상면에 20~30㎝ 크기의 장방형 할석을 

이용하여, 북쪽으로 면을 맞추어 축조하였으며, 남쪽으로 10~15㎝정도의 소형 할석을 덧붙여 

조성하였다. 석렬의 상부는 유실되었으며,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지형적인 

여건에 의해 조성된 축대시설 혹은 담장지의 하부 기단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2호 석렬

가. 유구(도면 10, 도판 11)

석렬은 조사지역 남서쪽 해발 23.6m에 위치한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규모는 길이 

226㎝, 너비 125㎝이며, 높이 15~20㎝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N50°W)이다.

유구는 조선~근세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 상면에 20~30㎝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석렬의 상부는 유실되었으며,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지형적인 

여건에 의해 조성된 축대시설 혹은 담장지의 하부 기단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석렬 노출과정에서 백자잔 1점, 백자 저부 재가공품 1점,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2. 백자잔(도면 10-22, 도판 11-22)

백자잔은 기물의 1/3 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청백색(2.5GY 7/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뭉쳐있거나 빙열이 

있는 등 시유상태는 좋지 않다. 기형은 저부에서 동체로 가면서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오목굽이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기고 4.8㎝, 복원구경 7.2㎝, 저경 4.0㎝

23. 백자 저부 재가공품(도면 10-23, 도판 11-23)

백자 저부를 활용하여 평면 원형의 형태로 제작한 재가공품이다. 동체 하부를 돌려가며 떼어내었다. 

원래 백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표면은 청백색(7.5GY 7/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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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경계

2m0

조선~근세시대 1호 석렬 
조선~근세시대 2호 석렬 

A′A
A′A

A′A
A′A

23.5m23.5m

도면 10. 조선~근세시대 1호·2호 석렬 실측도 및 출토유물(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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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잔존하는 전면에 시유되었다. 굽은 

직립굽이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내저면에 청화안료를 사용한 초문이 있다.

기고 1.7㎝, 너비 6.1㎝, 저경 4.8㎝

24. 암키와편(도면 10-24, 도판 11-24)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문양이 

희미하다. 내면은 포흔, 합철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6.8㎝, 잔존너비 9.8㎝, 두께 2.5㎝

3) 석축우물

가. 유구(도면 11, 도판12)

석축우물은 조사지역 동쪽 해발 22.2m에 위치한다. 우물은 직경 120㎝, 깊이 180㎝ 정도이며, 

천석과 할석을 이용한 석축우물이다. 우물의 구조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통형이다. 내부구조는 

원형의 석축을 엇물리게 축조하였다. 우물은 구지표면을 굴광하여 석재를 축조한 후 잡석과 흙으로 

뒷채움 하였다. 우물 내부에서 벽돌을 포함한 근대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물은 근대까지 사용되다가 건물의 조성 등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도 

우물 내부에서는 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우물 주변 남동쪽으로 크기 20㎝정도의 할석을 이용하여 

조성한 원형의 석축이 일부 확인되며, 북동쪽으로는 바닥에 할석을 깔아 석축배수구로 이어지게 

축조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조선~근세시대 대지조성층 수습유물

25. 백자발(도면 12-25, 도판 13-25)

백자발의 구연과 동체 절반 정도가 결실되었다. 기표면은 옅은 회황백색(7.5Y 8/1)유조를 띠고, 약간 

불투명발색 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황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뭉치고 빙열이 있는 등 시유상태는 좋지 않다. 기형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면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굽은 오목굽이고,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기고 6.6㎝, 복원구경 10.5㎝, 저경 4.8㎝

26. 백자발(도면 12-26, 도판 13-26)

백자발로 동체와 저부는 절반 정도만 잔존하며, 구연부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기표면은 

청백색(2.5GY 7/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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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고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기형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면을 이루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굽은 내저부가 깊은 속굽이고, 굵은 모래를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외측면과 내저부에 

청화안료를 사용한 초문이 확인된다.

기고 6.6㎝, 복원구경 10.5㎝, 복원저경 5.0㎝

27. 백자발(도면 12-27, 도판 13-27)

근대에 소성된 백자발로 기물의 절반이상 결실되었으며, 기표면은 유백색(N 8/0)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매우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고 굽 접지면은 닦아내었다. 기형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면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2m0

23.0m

22.0m

1

3

4

1

2
3
4

A'A

A
A′

도면 11. 근세시대 석축우물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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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 낮은 직립굽이다. 외측면 구연부 아래에 ‘壽’·‘福’명이 공판화기법으로 시문되었다.

기고 5.5㎝, 복원구경 12.0㎝, 저경 7.1㎝

28. 백자뚜껑(도면 12-28, 도판 13-28)

근대에 소성된 백자뚜껑으로 기물의 절반 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유백색(5Y 8/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기형은 신부는 사면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며 벌어지다 구연부로 가면서 꺾이고, 구연부는 약간 내경한다. 

꼭지 내부에는 ‘福’명이 공판화기법으로 시문되었고, 신부 외측면에는 ‘壽’·‘福’명이 양각되었다.

기고 3.8㎝, 구경 15.3㎝, 꼭지경 5.2㎝

29. 백자잔(도면 12-29, 도판 13-29)

백자잔으로 기물의 1/3 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백색(7.5Y 7/1)유조를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었다. 

기형은 저부에서 구연까지 곡면을 이루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내저면에 청화안료를 사용한 ‘一’자 

형태의 문양이 시문되었다. 굽은 오목굽이고, 굽접지면에는 가는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기고 5.0㎝, 복원구경 6.6㎝, 저경 4.4㎝

30. 청자 저부편(도면 12-30, 도판 14-30)

청자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절반 정도만 잔존한다. 외면은 일부분 불투명발색 되었고, 

전체적으로 황녹색(2.5Y 5/2)유조를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시유되었으며 기면에 빙열이 있다. 기형은 저부에서 잔존하는 동체까지 

사면을 이룬다. 굽은 직립굽이고, 번조받침으로 규석받침을 사용하여 포개굽기 하였다.

잔존기고 2.8㎝, 저경 4.8㎝, 기벽두께 0.5㎝

31. 수키와편(도면 12-31, 도판 14-31)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10Y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파상문이 타날되었고 외면하부는 사방향으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7.0㎝ 정도 물손질 조정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4.2㎝, 잔존너비 10.6㎝, 두께 2.5㎝

32. 지석편(도면 12-32, 도판 14-32)

지석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석재는 화강암으로 잔존하는 전면에 피열흔이 확인된다. 4면에 마연흔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7.9㎝, 너비 3.4㎝, 두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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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조선~근세시대 대지조성토 수습유물(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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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납석제 뚜껑(도면 12-33, 도판 14-33)

납석제 뚜껑으로 구연부가 약간 결실되었고, 전체적으로 마모되었다. 색조는 주로 회청색(7.5YR 

5/1)을 띤다. 뚜껑은 보주형의 꼭지를 중심으로 사면에 가깝게 벌어지다가 돌출된 둥근 드림턱을 

이룬다. 구연부는 드림턱의 안쪽에서 둥글게 처리되었다. 신부 외면 가운데에는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기고 3.75㎝, 구경 7.6㎝, 드림턱경 6.2㎝

2. 나말여초 문화층(2차 발굴조사)

나말여초 문화층 발굴조사(2차)는 조선~근세시대 문화층 발굴조사(1차) 당시 성토층 아래에서 

확인된 담장과 기단석렬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나말여초의 층위를 달리하는 

건물지 기단석렬과 담장지, 적심 등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납석제 

뚜껑,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축조순서는 하부 기단석렬이 제일 먼저 축조되었으며, 다음으로 

상부 기단석렬, 마지막으로 조사지역 북서쪽의 저지대에 잡석지정을 한 후 담장지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상부 기단석렬 및 배수로

가. 유구(도면 14, 도판 16)

상부 기단석렬 및 배수로는 조사지역 중앙 해발 22.9m에 위치한다. 기단석렬의 평면형태는 

‘一’ 자형이고, 규모는 길이 195㎝, 너비 39㎝이며, 높이 15~20㎝이다. 장축방향은 북서-

남동방향(N87°W)이다.

유구는 나말여초 대지조성층인 갈색 사질점토 상면에 40~50㎝ 크기의 할석을 이용하여, 남쪽으로 

면을 맞추어 축조하였다. 상부 기단석렬은 후대 건물지 조성과 삭평으로 인하여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며, 현재 1단만 잔존해 있는 상태이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기단시설로 추정된다. 상부 기단석렬과 동쪽으로 약 1m 정도 떨어져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배수로는 10~20㎝의 소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안쪽으로 면을 맞춘 2줄 형태의 석축배수구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평면형태는 ‘一’ 자형이고, 규모는 길이 232㎝, 너비 

40~50㎝이며, 깊이 10~20㎝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N23°W)이다. 배수로는 나말여초 

대지조성층인 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하였다. 벽석은 현재 1단 정도만 잔존하며, 덮개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바닥은 별도의 

시설을 하지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기단석렬 노출과정과 배수구 바닥면에서 호형토기편, 대부완, 기와편, 납석제 뚜껑 등 7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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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0

범    례

상부 기단석렬 및 배수로

 발굴조사 범위 267.8㎡

하부 기단석렬

담 장 지

 적  심

잡석지정 범위

Pit

Pit

210845.3547
23.65m

428055.7562
210842.1924
 23.82m
428053.9675
210861.7362

 23.75m

428065.1235
210863.2473

 23.70m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GPS 1
X
Y
Z

428072.1381
측점 TM 좌표

GPS 2
X
Y
Z

GPS 3
X
Y
Z

GPS 4
X
Y
Z

도면 13. 나말여초 문화층 유구배치도(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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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물

34.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15-34, 도판 17-34)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경부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옅은 회청색(10YR 

4/1)을 띠고, 내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진다. 

견부 외면에 0.15×0.4㎝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8.2㎝, 잔존너비 5.2㎝, 기벽두께 1.0~1.3㎝

35. 대부완 저부편(도면 15-35, 도판 17-35)

경질소성의 대부완 저부편으로 대각과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암회색(10R 4/1)을 

띠고, 내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대각은 ‘八’자 형태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넓게 벌어진다. 대각과 동체 하부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4㎝, 복원저경 6.6㎝, 기벽두께 0.5㎝

36. 대부완 저부편(도면 15-36, 도판 17-36)

경질소성의 대부완 저부편으로 대각의 절반 정도만 잔존한다. 소성도가 낮은 편으로 기표면은 

암회갈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황갈색을 띤다. 

대각은 ‘八’자 형태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대각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7㎝, 복원저경 9.4㎝, 대각두께 0.6㎝

37.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15-37, 도판 17-37)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회청색(N 4/0)을 띠고, 

내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거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세워진다. 외측면에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내면에 물레성형흔이 

확인된다. 저부와 동체의 접합부분은 격자문 타날판을 이용하여 횡방향으로 두드려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2㎝, 잔존너비 7.1㎝, 기벽두께 0.8㎝

38. 수키와편(도면 15-37, 도판 17-38)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산화되어 회갈색(7.5YR 5/3)을 띠고 

소성도가 낮은 편이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동심원문이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약하게 각이 져 있다. 내면은 포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9.1㎝, 잔존너비 8.5㎝, 두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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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기단석렬

상부 기단석렬 및 배수로

담장지

조사경계

조사경계

조사경계

2m0

D′D

D′D

C′

C
C′C

B′B

B′

B

A′A

A′
A

2번 적심

1번 적심

도면 14. 나말여초 기단석렬 및 배수로, 담장지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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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나말여초 상부 기단석렬 및 배수로 출토유물(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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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암키와편(도면 15-39, 도판 17-39)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옅은 회청색(10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1.3×1.3㎝ 정도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포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4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5.0㎝, 잔존너비 7.0㎝, 두께 1.6㎝

40. 납석제 뚜껑(도면 15-40, 도판 17-40)

납석제 뚜껑으로 구연과 드림부, 꼭지가 약간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색조는 원래는 

회청색조(10YR 5/1)를 띠고 있으나 내외면에 암회색의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뚜껑은 보주형의 

꼭지를 중심으로 1단의 턱이 형성되었고, 사면에 가깝게 벌어지다가 돌출된 둥근 드림턱을 이룬다. 

구연부는 드림턱의 안쪽에서 둥글게 처리되었다. 신부 외면은 각 2조의 횡침선이 상하로 돌아간다. 

뚜껑의 내면에는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길이 4.6㎝, 너비 3.8㎝ 정도로 4×4칸의 방곽을 새겼다.

기고 4.3㎝, 구경 9.7㎝, 드림턱경 11.2㎝

2) 하부 기단석렬

가. 유구(도면 14, 도판 18)

하부 기단석렬은 조사지역 중앙 해발 22.7m에 위치한다. 기단석렬의 평면형태는 ‘一’ 자형이고, 

규모는 길이 950㎝, 너비 65㎝이며, 높이 15~20㎝이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방향(N85°E)이다.

유구는 상부 기단석렬의 하단 약 20㎝ 아래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쪽으로 면을 맞추어 축조하였다. 

하부 기단석렬은 20~30㎝ 정도의 할석을 조사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약 920㎝ 일직선으로 

진행하다가 북쪽으로 직각으로 꺽어 약 230㎝ 진행하고 있는 양상이지만, 조사지역 북쪽은 후대 

교란과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의 조성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북쪽과 서쪽의 기단석렬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이이며, 기단석렬은 현재 1~3단만 잔존하고 있으며, 

수직으로 석축하였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기단시설로 판단된다.

유물은 기단석렬 노출과정에서 경질토기편, 대부완, 기와편 등 1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1.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16-41, 도판 19-41)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상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구연은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과 동체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3㎝, 잔존너비 6.1㎝, 기벽두께 0.7㎝

42. 대부완 저부편(도면 16-42, 도판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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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소성의 대부완 저부편으로 대각과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흑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대각은 ‘八’자 

형태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벌어진다. 

대각과 동체 하부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4㎝, 복원저경 5.6㎝, 기벽두께 0.5㎝

43.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16-43, 도판 19-43)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기표면은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진다. 외면에 저부와 

동체 접합 후 횡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0㎝, 잔존너비 7.3㎝, 기벽두께 0.8㎝

44.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16-44, 도판 19-44)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기표면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2.5Y 6/1)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벌어진다. 동체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8㎝, 잔존너비 6.3㎝, 기벽두께 0.7~1.2㎝

45. 병 동체부편(도면 16-45, 도판 19-45)

경질소성의 병 동체부편으로 동체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포가 발생하여 일부분 갈라지고 

터져있다. 외면은 흑청색(N 4/0)을 띠고, 내면은 짙은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부는 저부쪽으로 가면서 내경하며 세워진다. 

외측면에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물레성형흔이 남아있다.

잔존길이 7.6㎝, 복원 최대동체경 14.8㎝, 기벽두께 0.5~0.7㎝

46.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16-46, 도판 19-46)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흑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갈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박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길이 7.0㎝, 잔존너비 10.4㎝, 기벽두께 1.0~1.1㎝

47. 수키와편(도면 16-47, 도판 19-47)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외면 하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분할계선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조정하지 않았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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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나말여초 하부 기단석렬 출토유물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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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나말여초 하부 기단석렬 출토유물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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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으로 1/4~전면에 가깝게 하였다.

잔존길이 13.0㎝, 잔존너비 8.6㎝, 두께 2.0㎝

48. 수키와편(도면 17-48, 도판 20-48)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산화소성으로 황갈색(7.5YR 6/3)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외면 하부는 

부분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분할계선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조정하지 않았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3~1/4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2.1㎝, 잔존너비 7.6㎝, 두께 1.5~1.7㎝

49. 수키와편(도면 17-49, 도판 20-49)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단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0.4×0.6㎝ 정도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상단부는 정면하지 않았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7.0㎝, 잔존너비 7.8㎝, 두께 1.4㎝

50. 암키와편(도면 17-50, 도판 20-50)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어골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9.5㎝, 잔존너비 7.9㎝, 두께 1.7㎝

51. 암키와편(도면 17-51, 도판 20-51)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단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상단부는 1.0㎝ 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1㎝, 잔존너비 7.6㎝, 두께 1.8㎝

3) 담장지

가. 유구(도면 14, 도판 21·22)

담장지는 조사지역 서쪽 해발 22.8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一’ 자형이고, 규모는 길이 1,150㎝, 

너비 110~120㎝, 높이 10~20㎝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N6°W)이다.

담장지는 나말여초 문화층인 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남-북방향으로 축조되었으며, 

조사경계 남쪽 외곽으로 이어진다. 담장 기초의 일부는 결실되었으며 토압에 의해 열이 틀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1~2단의 하부 기초 석축만 잔존한다. 담장은 내·외측에 20~30㎝의 할석을 남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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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으로 면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석축한 후, 내부에 다량의 잡석을 채워 넣어 담장의 하부기초를 

조성하였으나, 후대의 정지로 인해 잔존높이는 높지 않다. 담장지는 나말여초 문화층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축조된 유구로 판단되며, 담장의 북쪽은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 조성과정에서 결실되었다.

유물은 담장지 내부에서 경질토기편, 대부완, 기와편, 파수부편, 병 등 2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52. 병 구연부편(도면 18-52, 도판 23-52)

경질소성의 병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1/3 정도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지며 구연부는 꺾이면서 외반한다. 경부 내면에 경부와 견부의 부착 흔적이 

관찰되고, 구경부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4㎝, 복원구경 7.8㎝, 기벽두께 0.5㎝

53.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18-53, 도판 23-53)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6/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부는 곡면을 이루면서 벌어지고, 구연은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동체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6㎝, 잔존너비 4.8㎝, 기벽두께 0.4~0.6㎝

54.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18-54, 도판 23-54)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6/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부는 

사면을 이루면서 벌어지고, 구연은 살짝 꺾이면서 외반한다. 구연과 동체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4㎝, 잔존너비 7.1㎝, 기벽두께 0.8㎝

55. 경질토기 뚜껑편(도면 18-55, 도판 23-55)

경질소성의 토기 뚜껑편으로 신부와 구연부 2/3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기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기형은 단추형의 

꼭지를 중심으로 반원형의 곡면을 이루며 벌어지다 내면에 드림턱이 형성되고, 한번 꺾이면서 직립하는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뚜껑의 전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5㎝, 복원구경 14.0㎝, 꼭지경 3.7㎝

56. 대부완 저부편(도면 18-56, 도판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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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소성의 대부완 저부편으로 대각 일부분과 저부만 잔존하며, 외면은 회청색(10YR 5/1)을 띠고, 

내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대각은 ‘八’자 형태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벌어진다. 대각과 저부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1㎝, 복원저경 10.0㎝, 기벽두께 0.7㎝

57. 대부완 저부편(도면 18-57, 도판 23-57)

경질소성의 대부완 저부편으로 동체 하부와 대각이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대각은 ‘八’자 형태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벌어진다. 내저부에 ‘＊’ 형태의 모양이 뾰족한 도구로 음각되어 있다. 외저부에는 대각과 저부의 

접합흔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3㎝, 저경 8.7㎝, 기벽두께 0.6㎝

58. 대부완 저부편(도면 18-58, 도판 23-58)

경질소성의 대부완 저부편으로 대각과 동체 하부의 절반 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대각은 

‘八’자 형태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벌어진다. 

외저부에는 대각과 저부의 접합흔이 관찰되고, 내면에는 물레성형흔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6.8㎝, 복원저경 9.8㎝, 기벽두께 0.5㎝

59. 대부완 저부편(도면 18-59, 도판 23-59)

경질소성의 대부완 저부편으로 대각과 저부만 잔존하며,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외면은 

회흑색(10YR 4/1)을 띠고, 내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대각은 ‘八’자 형태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각이 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저부에서 사면에 가깝게 벌어진다. 내저부에 3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잔존기고 2.0㎝, 저경 7.5㎝, 기벽두께 0.3㎝

60. 파수부편(도면 18-60, 도판 23-60)

경질소성의 파수부편으로 동체 일부분과 대상파수 한쪽이 잔존한다. 기표면은 옅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세워지고 

외면에 대상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파수의 내외면에 부착을 위한 지두흔과 물손질흔적이 확인되고, 

동체 내면에 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잔존길이 11.0㎝, 잔존너비 9.1㎝, 기벽두께 0.8~1.1㎝, 파수길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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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나말여초 담장지 출토유물1(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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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키와편(도면 19-61, 도판 23-61)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상부가 잔존하며 하부는 결실되었다. 표면은 

옅은 회황색(7.5YR 6/3)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부분적으로 희미하다. 상단부는 1.0㎝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사절흔이 확인된다.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19.2㎝, 잔존너비 12.1㎝, 두께 1.3~1.5㎝

62. 수키와편(도면 19-62, 도판 23-62)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중하부가 잔존하며 상부는 결실되었다. 표면은 

회색(2.5Y 5/1) 또는 황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대부분 희미하다. 내면은 포목흔과 

분할계선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1.0~1.5㎝ 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반이상 하였다.

잔존길이 24.6㎝, 잔존너비 12.8㎝, 두께 1.4~1.7㎝

63. 수키와편(도면 20-63, 도판 24-63)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중상부 일부분이 잔존하며 하부는 결실되었다.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 되었으나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부분적으로 희미하다. 상단부는 1.2㎝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하였으나 살짝 그어 흔적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잔존길이 19.6㎝, 잔존너비 10.5㎝, 두께 1.0~1.3㎝

64. 수키와편(도면 20-64, 도판 24-64)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6/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하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조정하지 않았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전면에 가깝게 하였다.

잔존길이 14.9㎝, 잔존너비 10.0㎝, 두께 1.6~1.9㎝

65. 수키와편(도면 20-65, 도판 24-65)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이 잔존하며, 표면은 옅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부분적으로 희미하다.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상단부는 1.0㎝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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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나말여초 담장지 출토유물2(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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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나말여초 담장지 출토유물3(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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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나말여초 담장지 출토유물4(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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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전면에 가깝게 하였다.

잔존길이 16.4㎝, 잔존너비 7.8㎝, 두께 1.5㎝

66. 수키와편(도면 21-66, 도판 24-66)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뚜렷하게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1/3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5.6㎝, 잔존너비 9.4㎝, 두께 1.9~2.2㎝

67. 수키와편(도면 21-67, 도판 24-67)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5Y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물손질 정면되어 무문이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3.5㎝ 정도 물손질과 손누름으로 조정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전면에 가깝게 하였다.

잔존길이 12.1㎝, 잔존너비 10.9㎝, 두께 1.4~1.7㎝

68. 수키와편(도면 21-68, 도판 25-68)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N 5/0)을 띠고 두께가 매우 얇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0.5×0.5㎝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횡방향 물손질하였다.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누름 조정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전면에 가깝게 하였다.

잔존길이 12.0㎝, 잔존너비 8.2㎝, 두께 0.7~0.9㎝

69. 수키와편(도면 22-69, 도판 25-69)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황색(2.5Y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어골문이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내면은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1.4㎝, 잔존너비 8.1㎝, 두께 0.8~1.6㎝

70. 수키와편(도면 22-70, 도판 25-70)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산화소성되어 적갈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운모가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0.5~1.0㎝ 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길이 11.9㎝, 잔존너비 9.4㎝, 두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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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나말여초 담장지 출토유물5(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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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수키와편(도면 22-71, 도판 25-71)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부인 미구의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표면은 소성도가 낮아 

회갈색(2.5Y 5/1)을 띠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황갈색(7.5YR 4/2)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미구부분 외면은 횡방향 물손질 되었다.

잔존길이 4.3㎝, 잔존너비 8.7㎝, 두께 1.8㎝

72. 수키와편(도면 22-72, 도판 25-72)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이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1/2~1/3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8.8㎝, 잔존너비 9.5㎝, 두께 1.3㎝

4) 적심

(1) 1번 적심

가. 유구(도면 23, 도판 26-①·②)

1번 적심석은 조사지역 중앙 해발 22.6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106㎝, 

너비 103㎝이며, 깊이 15~20㎝이다.

유구는 나말여초 대지조성층인 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단면 ‘U’자 형태를 띠고 비교적 완만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적심시설의 축조방법은 적심공을 

굴광한 후 10~20㎝의 할석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적심공의 내부에는 건물지에 선행하는 유물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1번 적심석과 2번 적심석으로 확인된 건물지의 형태는 정면 2칸 이상, 측면 1칸 이상의 남향 건물로 

추정되며 잔존하는 적심의 주칸거리는 정면 300㎝정도이며, 건물지의 범위는 조사지역 남쪽 외곽으로 

이어지며, 후대 건물을 조성하면서 기단과 적심 등의 구조물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적심 내부에서 대호편, 호형토기편, 뚜껑편 등 9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73. 대호 동체부편(도면 23-73, 도판 26-73)

경질소성의 대호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0.2×0.2㎝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단면 삼각형 형태의 돌대가 1조 부착되었다. 내면은 0.3×0.5㎝ 정도의 

격자문 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8.7㎝, 잔존너비 39.3㎝, 기벽두께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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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나말여초 1번 적심 실측도 및 출토유물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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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호 동체부편(도면 23-74, 도판 26-74)

경질소성의 대호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 또는 암자색을 띤다.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0.2×0.4㎝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점토띠흔과 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25.4㎝, 잔존너비 27.3㎝, 기벽두께 1.1~1.5㎝

75. 대호 동체부편(도면 24-75, 도판 26-75)

경질소성의 대호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갈색을 띤다.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면에는 0.35×0.25㎝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점토띠흔과 박자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잔존길이 17.6㎝, 잔존너비 16.2㎝, 기벽두께 0.7~1.0㎝

76. 대호 경부편(도면 24-76, 도판 26-76)

경질소성의 대호 경부편으로 경부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회색(N 5/0) 또는 옅은 

회청색(2.5Y 6/1)을 띠고, 내면은 암회색(7.5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진다. 

경부 외면에는 2조의 횡침선 사이에 파상문이 돌아가고, 경부와 견부의 경계에는 1조의 돌대가 

부착되어 있다. 경부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9.4㎝, 잔존너비 15.2㎝, 기벽두께 1.1~1.7㎝

77.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24-77, 도판 26-77)

경질소성의 호 경부편으로 경부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2.5Y 

5/1)을 띠고, 외면 견부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진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에 1조의 돌대가 부착되어 있고, 견부 하단에는 2조의 돌대가 부착되어 있다. 견부 

내면에 박자흔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9.3.㎝, 잔존너비 9.9㎝, 기벽두께 0.9~1.5㎝

78.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24-78, 도판 26-78)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존하는 경부에서 구연까지 외반하고, 구연부는 밖으로 접어서 붙였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경부에는 2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구연과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5㎝, 잔존너비 9.9㎝, 기벽두께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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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나말여초 1번 적심 출토유물2(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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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경질토기 뚜껑편(도면 24-79, 도판 26-79)

경질소성의 토기 뚜껑편으로 구연과 신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기형은 

잔존하는 신부는 곡면을 이루며 벌어지다 한번 꺾이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8㎝, 잔존너비 5.4㎝, 기벽두께 0.4~0.5㎝

80. 대부완 저부편(도면 24-80, 도판 26-80)

경질소성의 대부완 저부편으로 대각과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흑청색(N 3/0)을 띠고, 

내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띠고 기포가 

다량 발생하였다. 대각은 ‘八’자 형태로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동체는 저부에서 

곡면을 이루며 벌어진다. 대각과 동체 하부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되고, 대각단과 외저면에는 

초본류의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2.2㎝, 복원저경 5.4㎝, 기벽두께 0.5㎝

81.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24-81, 도판 26-81)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세워진다. 동체 

외면과 바닥 외면에 0.2×0.2㎝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저부와 동체 접합 부분은 횡방향으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5㎝, 잔존너비 15.4㎝, 기벽두께 0.6㎝

(2) 2번 적심

가. 유구(도면 25, 도판 27-①·②)

2번 적심석은 조사지역 남쪽 경계 해발 22.3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94㎝, 

너비 89㎝이며, 깊이 45~55㎝이다.

유구는 나말여초 대지조성층인 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단면 ‘U’자 형태를 띠고 비교적 완만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오목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적심시설의 축조방법은 적심공을 

굴광한 후 10~20㎝의 할석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적심공의 내부에는 건물지에 선행하는 유물이 소량 

혼입되어 있다.

1번 적심석과 2번 적심석으로 확인된 건물지의 형태는 정면 2칸 이상, 측면 1칸 이상의 남향 건물로 

추정되며 잔존하는 적심의 주칸거리는 정면 300㎝정도이며, 건물지의 범위는 조사지역 남쪽 외곽으로 

이어지며, 후대 건물을 조성하면서 기단과 적심 등의 구조물이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적심 내부에서 경질토기편 3점, 암키와편 2점, 수키와편 2점 등 7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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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나말여초 2번 적심 실측도 및 출토유물1(82~85)



158-70

나. 유물

82.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25-82, 도판 27-82)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옅은 회청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자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세워진다. 외면에 하단에 저부와 동체 접합 후 횡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3㎝, 복원저경 13.4㎝, 기벽두께 0.6㎝

83.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25-83, 도판 27-83)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띠고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세워진다. 외면 하단에 저부와 동체 접합 후 횡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4㎝, 잔존너비 10.2㎝, 기벽두께 1.0㎝

84. 경질토기 경부편(도면 25-84, 도판 27-84)

경질소성의 토기 경부편으로 경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옅은 회청색(7.5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잔존하는 경부는 세워지고, 외면에 4조의 횡침선 사이로 4열의 굴곡이 낮은 파상문이 돌아간다.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8.0㎝, 잔존너비 6.7㎝, 기벽두께 0.8㎝

85. 수키와편(도면 25-85, 도판 27-85)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옅은 회청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하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사절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조정하지 않았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하였다.

잔존길이 17.2㎝, 잔존너비 12.6㎝, 두께 1.7㎝

86. 수키와편(도면 26-86, 도판 27-86)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전면에 가깝게 하였다.

잔존길이 9.7㎝, 잔존너비 9.5㎝, 두께 1.7㎝

87. 암키와편(도면 26-87, 도판 27-87)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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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나말여초 2번 적심 출토유물2(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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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1,5~3.0㎝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7.9㎝, 잔존너비 13.8㎝, 두께 2.0㎝

88. 암키와편(도면 26-88, 도판 27-88)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색(2.5Y 5/1)을 띠고, 이물질이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사절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3.0㎝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9.4㎝, 잔존너비 14.1㎝, 두께 1.8㎝

5)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수습유물

89. 암키와(도면 27-89, 도판 28-89)

경질소성의 암키와로 상하부가 일부분 결실되었으며, 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장판타날판을 사용하여 선문이 타날되었고, 상하단부는 

3.0~4.5㎝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사절흔과 점토합흔,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1,5~3.0㎝ 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1/3 정도 하였다.

길이 31.5㎝, 너비 27.6㎝, 두께 2.0~2.2㎝

90. 암키와편(도면 27-90, 도판 28-90)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옅은 회청색(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장판타날판을 사용하여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4.5㎝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 합철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4.0㎝ 

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23.3㎝, 잔존너비 19.6㎝, 두께 2.2㎝

91. 암키와편(도면 28-91, 도판 28-91)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상단부는 0.7㎝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 합철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살짝 그어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21.8㎝, 잔존너비 13.0㎝, 두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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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나말여초 대지조성토 수습유물1(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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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나말여초 대지조성토 수습유물2(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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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암키와편(도면 28-92, 도판 28-92)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2.0㎝ 정도 횡방향 

깎기정면 하였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1.5~2.5㎝ 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길이 16.7㎝, 잔존너비 12.5㎝, 두께 1.8㎝

93. 암키와편(도면 28-93, 도판 29-93)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상단부는 1.2㎝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4.4㎝, 잔존너비 10.3㎝, 두께 1.6㎝

94. 암키와편(도면 29-94, 도판 29-94)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대부분 옅은 회색(10YR 6/2)을 띠고, 

부분적으로 짙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상부는 3.2㎝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3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3.0㎝, 잔존너비 15.6㎝, 두께 1.5~1.9㎝

95. 암키와편(도면 29-95, 도판 29-95)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무문이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2.2㎝ 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4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3.6㎝, 잔존너비 15.5㎝, 두께 1.7~2.0㎝

96. 암키와편(도면 29-96, 도판 29-96)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중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옅은 회색(2.5Y 6/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1.5㎝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 분할계선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1.5㎝ 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2/3이상 하였다.

잔존길이 23.5㎝, 잔존너비 12.9㎝, 두께 1.7~2.0㎝

97. 암키와편(도면 30-97, 도판 30-97)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중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타날판은 장판타날판을 사용하였다. 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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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 나말여초 대지조성토 수습유물4(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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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2.2~3.0㎝ 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1/5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29.5㎝, 잔존너비 17.0㎝, 두께 2.0~2.2㎝

98. 암키와편(도면 30-98, 도판 30-98)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5Y 6/1) 또는 옅은 회청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어골문이 타날되었고, 

상단부는 1.0㎝ 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 분할계선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1/4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7.6㎝, 잔존너비 15.0㎝, 두께 1.4~1.8㎝

99. 암키와편(도면 31-99, 도판 30-99)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어골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4.5㎝ 정도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1.0~2.0㎝ 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 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0.8㎝, 잔존너비 8.7㎝, 두께 1.6~1.9㎝

100. 암키와편(도면 31-100, 도판 30-100)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변형어골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5.0㎝, 잔존너비 10.7㎝, 두께 1.5~2.1㎝

101. 암키와편(도면 31-101, 도판 31-101)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황색(10YR 6/3)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어골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2/3 정도 되어 있다.

잔존길이 10.5㎝, 잔존너비 4.4㎝, 두께 1.2㎝

102. 암키와편(도면 31-102, 도판 31-102)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표면은 산화소성되어 황갈색(10YR 

6/3)을 띠고 부분적으로 옅은 회색(10YR 6/2)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이 확인되고,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7.3㎝, 잔존너비 8.9㎝, 두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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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 나말여초 대지조성토 수습유물5(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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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암키와편(도면 32-103, 도판 31-103)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어골문이 교차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분할계선이 

확인되고,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11.1㎝, 잔존너비 12.4㎝, 두께 2.0㎝

104. 암키와편(도면 32-104, 도판 31-104)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격자문과 어골문이 타날되었으며 잔존면의 절반 정도는 

물손질 정면되어 있다. 내면은 포목흔과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6.0㎝, 잔존너비 7.1㎝, 두께 2.0㎝

105. 암키와편(도면 32-105, 도판 32-105)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N 4/0)을 띠고 부분적으로 짙은 

회청색(10Y 4/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희미하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이 확인되고,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4.6㎝, 잔존너비 12.5㎝, 두께 1.6㎝

106. 암키와편(도면 33-106, 도판 32-106)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옅은 회흑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어골문+방곽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사절흔과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2.7㎝, 잔존너비 10.0㎝, 두께 1.5㎝

107. 암키와편(도면 33-107, 도판 32-107)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외면은 회색(10YR 5/2) 또는 

황갈색(10YR 6/3)을 띠고 내면은 황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0.7×1.8㎝정도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가는 포목흔과 굵은 포목흔이 

확인되고,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반이상 하였다.

잔존길이 10.1㎝, 잔존너비 10.9㎝, 두께 1.4~1.8㎝

108. 수키와편(도면 33-108, 도판 32-108)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산화소성 되어 적갈색(5YR 5/4)을 

띠고,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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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2. 나말여초 대지조성토 수습유물6(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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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 나말여초 대지조성토 수습유물7(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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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고, 하단부는 1.0~1.8㎝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길이 8.6㎝, 잔존너비 10.0㎝, 두께 1.6~1.9㎝

109.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33-109, 도판 32-109)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경부와 견부의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진다. 견부 외면에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 경부와 견부의 접합흔이 남아있다. 경부 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4㎝, 잔존너비 7.1㎝, 기벽두께 1.8㎝

110. 경질토기 뚜껑편(도면 33-110, 도판 32-110)

경질소성의 토기 뚜껑편으로 신부 일부분과 꼭지만 잔존한다. 외면은 불투명 발색된 자연유가 

흡착되어 옅은 회황색(10YR 6/2)을 띠고, 내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갈색을 띤다. 단추형의 꼭지를 중심으로 잔존하는 신부는 곡면을 

이루며 벌어진다. 신부 외면에는 원점문이 인화되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3㎝, 잔존너비 6.1㎝, 꼭지경 2.6㎝, 기벽두께 0.4㎝

111. 병 경부편(도면 33-111, 도판 32-111)

경질소성의 병 경부편으로 경부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견부는 일그러져 있어 정확한 

기형을 알 수 없다.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며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진다. 외면 

견부에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7㎝, 경부복원최대경 5.0㎝, 기벽두께 0.4㎝

3. 통일신라시대 문화층(3차 발굴조사)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발굴조사(3차)는 나말여초 문화층 발굴조사(2차) 당시 조사지역 북쪽과 

남쪽에 설치한 Test Pit를 통해 확인된 나말여초 기단석렬 및 담장지 하부의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1기와 수혈유구 9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석축우물 내부에서 다량의 기와편과 철솥, 목재 빗, 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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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혈유구

(1) 1호 수혈

가. 유구(도면 35, 도판 34-①~④)

1호 수혈은 조사지역 남서쪽 외곽 해발 22.5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48㎝, 

너비 46㎝이며, 깊이 15~20㎝이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유구의 내부 퇴적양상은 총 3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흑갈색 사질점토(10YR 3/2)로 비교적 

구성입자가 고우며, 점성이 강하다. 2층은 암황색 사질점토(2.5Y 4/2)로 비교적 구성입자가 굵은 

석립이 소량 혼입되었다. 3층은 암회색 사질점토(2.5Y 3/1)로 비교적 점성이 강하다. 1~3층 모두 

유구의 폐기 후 외부토가 유입되면서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2호 수혈

가. 유구(도면 35, 도판 34-⑤~⑧)

2호 수혈은 조사지역 남서쪽 외곽 해발 22.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35㎝, 

너비 33㎝이며, 깊이 10~15㎝이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유구의 내부 퇴적양상은 비교적 입자가 고운 암갈색 사질점토(2.5Y 3/3)가 단일퇴적 되었으며, 

유구의 폐기 후 외부토가 유입되면서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3호 수혈

가. 유구(도면 35, 도판 35-①~④)

3호 수혈은 조사지역 서쪽 외곽 해발 22.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규모는 길이 51㎝, 

너비 47㎝이며, 깊이 10㎝이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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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0

범    례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발굴조사 범위 267.8㎡

통일신라시대 수혈

210845.3547
23.65m

428055.7562
210842.1924
 23.82m
428053.9675
210861.7362

 23.75m

428065.1235
210863.2473

 23.70m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GPS 1
X
Y
Z

428072.1381
측점 TM 좌표

GPS 2
X
Y
Z

GPS 3
X
Y
Z

GPS 4
X
Y
Z

1호 수혈 2호 수혈
3호 수혈

4호 수혈 5호 수혈

6호 수혈

7호 수혈

8호 수혈

9호 수혈

Pit

Pit

GPS1

GPS2

GPS3

GPS4

도면 34.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유구배치도(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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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의 내부 퇴적양상은 비교적 점성이 강한 흑갈색 사질점토(2.5Y 3/2)가 단일퇴적 되었으며, 

유구의 폐기 후 외부토가 유입되면서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4호 수혈

가. 유구(도면 35, 도판 34-⑤~⑧)

4호 수혈은 조사지역 중앙부 해발 22.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79㎝, 

너비 62㎝이며, 깊이 15~20㎝이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유구의 내부 퇴적양상은 총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흑갈색 사질점토(10YR 3/2)로 비교적 

구성입자가 고우며, 2층은 흑갈색 사질점토(2.5Y 3/2)로 비교적 점성이 강하다. 유구의 폐기 후 

외부토가 유입되면서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12. 암키와편(도면 35-112, 도판 35-112)

경질소성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옅은 회색(2.5Y 6/2)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운모가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 정면으로 지워서 매우 

희미하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 분할계선이 확인되고,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절반이상 하였다.

잔존길이 7.3㎝, 잔존너비 16.0㎝, 두께 1.8~2.0㎝

(5) 5호 수혈

가. 유구(도면 35, 도판 36-①~④)

5호 수혈은 조사지역 중앙 해발 22.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규모는 길이 87㎝, 너비 

82㎝이며, 깊이 10㎝이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유구의 내부 퇴적양상은 비교적 점성이 강한 흑갈색 사질점토(10YR 3/2)가 단일퇴적 되었으며, 

유구의 폐기 후 외부토가 유입되면서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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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0

2m0

도면 35. 통일신라시대 1~6호 수혈유구 실측도 및 출토유물(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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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6) 6호 수혈

가. 유구(도면 35, 도판 36-⑤~⑧)

6호 수혈은 조사지역 중앙 해발 22.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규모는 길이 87㎝, 너비 

82㎝이며, 깊이 10㎝이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유구의 내부 퇴적양상은 총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회황색 사질점토(2.5Y 4/1)로 비교적 

점성이 강하며, 2층은 흑갈색 사질점토(2.5Y 4/1)로 비교적 입자가 곱다. 유구의 폐기 후 외부토가 

유입되면서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7) 7호 수혈

가. 유구(도면 36, 도판 37-①·②)

7호 수혈은 조사지역 중앙 해발 22.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49㎝, 너비 

46㎝이며, 깊이 10㎝이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유구의 내부퇴적양상은 총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흑갈색 사질점토(10YR 3/2)로 점성이 강하며, 

2층은 흑갈색 사질점토(2.5Y 3/1)로 입자가 곱다. 유구의 폐기 후 외부토가 유입되면서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8) 8호 수혈

가. 유구(도면 36, 도판 37-③·④)

8호 수혈은 조사지역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해발 22.3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34㎝, 너비 34㎝이며, 깊이 8㎝이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오목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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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의 내부 퇴적양상은 흑갈색 사질점토(7.5YR 3/1)가 단일퇴적 되었으며, 유구의 폐기 후 

외부토가 유입되면서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9) 9호 수혈

가. 유구(도면 36, 도판 37-⑤·⑥)

9호 수혈은 조사지역 남동쪽 외곽 해발 22.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82㎝, 

너비 79㎝이며, 깊이 10㎝이다.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벽면은 완만하게 굴착하고,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하여 조성하였다.

유구의 내부 퇴적양상은 흑갈색 사질점토(2.5Y 3/2)가 단일퇴적 되었으며, 유구의 폐기 후 외부토가 

유입되면서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내부에서 별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성격은 파악할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m0

도면 36. 통일신라시대 7~9호 수혈유구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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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축우물

가. 유구(도면 37, 도판 38~40)

석축우물은 조사지역 북서쪽 외곽 해발 23.0m에 위치한다. 나말여초 문화층 발굴조사 당시 

기단석렬 하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우물은 인위적으로 폐기된 상태로 내부는 할석과 토사를 채워 

넣은후 폐기하였으며, 상부는 소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잡석지정을 하였다. 우물의 서쪽 일부 석축이 

조사범위에 외곽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물의 내부는 내부굴착법을 사용하여 내부토를 제거한 상황으로 우물의 절개조사는 남-북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우물의 동쪽편 1/2을 분할하여 벽시설, 충전토와 기반층을 완전히 제거하여 

조사하는 단면절개법을 이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내부굴착법과 단면절개법을 조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물은 17단 정도 잔존하고 있다. 우물은 10~30㎝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석축우물로 굴광의 

단면은 ‘U’자형으로 상부는 넓게 굴광을 하고 하부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며 바닥부분은 오목하게 

굴광하여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우물의 하부는 벽시설의 전체적인 안정감과 균형을 위해 상부에 사용된 벽석보다 크기가 큰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상단으로 갈수록 하단보다 작은 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벽석의 축조는 허튼층 

바른층 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벽석 최하단에서 6단까지는 바른층 쌓기를 하고, 이후 굴착 

상면까지는 허튼층 쌓기를 통해 벽석을 축조하였다.

우물의 벽석 단면형태는 벽시설 상부와 하부의 너비차이가 약간 있지만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축조한 통형이다. 내부구조는 원형의 석축을 엇물리게 축조하였다. 우물은 구지표면에서 기반토까지 

굴광하여 석재를 축조한 후 소형의 잡석과 흙으로 뒷채움 하였다. 우물의 뒷채움토는 상부는 사질점토와 

소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뒷채움을 하였으며, 상부는 두껍지만 하부로 내려갈수록 얇아지며 기반층인 

풍화암반토에서는 뒷채움토 없이 굴광 벽면에 석재를 밀착하여 별다른 충전을 하지 않고 벽을 조성하였다.

유물은 내부퇴적토 제거과정과 뒷채움토에서 다량의 기와편과 철제 솥, 목재 빗, 경질토기편 등 

70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13. 호형토기(도면 38-113, 도판 41-113)

경질소성의 호형토기로 구연 일부분과 동체 절반정도가 잔존하며, 저부는 결실되었다.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띠고 있으며, 내외면의 넓은 범위에 이물질이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청색을 띤다. 동체는 곡면을 이루고 동체 중앙에 

최대경이 위치한다.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지다가 구연부로 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으며, 구연단 가운데에는 홈이 돌아간다. 외면 동체 상부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구연과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되고, 동체 내면에 회전 성형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1.0㎝, 복원구경 14.9㎝, 기벽두께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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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0

조사경계

조사경계

22.5m

22.0m

21.5m

21.0m

1

2

3

44

3

2

1

A'A

A A′

1. 10YR 4/3 갈색 사질점토                                 2. 10YR 4/6 황갈색 사질점토   
3. 5YR 3/2 암갈색 사질토(다량의 굵은자갈 포함)   4. 풍화암반토(기반층)  

도면 37.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실측도



158-92

도면 38.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1(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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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38-114, 도판 41-114)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5Y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 또는 자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고 

구연부는 밖으로 꺾이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경부에는 2조의 횡침선 

사이에 2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9.2㎝, 잔존너비 8.2㎝, 기벽두께 1.0㎝

115.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38-115, 도판 41-115)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주로 

회청색(N 3/0)을 띠고, 부분적으로 흑녹색(2.5Y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자색을 띤다. 기형은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직립에 가깝게 세워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내부에 2조의 홈이 돌아간다. 외면 경부에는 3조의 횡침선 사이에 

3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견부 하단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고, 견부 내면에는 

동심원형태의 박자흔이 확인된다.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1.1㎝, 잔존너비 11.0㎝, 기벽두께 0.6㎝

116.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38-116, 도판 41-116)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고 구연부는 밖으로 꺾이면서 외반한다. 외면 경부에는 2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7.4㎝, 잔존너비 10.2㎝, 기벽두께 0.6㎝

117.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38-117, 도판 41-117)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고 구연부는 밖으로 꺾이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경부에는 1조의 

횡침선 상하로 2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7.7㎝, 잔존너비 9.1㎝, 기벽두께 0.9㎝

118.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39-118, 도판 41-118)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옅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경부에는 파상문이 돌아간다.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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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기고 7.0㎝, 잔존너비 14.1㎝, 기벽두께 0.9㎝

119.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39-119, 도판 41-119)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자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부는 밖으로 접어서 붙였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경부에는 

3조의 횡침선 사이에 굴곡이 얕은 2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0㎝, 잔존너비 11.0㎝, 기벽두께 0.8㎝

120.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39-120, 도판 41-120)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고 

외면에는 1조의 횡침선 상하로 3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8.5㎝, 잔존너비 9.2㎝, 기벽두께 0.7~0.9㎝

121.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39-121, 도판 41-121)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띠고, 

내면은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고 외면에는 4조의 횡침선 사이로 4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2.7㎝, 잔존너비 9.0㎝, 기벽두께 0.9~1.2㎝

122.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39-122, 도판 41-122)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견부와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며 경부는 세워진다. 견부 외면에는 횡방향 선문이 돌아가고, 내면에는 격자문 박자흔이 

확인된다.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0.2㎝, 잔존너비 12.4㎝, 기벽두께 1.2~1.6㎝

123.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39-123, 도판 41-123)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견부와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옅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청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며 경부는 세워진다. 외면 견부와 경부의 경계에는 돌대가 돌아가고 돌대 1조의 횡침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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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9.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2(118~123)



158-96

2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견부의 내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9.1㎝, 잔존너비 13.2㎝, 기벽두께 0.9~1.2㎝

124.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40-124, 도판 41-124)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고 

외면에는 2조의 횡침선 상하로 2열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8.6㎝, 잔존너비 7.8㎝, 기벽두께 0.9~1.2㎝

125. 호형토기 저부편(도면 40-125, 도판 41-125)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심하게 일그러져 있고 외면 

저부에 다른 토기편이 부착되어 있는 등 소성상태가 좋지 않다.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띠고, 

내면은 자연유가 흡착되어 옅은 회백색(10YR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갈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잔존하는 동체부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진다. 동체 외면에는 0.15×0.15㎝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저부와 동체 접합부분은 횡방향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2㎝, 잔존너비 17.6㎝, 기벽두께 0.6㎝

126. 병 구연부편(도면 40-126, 도판 41-126)

경질소성의 병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경부는 

나팔상으로 외반하며 구연부는 경부에서 세워져서 직립한다. 구연부 외면에는 3조의 홈이 돌아가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0㎝, 복원구경 11.2㎝, 기벽두께 0.3㎝

127. 병 구연부편(도면 40-127, 도판 41-127)

경질소성의 병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가 잔존하며 구연단은 결실되었다.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띠고, 불투명 발색된 자연유가 흡착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며 구연부는 경부에서 꺾이며 사면에 가깝게 

벌어진다. 경부 외면은 3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구경부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8㎝, 경부최대경 3.2㎝, 기벽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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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병 경부편(도면 40-128, 도판 42-128)

경질소성의 병 경부편으로 경부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색(10YR 4/1)을 띠고, 불투명 발색된 

자연유가 내외면에 부분적으로 흡착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며 구연부쪽으로 가면서 외반한다. 경부 외면은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6㎝, 경부최대경 3.4㎝, 기벽두께 0.5㎝

129.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40-129, 도판 42-129)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잔존하는 

동체부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진다. 저부와 동체 접합부분은 횡방향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8㎝, 잔존너비 15.3㎝, 기벽두께 1.5㎝

130.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40-130, 도판 42-130)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부 일부분이 잔존하며, 동체에는 대상파수 부착흔이 

남아있다. 기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잔존하는 동체부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진다. 

잔존하는 동체 외면은 무문이며, 대상파수의 길이는 3.3㎝정도이다.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되며, 저부와 동체 접합부분은 횡방향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2.3㎝, 잔존너비 11.2㎝, 기벽두께 0.5~0.6㎝

131.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40-131, 도판 42-131)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 일부분이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7.5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갈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잔존하는 동체부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진다. 외면 동체 하부에 저부와 동체 접합흔이 관찰되며,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6.1㎝, 복원저경 15.8㎝, 기벽두께 0.6㎝

132.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40-132, 도판 42-132)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동체 일부분과 파수 한쪽이 잔존한다. 외면은 회백색(10YR 7/2)을 

띠고, 내면은 회색(10YR 6/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둥근 곡면을 이루며 동체 상부에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파수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우며 중앙부에 지름 1.0㎝정도의 구멍이 뚫려있다. 외면 동체는 무문으로 

일부분 박락되었으며,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2.2㎝, 잔존너비 14.2㎝, 기벽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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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수키와편(도면 41-133, 도판 42-133)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중상부가 잔존하고 하부는 결실되었으며, 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장판타날판을 사용하여 선문이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상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지 않았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사절흔이 

확인된다. 측면 와도질은 한쪽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1/3~2/3정도 하고, 다른 한쪽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정도 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와도질 하였다.

잔존길이 22.7㎝, 너비 14.2㎝, 두께 1.8㎝

134. 수키와편(도면 41-134, 도판 42-134)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단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상단부는 0.6㎝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1/2~2/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1.5㎝, 잔존너비 8.0㎝, 두께 1.5㎝

135. 수키와편(도면 41-135, 도판 42-135)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사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2/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9.3㎝, 잔존너비 6.4㎝, 두께 1.4㎝

136. 수키와편(도면 41-136, 도판 43-136)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단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사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0.8㎝, 잔존너비 4.4㎝, 두께 1.3㎝

137. 수키와편(도면 41-137, 도판 43-137)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고, 타날판은 약하게 각이 져 

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1/2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7.3㎝, 잔존너비 8.1㎝, 두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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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5(13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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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수키와편(도면 42-138, 도판 43-138)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각이 져 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전면에 가깝게 하였다.

잔존길이 8.1㎝, 잔존너비 9.4㎝, 두께 1.4㎝

139. 수키와편(도면 42-139, 도판 43-139)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단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일그러져 있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로 문양이 희미하다. 상단부는 2.0㎝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0.5㎝, 잔존너비 8.3㎝, 두께 1.3㎝

140. 수키와편(도면 42-140, 도판 44-140)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단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옅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운문이 타날되었다. 상단부는 3.0㎝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9.1㎝, 잔존너비 7.8㎝, 두께 1.2㎝

141. 수키와편(도면 42-141, 도판 44-141)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짙은 회색(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1.2×1.6㎝정도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7㎝, 잔존너비 10.5㎝, 두께 1.0㎝

142. 수키와편(도면 44-142, 도판 44-142)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상부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고, 타날면은 약하게 각이 져 있다. 

상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7.8㎝, 잔존너비 12.0㎝, 두께 2.0㎝

143. 수키와편(도면 44-143, 도판 44-143)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중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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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6(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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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4.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7(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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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 정면으로 무문에 가깝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1/2~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9.7㎝, 잔존너비 10.6㎝, 두께 2.0㎝

144. 암키와(도면 44-144, 도판 45-144)

경질소성의 암키와로 중상부가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5Y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하여 문양이 대부분 지워져 있다. 상단부는 1.5㎝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18.4㎝, 너비 24.5㎝, 두께 1.8㎝

145. 수키와편(도면 44-145, 도판 45-145)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R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1.5×2.5㎝정도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1.8㎝, 잔존너비 12.2㎝, 두께 1.7㎝

146. 수키와편(도면 44-146, 도판 45-146)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0.4×0.6㎝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외면 쪽으로 약간 

휘어져 있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2/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3.0㎝, 잔존너비 11.5㎝, 두께 1.1㎝

147. 수키와편(도면 44-147, 도판 45-147)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중하부 일부분이 잔존하며 일그러져 있다. 표면은 회색(5Y 5/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문양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 정면하여 무문에 

가깝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전면에 가깝게 하였다.

잔존길이 19.4㎝, 잔존너비 12.8㎝, 두께1.2~1.5㎝

148. 수키와편(도면 45-148, 도판 46-148)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중하부 일부분이 잔존하며 심하게 일그러져 있다. 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운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조정하지 않았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2/3정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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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5.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8(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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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6.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9(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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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길이 21.7㎝, 잔존너비 11.8㎝, 두께 1.3㎝

149. 암키와편(도면 45-149, 도판 46-149)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옅은 회청색(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복합문(격자문+집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9.7㎝, 잔존너비 17.4㎝, 두께 1.8~2.1㎝

150. 수키와편(도면 45-150, 도판 46-150)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운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1/2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4.8㎝, 잔존너비 9.0㎝, 두께 1.4~1.6㎝

151. 암키와(도면 46-151, 도판 46-151)

경질소성의 암키와로 중상부 일부분이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장판타날판을 사용하여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하여 문양이 

희미하다. 상단부는 2.0㎝정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24.7㎝, 잔존너비 17.0㎝, 두께 1.7㎝

152. 암키와(도면 46-152, 도판 47-152)

경질소성의 암키와로 중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암회색(5Y 5/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중판타날판에 의해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1.3~2.1㎝정도 깎기조정 하였고, 하단부 측면도 매끄럽게 

깎기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26.2㎝, 잔존너비 10.7㎝, 두께 1.9㎝

153. 암키와편(도면 47-153, 도판 47-153)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선명하게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1.0㎝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1.0~1.7㎝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2/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3.6㎝, 잔존너비 14.8㎝, 두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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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10(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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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암키와편(도면 47-154, 도판 47-154)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옅은 회청색(7.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상단부는 

1.3㎝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8.9㎝, 잔존너비 10.0㎝, 두께 1.2㎝

155. 암키와편(도면 47-155, 도판 47-155)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소성도가 낮다. 표면은 회색(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하단부는 0.5~2.0㎝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1.0㎝정도 깎기조정 하였고, 하단부 측면도 

부분적으로 깎기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8.7㎝, 잔존너비 16.9㎝, 두께 2.4㎝

156. 암키와편(도면 48-156, 도판 48-156)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암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3.0~3.8㎝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1.5~2.3㎝정도 깎기조정 하였고, 하단부 측면도 

매끄럽게 깎기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2/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1.8㎝, 잔존너비 13.4㎝, 두께 2.3~2.7㎝

157. 암키와편(도면 48-157, 도판 48-157)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희미하다. 

내면은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전면에 

가깝게 하였다.

잔존길이 14.6㎝, 잔존너비 16.8㎝, 두께 1.2㎝

158. 암키와편(도면 48-158, 도판 48-158)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소성도가 낮은 편이다. 표면은 부분적으로 

산화소성되어 회황색(2.5Y 6/2) 또는 적갈색(7.5YR 5/1), 흑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2.0㎝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1.1㎝정도 깎기조정 하였고, 하단부 측면도 

매끄럽게 깎기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7.6㎝, 잔존너비 13.6㎝, 두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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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11(1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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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암키와편(도면 49-159, 도판 48-159)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2.3~3.0㎝정도 깎기조정 하였고, 하단부 측면도 매끄럽게 깎기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4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6.3㎝, 잔존너비 13.2㎝, 두께 2.2㎝

160. 암키와편(도면 49-160, 도판 49-160)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산화소성 되어 황갈색(7.5YR 6/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무문으로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하단부는 1.5~3.0㎝정도 횡방향 깎기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1.3~2.5㎝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14.9㎝, 잔존너비 18.6㎝, 두께 2.3㎝

161. 암키와편(도면 49-161, 도판 49-161)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집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문양이 희미하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1.5㎝정도 깎기조정 하였고, 하단부 측면도 

부분적으로 깎기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2/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7.6㎝, 잔존너비 12.7㎝, 두께 1.5~1.7㎝

162. 암키와편(도면 50-162, 도판 49-162)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5G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집선문+방곽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대부분 지워져 

희미하다. 상단부는 3.2㎝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6.3㎝, 잔존너비 12.7㎝, 두께 1.3~1.5㎝

163. 암키와편(도면 50-163, 도판 49-163)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표면(2.5Y 6/2)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4.2㎝정도 깎기조정 하였고, 하단부 측면도 

부분적으로 깎기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4.6㎝, 잔존너비 9.8㎝, 두께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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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출토유물13(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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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암키와편(도면 50-164, 도판 50-164)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2.5G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0.6×1.2㎝정도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 분할계선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4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5.7㎝, 잔존너비 14.3㎝, 두께 1.6~1.9㎝

165. 암키와편(도면 51-165, 도판 50-165)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7.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선문+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3~1/4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8.7㎝, 잔존너비 10.2㎝, 두께 1.7~2.0㎝

166. 암키와편(도면 51-166, 도판 50-166)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어골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2㎝, 잔존너비 13.7㎝, 두께 1.7~2.0㎝

167. 암키와편(도면 51-167, 도판 50-167)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종방향의 명문이 타날되었으나 알아보기 힘들다. 내면은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9.6㎝, 잔존너비 12.5㎝, 두께 1.9~3.1㎝

168. 암키와편(도면 51-168, 도판 51-168)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7.5Y 5/1) 또는 자색(5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집선문+원권문+집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7.9㎝, 잔존너비 13.3㎝, 두께 1.9㎝

169. 암키와편(도면 52-169, 도판 51-169)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방곽 안에 명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포함된 집선문이 타날되었다. 

상단부는 1.5㎝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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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15.6㎝, 잔존너비 8.1㎝, 두께 1.7㎝

170. 암키와편(도면 52-170, 도판 51-170)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암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1.2×1.0㎝정도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0.7㎝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2.0㎝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10.8㎝, 잔존너비 10.0㎝, 두께 1.8~2.3㎝

171 암키와편(도면 52-171, 도판 51-171)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운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9.8㎝, 잔존너비 11.0㎝, 두께 1.3~1.6㎝

172. 납석제 뚜껑(도면 53-172, 도판 52-172)

납석제 뚜껑으로 신부와 구연단이 약간 결실되었으나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있다. 색조는 

회청색(10YR 4/1) 또는 회흑색(N 3/0)을 띤다. 뚜껑 내외면에 그을음이 다량 흡착되어 있다. 형태는 

신부 중앙부를 중심으로 사선으로 벌어지며, 돌출된 드림턱을 이루고 구연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신부 외면은 각 2조의 횡침선이 상하로 돌아간다.

잔존기고 3.6㎝, 구경 8.2㎝, 드림턱경 9.7㎝

173. 납석제 파수부 용기(도면 53-173, 도판 52-173)

납석제 용기로 구연단과 동체부가 약간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뚜껑과 세트를 이루며 파수가 

있다. 표면은 원래 회청색(2.5Y 5/1)을 띠고 있으나 파수 상부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내면까지 

흑색(N 3/0)의 그을음이 다량 부착되어 있다. 바닥은 편평하고 동체는 저부에서 세워져서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동체 상부에 길이 7㎝, 최대너비 

4.0㎝, 최대두께 4.1㎝의 파수 한 개가 부착되어 있다. 파수는 단부로 갈수록 좁아지며 위로 솟는다. 

파수는 깎기 정면하여 단면이 팔각형을 이룬다. 외면 동체의 상부와 하부에는 각 2조의 횡침선이 2열 

돌아간다.

기고 11.0㎝, 구경 8.9㎝, 저경 9.2㎝

174. 납석제 용기 저부편(도면 53-174, 도판 52-174)

납석제 용기로 저부의 1/3 정도와 동체 일부분만 잔존한다. 색조는 회색(7.5Y 7/1)을 띤다. 바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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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하고, 동체는 저부에서 직립에 가깝게 세워지며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외측면에는 각 2조의 

횡침선이 3열 돌아간다. 내측면과 내저부에 깎기 성형흔이 잘 나타난다.

잔존기고 11.4㎝, 복원저경 11.4㎝, 두께 1.3㎝

175. 철제 솥(도면 54-175, 도판 52-175)

철제 솥으로 구연과 동체부 일부분만 남아있다. 형태유지를 위해 구연과 동체의 결실된 부분을 넓게 

복원하였다. 전체적으로 녹이 다량 부착되어 있는 등 잔존상태는 좋지 않다. 동체 상부에 최대경이 

있으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동체 하부는 저부로 가면서 둥근 곡면을 이룬다. 외면 동체 상부에 너비 

3.5㎝ 정도의 넓은 전이 부착되어 있다. 구연단의 아래에 2조의 홈이 돌아가고, 전의 상부에는 6조의 

홈이 돌아간다.

잔존기고 29.0㎝, 복원구경 28.2㎝, 두께 0.4~0.6㎝

176 목제 빗(도면 54-176, 도판 52-176)

목제 빗으로 신부 절반 정도와 빗살 일부분이 잔존한다. 표면은 암갈색을 띠고 있다.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납작한 반원형으로 추정되며, 단면은 역이등변삼각형의 형태이다. 수종분석 결과 

조록나무속으로 추정되며, 도료는 도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잔존길이 10.2㎝, 너비 6.2㎝, 빗살길이 3.3㎝

177.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55-177, 도판 52-177)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띠고,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동체는 직립에 가깝게 세워지며 짧은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7.2㎝, 잔존너비 6.8㎝, 기벽두께 0.6㎝

178.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55-178, 도판 52-178)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의 절반 정도만 잔존하여 도상복원 하였다. 기표면은 옅은 

회색(2.5Y 6/1)을 띠고,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저부에는 직립에 

가까운 대각이 부착되어 있으며, 잔존하는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진다.

잔존기고 3.5㎝, 복원저경 7.6㎝, 기벽두께 0.7㎝

179. 원판형 토제품(도면 55-179, 도판 52-179)

경질소성의 원판형 토제품으로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토기 동체부편을 재가공하여 제작하였다. 

외면은 옅은 흑색(10YR 4/1)을 띠고, 내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단면은 약한 곡면을 이루고,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다.

길이 5.8㎝, 너비 6.1㎝, 두께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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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수키와편(도면 55-180, 도판 52-180)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어골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하여 대부분 지워지고 무문에 

가깝다. 타날면은 약간 각이 져 있다. 내면은 굵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1.6㎝, 잔존너비 8.5㎝, 두께 1.2~1.5㎝

181. 암키와편(도면 55-181, 도판 52-181)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문양이 타날되었으나 정면하여 무문에 가깝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2.0~3.0㎝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길이 8.8㎝, 잔존너비 10.2㎝, 두께 1.8㎝

182. 암키와편(도면 55-182, 도판 53-182)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6/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무문이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1/2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9.7㎝, 잔존너비 13.2㎝, 두께 1.7㎝

3)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수습유물

183. 동이(도면 56-183, 도판 53-183)

경질소성의 동이로 기물의 1/3정도만 잔존하고,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길이 

10.5㎝, 너비 3.3㎝정도의 대상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외면은 무문이고, 내외면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점토접합흔, 파수부착흔, 도구조정흔 등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14.4㎝, 복원구경 38.0㎝, 복원저경 26.6㎝

184. 연질토기 구연부편(도면 56-184, 도판 53-184)

연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옅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세워지다 

반전하여 구연부는 직각에 가깝게 꺾인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경부와 동체 상부에 선문이 

타날되었고, 구경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5㎝, 잔존너비 14.4㎝, 기벽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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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소호 구연부편(도면 56-185, 도판 53-185)

경질소성의 소호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일부분이 잔존한다.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3/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동체는 둥근 

곡면을 이루고, 경부는 짧게 세워지며 구연부는 직립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경부 

외면에 2조의 돌대가 부착되었으며 동체의 중위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동체 상부에는 

1.2㎝ 너비로 파상문이 돌아간다. 호 내외면에 자연유가 두껍게 흡착되어 있어 내면에만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기고 8.1㎝, 잔존너비 8.3㎝, 기벽두께 0.6~0.9㎝

186. 기대편(도면 56-186, 도판 53-186)

경질소성의 기대 통형부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통형부 

외면에 1.2㎝정도 돌출된 수직돌대가 부착되어 있으며, 파상문이 돌아간다. 통형부 내면은 

점토접합흔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4.4㎝, 잔존너비 5.5㎝, 기벽두께 1.1㎝

187.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56-187, 도판 53-187)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외면은 흑청색(N 3/0)을 띠고, 

내면은 회청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동체는 세워지고 외면에 2조의 돌대가 종방향으로 부착되었다. 돌대의 사이에는 

원형으로 추정되는 점열문이 시문되었다. 동체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4.5㎝, 잔존너비 5.1㎝, 기벽두께 0.4~0.7㎝

188.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56-188, 도판 53-188)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암회색을 띤다. 동체는 세워지고,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길이 13.0㎝, 잔존너비 8.0㎝, 기벽두께 0.5㎝

189. 파수부편(도면 56-189, 도판 53-189)

연질소성의 토기 파수부편으로 한쪽 파수부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황갈색(7.5YR 6/4)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우각형파수의 형태로 단부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지면서 위로 솟는다. 파수의 단면은 원형이다. 파수의 상부에 길이 3.5㎝, 깊이 

1.7㎝ 정도의 홈이 있다. 파수 외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길이 7.0㎝, 너비 3.2㎝, 두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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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6.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토 수습유물1(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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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삼족기편(도면 56-190, 도판 53-190)

경질소성의 삼족기편으로 한쪽 족부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족부는 원뿔형을 띠고, 여러 방향으로 깎기 

정면하여 단면은 팔각형을 이룬다.

잔존기고 3.6㎝, 잔존너비 2.3㎝, 두께 1.5㎝

191. 파수부편(도면 56-191, 도판 53-191)

연질소성의 파수부편으로 파수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황갈색(5YR 5/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우각형의 형태로 단부로 갈수록 위로 

솟으며 뾰족하다. 단면은 원형에 가깝다. 지두흔과 물손질 정면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3㎝, 최대너비 2.8㎝, 두께 2.5㎝

192. 삼족기편(도면 56-192, 도판 53-192)

경질소성의 삼족기편으로 족부의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색(2.5Y 5/1) 또는 

회청색(5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원뿔형의 형태로 단부로 갈수록 뾰족하다. 단면은 원형이다. 깎기정면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3㎝, 잔존너비 1.5㎝, 두께 1.5㎝

193. 뚜껑(도면 57-193, 도판 53-193)

경질소성의 토기 뚜껑으로 신부와 구연부 2/3정도가 결실되었다. 기표면은 옅은 회색(2.5Y 7/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색을 띤다. 기형은 환형의 꼭지를 

중심으로 납작한 반원형의 곡면을 이루며 벌어지다 내면에 드림턱이 형성되고, 한번 꺾이면서 

직립하는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신부 외면에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뚜껑 전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3.6㎝, 구경 15.8㎝, 꼭지경 4.0㎝, 기벽두께 0.5~0.7㎝

194. 뚜껑편(도면 57-194, 도판 53-194)

경질소성의 뚜껑으로 구연과 신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포가 발생하여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다. 

외면은 자연유가 흡착되어 회녹색(5Y 5/1) 또는 황색(10YR 6/2)을 띠고, 내면은 회색을 띤다. 

외면 상부에는 흑청색을 띠는 가마 불순물이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신부는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드림턱은 짧고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과 내면에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0㎝, 복원구경 10.4㎝, 기벽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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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뚜껑(도면 57-195, 도판 54-195)

경질소성의 토기 뚜껑으로 기물의 1/3정도가 잔존한다. 기표면은 옅은 회흑색(7.5YR 5/1) 또는 

옅은 회색(10YR 7/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색을 띤다. 기형은 환형의 꼭지를 중심으로 납작한 반원형의 곡면을 이루며 벌어지다 내면에 

드림턱이 형성되고, 한번 꺾이면서 직립하는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신부 

외면에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뚜껑 전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4.9㎝, 복원구경 18.6㎝, 꼭지경 6.0㎝, 기벽두께 0.6㎝

196. 대부완(도면 57-196, 도판 54-196)

경질소성의 대부완으로 구연과 동체의 2/3정도가 결실되었고, 대각도 일부분 결실되었다. 기표면은 

회색(7.5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짧은 대각이 부착되어 있고, 곡면을 이루며 벌어진다.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과 동체부 내외면에 회전깎기 정면흔이 확인되고, 대각은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5.8㎝, 복원구경 14.2㎝, 저경 6.8㎝

197. 배편(도면 57-197, 도판 54-197)

경질소성의 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자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직립한다. 구연부와 뚜껑받이턱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3㎝, 잔존너비 6.8㎝, 기벽두께 0.5~0.7㎝

198. 뚜껑편(도면 57-198, 도판 54-198)

경질소성의 뚜껑으로 구연과 신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신부는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드림턱은 

짧고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과 내면에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7㎝, 잔존너비 8.2㎝, 기벽두께 0.4㎝

199. 배편(도면 57-199, 도판 54-199)

경질소성의 배편으로 배신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배신은 완만한 사면을 이루고 구연부쪽으로 

가면서 반전하여 꺾인다. 신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7㎝, 잔존너비 7.2㎝, 기벽두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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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57-200, 도판 54-200)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일그러지고 기포가 

발생하여 터져있는 등 소성상태는 좋지 않다. 기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띠고 있으나 견부는 

옅은 회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경부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9㎝, 복원경부최대경 5.6㎝, 기벽두께 0.7㎝

201.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57-201, 도판 54-201)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청색(10YR 

4/1)을 띠고 있으나 외면 견부와 구연부 내면은 회녹색(5Y 4/1)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되고, 내면 경부와 견부의 경계부위에 접합흔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5.3㎝, 복원구경 12.0㎝, 기벽두께 0.6㎝

202. 고배 대각편(도면 57-202, 도판 54-202)

경질소성의 고배로 대각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옅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대각에 투창 2개가 

확인되고, 대각은 ‘八’자 형태로 벌어지며 단부는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대각단 외면에는 1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대각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4.9㎝, 복원대각경 8.6㎝, 두께 0.8㎝

203. 병 저부편(도면 57-203, 도판 54-203)

경질소성의 병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3/4정도가 잔존한다. 기포가 발생하여 갈라지고 

터져있는등 소성상태가 좋지 않다. 외면은 회청색(N 4/0)을 띠고, 내면은 짙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저부에 낮은 굽이 부착되어 있으며 동체는 

직립에 가깝게 세워진다. 내면에 물레성형흔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4.7㎝, 저경 9.6㎝, 기벽두께 0.6㎝

204. 병 저부편(도면 57-204, 도판 54-204)

경질소성의 병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이 잔존한다. 기포가 발생하여 갈라지고 터진 

부분이 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저부에 낮은 직립굽이 부착되어 있으며 

동체는 직립에 가깝게 세워진다. 동체 내면에 물레성형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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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기고 8.7㎝, 복원저경 8.2㎝, 기벽두께 0.4~0.9㎝

205.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58-205, 도판 54-205)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경부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띠고 있으나 견부는 황백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진다. 외면 

견부 하단에는 2조의 횡침선이 있다.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되고, 경부에 접합흔이 

남아있다.

잔존기고 5.5㎝, 잔존너비 11.2㎝, 기벽두께 0.7㎝

206.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58-206, 도판 54-206)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색(5Y 

4/1) 또는 옅은 회색(N 6/0)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가운데에 1조의 깊은 홈이 돌아간다. 외면 경부에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회전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희미하다.

잔존기고 6.3㎝, 잔존너비 8.4㎝, 기벽두께 0.7㎝

207.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58-207, 도판 54-207)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동체상부와 경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흑청색(N 4/0)을 

띠고, 내면은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자색을 띤다. 동체 상부에서 견부로 이어지며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진다. 동체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6.5㎝, 잔존너비 7.0㎝, 기벽두께 0.5㎝

208.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58-208, 도판 54-208)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경부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소성도가 낮은 편으로 내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견부에서 반전하여 세워진다. 외면 견부 하단에는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경부 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4㎝, 잔존너비 9.0㎝, 기벽두께 0.7㎝

209.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58-209, 도판 54-209)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동체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자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는 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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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을 이루고 동체 외면에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동체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2.9㎝, 잔존너비 5.9㎝, 기벽두께 0.4㎝

210. 완 구연부편(도면 58-210, 도판 55-210)

경질소성의 완으로 구연과 동체 상부의 1/3정도가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7.5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과 동체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7㎝, 복원구경 16.6㎝, 기벽두께 0.6㎝

211. 대부완 저부편(도면 58-211, 도판 55-211)

경질소성의 대부완 저부편으로 저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회색(10YR 6/1)을 띠고, 내면은 

짙은 회색(7.5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사면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며 벌어지고 ‘八’자 형태의 짧은 대각이 부착되어 있다. 

저부 내외면에 회전깎기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8㎝, 복원저경 7.0㎝, 기벽두께 0.4㎝

212.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58-212, 도판 55-212)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옅은 회색(7.5YR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잔존하는 동체부는 직립에 가깝게 세워진다. 동체 내면에는 물레성형흔이 남아있으며, 

저부와 동체 접합부분은 횡방향 정면하면서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잔존기고 6.5㎝, 복원저경 12.4㎝, 기벽두께 0.6㎝

213. 이형토기편(도면 58-213, 도판 55-213)

경질소성의 이형토기편으로 기물의 1/3정도만 잔존하여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소형 연적이나 

장식품 등으로 추정된다.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기형은 납작한 원통형을 이루고 평면형태는 원형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지만 중앙부로 가면서 오목하게 들어간다. 외측면에는 연속삼각형문양을 횡방향으로 

시문하였고,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2.5㎝, 복원저경 6.4㎝, 기벽두께 0.4㎝

214. 토기반(도면 59-214, 도판 55-214)

경질소성의 토기반으로 저부와 동체부는 절반이상 잔존하고 있으나 구연부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기표면은 옅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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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지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외면은 무문이고, 내외면에 물레성형흔과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외면 하단에는 저부와 

동체의 접합을 위한 횡방향 정면흔이 관찰된다.

기고 10.6㎝, 복원구경 24.2㎝, 저경 15.6㎝

215. 동이 구연부편(도면 59-215, 도판 55-215)

경질소성의 동이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한쪽 파수부가 잔존한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세워지고 구연부는 꺾이며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길이 

9.0㎝, 너비 4.0㎝ 정도의 대상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외면은 무문이고, 내외면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점토접합흔, 파수부착흔, 도구조정흔 등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17.7㎝, 잔존너비 20.3㎝, 기벽두께 0.8㎝

216. 동이 구연부편(도면 59-216, 도판 55-216)

경질소성의 동이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일부분만 잔존한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세워지고 구연부는 꺾이며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무문이고, 내외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5.6㎝, 복원구경 40.0㎝, 기벽두께 0.7~1.0㎝

217. 동이 구연부편(도면 60-217, 도판 55-217)

경질소성의 동이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일부분만 잔존한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기표면은 

회색(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사면에 세워지고 구연부는 꺾이며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무문이고, 내외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2㎝, 잔존너비 13.8㎝, 기벽두께 0.8㎝

218.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60-218, 도판 55-218)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일부분만 잔존한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기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사면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무문이고, 내외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1㎝, 복원구경 15.4㎝, 기벽두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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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시루 저부편(도면 60-219, 도판 55-219)

경질소성의 시루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기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옅은 회갈색을 띤다. 저부는 편평하며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세워진다. 바닥에는 2개의 시루공이 

확인된다. 동체 하단에 동체와 저부 부착을 위한 횡방향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0.1㎝, 잔존너비 8.4㎝, 기벽두께 0.6~0.8㎝

220.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60-220, 도판 55-220)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일부분만 잔존한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기표면은 옅은 

회색(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황색을 

띤다.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세워지고, 구연부는 꺾이며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무문이고, 내외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1㎝, 잔존너비 11.6㎝, 기벽두께 0.8㎝

221. 파수부편(도면 60-221, 도판 55-221)

경질소성의 토기 파수부편으로 동체 약간 면과 한쪽 파수부가 잔존한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기표면은 옅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황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길이 8.0㎝, 너비 3.0㎝정도의 대상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파수 주변으로 파수부착을 위한 지두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9.2㎝, 잔존너비 12.7㎝, 기벽두께 0.6~0.9㎝

222. 동이(도면 60-222, 도판 55-222)

경질소성의 동이로 기물의 1/3정도만 잔존하고, 바닥은 대부분 결실되었다. 소성도는 낮은 편으로 

기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지고, 구연부는 꺾이며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길이 10.0㎝, 너비 3.5㎝정도의 대상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외면은 무문이고, 내외면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점토접합흔, 파수부착흔, 도구조정흔 등이 관찰된다.

기고 19.1㎝, 복원구경 40.2㎝, 복원저경 25.0㎝

223. 연화문 수막새편(도면 61-223, 도판 55-223)

경질소성의 수막새편으로 드림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색(10YR 5/1)을 띠고,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드림부 문양은 단판연화문으로 자방과 연자가 배치된 지름 

3.5㎝의 원권을 중심으로 단판연화문이 둘러싸고 있다. 5개의 연자와 3엽의 연화문이 잔존하고 있다. 

뚜껑받이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여 매끄럽다.

잔존길이 7.1㎝, 잔존너비 9.8㎝, 두께 1.4~2.8㎝



158-137

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도면 6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토 수습유물6(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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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수키와편(도면 61-224, 도판 56-224)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소성도가 낮은 편이고,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색(5Y 6/1) 또는 

회황색(7.5YR 5/3)을 띠고, 두께가 얇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정면하여 무문이고,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9.5㎝, 잔존너비 7.2㎝, 두께 1.2~1.4㎝

225. 암키와편(도면 61-225, 도판 56-225)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산화소성 되어 표면은 황색(10YR 6/3)을 

띠고, 두께가 얇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여 무문이고,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1.0~1.8㎝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2/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3.0㎝, 잔존너비 10.2㎝, 두께 1.0~1.2㎝

226. 암키와편(도면 61-226, 도판 56-226)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표면은 회색(10YR 5/2)을 띠고, 두께가 

매우 얇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 정면하여 

무문이고,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한 후 

외면에서 내면으로 전면에 가깝게 다시 하여 두 번에 걸쳐 하였다.

잔존길이 7.0㎝, 잔존너비 6.2㎝, 두께 0.7~0.9㎝

227. 전(도면 61-227, 도판 56-227)

경질소성의 전으로 한쪽 모서리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옅은 회청색(10YR 5/2)을 띠고, 

태토는 굵은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무문으로 내외면에 매끄러운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1.2㎝, 잔존너비 10.2㎝, 두께 3.9~4.2㎝

228. 전(도면 61-228, 도판 57-228)

경질소성의 전으로 한쪽 모서리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7.5YR 5/1)을 띠고, 태토는 굵은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무문으로 내외면과 한쪽 측면에 매끄러운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되고, 한쪽 면에 사절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잔존길이 12.3㎝, 잔존너비 8.9㎝, 두께 4.3~4.6㎝

229. 전(도면 62-229, 도판 57-229)

경질소성의 전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띠고, 태토는 굵은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무문으로 내외면에 매끄러운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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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길이 10.5㎝, 잔존너비 7.4㎝, 두께 4.3㎝

230. 전(도면 62-230, 도판 57-230)

경질소성의 전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띠고, 태토는 굵은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무문으로 내외면과 한쪽 측면에 매끄러운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7㎝, 잔존너비 10.4㎝, 두께 4.0~4.6㎝

231. 전(도면 62-231, 도판 57-231)

경질소성의 전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띠고, 태토는 굵은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무문으로 내외면과 한쪽 측면에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1.3㎝, 잔존너비 5.6㎝, 두께 4.4㎝

232. 수키와편(도면 62-232, 도판 57-232)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부단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표면은 회색(10YR 6/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무문으로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내면은 굵은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에서 하단부 측면까지 세 번에 걸쳐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길이 7.0㎝, 잔존너비 6.8㎝, 두께 1.0㎝

233. 암키와편(도면 62-233, 도판 58-233)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소성도가 낮은 편이다. 표면은 회색(2.5Y 

5/1)을 띠고, 두께가 얇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8.4㎝, 잔존너비 7.8㎝, 두께 0.8㎝

234. 암키와편(도면 62-234, 도판 58-234)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표면은 회색(5Y 5/1)을 띠고, 

두께가 얇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무문으로 ‘ㄴ’자 형태의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두 번에 걸쳐 하였다.

잔존길이 7.7㎝, 잔존너비 6.2㎝, 두께 0.9~1.0㎝

235. 수키와편(도면 63-235, 도판 58-235)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옅은 회색(2.5Y 6/1) 또는 짙은 회색 

(10YR 4/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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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물손질 정면한 흔적이 나타한다. 하단부는 1.0㎝정도 깎기정면 하였고, 하단부 측면 또한 

깎기정면 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0.8㎝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1/2~1/3정도 하였다.

잔존길이 16.7㎝, 잔존너비 14.9㎝, 두께 1.4㎝

236. 암키와편(도면 63-236, 도판 58-236)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무문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희미하게 

확인되고,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살짝 그어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9.9㎝, 잔존너비 8.7㎝, 두께 1.3~1.5㎝

237. 암키와편(도면 63-237, 도판 58-237)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휘어져 있다. 표면은 회청색(N 5/0)을 띠고, 

두께가 얇은 편이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된 

후 부분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상단부 측면도 정면하였으며, 가운데에 홈이 파여 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3.2㎝, 잔존너비 14.3㎝, 두께 0.9㎝

4. 백제시대 유물포함층(4차 발굴조사)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발굴조사(4차)는 나말여초 문화층 발굴조사(2차) 당시 조사지역 북쪽과 남쪽에 

설치한 Test Pit를 통해 확인된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에 대하여 8개의 Grid를 설정하여 유물포함층 및 

목탄의 분포범위와 출토유물을 확인하며, 층위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해발 22.0m 내외에서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1개소가 확인되었다.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의 

평면적 분포범위는 조사지역이 협소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대체로 조사지역 남서쪽을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유물포함층 일부에서 목탄층이 부정형으로 확인되었으며, 목탄층은 사질토와 

함께 여러 층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도면 4. 참조).

출토유물로는 유물포함층 내부에서 삼족기편, 개배편, 심발형토기, 기와, 전, 방추차 등 다양한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포함층 아래에서는 역층(자연퇴적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역층 

하부에는 풍화암반토(기반층)가 확인되며, 하부에서 더 이상의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는다.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수습유물

(1) 1번 Grid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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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발굴조사 범위 267.8㎡

Grid 토층둑

GPS1

GPS2

GPS3

GPS4

1번 Grid

2번 Grid

3번 Grid

4번 Grid

5번 Grid

6번 Grid

7번 Grid

8번 Grid

6m0

210845.3547
23.65m

428055.7562
210842.1924
 23.82m
428053.9675
210861.7362

 23.75m

428065.1235
210863.2473

 23.70m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GPS 1
X
Y
Z

428072.1381
측점 TM 좌표

GPS 2
X
Y
Z

GPS 3
X
Y
Z

GPS 4
X
Y
Z

도면 64.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Grid 현황도(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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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발굴조사 범위 267.8㎡

목탄분포  범위

GPS1

GPS2

GPS3

GPS4

210845.3547
23.65m

428055.7562
210842.1924
 23.82m
428053.9675
210861.7362

 23.75m

428065.1235
210863.2473

 23.70m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GPS 1
X
Y
Z

428072.1381
측점 TM 좌표

GPS 2
X
Y
Z

GPS 3
X
Y
Z

GPS 4
X
Y
Z

6m0

도면 65.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현황도(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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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1번 Grid 수습유물(23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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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삼족기편(도면 66-238, 도판 61-238)

경질소성의 삼족기의 한쪽 족부와 배신 약간면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청색(7.5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자색을 띤다. 잔존하는 족부는 

원뿔형에 가까우며 배신부착흔이 관찰된다. 족부 단은 뾰족하며, 휘어져 밖으로 외반하였다. 깎기 후 

물손질 정면하여 매끄럽다.

잔존기고 4.6㎝, 족기고 3.9㎝, 족최대경 2.0㎝

239. 뚜껑편(도면 66-239, 도판 61-239)

경질소성의 뚜껑으로 신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짙은 회색을 띤다. 신부에서 뚜껑받이부로 가면서 깎기 

정면하였고, 뚜껑받이부는 약간 돌출되었다. 신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2㎝, 잔존너비 5.3㎝, 기벽두께 0.4~0.8㎝

240.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6-240, 도판 61-240)

연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황갈색(5YR 5/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거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다.

잔존길이 5.0㎝, 잔존너비 6.3㎝, 기벽두께 0.7㎝

241.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6-241, 도판 61-241)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회색(N 5/0)을 띠고, 내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동체 외면에는 5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동체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6.1㎝, 잔존너비 6.5㎝, 기벽두께 0.6㎝

242. 수키와편(도면 66-242, 도판 61-242)

연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단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두께가 얇다. 표면은 대부분 회색(10YR 6/2)을 

띠고 일부분 회황색(10YR 5/3)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무문으로 매끄럽게 정면하였고, 단부에 횡방향의 도구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굵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조정하지 않았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은 전면 와도질하였다.

잔존길이 9.5㎝, 잔존너비 10.8㎝, 두께 1.1㎝

243. 암키와편(도면 66-243, 도판 61-243)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단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소성도가 낮은 편이며, 두께가 얇다. 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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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10YR 6/1)을 띠고,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매우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하여 문양이 희미하다. 내면은 포목흔과 종방향 도구정면흔이 확인된다. 단부는 

약간 깎기정면 한 부분이 보이지만 무조정에 가깝다. 단부 측면도 깎기정면하였다.

잔존길이 13.4㎝, 잔존너비 9.7㎝, 두께 0.9㎝

244. 암키와편(도면 66-244, 도판 61-244)

연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하단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0.7㎝정도 깎기조정 한 것으로 관찰되지만 박리되어 희미하고, 하단부 측면도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7.0㎝, 잔존너비 6.4㎝, 두께 0.8㎝

(2) 3번 Grid 수습유물

245. 무문토기 저부편(도면 67-245, 도판 62-245)

무문토기 저부편으로 저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황갈색(7.5YR 5/3)을 띠고, 내면은 

적갈색(5YR 5/3)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박리되어 

정면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내면은 목리흔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3.7㎝, 저경 8.6㎝, 기벽두께 1.0㎝

246. 발형토기 저부편(도면 67-246, 도판 62-246)

연질소성의 발형토기로 저부와 동체 하부만 잔존한다. 외면은 주로 흑갈색(7.5YR 4/1)을 띠고, 

내면은 황갈색(5YR 5/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황갈색 또는 흑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곡면을 이루며 세워진다. 동체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외면 동체와 바닥 접합부분은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박리되어 정면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기고 5.5㎝, 저경 6.7㎝, 기벽두께 0.4~0.5㎝

247. 발형토기 저부편(도면 67-247, 도판 62-247)

연질소성의 발형토기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2/3정도만 잔존한다. 외측면은 회갈색(7.5YR 5/3)을 

띠고, 외저면과 내면은 황갈색(7.5YR 6/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운모가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며 동체는 세워진다. 동체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외면 

동체와 바닥 접합부분은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9㎝, 저경 8.3㎝, 기벽두께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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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연질토기 구연부편(도면 67-248, 도판 62-248)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구연과 동체 상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암회색(7.5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운모가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세워지고, 경부는 짧고 구연은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구경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5.7㎝, 잔존너비 6.1㎝, 기벽두께 0.5㎝

249. 연질토기 구연부편(도면 67-249, 도판 62-249)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구연과 경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황색(10YR 

4/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경부는 짧고 

구연은 외반한다. 구연은 안에서 밖으로 접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 경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구경부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1㎝, 잔존너비 6.9㎝, 기벽두께 0.5㎝

250.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7-250, 도판 62-250)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동체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적갈색(5YR 6/4) 또는 회황색(10YR 6/2)을 

띠고, 내면은 황갈색(7.5YR 6/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는 횡방향으로 곡면을 이룬다. 동체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박자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7.3㎝, 잔존너비 15.6㎝, 기벽두께 0.8㎝

251.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7-251, 도판 62-251)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동체 일부분이 잔존한다. 외면은 주로 황갈색(5Y 5/4)을 띠고, 내면은 

회갈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갈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박리되어 

정면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10.9㎝, 잔존너비 11.0㎝, 기벽두께 0.6㎝

252.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7-252, 도판 62-252)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동체 일부분이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외면은 주로 황갈색(7.5YR 5/4)을 

띠고, 내면은 적갈색(2.5YR 5/6)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는 선문이 중복 타날되었고, 내면은 박리되어 정면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6.1㎝, 잔존너비 7.6㎝, 기벽두께 0.5~0.6㎝



158-149

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도면 67.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수습유물1(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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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7-253, 도판 62-253)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동체 일부분이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외면은 회색(10YR 5/2)을 띠고, 

내면은 황갈색(7.5YR 5/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동체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6.0㎝, 잔존너비 8.0㎝, 기벽두께 1.0~1.1㎝

254.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8-254, 도판 62-254)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동체 일부분이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황갈색(7.5YR 5/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동체 외면은 선문과 

태선문이 타날되었고, 횡침선이 1조 돌아간다. 내면에는 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6.2㎝, 잔존너비 6.3㎝, 기벽두께 0.6~0.7㎝

255.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8-255, 도판 62-255)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동체 일부분이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황색(10YR 6/3)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황색을 띤다. 동체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도구조정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6.3㎝, 잔존너비 5.9㎝, 기벽두께 0.5㎝

256.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8-256, 도판 63-256)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동체 일부분이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색(10YR 6/2)을 띠고 

있으나 외면은 그을음이 흡착되어 회흑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옅은 회색을 띤다. 동체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3㎝, 잔존너비 6.8㎝, 기벽두께 0.6㎝

257.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8-257, 도판 63-257)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동체 일부분이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황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옅은 회색을 띤다. 동체 외면은 

선문이 중복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지두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2㎝, 잔존너비 6.9㎝, 기벽두께 0.6~0.7㎝

258. 연질토기 저부편(도면 68-258, 도판 63-258)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황갈색(5YR 5/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바닥은 편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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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8.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수습유물2(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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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세워진다. 동체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외면 동체와 바닥 접합부분은 깎기 

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 내면에는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6.3㎝, 잔존너비 6.4㎝, 기벽두께 0.7㎝

259. 연질토기 저부편(도면 68-259, 도판 63-259)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저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회흑색(2.5Y 4/1)을 띠고, 내면은 

갈색(10YR 5/3)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저부는 완만한 곡면을 이루며, 외면에 태선문이 중복타날되었고,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1㎝, 잔존너비 7.5㎝, 기벽두께 0.3㎝

260. 연질토기 저부편(도면 68-260, 도판 63-260)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갈색(10YR 5/2) 또는 

회흑색(10YR 4/1)을 띠고, 내면은 회흑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저부는 둥근 곡면을 이루며, 외면에 선문이 

중복타날되었다. 내면은 박리되어 정면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6.2㎝, 잔존너비 6.9㎝, 기벽두께 0.6㎝

261. 시루 저부편(도면 68-261, 도판 63-261)

연질소성의 토기편으로 시루의 바닥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외면은 흑색(N 3/0)을 띠고, 

내면은 황갈색(7.5YR 5/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지름 2.7㎝정도의 원형 시루공과 너비 5.4㎝ 이상의 시루공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기고 6.0㎝, 잔존너비 4.4㎝, 기벽두께 0.8㎝

262. 단경호 구연부편(도면 69-262, 도판 63-262)

경질소성의 단경호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 견부의 1/4정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7.5Y 4/1)을 띠고, 구연 내면과 견부는 용융되지 않은 자연유가 흡착되어 부분적으로 황색(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기형은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지다가 구연부로 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견부에 격자타날문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8.8㎝, 복원구경 16.0㎝, 기벽두께 0.5~0.6㎝

263. 단경호 구연부편(도면 69-263, 도판 63-263)

경질소성의 단경호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상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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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은 잔존하는 견부는 곡면을 이루며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지다가 구연부로 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고, 가운데에 깊은 홈이 돌아간다. 외면 동체에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경부와 견부의 접합흔과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구경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기고 11.0㎝, 잔존너비 10.3㎝, 기벽두께 0.5㎝

264. 직구호 구연부편(도면 69-264, 도판 63-264)

경질소성의 직구호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상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5YR 6/1)을 

띤다. 견부에 황녹색 자연유가 일부분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는 곡면을 이루며 내경하고, 구연부는 견부에서 

직각에 가깝게 세워지며 직립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 동체에 2조의 파상문이 약간 

남아있다. 구연과 견부는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기고 6.1㎝, 잔존너비 10.4㎝, 기벽두께 0.4~0.5㎝

265. 단경호 구연부편(도면 69-265, 도판 63-265)

경질소성의 단경호 구연부편으로 구연부는 기물의 1/3정도가 잔존하고 견부는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기형은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지다가 구연부로 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견부에 선문이 타날되었고, 구경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기고 7.2㎝, 복원구경 14.2㎝, 기벽두께 0.6㎝

266. 직구호 구연부편(도면 69-266, 도판 63-266)

경질소성의 직구호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상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주로 암회색(10R 

5/1)을 띠고, 외면 일부분 회갈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는 내경하고, 구연부는 견부에서 직각에 가깝게 세워지며 

직립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잔존하는 동체 외면은 무문이고, 구연과 견부는 회전물손질 

정면되었다.

잔존기고 6.0㎝, 잔존너비 11.8㎝, 기벽두께 0.5㎝

267.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9-267, 도판 63-267)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 외면에는 선문이 교차타날 되었다.

잔존길이 6.9㎝, 잔존너비 8.8㎝, 기벽두께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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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0-268, 도판 63-268)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7/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 외면에는 0.25×0.25㎝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8.1㎝, 잔존너비 7.1㎝, 기벽두께 0.9~1.1㎝

269.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0-269, 도판 63-269)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주로 회색(2.5Y 5/1)을 띠고 

부분적으로 갈색(7.5YR 5/2)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동체는 완만한 곡면을 이룬다. 동체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9.9㎝, 잔존너비 8.4㎝, 기벽두께 0.7~0.9㎝

270.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0-270, 도판 63-270)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7.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는 

0.2×0.25㎝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여러 방향의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4㎝, 잔존너비 5.7㎝, 기벽두께 0.8㎝

271.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0-271, 도판 63-271)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흑색(N 3/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갈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종방향의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7.8㎝, 잔존너비 9.6㎝, 기벽두께 0.5~0.7㎝

272.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70-272, 도판 64-272)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저부는 

곡면을 이루고 있다. 동체 외면에는 0.25×1.1㎝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7.1㎝, 잔존너비 6.4㎝, 기벽두께 0.9~1.2㎝

273. 호형토기 저부편(도면 70-273, 도판 64-273)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이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2.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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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기형은 

동체 하부에서 저부까지 원저형을 이룬다. 외면은 선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돌렸으며, 선문 아래로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물손질하여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0.2㎝, 잔존너비 11.2㎝, 기벽두께 0.7~1.1㎝

274. 호형토기 저부편(도면 70-274, 도판 64-274)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의 일부분이 잔존한다. 동체 측면과 내면은 

암회색(10YR 4/1)을 띠고 외저부는 갈색(7.5YR 5/2), 내저부는 회색(2.5Y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갈색을 띤다. 기형은 동체 하부에서 저부까지 

눌린 원저형을 이룬다. 잔존하는 외면 동체는 무문이고, 내측면에 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8.3㎝, 잔존너비 15.8㎝, 기벽두께 0.7㎝

275. 삼족기(도면 71-275, 도판 64-275)

경질소성의 삼족기로 기물의 절반 정도가 결실되어 세 개의 족부 중 한 개는 남아있지 않다. 외면은 

회색조(7.5YR 5/1)를 띠고 내면은 옅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청색을 띤다. 배신은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둥글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직립한다. 배신의 외저면에는 원뿔형의 족부 

두 개가 남아있으며 깎기정면 하였다. 외저부에 족부를 부착한 흔적이 잘 남아있으며, 구연부와 배신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6.0㎝, 복원구경 12.6㎝, 기벽두께 0.8㎝

276. 삼족기편(도면 71-276, 도판 64-276)

경질소성의 삼족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 1/4정도만 잔존하며 족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외면은 주로 

흑청색(10YR 4/1)을 띠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산화소성되어 흑갈색(5Y 3/1) 또는 갈색(2.5YR 4/2)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갈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직립한다. 배신의 외저면에는 다리가 부착되었으나 결실되고 부착 흔적만 잔존한다.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0㎝, 복원구경 11.8㎝, 기벽두께 0.8㎝

277. 삼족기편(도면 71-277, 도판 64-277)

경질소성의 삼족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 1/4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다량의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갈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길고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직립한다. 배신의 외저면에는 다리가 부착되었으나 결실되고 부착 흔적만 잔존한다. 구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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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0㎝, 복원구경 9.6㎝, 기벽두께 0.5㎝

278. 유개고배편(도면 71-278, 도판 64-278)

경질소성의 고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 1/4정도만 잔존하며 대각은 결실되었다. 기표면은 주로 짙은 

회청색(N 4/0)을 띠고 일부분 옅은 회청색(2.5Y 4/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자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짧고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약간 외반한다. 배신의 외저면에는 대각이 

부착되었던 흔적이 약간 남아있다.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0㎝, 복원구경 12.0㎝, 기벽두께 0.6㎝

279. 뚜껑편(도면 71-279, 도판 64-279)

경질소성의 뚜껑으로 기물의 1/4정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주로 회색(10YR 4/1)을 띠고 외면 

구연부는 부분적으로 회갈색(5YR 4/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신부는 반원형을 이루고 드림턱은 짧고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직립한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2㎝, 복원구경 10.6㎝, 기벽두께 0.6㎝

280. 삼족기편(도면 71-280, 도판 64-280)

경질소성의 삼족기로 배신과 구연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소량의 세석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배신은 사면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둥글고 납작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직립한다.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5㎝, 복원 뚜껑받이턱경 14.8㎝, 기벽두께 0.4㎝

281. 뚜껑편(도면 71-281, 도판 64-281)

경질소성의 뚜껑으로 기물의 절반정도가 잔존한다. 외면은 회청색(N 4/0)을 띠고 내면은 옅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 또는 암자색을 

띤다. 신부는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구연은 신부에서 세워져 직립한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3.8㎝, 복원구경 13.8㎝, 기벽두께 0.4㎝

282. 뚜껑편(도면 71-282, 도판 64-282)

경질소성의 뚜껑으로 기물의 1/3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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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도면 7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수습유물5(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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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드림턱은 짧고 둥글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과 신부 일부분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3.0㎝, 복원구경 9.2㎝, 기벽두께 0.7㎝

283. 뚜껑편(도면 71-283, 도판 64-283)

경질소성의 뚜껑으로 기물의 1/5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신부는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드림턱은 짧고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직립하다가 단부에서 외반한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2㎝, 복원구경 12.4㎝, 기벽두께 0.5㎝

284. 뚜껑편(도면 71-284, 도판 64-284)

경질소성의 뚜껑으로 구연과 신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청색(N 3/0)을 띠고 신부 외면은 

자연유가 흡착되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신부는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드림턱은 짧고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직립한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3㎝, 복원구경 12.4㎝, 기벽두께 0.7㎝

285. 배편(도면 71-285, 도판 64-285)

경질소성의 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 1/3정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둥글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직립한다.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3㎝, 복원구경 10.0㎝, 기벽두께 0.6㎝

286. 뚜껑편(도면 71-286, 도판 64-286)

꼭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무뉴식 경질소성 뚜껑으로 기물의 일부분이 결실되었다. 외면은 

회청색(N 5/0)을 띠고 내면은 자연유가 다량 흡착되어 흑녹색(5Y 5/1) 또는 황녹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신부는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구연은 신부에서 세워져 직립한다. 구연부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2.5㎝, 구경 7.5㎝, 기벽두께 0.5㎝

287. 뚜껑편(도면 71-287, 도판 64-287)

경질소성의 소형 뚜껑으로 구연과 신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띠고 신부 외면에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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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2.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수습유물6(28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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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는 반원형을 이루고 구연은 신부에서 세워져 직립한다. 구연부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6㎝, 복원구경 6.6㎝, 기벽두께 0.7㎝

288. 암키와편(도면 72-288, 도판 65-288)

연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회갈색(7.5YR 5/2) 또는 

황갈색(7.5YR 5/3)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내면은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전면을 매끄럽게 하였다.

잔존길이 11.8㎝, 잔존너비 11.8㎝, 두께 1.2㎝

289. 암키와편(도면 72-289, 도판 65-289)

연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회색(10YR 6/2)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황갈색 또는 회색을 띤다. 외면은 

무문으로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전면을 

매끄럽게 하였다.

잔존길이 9.0㎝, 잔존너비 8.7㎝, 두께 1.1㎝

290. 암키와편(도면 72-290, 도판 65-290)

연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황갈색(7.5YR 

5/3)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8㎝, 잔존너비 7.5㎝, 두께 1.3㎝

291. 암키와편(도면 72-291, 도판 65-291)

연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명회색(5Y 6/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세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문양이 희미하다. 내면은 포목흔과 점토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전면을 

매끄럽게 하였고, 내외면도 0.3~0.9㎝정도 종방향 깎기정면 하였다.

잔존길이 11.0㎝, 잔존너비 7.1㎝, 두께 1.0~1.6㎝

292. 암키와편(도면 73-292, 도판 66-292)

연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두께가 얇으며 표면은 암회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2㎝, 잔존너비 9.6㎝, 두께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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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3.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수습유물7(29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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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암키와편(도면 73-293, 도판 66-293)

연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갈색(7.5YR 5/3)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정면되어 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2회에 걸쳐 전면을 매끄럽게 하였다.

잔존길이 9.4㎝, 잔존너비 7.8㎝, 두께 1.3㎝

294. 암키와편((도면 73-294, 도판 66-294)

연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두께가 얇은 편이며 표면은 황갈색(5YR 

5/4) 또는 회황색(10YR 5/3)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니질점토를 사용하였고,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문양이 뚜렷하지 않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2회에 걸쳐 전면을 매끄럽게 하였다.

잔존길이 3.4㎝, 잔존너비 7.0㎝, 두께 1.0㎝

295. 전(도면 73-295, 도판 66-295)

경질소성의 전으로 일부분만 잔존한다. 표면은 회청색(10YR 5/1)을 띠고,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무문으로 내외면과 잔존하는 세 측면에서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길이 16.0㎝, 잔존너비 11.9㎝, 두께 3.9㎝

296. 납석제 방추차(도면 73-296, 도판 66-296)

납석제 방추차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전면은 일부분 박락되었으며, 후면은 마연이 미완성된 

상태이다. 표면은 회색조(7.5Y 5/1)를 띤다. 전면과 측면, 후면 약간 면에서 마연흔이 관찰된다. 

중앙부에 지름 0.7~0.8㎝의 혈이 있으며, 외면 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천공하였다.

길이 5.9㎝, 잔존너비 6.6㎝, 두께 1.1㎝

(3) 4번 Grid 수습유물

297. 연질토기 구연부편(도면 74-297, 도판 67-297)

연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외면은 회백색(5Y 

5/1)을 띠고, 내면은 회흑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백색을 띤다. 경부는 내경하며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경부에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되어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박리되어 정면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기고 3.0㎝, 잔존너비 5.9㎝, 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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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4-298, 도판 67-298)

연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견부와 동체 상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회백색(5Y 7/1)을 

띠고, 내면은 암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기형은 동체상부에서 견부로 이어지면서 내경하고, 경부로 가면서 세워진다. 외면 동체에 선문이 

타날되었고, 2.5㎝정도 간격의 횡침선이 2조 돌아간다. 내면은 종방향의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8.7㎝, 잔존너비 10.2㎝, 두께 0.5㎝

299. 연질토기 경부편(도면 74-299, 도판 67-299)

연질소성의 토기 경부편으로 경부와 견부의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외면은 회황색(10YR 

5/2)을 띠고, 내면은 회흑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진다. 외면 동체에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약간 확인된다.

잔존기고 3.6㎝, 잔존너비 5.2㎝, 두께 0.5㎝

도면 74.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4번 Grid 수습유물(29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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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74-300, 도판 67-300)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 하부에서 

저부로 가면서 곡면을 이룬다. 외면은 선문이 중복타날 되었고,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0㎝, 잔존너비 7.5㎝, 두께 0.6~0.8㎝

301. 호형토기 견부편(도면 74-301, 도판 67-301)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견부편으로 경부 약간 면과 견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갈색을 

띤다. 견부는 내경하고 약간 남은 경부는 세워진다. 외면 동체에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여러 

방향의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6.5㎝, 잔존너비 16.6㎝, 두께 0.6㎝

(4) 5번 Grid 수습유물

302. 삼족기편(도면 75-302, 도판 67-302)

경질소성의 삼족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의 일부분과 한쪽 족부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둥글게 성형하였다. 구연은 직립한다. 배신의 외저면에는 원뿔형의 

다리를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는데 한 개만 남아있다. 여러 방향으로 깎기 정면하였다. 구연부와 

배신의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7.9㎝, 잔존너비 12.6㎝, 기벽두께 0.8㎝

303. 배편(도면 75-303, 도판 67-303)

경질소성의 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흑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짙은 회청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둥글게 성형하였다.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부의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9㎝, 복원구경 10.4㎝, 기벽두께 0.5㎝

304.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75-304, 도판 67-304)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동체는 곡면을 이루며 벌어지고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과 동체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6㎝, 복원구경 10.4㎝, 기벽두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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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5.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수습유물1(3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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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75-305, 도판 67-305)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견부, 동체 상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띠고 있으나 외면 대부분은 불투명발색된 황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기형은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지다가 구연부로 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부는 밖으로 접어서 붙였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견부에는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구연과 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3.4㎝, 복원구경 26.8㎝, 기벽두께 0.5~0.6㎝

306. 대부완(도면 75-306, 도판 67-306)

경질소성의 대부완으로 구연과 동체 중상부의 대부분이 결실되었고, 대각도 일부분 결실되었다. 

기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는 ‘八’자로 벌어지는 대각이 부착되어 있고, 곡면을 이루며 벌어진다. 구연부는 

외반한다. 완의 내저부에서 측면까지 물레성형흔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구연에서 외측면까지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외저부에는 대각부착흔이 관찰된다.

기고 8.5㎝, 복원구경 14.2㎝, 기벽두께 7.7㎝

307. 호형토기 경부편(도면 75-307, 도판 67-307)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경부편으로 경부와 견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자연유가 흡착되어 

회녹색(2.5Y 4/1)을 띠고, 내면은 암회색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하는 견부는 내만하며 경부로 이어지고, 경부는 짧게 

세워지다가 구연 쪽으로 가면서 외반한다.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6.3㎝, 잔존너비 8.4㎝, 기벽두께 1.0㎝

308. 원판형 토기편(도면 75-308, 도판 67-308)

경질소성의 원판형 토기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청색(2.5Y 6/1)을 띠고, 외면에 이물질이 

다량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도상복원 되며, 

단면은 편평하여 굴곡이 없다. 외면에 문양이 시문되었는데, 상하로 3조의 횡침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6조의 파상문이 돌아간다. 측면은 상하로 횡방향 2회 깎기정면 하였다.

잔존길이 7.8㎝, 복원구경 17.6㎝, 두께 0.9㎝

309.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75-309, 도판 67-309)

경질소성의 토기의 저부와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색(5Y 6/1)을 띠고,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저부는 편평하며 동체는 세워진다. 저부의 잔존 측면이 2회 

깎기정면 하여 마무리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루의 시루공 부분으로 판단되며, 잔존면으로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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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6.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수습유물2(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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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공의 너비는 11.5㎝정도로 추정된다. 외저부에 점토부착흔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6.6㎝, 복원저경 35.2㎝, 기벽두께 0.9㎝

310. 수키와편(도면 76-310, 도판 67-310)

경질소성의 수키와편으로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1.0~2.0㎝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0.7~2.0㎝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15.4㎝, 잔존너비 14.1㎝, 두께 1.8㎝

311. 암키와편(도면 76-311, 도판 68-311)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단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산화소성 되어 황갈색(7.5YR 6/4)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었고, 상단부는 

1.0㎝정도 횡방향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약하게 하였다.

잔존길이 18.5㎝, 잔존너비 11.6㎝, 두께 1.2~2.7㎝

312. 암키와편(도면 76-312, 도판 68-312)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상단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표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무문으로 매끄럽게 정면되었다. 내면은 

포목흔과 통쪽와통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2회에 걸쳐 전면에 하였다.

잔존길이 8.6㎝, 잔존너비 9.3㎝, 두께 2.0㎝

(5) 6번 Grid 수습유물

313.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7-313, 도판 68-313)

연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동체 일부분만 잔존한다. 외면은 황갈색(7.5YR 5/3)을 띠고, 내면은 

회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적갈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박리되었으나 박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길이 7.0㎝, 잔존너비 6.7㎝, 두께 0.5㎝

314.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7-314, 도판 68-314)

연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동체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황갈색(7.5YR 5/2)을 띠고, 

내면에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외면 동체에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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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길이 7.5㎝, 잔존너비 7.3㎝, 두께 0.5㎝

315.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7-315, 도판 68-315)

연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동체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5/2)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5.7㎝, 잔존너비 5.8㎝, 두께 0.5~0.8㎝

도면 77.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6번 Grid 수습유물(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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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호형토기 저부편(도면 77-316, 도판 68-316)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옅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 하부에서 

저부로 가면서 곡면을 이루고. 바닥은 편평하다. 외면은 동체부에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저부 

바닥면까지 선문이 중복타날 되었다. 내면은 지두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0.0㎝, 잔존너비 12.0㎝, 두께 0.4㎝

317. 삼족기편(도면 77-317 도판 68-317)

경질소성의 삼족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의 1/3정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대체적으로 짙은 

회청색(7.5YR 5/1)을 띠나 소성도가 낮은 부분은 갈색(5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갈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돌출되었다. 

구연은 직립한다. 배신의 외저면에는 족부의 부착흔이 확인된다. 구연부와 배신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7㎝, 복원저경 12.2㎝, 두께 0.5㎝

318. 직구호 구연부편(도면 77-318, 도판 68-318)

경질소성의 직구호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의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기표면은 자연유가 

흡착되어 회녹색(2.5Y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경부는 세워지며,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으며 가운데에 홈이 돌아간다. 외면 

경부에는 돌대가 돌아간다. 잔존하는 동체는 내경하고, 구연부는 견부에서 직각에 가깝게 세워지며 

직립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7㎝, 잔존너비 7.6㎝, 두께 0.7㎝

(6) Test Pit 수습유물

319.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78-319, 도판 69-319)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경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기형은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짧은 경부는 세워지다가 구연부로 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경부와 견부에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 구경부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6.4㎝, 잔존너비 10.6㎝, 두께 0.6㎝

320. 파수부편(도면 78-320, 도판 69-320)

연질소성의 토기 파수부편으로 동체 약간 면과 한쪽 파수부가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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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암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색을 

띤다. 파수는 단부로 가면서 너비가 좁아지면서 위로 솟는 형태로 단부는 뭉툭하게 처리되었다. 파수의 

단면은 원형이다. 파수의 상부에 길이 3.7㎝, 깊이 1.3㎝정도의 홈이 있으며, 하부에는 구멍을 뚫다만 

흔적 3개가 관찰된다. 약간 면이 잔존하는 동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파수에는 성형과 동체부착을 

위한 지두흔이 확인된다.

파수길이 8.2㎝, 파수최대너비 5.0㎝, 두께 3.3㎝

321.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78-321, 도판 69-321)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소성도가 낮은 편이다. 구연과 경부, 견부의 일부분만 잔존한다. 

기표면은 옅은 회색(10YR 6/1)을 띠고 있으나 외면은 황색의 이물질이 다량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기형은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지다가 구연부로 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고, 1조의 홈이 돌아간다. 

외면에 0.15×0.15㎝정도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되고, 

내면 견부에 박자흔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6.3㎝, 잔존너비 6.4㎝, 두께 0.4~0.5㎝

322.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8-322, 도판 69-322)

연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황갈색(7.5YR 5/3) 또는 적갈색(5YR 

6/4)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외면에 

승문과 태선문이 타날되었으며, 태선문은 중복타날 되었다. 내면은 동심원 형태에 가까운 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9.2㎝, 잔존너비 8.7㎝, 두께 0.6~0.7㎝

323.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8-323, 도판 69-323)

연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외면은 옅은 회갈색(7.5YR 5/2)을 

띠고, 내면은 갈색(5YR 5/4)을 띠고 있으며 외면에는 흑색의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황갈색을 띤다. 외면에 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이물질 흡착과 박리로 정면흔 확인이 어렵다.

잔존길이 6.8㎝, 잔존너비 4.2㎝, 두께 0.7㎝

324. 연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8-324, 도판 69-324)

연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외면은 적갈색(10YR 6/4)을 띠고, 

내면은 황갈색(10YR 6/3)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외면에 0.3×0.5㎝정도의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박자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잔존길이 5.1㎝, 잔존너비 5.3㎝, 두께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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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8.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수습유물1(3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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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삼족기편(도면 78-325, 도판 69-325)

경질소성의 삼족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의 1/3정도만 잔존한다. 외저부는 회색조(10YR 4/1)를 띠고 

있으나 구연과 내면은 산화소성 되어 회갈색(5YR 4/2)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갈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둥글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약간 내경하고 있으나 직립한다. 배신의 

외저면에는 원형의 족부 부착흔이 두 개 확인된다. 구연부와 배신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3㎝, 복원구경 11.2㎝, 두께 0.8㎝

326. 고배 대각편(도면 78-326, 도판 69-326)

경질소성의 고배로 대각만 잔존하며 대각단 일부도 결실되었으며, 기표면은 옅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청색을 띤다. 대각은 ‘八’자 

형태로 벌어지며 단부로 가면서 휘어지며 위로 솟는다. 대각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고, 가운데에 홈이 

돌아간다. 대각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2㎝, 대각경 8.6㎝, 대각고 3.2㎝

327. 경질토기 구연부편(도면 78-327, 도판 69-327)

경질소성의 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과 동체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4/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갈색을 띤다. 동체는 사면에 가깝게 벌어지다 

꺾이며 직립에 가깝게 세워지고, 구연부는 직립한다. 외면 구연단 2.5㎝정도 아래에는 5조의 파상문이 

돌가고, 내외면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9㎝, 잔존너비 6.9㎝, 두께 0.3~0.7㎝

328. 기대편(도면 79-328, 도판 69-328)

경질소성의 기대의 통형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통형부 외면에 

0.7~0.8㎝정도 돌출된 수평 돌대와 수직 돌대가 부착되어 있으며, 파상문이 돌아간다. 통형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3㎝, 잔존너비 6.2㎝, 두께 0.6~0.9㎝

329. 기대편(도면 79-329, 도판 69-329)

경질소성의 기대의 통형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색을 띤다. 통형부 외면에 

1.0㎝정도 돌출된 수평 돌대와 수직 돌대가 부착되었다. 수직 돌대 내부에는 1.3㎝ 간격으로 지름 

0.3㎝정도의 구멍이 두 개 뚫려있다. 통형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4㎝, 잔존너비 6.2㎝, 두께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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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소성의 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배신은 

곡면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둥글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직립한다.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7㎝, 잔존너비 2.4㎝, 두께 0.6㎝

331. 배편(도면 79-331, 도판 69-331)

경질소성의 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배신은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둥글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직립한다. 

구연부와 뚜껑받이턱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5㎝, 복원구경 7.6㎝, 두께 0.6㎝

332. 뚜껑편(도면 79-332, 도판 69-332)

경질소성의 뚜껑으로 구연과 배신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색(7.5YR 5/1)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색을 띤다. 신부는 납작한 

반원형을 이루고 드림턱은 짧고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과 내면에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8㎝, 잔존너비 6.2㎝, 두께 0.5㎝

333. 배편(도면 79-333, 도판 69-333)

경질소성의 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흑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배신은 

사면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삼각형의 형태로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며 직립한다.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1㎝, 잔존너비 4.5㎝, 두께 0.2~0.6㎝

334. 뚜껑편(도면 79-334, 도판 70-334)

경질소성의 뚜껑편으로 구연과 배신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3/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자색을 띤다. 신부는 납작한 곡면을 이루다 

구연부로 가면서 직각에 가깝게 꺾이고, 구연은 직립한다. 구연과 내면에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2㎝, 잔존너비 5.0㎝, 두께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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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배편(도면 79-335, 도판 70-335)

경질소성의 배편으로 배신과 구연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배신은 사면에 가까운 곡면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은 둥글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뚜껑받이턱에서 반전하여 세워지고 있으나 대부분 

결실되었다. 뚜껑받이턱 주변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45㎝, 잔존너비 5.2㎝, 두께 0.4~0.5㎝

336.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79-336, 도판 70-336)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경부 절반 정도와 견부 일부분이 잔존한다.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3/0)을 띠고 있으며, 견부에 다량의 이물질이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자색을 띤다. 기형은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지다가 구연부로 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견부와 견부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견부는 물손질로 문양이 희미하다. 잔존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되고, 

견부 내면은 지두흔과 점토밀린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9.9㎝, 복원구경 23.0㎝, 두께 0.5~0.7㎝

337. 호형토기 구연부편(도면 79-337, 도판 70-337)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구연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3/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기형은 잔존하는 견부는 내경하고, 경부는 세워지다가 구연부로 가면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각이 지게 

처리되었다. 외면 견부에 격자타날문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구경부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8.1㎝, 잔존너비 9.1㎝, 두께 0.7㎝

338. 호형토기 동체부편(도면 79-338, 도판 70-338)

경질소성의 호형토기 동체부편으로 경부 약간 면과 동체 일부분이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회청색을 띤다. 

동체는 둥근 곡면을 이루고, 동최상위는 동체 중상부에 위치한다. 견부는 내경하며, 경부는 세워진다. 

동체 외면 상부에 3조, 하부에 7조의 횡침선이 돌아간다. 외면 견부에 격자타날문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견부와 동체 내면에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9.3㎝, 복원최대경 15.8㎝, 두께 0.7~0.9㎝

339.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79-339, 도판 70-339)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한다. 기표면은 회색(10YR 5/1)을 띠고, 

내면에는 회녹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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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9.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수습유물2(32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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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심은 회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 2조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3.9㎝, 잔존너비 5.9㎝, 두께 0.7~0.8㎝

340.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80-340, 도판 70-340)

경질소성의 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 하부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5/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옅은 회자색을 띤다. 잔기형은 동체 

하부에서 저부로 가면서 둥근 곡면을 이룬다. 외면은 동체에서 저부까지 0.2×0.2㎝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지두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9.3㎝, 잔존너비 4.4㎝, 두께 0.5~1.2㎝

341.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80-341, 도판 70-341)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회갈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 0.25×0.25㎝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3조의 가는 횡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물손질 정면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7.2㎝, 잔존너비 11.6㎝, 두께 0.7~0.9㎝

342.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80-342, 도판 70-342)

경질소성의 토기 동체부편으로 일부분만 잔존하며, 기표면은 짙은 회청색(N 4/0)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심은 암회갈색을 띤다. 동체 외면에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1.3㎝, 잔존너비 12.0㎝, 두께 0.5~0.6㎝

343. 암키와편(도면 80-343, 도판 70-343)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일부분만 작은 편으로 잔존하며, 표면은 옅은 회청색(10YR 5/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무문으로 매끄럽게 정면되었고, 

도구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0.2㎝, 잔존너비 8.3㎝, 두께 1.3~1.5㎝

344. 암키와편(도면 80-344, 도판 70-344)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중하부와 한쪽 측면이 남아있으며, 표면은 회색(2.5Y 6/1)을 띤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고, 하단부는 2.3㎝ 정도 횡방향 

물손질정면 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고 하단부는 3.0㎝ 정도 깎기 조정 후 횡방향으로 물손질 

하였다. 하단부 측면도 매끄럽게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한쪽 측면 와도질은 여러 번 걸쳐 전면에 하였다.

잔존길이 21.2㎝, 잔존너비 13.8㎝, 두께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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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0.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수습유물3(3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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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표수습

345. 상평통보(도면 81-345, 도판 70-345)

常平通寶 戶二錢으로 완형이다. 주조상태가 양호하며, 가운데 방형의 구멍이 뚫려있다.

지름 3.1㎝, 방곽 0.65㎝, 두께 0.2㎝

346. 상평통보(도면 81-346, 도판 70-346)

常平通寶로 부식이 심하다. 내부 명문이 뚜렷하지 않는 등 주조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운데 방형의 

구멍이 뚫려있다.

지름 2.9㎝, 방곽 0.8㎝, 두께 0.15㎝

347. 도광통보(도면 81-347, 도판 70-347)

道光通寶로 청나라 도광연간(1821-1850)에 주조되었다. 상평통보보다 크기가 작으며, 가운데 

방형의 구멍이 뚫려있다.

지름 2.3㎝, 방곽 0.45㎝, 두께 0.15㎝

도면 81. 지표수습 유물(3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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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성과

이번 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 이훈氏의 한옥 신축부지(267.8㎡)로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38번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03월 25일까지 실조사일수 

31일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조사면적은 267.8㎡이다.

유적의 서쪽으로 약 400m 떨어져 봉황산(167m)이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 약 170m 떨어져 

제민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다. 이 일대의 지형은 선상지 및 곡간지를 이루며, 퇴적양상은 

충적층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보존육성지구에 해당된다. 

또한, 북동쪽으로 약 150m 떨어져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가 위치하며, 조사지역은 

반죽동 당간지주 현상변경허용기준 3구역에 해당된다. 사업지역 주변으로 각종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많은 유적들이 확인된 바 있다.

발굴조사는 총 4개의 문화층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조선~근세시대 문화층(1차 

발굴조사) 조사결과 일제강점기까지 사용한 석축배수구와 근세시대 석축우물, 성격미상의 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나말여초 문화층(2차 발굴조사) 조사결과 기단석렬과 담장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로는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납석제 뚜껑,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조사지역 북쪽과 남쪽에 

설치한 Test Pit를 통해 기단석렬 아래로 통일신라시대 문화층과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을 확인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문화층(3차 발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 석축우물 1기와 수혈유구 9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석축우물 내부에서 다량의 기와편과 철솥, 목재 빗, 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백제시대 

유물포함층(4차 발굴조사) 조사결과 유물포함층 내부에서 백제시대 삼족기편, 개배편, 심발형토기, 기와, 

전, 방추차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포함층 아래에서는 자연퇴적층(역층)이 분포하고 있다. 

역층 하단에는 풍화암반층(기반층)이 확인되며, 하부에서 더 이상의 문화층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4개의 문화층에서는 34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선후기~근대 문화층에서는 일본제 조선수출용 자기 등 24점, 나말여초 문화층에서는 대부완 등 

78점, 통일신라 문화층에서는 수막새편 등 126점,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에서는 삼족기 등 10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표 2 참조】 .

출토유물은 근대~통일신라기에 이르는 건축유구의 생활면 하부 기초시설 부분에 포함된 것과 

통일신라시대 우물과 같이 사용 후 폐기하기 위해 채워진 유물 등으로 각 유구가 조영된 시점 이전에 

제작된 것이다. 대부분 작은 편으로 잔존하여 기형 파악이 어려운 유물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최대한 

속성을 파악하여 기종을 분류하였다.

다수를 점하는 유물은 토기류와 기와류가 있고, 토기류는 뚜껑, 배, 삼족기, 호, 병, 대부완, 기대, 

동이 등이 있고 백제~조선시대에 걸쳐 제작되었으나 주로 백제~나말여초기의 유물이 주를 이룬다. 

기와류는 수막새, 전, 수키와, 암키와 등이 있고 대부분 백제~나말여초기에 제작되었다. 자기류는 

조선~근세시대 문화층에서만 수습되었으며, 조선후기~근대에 이르는 접시, 발, 잔, 병 등의 일상 

생활기명이 확인된다. 이외에 소량의 금속과 석제, 목제 빗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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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출토유물 현황표

토기류 기와류 자기류 금속류 석제 목제 계

조선~근세 2 7 22 · 2 · 33

나말여초 34 43 · · 1 · 78

통일신라시대 63 58 · 1 3 1 126

백제시대 90 16 · · 1 · 107

지표 · · · 3 · · 3

189 124 22 4 7 1 347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에서는 107점의 유물이 확인된다. 이중 무문토기, 삼족기, 배, 뚜껑, 호, 

발형토기, 기대 등의 토기류가 90점 수습되었고, 기와류 16점, 석제방추차 한 점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백제 이전시기의 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도 유물포함층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파편으로 

출토되어 전체 기형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도상복원을 통하여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였고, 

구연부·저부 등 일부분으로 기종파악이 가능한 개체를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호와 삼족기, 뚜껑의 

기종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표 3】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출토 삼족기와 뚜껑

삼족기 뚜껑

백제유물포함층에서는 8점의 삼족기편이 확인되었으며, 복원구경은 9.6~12.6㎝정도로 크기는 모두 

소형이다. 삼족기는 배신부의 어깨형태와 다리형태가 시간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속성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봉황동유적 출토 삼족기는 대부분 족부가 결실되어 어깨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표 

3 참조】. 삼족기는 뚜껑을 얹을 수 있는지에 따라 무개식과 유개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개삼족기는 

한성기에 확인되며 웅진기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주 봉황동유적에서는 배신은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각진 어깨의 형태를 하는 Ⅲ형과 Ⅳ형의 유개식 삼족기【표 4 참조】가 확인된다. Ⅲ형과 Ⅳ형의 

유개식 삼족기는 웅진기에 집중되고 있는 형태로 사비기에는 Ⅱ형과 Ⅳ형의 어깨형태가 확인되고 

있는데, 배신이 얕아지고 저부가 편평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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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유개식 삼족기 구연형태 분류

Ⅰ Ⅱ Ⅲ Ⅳ

뚜껑은 삼족기, 고배 등의 유개기형과 결합되는 것으로 10점이 확인되었다【표 3 참조】. 꼭지의 

부착유무에 따라 무뉴식과 꼭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무뉴식 소형 뚜껑 한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꼭지주변이 결실되어 꼭지의 부착유무와 부착형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드림턱 형태를 중심으로 

드림턱이 돌출되지 않은 A형과 드림턱이 돌출된 B형, C형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봉황동에서는 

A형과 B형이 확인된다【표 5 참조】. 드림턱이 돌출되지 않는 A형은 한성기부터 출토되고 있으며, 

주로 한성기에 많이 보이고, 웅진기로 가면서 드림턱 돌출이 없는 것에서 드림턱 돌출이 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5】 뚜껑 구연형태 분류

드림부	능형태

A B C

백제시대 유물포함층에서 수습된 기와는 16점으로 평기와와 전이 확인되고, 암키와가 주를 이룬다. 

기와는 작은 편으로 잔존하여 크기는 알 수 없지만, 두께는 주로 1㎝ 내외로 얇고 소성도는 연질과 

경질 모두 확인된다. 등문양은 승문과 무문, 선문이 확인되며 대부분 승문이 타날되었다【표 6 참조】. 

타날판의 크기는 알 수 없다. 와통은 통쪽와통 흔적도 확인되고 있으나 주로 원통와통이 사용되었다. 

내면 하단부는 무조정과 1㎝ 내외로 깎기조정 한 것이 있으며, 하단부 측면도 매끄럽게 깎기정면 

하였다. 측면은 두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전면을 매끄럽게 와도질 하여 파쇄면이 없다. 와도질한 

측면과 연결되는 내외면도 매끄럽게 종방향 깎기정면 한 것도 확인된다.

【표 6】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출토 기와 문양 분류

승문 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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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말여초 문화층의 기단과 적심 내부, 대지조성층에서는 78점의 유물이 수습되었고,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의 수혈과 대지조성층, 우물에서는 126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나말여초 문화층과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은 중복 등의 관계로 선후시기가 존재하지만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볼 때 

큰 시기의 폭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말여초 문화층과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출토유물을 함께 

살펴보았다. 토기류는 97점으로 완, 병, 호, 동이 등의 생활기종이 다수를 점하고, 기와류는 101점으로 

수막새, 전, 평기와가 출토되었고 평기와가 대부분이다.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의 대지조성층에서는 

삼족기, 파수부토기와 같이 통일신라 이전시기의 유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와 기와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통일신라~나말여초기의 유물을 중심으로 제작시기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는 석축우물이 확인되었는데 내부에 유물이 한꺼번에 

다량 폐기되어 주목된다【표 7 참조】. 파상문호와 대호, 병 등의 일상생활 기종인 토기류와 평기와류, 

실생활에 사용되던 석제용기, 철제 솥, 목제 빗 등이 내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의 제작시기는 

통일신라기로 단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출토유물 현황표

토기류 기와류 석제 철제 목제
계

호 병 토기편 수키와 암키와 용기 뚜껑 솥 빗

우물	내부 13 3 4 16 23 2 1 1 1 64

우물	뒷채움토 · · 3 1 2 · · · · 6

토기류 중 파상문호는 우물 내부에서 다수가 출토되었으며, 적심과 대지조성토에서도 확인되고 

구연과 경부, 동체, 저부 등의 편으로만 잔존한다. 대형 기종으로 저장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크기에 따라 옹 또는 호로 분류할 수 있으나 잔존하는 편의 크기가 작아 구분되지는 않는다. 

구연부는 외반하여 나팔상으로 벌어지고, 경부에는 파상문과 횡침선이 1조 또는 그 이상 돌려져 

있으며, 경부와 견부의 경계부위부터 동체에 이르기까지 각각 돌대가 돌아가는 것도 확인된다. 

돌대의 상하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형태의 파상문호는 미륵사지에서 

‘大中十二年(858)’명 토기가 발견됨으로써 9세기대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와류는 수막새와 전, 평기와가 출토되었고, 편으로 확인되는 평기와가 대부분이다. 수키와는 

경질소성으로 원통와통으로 제작되었고, 소지는 점토판소지이다. 편으로 잔존하여 수키와의 크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잔존하는 부분으로 추정하였을 때 너비는 상단보다 하단이 넓은 평면이 제형을 

이루는 토수기와가 확인된다. 두께는 1.5~2.0㎝ 내외이다. 문양은 선문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 

집선문, 격자문, 운문 등이 타날되었고,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희미하거나 무문에 가까운 기와도 

있다. 타날판의 크기는 장판 또는 중판으로 판단된다. 타날면 형태는 각이 진 형태와 둥근 형태가 모두 

확인된다. 외면 상단부를 정면한 기와가 확인되며, 내면 하단부는 0.5~3.0㎝정도 깎기조정 하였다. 

측면의 기와 분할을 위한 와도질은 내측과 외측 모두 확인되고 파면은 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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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키와는 경질소성으로 원통와통, 점토판소지, 장판타날판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암키와의 

크기는 완형으로 복원되는 대지조성층 출토기와를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길이 32㎝, 너비 

27㎝, 두께 2.0~2.3㎝ 정도이다. 문양은 선문, 격자문, 복합문 등이 타날되었다. 외면 상단부는 

정면한 것과 정면하지 않은 것이 있으며, 하단부 내면은 깎기 조정이 확인된다. 깎기 조정범위는 

0.5~3.0㎝정도이며 대체적으로 2㎝ 내외이다. 측면의 기와 분할은 내측에서 와도질 하였고, 파면은 

조정하지 않았다.

기와에 타날된 문양구성【표 8 참조】을 살펴보면 선문이 가장 많이 타날되었고, 격자문, 집선문, 

어골문, 복합문, 운문 등의 순서로 타날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선문과 격자문은 삼국시대의 

백제와 신라, 고구려에서 모두 사용되던 문양으로 통일신라시대까지 많이 사용되던 문양이다. 

통일신라시대 이전에는 한 종류의 문양이 기와 전면에 주로 타날 되었으며, 선문과 격자문의 

혼용시문은 8세기에 등장한다22). 격자문은 사격자문, 간격이 넓은 정격자문, 간격이 좁은 

정격자문이 확인되고, 복합문은 선문·격자문조합, 격자문·어골문조합, 집선문·방곽문조합, 

어골문·방곽문조합 등의 기와가 확인된다.

평기와는 통일신라 이후 눈테와 와통, 소지의 경우는 각각 젓가락형눈테, 원통형 와통, 점토판소지로 

정형화된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가면서 타날판은 장판으로 길어지고, 타날문양은 선문과 격자문 

위주에서 어골문과 복합문의 타날빈도가 높아진다. 수키와는 토수기와에서 미구기와로 전환되고, 

타날면의 형태는 각진 형태에서 둥근 형태가 된다. 상단부는 조정되지 않은 것도 존재하다가 모두 

정면 되고, 내면 하단은 무조정 또는 깎기 조정에서 물손질 조정으로 바뀌게 된다. 또 수키와에서 

와도질하는 방향은 내측, 내외측이 혼용되다가 내측으로 정형화된다. 또 암키와 내면에는 윤철흔이 

등장하고 있다.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나말여초·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출토 기와의 편년적 속성을 반영하는 

특징은 토수기와, 각진 타날면 형태, 하단부 깎기조정, 장판타날판 사용, 와도질 내외측 혼용이 있다. 

수키와는 대부분 편으로 잔존하지만 상하부의 너비와 각도, 각이 진 형태 등을 통하여 토수기와만 

잔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내면 하단부는 깎기조정 하였다. 또 측면 와도질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긋는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암키와는 하단부를 깎기조정 하였으며, 내면에 윤철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윤철흔은 기와 내면에서 보이는 횡방향의 홈으로 11세기에 등장하는 편년적으로 의미있는 속성으로 

이전시기의 암키와에서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출토 기와에서 사용된 장판타날판은 9세기에 들어서면서 확인되는데, 

9세기 이후부터는 단판과 중판타날판이 소멸하고 장판타날판이 사용된다. 이인숙23)은 ‘會昌四年’명 

기와를 예로 들어 847년경부터 타날판의 크기가 중판에서 장판타날판으로 교체되었다고 보고 있고, 

차인국24)은 중판에서 장판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9세기 중·후엽~10세기 초엽으로 보고 

22) 崔孟植, 2001, 「百濟 및 統一新羅時代 기와文樣과 製作技法에 관한 硏究-彌勒寺址 出土 기와를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제13집.

23) 李仁淑, 2004, 『統一新羅~朝鮮前期 평기와 製作方法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4) 차인국, 2014, 「전북지역 통일신라~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야외고고학』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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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타날판이 교체되는 시기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타날판의 길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판→중판→장판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나말여초 문화층과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출토 기와는 9세기 이후~나말여초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나말여초·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출토 평기와 주요 문양표

선문 집선문 격자문 어골문 운문

조선~근세시대 문화층의 석렬과 석축배수구에서는 조선후기~근대에 이르는 백자가 16점 

확인되었다. 백자기종은 접시, 발, 잔, 병 등의 일상 생활기명이 확인되었으며, 제작지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분류된다. 출토된 국내산 백자는 주로 기벽은 두껍고 투박하고, 굽은 외측면보다 내면을 

깊게 깎는 굽의 형태를 보이며, 대부분 굵은 모래받침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백자는 광주 분원의 

민영화 이후 각 지방으로 자기의 생산시설이 확대되는 19세기 후반에 대량 생산된 일상 생활용기이다.

국내산 백자와 함께 일본산 백자발 4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들 자기는 백색의 치밀한 점토를 

사용하였고, 유약을 전면에 고르게 시유한 후 접지면을 닦아내었다. 굽은 굽안바닥이 깊고 외경하는 

굽으로, 석고틀로 성형하여 내면에 가는 동심원이 관찰되며 모두 열판에서 단독 번조하였다. 일본산 

자기 중 굽 내저면에 청화안료를 사용한 ‘大音精製’ 명문이 있는 자기가 두 점 확인되었으며, 명문을 

통하여 일본 구주 사가현 우레시노에서 제작된 조선 수출용 일본제 자기임을 알 수 있다.

고종(1863-1907) 말기에는 관요가 해체되고 도자기 생산이 민영화되었다. 강화도조약(1876)이후 

일본의 대조선 도자기 수출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근대기 일본산 자기류가 대거 유입되었다. 

특히 일본의 구주는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밀접한 지역으로서 도자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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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죽동 182-4번지 유적

반죽동 건물지 유적

반죽동 176번지 유적
반죽동 197-4번지 유적

반죽동 209-1번지 유적

반죽동 205-1번지 유적

반죽동 당간지주(보물 제150호)

시청-사대부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부지내 유적 1지점

반죽동 232-1번지 유적

반죽동 204-1번지 유적

시청-사대부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부지내 유적 2지점

제

민

천

반죽동 221-1번지 유적

조 사 대 상 지  267.8㎡     

백제시대 문화층 확인 유적

범    례

125m0

도면 82. 반죽동·봉황동 주변 유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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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역에서 한국과의 상호영향력이 가장 크다25). 일본은 구주지역을 중심으로 ‘大音精製’ 명문과 

같이 ‘00精製’라는 형식으로 표기된 자기 등을 대량 생산하여 조선에 수출하였다. 이처럼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는 대량 생산된 일본도자 제품을 수용하여 국내산 백자와 함께 사용되었다.

금번 발굴조사 결과 근세시대 이후 시가지 형성으로 인하여 확인하기 어렵던 공주시가지의 

백제시대부터 근세시대까지 유적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최근 조사지역 주변으로 

“반죽동 197-4번지 유적”, “반죽동 176번지 유적”, “반죽동 214-12번지 유적”, “반죽동 232-1번지 

유적” 등이 북쪽 및 북동쪽으로 약 260~300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되었다. 이들 유적은 조사면적이 

작아 유적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통일신라~조선시대의 유물이 백제시대의 

유물(기와 및 토기)과 섞여서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반죽동 197-4번지 

유적에서는 5개의 문화층(대지조성층)이 확인되었는데, Ⅱ~Ⅲ층은 조선시대, Ⅳ층은 나말여초시대에 

해당하지만, 이들 층에서는 백제시대~고려시대의 유물이 혼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반면 최하층인 

Ⅴ층에서는 백제시대 대통사와 관련된 당탑지나 기단석, 초석 등의 형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백제시대 웅진기(암·수키와, 연화문수막새, ‘대통’명 인각와, 사격문전, 삼족토기 등 백제토기편 

출토)로 추정할 수 있는 구지표면(대지조성토)이 일부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다.

봉황동 138번지 유적 발굴조사 결과 봉황동 일대의 시가지에서는 백제시대 문화층이 처음 확인됨에 

따라 조사지역 주변의 백제시대 유적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공주시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 장남원, 2011,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일본도자의 국내수용」, 『동대문 운동장유적Ⅲ』, 중원문화재연구원,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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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조사대상지(①원경, ②전경)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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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조사대상지(①조사전, ②조선~근세시대 문화층 항공사진)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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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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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①~④토층, ⑤·⑥벽석 세부)

⑥

④

②

⑤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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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①·②세부 전경, ③·④유물노출 상황, ⑤조사완료)

④

②

⑤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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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 출토유물1(1~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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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 출토유물2(6~10)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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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 출토유물3(11~17)

11

12

13

1615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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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조선~근세시대 석축배수구 출토유물3(18~21)

19

21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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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1. 조선~근세시대 2호 석렬(①조사전, ②조사완료, 22~24: 출토유물)

도판 10. 조선~근세시대 1호 석렬(①조사전, ②조사완료)

22

23

24

②

④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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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근세시대 석축우물(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완료, ④·⑤절개조사)

④

②

⑤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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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조선~근세시대 대지조성층 수습유물1(25~29)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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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조선~근세시대 대지조성층 수습유물2(30~33)

31

33

3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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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나말여초 문화층 항공사진



158-207

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도판 16. 나말여초 상부 기단석렬 및 배수로(①기단 전경, ②세부, ③배수로 전경, ④세부, ⑤조사완료)

④

②

⑤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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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7. 나말여초 상부 기단석렬 및 배수로 출토유물(34~40)

39

40

38

37363534



158-209

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도판 18. 나말여초 하부 기단석렬(①~③조사중, ④·⑤세부, ⑥·⑦토층, ⑧조사완료)

②

⑤

⑦

⑧

③

①

④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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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9. 나말여초 하부 기단석렬 출토유물1(41~47)

4544

47

43424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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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0. 나말여초 하부 기단석렬 출토유물2(48~51)

49

51

4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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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1. 나말여초 담장지(①·②조사중, ③·④세부, ⑤유물노출 상황)

④

②

⑤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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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2. 나말여초 담장지(①~④세부, ⑤조사완료)

④

②

⑤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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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3. 나말여초 담장지 출토유물1(52~62)

545352

575655

605958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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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4. 나말여초 담장지 출토유물2(63~67)

67

66

65

64

63



158-216

도판 25. 나말여초 담장지 출토유물3(68~72)

72

71

70

6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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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6. 나말여초 1번 적심(①조사완료, ②토층, 출토유물: 73~81)

757473

① ②

787776

81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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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7. 나말여초 2번 적심(①조사완료, ②토층, 출토유물: 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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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최재원1), 김명진

 < 차       례 >

  1. 서론

  2. 연구방법

  3. 결과 및 고찰

     3.1. 방사성탄소 연대

    3.2. 신뢰성 평가

    3.3. 고고통계 분석

 4. 결론

서  론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은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출토

되는 시료 종류 및 상태 매장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는 절대연

대측정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 누리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에서 고고층서적으로 채취된 총 점의 목탄 시료를 대상으로 방사성탄

소 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위해 실험실에서 목탄 시료 겉부분에 부착된 이물질 및 

나무뿌리 토양 등을 우선 제거하였다 이후 각 시료를 대상으로 시료 내 탄산염 및 

잔존 토양유기물 등의 제거를 위해 표준 법을 적용하여 화

학처리 하였다 과 에 전처리 전후의 시료 사진을 제시하였

다

방사성탄소 연대 산출을 위한 탄소동위원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가속

기질량분석기 로 측정된다 전처리 완료된 각 

시료를 측정용 흑연 타겟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시료를 

에서 가스로 변환한 후 이와 직접 연

결된 채널 자동화 환원장치 에서 철촉매 환원반응

을 통해 고순도 흑연으로 환원시켰다 최종적으로 분 동안의 환원반응을 통해 

1) ㈜라드피온 고고과학연구소, 010-5199-8533, jwchoi@radp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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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흑연이 생성되었으며 환원수율 은 모두 이상이었

다 이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설치된 

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시료

와 표준물질 배경물질 흑연 타겟들의 탄소 동위원소 농도를 각각 측

정하였으며 에 대한 측정 백그라운드는 정도였다

(a) RPC-200076 (b) RPC-200077 (c) RPC-200078 (d) RPC-200079

Fig. 1.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전처리 전). 

(a) RPC-200076 (b) RPC-200077 (c) RPC-200078 (d) RPC-200079

Fig. 2.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전처리 후).

3. 결과 및 고찰

3.1. 방사성탄소 연대 산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에서 시료의 연대는 측정을 통해 얻어진 시료와 표준

물질 각각의 순 농도를 

다음 식에 대입하여 계산된다

   ×ln
 

 



  

  


 ×

여기서 는 동위원소 비율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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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를 보정한 비로부터 구해지며 지수 와 는 시료와 표준물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방사성탄소 연대는 년을 기준으로 

로 표현되고 오차는 σ 표준편차이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에서는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 농도가 일정해야 한다는 가정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과거 에서 현재까지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 

양은 지구자기장의 변화 태양의 흑점활동 효과 핵실험 등으로 인해 큰 변

화를 겪어 왔다 따라서 시료로부터 산출된 방사성탄소 연대와 시료의 생명활동이 

멈춘 실제 역연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정곡선

을 이용하여 이를 보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산출된 공주 봉황

동 번지 유적 목탄 시료의 방사성탄소 연대를 에 요약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최신 보정곡선 이 반영된 프로그램

으로부터 산출된 역연대도 에 함께 정리하였다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세부 결과는 부록 참고

3.2. 신뢰성 평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은 시료 전처리 측정 방사성탄소 연대 계산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값이 정확하게 알려진 및 표준물

질 을 대상으로 이 연구에서 측정된 시료와 동일한 과정으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진행하여 산출된 연대의 신뢰성을 검증

하였다 신뢰성 평가 결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측정된 모

든 시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표준물질의 값

은 기준값 과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 수행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과정 및 결과는 매우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

다

Reference value (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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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AEA C-7 및 C-8 표준시료를 이용한 신뢰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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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고통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에서 고고층서적으로 채취된 총 개의 

목탄 시료에 대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각 시료의 채취상태 및 전처

리 결과 빔전류 δ 값 연대 오차 표준시료를 이용한 신뢰성 평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의 

방사성탄소 연대는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참고

(a) 시료의 층서관계 (b) 산출된 방사성탄소 연대 분포

Fig. 4.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의 고고층서적 

맥락(왼쪽)과 산출된 방사성탄소 연대 종합(오른쪽).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에서는 의 층서적 관계를 바탕으로 각 층준에서 

목탄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산출된 방사성탄소 연

대 또한 이러한 층서적 관계를 만족하였다 또한 동일한 층의 상 하부에서 채취된 

과 시료의 연대도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일치하였다 참고 이에 

기초하여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 내 각 층준의 절대연대편년을 위해 베이지안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김명진 외 통계분석을 위한 사

전확률 은 의 고고층서적 순서로부터 가정되었으며 이중 

층의 절대연대편년을 위해 명령어를 사용하여 과 시료의 방사성탄

소 연대를 우선 결합시켰다 베이지안 통계분석 결과 전체일치지수

로 산출되었다 참고 이는 각 층준

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의 방사성탄소 연대 뿐만 아니라 층의 결합연대가 고고층서적 

순서와 통계적으로 모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베이지안 통계분석을 통해 산출된 공

주 봉황동 번지 유적 내 각 층준의 절대연대편년을 에 최종적으로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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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의 절대연대편년.

σ 

층

층

층

Fig. 5.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의 베이지안 통계분석.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에서 채취된 총 개의 목탄 시료에 대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각 시료의 채취상태 및 전처리 결과 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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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δ 값 연대 오차 표준시료를 이용한 신뢰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였을 때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에서 채취된 목탄 시료의 방사성탄소 연대는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유적 내 각 층준의 절대연대편년을 위해 시료

의 고고층서적 관계에 기반한 베이지안 통계분석 결과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

에서는 백제 웅진기 이후로 지속적인 인간활동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최

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산출된 절대연대편년은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 및 주변 

유적의 고고학적 해석에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재)누리고고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방사성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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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보고서 < >

분석의뢰자 : 재 누리고고학연구소( ) 시료접수일 : 2020. 01. 28.

유  적  명 :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138

시  료  명 : 층NR-1 (2 )

분석번호 시료종류 시료양(mg) 12C ( C)μ δ13C ( )‰ pMC (%)

RPC-200076 목탄 8.3 290.5 -24.8 ± 0.4 88.4 ± 0.4

방사성탄소

연대

(yrs BP)

990 ± 30

보정

역연대

(68.2%)

 990 (45.3%) 1,050 AD
1,090 (19.6%) 1,120 AD
1,140 ( 3.3%) 1,150 AD

보정

역연대

(95.4%)

 980 (57.4%) 1,060 AD
1,080 (38.0%) 1,160 AD

전처리 및 계측 AMS : 

시료는 통상의 산 및 염기 처리 법 후 연소 환원 과정을 거쳐 최종 1. (A-A-A ) (combustion), (reduction) 

적으로 흑연 화 되었다(graphite) .(Kim et al. 2010; Hong et al. 2010a)

방사성탄소 연대 산출을 위한 탄소동위원소 2. (12C, 13C, 14 농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가속기질량C) 

분석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Hong et al. 2010b) 

방사성탄소 연대는 시료 전처리 및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율변화를  3. δ13 기C=-25‰ 

준치로 보정하여 나온 결과이다 시료의 연대는 의 . Libby 14 반감기 년을 사용하여 산출되었C 5568

으며 년을 기준으로 로 표현하였다, 1950 BP (years before presents) .(Stuiver and Polach 1977)

 4. 보정 역연대는 보정곡선 이 적용된 프로그램IntCal13 (Reimer et al. 2013) Oxcal (http://c14.arch.ox.ac.uk)

으로 산출하였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의 전 과정은 표준물질 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품질관리 됩니다IAEA (Le Clercq et al. 1998) . 

 본 결과보고서는 학술 목적 이외에 법적 분쟁이나 진위감정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연대 결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김명진 소장( , 010-4589-8589, nwdang@radpion.com).

위와 같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0. 03. 31.

라드피온 고고과학연구소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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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뢰자 : 재 누리고고학연구소( ) 시료접수일 : 2020. 01. 28.

유  적  명 :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138

시  료  명 : 층NR-2 (3 )

분석번호 시료종류 시료양(mg) 12C ( C)μ δ13C ( )‰ pMC (%)

RPC-200077 목탄 7.2 308.6 -20.9 ± 2.0 86.0 ± 0.4

방사성탄소

연대

(yrs BP)

1,210 ± 30

보정

역연대

(68.2%)

770 (68.2%) 880 AD

보정

역연대

(95.4%)

690 ( 0.6%) 700 AD
710 (10.8%) 750 AD
760 (83.9%) 900 AD

전처리 및 계측 AMS : 

시료는 통상의 산 및 염기 처리 법 후 연소 환원 과정을 거쳐 최종 1. (A-A-A ) (combustion), (reduction) 

적으로 흑연 화 되었다(graphite) .(Kim et al. 2010; Hong et al. 2010a)

방사성탄소 연대 산출을 위한 탄소동위원소 2. (12C, 13C, 14 농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가속기질량C) 

분석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Hong et al. 2010b) 

방사성탄소 연대는 시료 전처리 및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율변화를  3. δ13 기C=-25‰ 

준치로 보정하여 나온 결과이다 시료의 연대는 의 . Libby 14 반감기 년을 사용하여 산출되었C 5568

으며 년을 기준으로 로 표현하였다, 1950 BP (years before presents) .(Stuiver and Polach 1977)

 4. 보정 역연대는 보정곡선 이 적용된 프로그램IntCal13 (Reimer et al. 2013) Oxcal (http://c14.arch.ox.ac.uk)

으로 산출하였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의 전 과정은 표준물질 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품질관리 됩니다IAEA (Le Clercq et al. 1998) . 

 본 결과보고서는 학술 목적 이외에 법적 분쟁이나 진위감정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연대 결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김명진 소장( , 010-4589-8589, nwdang@radpion.com).

위와 같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0. 03. 31.

라드피온 고고과학연구소장   인                                ( )㈜



158-281

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벤처기업제 호2020010173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호 (34013) 4 17
대덕비즈센터 동 호C 604

TEL: 042-364-8589, FAX: 042-364-8590
www.radpion.com

From Radiation To Plasma & Ion Science For Cultural Heritage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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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뢰자 : 재 누리고고학연구소( ) 시료접수일 : 2020. 01. 28.

유  적  명 :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138

시  료  명 : 층NR-3 (4 )

분석번호 시료종류 시료양(mg) 12C ( C)μ δ13C ( )‰ pMC (%)

RPC-200078 목탄 7.8 295.7 -24.9 ± 0.7 81.8 ± 0.4

방사성탄소

연대

(yrs BP)

1,610 ± 30

보정

역연대

(68.2%)

400 (29.5%) 440 AD
460 ( 3.2%) 470 AD
480 (35.5%) 540 AD

보정

역연대

(95.4%)

390 (95.4%) 540 AD

전처리 및 계측 AMS : 

시료는 통상의 산 및 염기 처리 법 후 연소 환원 과정을 거쳐 최종 1. (A-A-A ) (combustion), (reduction) 

적으로 흑연 화 되었다(graphite) .(Kim et al. 2010; Hong et al. 2010a)

방사성탄소 연대 산출을 위한 탄소동위원소 2. (12C, 13C, 14 농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가속기질량C) 

분석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Hong et al. 2010b) 

방사성탄소 연대는 시료 전처리 및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율변화를  3. δ13 기C=-25‰ 

준치로 보정하여 나온 결과이다 시료의 연대는 의 . Libby 14 반감기 년을 사용하여 산출되었C 5568

으며 년을 기준으로 로 표현하였다, 1950 BP (years before presents) .(Stuiver and Polach 1977)

 4. 보정 역연대는 보정곡선 이 적용된 프로그램IntCal13 (Reimer et al. 2013) Oxcal (http://c14.arch.ox.ac.uk)

으로 산출하였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의 전 과정은 표준물질 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품질관리 됩니다IAEA (Le Clercq et al. 1998) . 

 본 결과보고서는 학술 목적 이외에 법적 분쟁이나 진위감정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연대 결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김명진 소장( , 010-4589-8589, nwdang@radpion.com).

위와 같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0. 03. 31.

라드피온 고고과학연구소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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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보고서 < >

분석의뢰자 : 재 누리고고학연구소( ) 시료접수일 : 2020. 01. 28.

유  적  명 : 공주 봉황동 번지 유적138

시  료  명 : 층 하부NR-4 (4 )

분석번호 시료종류 시료양(mg) 12C ( C)μ δ13C ( )‰ pMC (%)

RPC-200079 목탄 8.0 286.8 -27.3 ± 1.3 81.7 ± 0.4

방사성탄소

연대

(yrs BP)

1,620 ± 40

보정

역연대

(68.2%)

380 (33.4%) 440 AD
450 ( 6.4%) 470 AD
480 (28.4%) 540 AD

보정

역연대

(95.4%)

340 (95.4%) 550 AD

전처리 및 계측 AMS : 

시료는 통상의 산 및 염기 처리 법 후 연소 환원 과정을 거쳐 최종 1. (A-A-A ) (combustion), (reduction) 

적으로 흑연 화 되었다(graphite) .(Kim et al. 2010; Hong et al. 2010a)

방사성탄소 연대 산출을 위한 탄소동위원소 2. (12C, 13C, 14 농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가속기질량C) 

분석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Hong et al. 2010b) 

방사성탄소 연대는 시료 전처리 및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율변화를  3. δ13 기C=-25‰ 

준치로 보정하여 나온 결과이다 시료의 연대는 의 . Libby 14 반감기 년을 사용하여 산출되었C 5568

으며 년을 기준으로 로 표현하였다, 1950 BP (years before presents) .(Stuiver and Polach 1977)

 4. 보정 역연대는 보정곡선 이 적용된 프로그램IntCal13 (Reimer et al. 2013) Oxcal (http://c14.arch.ox.ac.uk)

으로 산출하였다.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의 전 과정은 표준물질 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품질관리 됩니다IAEA (Le Clercq et al. 1998) . 

 본 결과보고서는 학술 목적 이외에 법적 분쟁이나 진위감정에 대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연대 결과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김명진 소장( , 010-4589-8589, nwdang@radpion.com).

위와 같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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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출토 목제 빗 보존처리 
진성문화재 보존

1. 개요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은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38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옥신축) 조성사업에 앞서 사업부지 내 입회조사를 통해 유적이 존재가 확인됨 

지점에 대하여 (재)누리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개의 문화층을 확인하였다 

(누리고고학연구소, 2020).

이 중 Ⅱ층에서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내부에서 목제 빗 1건 1점이 출토되었다. 장기간 매장된 

목제는 수분이 과포화된 상태로 대기 중에 노출되면 목제 내 수분이 증발하면서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상태유지 및 보관을 위해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2. 분석 방법

2.1. 실측 조사

유물의 크기, 중량 및 손상상태에 대해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미세 저울을 이용해 실측하였다. 

2.2. 수종 분석

유물에서 미세하게 채취한 시료를 스테인리스 날(Dorco社)을 이용해 핸드섹션으로 절단하여 박편을 

제작했다.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삼단면의 박편을 올려놓고, 글리세린 수용액(50%)을 떨어뜨린 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커버글라스를 덮어 프레파라트를 완성했다. 제작된 프레파라트는 

광학현미경 (ECLIPSE LV100, Nikon, Japan)으로 조직을 미시적으로 관찰하여 수종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 사진을 촬영했다. 수종식별은 ‘목제조직과 식별(박상진 등, 1987)’, ‘한국산 목제의 

구조(이필우, 1994)’, ‘한국산 목제의 성질과 용도Ⅰ(이필우, 1997)’를 참조했다.

【그림 1】 조사지역 위성사진(ⓒ발굴조사 약보고서) 【그림 2】 출토 목제 빗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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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현미경 관찰

현미경 관찰을 통해 목제 빗 제작 당시 소지층(목제) 보호용 도료의 적용 유무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에서 미세하게 채취하거나 탈락된 시편을 실체현미경에서 확인한 다음 지름 

15mm 실리콘 고정 틀에 임시 고정시켰다. 그리고 에폭시 수지(Epofix, Struers, Denmark)의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부은 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완전 경화시켰다. 

경화된 에폭시 수지는 시료 절단기(Minitom, Struers, Denmark)로 10㎛크기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편에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가 담긴 초음파세척기에 넣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76×26㎜ 크기의 슬라이드글라스에 부착하여 고정시켜주었다. 슬라이드글라스에 고정된 편은 

샌드페이퍼 #5,000으로 연마하였다. 

연마된 편은 초음파세척기에 한 번 더 세척한 후 글리세린 수용액(50%)을 떨어뜨린 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커버글라스를 덮어 프레파라트를 완성했다. 제작된 프레파라트는 

편광현미경(DM2700P, Leica, Germany)으로 투과광, 편광 및 낙사광 하에서 관찰하고 사진 촬영 

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실측 조사

【표 1】 출토 목제 빗 실측 조사 결과 표

가로(mm) 세로(mm) 두께(mm) 중량(g)

102.1 48.4	~	62.2 12.4 41.65

유물의 크기(mm)는 가로 102.1, 세로 48.4~62.2, 두께 12.4 였으며, 중량(g)는 41.65이었다. 빗 

몸체(이하 손잡이)와 빗살 사이에는 진흙 등의 이물질이 관찰되었으며, 전·후면 손잡이에서 빗금 

무늬가 나타났다. 또한 빗살 부분은 강도가 약하여 보존처리 시 주의가 요구되었다. 

【그림 3】 출토 목제 실측 조사 결과(1) 【그림 4】 출토 목제 실측 조사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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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종 분석

수종 분석 결과, 목제 빗은 조록나무속으로 추정되었다. 수종에 대한 결과 및 목제 조직학적 특징 

그리고 식별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2】 목제 빗 수종 분석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 사진

횡단면(×100) 방사단면(×400) 접선단면(×200)

* 조록나무속(Distylium spp) – 조록나무과(HAMAMELIDACEAE)

활엽수재로 산공재이다. 계단상 천공이며, 도관상호간 벽공 대상 교호상이며, 축방향 유조직은 

산재상이다. 수반상재상 및 대상을 띄며, 방사조직은 1~2열이다. 

3.3. 현미경 관찰

현미경 관찰 결과, 소지층(목제) 위로 도료층은 관찰되지 않았다. 편광상에서는 목제 열화로 인해 

소지층(목제)에서 목제 조직의 결정이 일부 관찰되었다.

【표 3】 목제 빗 단면 현미경 관찰 결과 사진

투과광(×400) 편광(×400) 낙사광(×400)

4. 보존처리

4.1. 처리 전 상태조사 

목제 빗의 전체적인 형태는 원호 모양이며, 현재는 전체 모양의 절반 정도만 존재한 형태였다. 

전·후면 손잡이 부분에서는 빗금 무늬가 나타났으며, 빗살의 경우 대부분 파손되거나 결실된 형태가 

보였다. 손잡이, 손잡이-빗살 사이, 빗살-빗살 사이에 진흙같은 오염물이 고착된 모습이 보였다. 

전체적인 색은 검정색을 띄었으며, 목제 열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강도가 많이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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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클리닝 

목제 빗 표면에 남아있는 오염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으로 부드러운 붓과 증류수를 

이용한 습식클리닝을 통해 손잡이 표면, 손잡이-빗살 사이, 빗살-빗살 사이 오몀물을 제거하였다.

【그림 5】 목제 빗 처리 전 사진(전면) 【그림 6】 목제 빗 처리 전 사진(후면)

【그림 7】 목제 빗 처리 전 세부 사진(1) 【그림 8】 목제 빗 처리 전 세부 사진(2)

【그림 9】 목제 빗 습식클리닝(1) 【그림 10】 목제 빗 습식클리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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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EG 함침 

PEG(Poly Ethylene Glycols)처리는 중량 내부의 수분 대신 그 공간에 수용성 고분자 중합물인 

PEG를 치환하여 중량 조직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분치환 방법 중 하나이다. 목제 빗의 

보존처리는 PEG#4000을 10%(in Water)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농도를 높여가면서 최종 40%까지 중량 

내부의 수분을 치환하였다. 

【표 4】 PEG#4000 함침 후 중량 측정 표

날짜 함침	농도(%) 중량(g)

2020.05.06 0 41.65

2020.05.26 10 41.71

2020.07.20 20 41.91

2020.09.01 30 41.99

2020.11.01 40 42.12

4.4. 예비동결 및 진공동결건조 

예비동결 전, 동결 후 발생 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온수를 이용해 표면을 클리닝 하였다. 

또한 진공동결 과정 중 빗살-빗살 사이가 접착 될 수 있으므로, 한지를 이용해 빗살-빗살 사이를 

고정시켜주었으며, 건조 과정 중 전체적인 모양이 변형 되지 않도록 아크릴틀을 이용해 고정시켜 

진행하였다. 예비동결은 –40℃로 48시간동안 실시하였다. 동결건조 조건은 콜드 트랩의 온도를 

–70℃로 설정하고 초기의 선반 온도는 –40℃에서 시작하여 최종 10℃에서 건조를 종료하였다. 

건조는 1주간 진행하였다. 건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목제 빗 중량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건조 후 

유물 표면에 잔존한 PEG는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목제 빗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 처리 전 중량은 41.65g, PEG 40% 함침 처리 후에는 42.12g으로 

중량이 변화하였다. 진공동결건조 후 최종 중량은 26.69g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PEG#4000 40% 

함침처리 후에 비해 동결건조 후 36.64%의 수분량이 승화되어 건조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11】 목제 빗 PEG#4000 함침 【그림 12】 PEG#4000 함침 후 중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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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목제 빗의 중량 변화율

대상 처리	전(g) PEG	처리(40%)	후(g) 동결건조	후(g) 중량	감소율(%)

목제	빗 41.65 42.12 26.69 36.64

【그림 13】 예비동결 전 표면 클리닝 【그림 14】 빗살-빗살 사이 한지 고정

【그림 15】 아크릴판을 이용한 목제 빗 고정 【그림 16】 예비동결(–40℃, 48H) 

【그림 17】 진공동결건조 【그림 18】 건조 후 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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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처리 후 사진

5. 결론 및 고찰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출토 목제 빗 1점에 대해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수종 분석 결과, 

조록나무속으로 추정되었다. 

도료층 유무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소지층(중량) 위로 도료층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작 당시 

목제 위로 소지층을 보호하는 도료는 도포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제 빗의 보존처리는 일반적으로 수침고중량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PEG 처리법을 실시하였다. PEG 

10%(in Water)부터 40%까지 단계적으로 농도를 높여가면서 목제 내부의 수분과 치환하였다. 그 후 

진공동결건조를 1주일간 실시하였으며, 건조 후 유물 표면에 잔존한 PEG는 붓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PEG#4000 40% 함침처리 후에 비해 건조 후 약 36.64%의 수분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되어 PEG가 

세포내강에 충분히 침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9】 목제 빗 처리 후 사진(전면) 【그림 20】 목제 빗 처리 후 사진(후면)

【그림 21】 목제 빗 처리 후 세부 사진(1) 【그림 22】 목제 빗 처리 후 세부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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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001
백자접시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근세 2.3 10.6 6.2

7-1

6-1
Y

2019-1494-

0000002
백자접시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근세 2.4 10.0 6.1

7-2

6-2
Y

2019-1494-

0000003
백자잔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5.8 10.8 6.0

7-3

6-3
Y

2019-1494-

0000004
백자잔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4.2 6.6 3.7

7-4

6-4
Y

2019-1494-

0000005

백자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2.8 6.0 (0.8)

7-5

6-5
Y

2019-1494-

0000006

백자발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3.7 7.2 (0.6)

7-6

7-6
Y

2019-1494-

0000007

백자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3.0 6.3 (0.9)

7-7

7-7
Y

2019-1494-

0000008

백자발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4.6 6.0 (0.7)

7-8

7-8
Y

2019-1494-

0000009

일본 백자발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근세 5.7 8.0 (0.6)

7-9

7-9
Y

2019-1494-

0000010

일본 백자발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근세 6.0 8.0 (0.5)

7-10

7-10
Y

2019-1494-

0000011

일본 백자발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근세 5.1 8.8 (0.5)

8-11

8-11
Y

2019-1494-

0000012

일본 백자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근세 1.8 6.1 (0.5)

8-12

8-12
Y

2019-1494-

0000013

백자접시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1.1 5.2 (0.3)

8-13

8-13
Y

2019-1494-

0000014

백자병

경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4.9 3.2

(0.4~

0.6)

8-14

8-1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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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015

옹기 

구연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9.9 (16.2) (0.5)

8-15

8-15
Y

2019-1494-

0000016

경질토기

저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4.05 10.0 (0.5)

8-16

8-16
Y

2019-1494-

0000017
수키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15.1) (7.7) (1.6)

8-17

8-17
Y

2019-1494-

0000018
수키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9.2) (5.8) (1.3)

9-18

9-18
Y

2019-1494-

0000019
수키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7.6) (7.6) (2.5)

9-19

9-19
Y

2019-1494-

0000020
암키와편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17.8) (13.7) (2.6)

9-20

9-20
Y

2019-1494-

0000021

원판형 

와제품
1

조선~근세

석축배수구
토도 조선 (7.4) (7.5) (1.9)

9-21

9-21
Y

2019-1494-

0000022
백자잔 1

조선~근세

2호 석렬
토도 조선 4.8 7.2 4.0

10-22

11-22
Y

2019-1494-

0000023

백자 저부

재가공품
1

조선~근세

2호 석렬
토도 조선 1.7 (6.1) 4.8

10-23

11-23
Y

2019-1494-

0000024
암키와편 1

조선~근세

2호 석렬
토도 조선 (16.8) (9.8) (2.5)

10-24

11-24
Y

2019-1494-

0000025
백자발 1

조선~근세

대지조성층
토도 조선 6.6 10.5 4.8

12-25

13-25
Y

2019-1494-

0000026
백자발 1

조선~근세

대지조성층
토도 조선 6.6 10.5 5.0

12-26

13-26
Y

2019-1494-

0000027
백자발 1

조선~근세

대지조성층
토도 조선 5.5 12.0 7.1

12-27

13-27
Y

2019-1494-

0000028
백자뚜껑 1

조선~근세

대지조성층
토도 조선 3.8 15.3 ・

12-28

13-28
Y

2019-1494-

0000029
백자잔 1

조선~근세

대지조성층
토도 조선 5.0 6.6 4.4

12-29

13-29
Y

2019-1494-

0000030

청자

저부편
1

조선~근세

대지조성층
토도 고려 2.8 ・ 4.8

12-30

14-30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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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031
수키와 1

조선~근세

대지조성층
토도 조선 (14.2) (10.6) (2.5)

12-31

14-31
Y

2019-1494-

0000032
지석편 1

조선~근세

대지조성층
옥석 조선 (7.9) (3.4) (2.5)

12-32

14-32
Y

2019-1494-

0000033

납석제

뚜껑
1

조선~근세

대지조성층
옥석 통일신라 3.75 7.6 ・

12-33

14-33
Y

2019-1494-

0000034

호형토기

경부편
1

나말여초

상부기단석렬 

및 배수로

토도 나말여초 (8.2) (5.2)
(1~

1.3)

15-34

17-34
Y

2019-1494-

0000035

대부완

저부편
1

나말여초

상부기단석렬 

및 배수로

토도 나말여초 3.4 ・ 6.6
15-35

17-35
Y

2019-1494-

0000036

대부완

저부편
1

나말여초

상부기단석렬 

및 배수로

토도 나말여초 1.7 ・ 9.4
15-36

17-36
Y

2019-1494-

0000037

경질토기

저부편
1

나말여초

상부기단석렬 

 및 배수로

토도 나말여초 7.2 (7.1) (0.8)
15-37

17-37
Y

2019-1494-

0000038
수키와편 1

나말여초

상부기단석렬 

및 배수로

토도 나말여초 (9.1) (8.5) (1.6)
15-38

17-38
Y

2019-1494-

0000039
암키와편 1

나말여초

상부기단석렬 

및 배수로

토도 나말여초 (5.0) (7.0) (1.6)
15-39

17-39
Y

2019-1494-

0000040

납석제

뚜껑
1

나말여초

상부기단석렬 

및 배수로

옥석 나말여초 4.3 9.7 ・
15-40

17-40
Y

2019-1494-

0000041

경질토기

구연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5.3 (6.1) (0.7)

16-41

19-41
Y

2019-1494-

0000042

대부완

저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4.4 ・ 5.6

16-42

19-42
Y

2019-1494-

0000043

경질토기

저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5.0 (7.3) (0.8)

16-43

19-43
Y

2019-1494-

0000044

경질토기

저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3.8 (6.3)

(0.7~

1.2)

16-44

19-44
Y

2019-1494-

0000045

병

동체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7.6 ・

(0.5~

0.7)

16-45

19-45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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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046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7.0) (10.4)

(1.0~

1.1)

16-46

19-46
Y

2019-1494-

0000047
수키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13.0) (8.6) (2.2)

16-47

19-47
Y

2019-1494-

0000048
수키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12.1) (7.6)

(1.5~

1.7)

17-48

20-48
Y

2019-1494-

0000049
수키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7.0) (7.8) (1.4)

17-49

20-49
Y

2019-1494-

0000050
암키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9.5) (7.9) (1.7)

17-50

20-50
Y

2019-1494-

0000051
암키와편 1

나말여초

하부기단석렬
토도 나말여초 (10.1) (7.6) (1.8)

17-51

20-51
Y

2019-1494-

0000052

병

구연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5.4 7.8 (0.5)

18-52

23-52
Y

2019-1494-

0000053

경질토기

구연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5.6 (4.8)

(0.4~

0.6)

18-53

23-53
Y

2019-1494-

0000054

경질토기

구연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4.4 (7.1) (0.8)

18-54

23-54
Y

2019-1494-

0000055

경질토기

뚜껑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5.5 14.0 ・

18-55

23-55
Y

2019-1494-

0000056

대부완

저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3.1 ・ 10.0

18-56

23-56
Y

2019-1494-

0000057

대부완

저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5.3 ・ 8.7

18-57

23-57
Y

2019-1494-

0000058

대부완

저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6.8 ・ 9.8

18-58

23-58
Y

2019-1494-

0000059

대부완

저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2.0 ・ 7.5

18-59

23-59
Y

2019-1494-

0000060
파수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1.0) (9.1)

(0.8~

1.1)

18-60

23-60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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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061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9.2) (12.1)

(1.3~

1.5)

19-61

23-61
Y

2019-1494-

0000062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24.6) (12.8)

(1.4~

1.7)

19-62

23-62
Y

2019-1494-

0000063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9.6) (10.5)

(1.0~

1.3)

20-63

24-63
Y

2019-1494-

0000064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4.9) (10.0)

(1.6~

1.9)

20-64

24-64
Y

2019-1494-

0000065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6.4) (7.8) (1.5)

20-65

24-65
Y

2019-1494-

0000066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5.6) (9.4)

(1.9~

2.2)

21-66

24-66
Y

2019-1494-

0000067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2.1) (10.9)

(1.4~

1.7)

21-67

24-67
Y

2019-1494-

0000068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2.0) (8.2)

(0.7~

0.9)

21-68

25-68
Y

2019-1494-

0000069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1.4) (8.1)

(0.8~

1.6)

22-69

25-69
Y

2019-1494-

0000070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11.9) (9.4)

(1.2~

1.9)

22-70

25-70
Y

2019-1494-

0000071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4.3) (8.7) (1.8)

22-71

25-71
Y

2019-1494-

0000072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담장지
토도 나말여초 (8.8) (9.5) (1.3)

22-72

25-72
Y

2019-1494-

0000073

대호

동체부편
1

나말여초

1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18.7) (39.3)

(0,8~

1.1)

23-73

26-73
Y

2019-1494-

0000074

대호

동체부편
1

나말여초

1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25.4) (27.3)

(1.1~

1.5)

23-74

26-74
Y

2019-1494-

0000075

대호

동체부편
1

나말여초

1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17.6) (16.2)

(0.7~

1.0)

24-75

26-75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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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076

대호

경부편
1

나말여초

1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9.4) (15.2)

(1.1~

1.7)

24-76

26-76
Y

2019-1494-

0000077

호형토기

경부편
1

나말여초

1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9.3) (9.9)

(0.9~

1.5)

24-77

26-77
Y

2019-1494-

0000078

호형토기

구연부편
1

나말여초

1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4.5 (9.9)

0.7~

0.8

24-78

26-78
Y

2019-1494-

0000079

경질토기

뚜겅편
1

나말여초

1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2.8 (5.4)

(0.4~

0.5)

24-79

26-79
Y

2019-1494-

0000080

대부완

저부편
1

나말여초

1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2.2 ・ 5.4

24-80

26-80
Y

2019-1494-

0000081

경질토기

저부편
1

나말여초

1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4.5 (15.4) (0.6)

24-81

26-81
Y

2019-1494-

0000082

경질토기

저부편
1

나말여초

2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3.3 ・ 13.4

25-82

27-82
Y

2019-1494-

0000083

경질토기

저부편
1

나말여초

2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4.4 (10.2) (1.0)

25-83

27-83
Y

2019-1494-

0000084

경질토기

경부편
1

나말여초

2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8.0) (6.7) (0.8)

25-84

27-84
Y

2019-1494-

0000085
수키와편 1

나말여초

2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17.2) (12.6) (1.7)

25-85

27-85
Y

2019-1494-

0000086
수키와편 1

나말여초

2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9.7) (9.5) (1.7)

26-86

27-86
Y

2019-1494-

0000087
암키와편 1

나말여초

2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7.9) (13.8) (2.0)

26-87

27-87
Y

2019-1494-

0000088
암키와편 1

나말여초

2번 적심
토도 나말여초 (9.4) (14.1) (1.8)

26-88

27-88
Y

2019-1494-

0000089
암키와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31.5) (27.6)

(2.0~

2.2)

27-89

28-89
Y

2019-1494-

0000090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23.3) (19.6) (2.2)

27-90

28-90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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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091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21.8) (13.0)

(1.4~

1.7)

28-91

28-91
Y

2019-1494-

0000092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6.7) (12.5) (1.8)

28-92

28-92
Y

2019-1494-

0000093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4.4) (10.3) (1.6)

28-93

29-93
Y

2019-1494-

0000094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3.0) (15.6)

(1.5~

1.9)

29-94

29-94
Y

2019-1494-

0000095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3.6) (15.5)

(1.7~

2.0)

29-95

29-95
Y

2019-1494-

0000096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23.5) (12.9)

(1.7~

2.0)

29-96

29-96
Y

2019-1494-

0000097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29.5) (17.0)

(2.0~

2.2)

30-97

30-97
Y

2019-1494-

0000098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7.6) (15.0)

(1.4~

1.8)

30-98

30-98
Y

2019-1494-

0000099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0.8) (8.7)

(1.6~

1.9)

31-99

30-99
Y

2019-1494-

0000100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5.0) (10.7)

(1.5~

2.1)

31-100

30-100
Y

2019-1494-

0000101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0.5) (4.4) (1.2)

31-101

31-101
Y

2019-1494-

0000102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7.3) (8.9) (1.6)

31-102

31-102
Y

2019-1494-

0000103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1.1) (12.4) (2.0)

32-103

31-103
Y

2019-1494-

0000104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6.0) (7.1) (2.0)

32-104

31-104
Y

2019-1494-

0000105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4.6) (12.5) (1.6)

32-105

32-105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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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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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94-

0000106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2.7) (10.0) (1.5)

33-106

32-106
Y

2019-1494-

0000107
암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10.1) (10.9)

(1.4~

1.8)

33-107

32-107
Y

2019-1494-

0000108
수키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8.6) (10.0)

(1.6~

1.9)

33-108

32-108
Y

2019-1494-

0000109

호형토기

경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4.4 (7.1) (1.8)

33-109

32-109
Y

2019-1494-

0000110

경질토기

뚜껑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2.3 (6.1) (0.4)

33-110

32-110
Y

2019-1494-

0000111

병

경부편
1

나말여초

대지조성층
토도 나말여초 2.7 ・ (0.4)

33-111

32-111
Y

2019-1494-

0000112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4호 수혈
토도 통일신라 (7.3) (16.0)

(1.8~

2.0)

35-112

35-112
Y

2019-1494-

0000113
호형토기 1

통일신라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31.0 14.9

(0.5~

1.0)

38-113

41-113
Y

2019-1494-

0000114

호형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9.2 (8.2) (1.0)

38-114

41-114
Y

2019-1494-

0000115

호형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1.1 (11.0) (0.6)

38-115

41-115
Y

2019-1494-

0000116

호형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7.4 (10.2) (0.6)

38-116

41-116
Y

2019-1494-

0000117

호형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7.7 (9.1) (0.9)

38-117

41-117
Y

2019-1494-

0000118

호형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7.0 (14.1) (0.9)

39-118

41-118
Y

2019-1494-

0000119

호형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5.0 (11.0) (0.8)

39-119

41-119
Y

2019-1494-

0000120

호형토기

경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8.5 (9.2)

(0.7~

0.9)

39-120

41-120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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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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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94-

0000121

호형토기

경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2.7 (9.0) (0.9~1.2)

39-121

41-121
Y

2019-1494-

0000122

호형토기

경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0.2 (12.4) (1.2~1.6)

39-122

41-122
Y

2019-1494-

0000123

호형토기

경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9.1 (13.2) (0.9~1.2)

39-123

41-123
Y

2019-1494-

0000124

호형토기

경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8.6 7.8 (0.9~1.2)

40-124

41-124
Y

2019-1494-

0000125

호형토기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4.2 (17.6) (0.6)

40-125

41-125
Y

2019-1494-

0000126

병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3.0 11.2 (0.3)

40-126

41-126
Y

2019-1494-

0000127

병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3.8 ・ (0.5)

40-127

41-127
Y

2019-1494-

0000128

병

경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3.6 ・ (0.5)

40-128

42-128
Y

2019-1494-

0000129

경질토기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3.8 (15.3) (1.5)

40-129

42-129
Y

2019-1494-

0000130

경질토기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2.3 (11.2)

(0.5~

0.6)

40-130

42-130
Y

2019-1494-

0000131

경질토기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6.1 ・ 15.8

40-131

42-131
Y

2019-1494-

0000132

경질토기

동체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2.2 (14.2) (0.5)

40-132

42-132
Y

2019-1494-

0000133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22.7) (14.2) (1.8)

41-133

42-133
Y

2019-1494-

0000134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1.5) (8.0) (1.5)

41-134

42-134
Y

2019-1494-

0000135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9.3) (6.4) (1.4)

41-135

42-135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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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94-

0000136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0.8) (4.4) (1.3)

41-136

43-136
Y

2019-1494-

0000137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7.3) (8.1) (1.7)

41-137

43-137
Y

2019-1494-

0000138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8.1) (9.4) (1.4)

42-138

43-138
Y

2019-1494-

0000139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0.5) (8.3) (1.3)

42-139

43-139
Y

2019-1494-

0000140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9.1) (7.8) (1.2)

42-140

44-140
Y

2019-1494-

0000141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0.7) (10.5) (1.0)

42-141

44-141
Y

2019-1494-

0000142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7.8) (12.0) (2.0)

43-142

44-142
Y

2019-1494-

0000143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9.7) (10.6) (2.0)

43-143

44-143
Y

2019-1494-

0000144
암키와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8.4) (24.5) (1.8)

43-144

45-144
Y

2019-1494-

0000145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1.8) (12.2) (1.7)

44-145

45-145
Y

2019-1494-

0000146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3.0) (11.5) (1.1)

44-146

45-146
Y

2019-1494-

0000147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9.4) (12.8)

(1.2~

1.5)

44-147

45-147
Y

2019-1494-

0000148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21.7) (11.8) (1.3)

45-148

46-148
Y

2019-1494-

0000149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9.7) (17.4)

(1.8~

2.1)

45-149

46-149
Y

2019-1494-

0000150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4.8) (9.0)

(1.4~

1.6)

45-150

46-150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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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151
암키와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24.7) (17.0) (1.7)

46-151

46-151
Y

2019-1494-

0000152
암키와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26.2) (10.7) (1.9)

46-152

47-152
Y

2019-1494-

0000153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3.6) (14.8) (1.3)

47-153

47-153
Y

2019-1494-

0000154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8.9) (10.0) (1.2)

47-154

47-154
Y

2019-1494-

0000155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8.7) (16.9) (2.4)

47-155

47-155
Y

2019-1494-

0000156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1.8) (13.4)

(2.3~

2.7)

48-156

48-156
Y

2019-1494-

0000157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4.6) (16.8) (1.2)

48-157

48-157
Y

2019-1494-

0000158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7.6) (13.6) (1.9)

48-158

48-158
Y

2019-1494-

0000159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6.3) (13.2) (2.2)

49-159

48-159
Y

2019-1494-

0000160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4.9) (18.6) (2.3)

49-160

49-160
Y

2019-1494-

0000161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7.6) (12.7)

(1.5~

1.7)

49-161

49-161
Y

2019-1494-

0000162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6.3) (12.7)

(1.3~

1.5)

50-162

49-162
Y

2019-1494-

0000163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4.6) (9.8)

(1.7~

2.0)

50-163

49-163
Y

2019-1494-

0000164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5.7) (14.3)

(1.6~

1.9)

50-164

50-164
Y

2019-1494-

0000165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8.7) (10.2)

(1.7~

2.0)

51-165

50-165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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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166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0.2) (13.7)

(1.7~

2.0)

51-166

50-166
Y

2019-1494-

0000167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9.6) (12.5)

(1.9~

3.1)

51-167

50-167
Y

2019-1494-

0000168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7.9) (13.3) (1.9)

51-168

51-168
Y

2019-1494-

0000169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5.6) (8.1) (1.7)

52-169

51-169
Y

2019-1494-

0000170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0.8) (10.0)

(1.8~

2.3)

52-170

51-170
Y

2019-1494-

0000171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9.8) (11.0)

(1.3~

1.6)

52-171

51-171
Y

2019-1494-

0000172
납석제 뚜껑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옥석 통일신라 3.6 8.2 ・

53-172

52-172
Y

2019-1494-

0000173

납석제 

파수부 용기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옥석 통일신라 11.0 8.9 9.2

53-173

52-173
Y

2019-1494-

0000174

납석제 

용기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옥석 통일신라 11.4 ・ 11.4

53-174

52-174
Y

2019-1494-

0000175
철제 솥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금속 통일신라 29.0 28.2

(0.4~

0.6)

54-175

52-175
Y

2019-1494-

0000176
목제 빗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목죽 통일신라 (10.2) (6.2) ・

54-176

52-176
Y

2019-1494-

0000177

경질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7.2 (6.8) (0.6)

55-177

52-177
Y

2019-1494-

0000178

경질토기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3.5 ・ 7.6

55-178

52-178
Y

2019-1494-

0000179

원판형

토제품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5.8) (6.1)

(0.8~

0.9)

55-179

52-179
Y

2019-1494-

0000180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11.6) (8.5)

(1.2~

1.5)

55-180

52-180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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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181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8.8) (10.2) (1.8)

55-181

52-181
Y

2019-1494-

0000182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석축우물
토도 통일신라 (9.7) (13.2) (1.7)

55-182

53-182
Y

2019-1494-

0000183
동이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4.4) (38.0) (26.6)

56-183

53-183
Y

2019-1494-

0000184

연질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4.5 (14.4) (0.5)

56-184

53-184
Y

2019-1494-

0000185

소호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8.1 (8.3)

(0.6~

0.9)

56-185

53-185
Y

2019-1494-

0000186
기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백제 (4.4) (5.5) (1.1)

56-186

53-186
Y

2019-1494-

0000187

경질토기

통체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4.5) (5.1)

(0.4~

0.7)

56-187

53-187
Y

2019-1494-

0000188

경질토기

통체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3.0) (8.0) (0.5)

56-188

53-188
Y

2019-1494-

0000189
파수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7.0) (3.2) (3.1)

56-189

53-189
Y

2019-1494-

0000190
삼족기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백제 3.6 (2.3) (1.5)

56-190

53-190
Y

2019-1494-

0000191
파수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5.3) (2.8) (2.5)

56-191

53-191
Y

2019-1494-

0000192
삼족기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백제 2.3 (1.5) (1.5)

56-192

53-192
Y

2019-1494-

0000193
뚜껑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3.6 15.8

(0.5~

0.7)

57-193

53-193
Y

2019-1494-

0000194
뚜껑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3.0 10.4 (0.5)

57-194

53-194
Y

2019-1494-

0000195
뚜껑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4.9 18.6 (0.6)

57-195

54-195
Y

2019-1494-

0000196
대부완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5.8 14.2 6.8

57-196

54-196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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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197
배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백제 2.3 (6.8)

(0.5~

0.7)

57-197

54-197
Y

2019-1494-

0000198
뚜껑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2.7 (8.2) (0.4)

57-198

54-198
Y

2019-1494-

0000199
배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백제 1.7 (7.2) (0.4)

57-199

54-199
Y

2019-1494-

0000200

호형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5.9 ・ (0.7)

57-200

54-200
Y

2019-1494-

0000201

호형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5.3 12.0 (0.6)

57-201

54-201
Y

2019-1494-

0000202

고배

대각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4.9) ・ (0.8)

57-202

54-202
Y

2019-1494-

0000203

병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4.7 ・ 9.6

57-203

54-203
Y

2019-1494-

0000204

병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8.7 ・ 8.2

57-204

54-204
Y

2019-1494-

0000205

호형토기

경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5.5 (11.2) (0.7)

58-205

54-205
Y

2019-1494-

0000206

호형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6.3 (8.4) (0.7)

58-206

54-206
Y

2019-1494-

0000207

경질토기

동체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6.5) (7.0) (0.5)

58-207

54-207
Y

2019-1494-

0000208

호형토기

경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4.4 (9.0) (0.7)

58-208

54-208
Y

2019-1494-

0000209

경질토기

동체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2.9 (5.9) (0.4)

58-209

54-209
Y

2019-1494-

0000210

완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5.7 16.6 (0.6)

58-210

55-210
Y

2019-1494-

0000211

대부완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2.8 ・ 7.0

58-211

55-211
Y

2019-1494-

0000212

경질토기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6.5 ・ 12.4

58-212

55-212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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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213
이형토기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2.5 ・ 6.4

58-213

55-213
Y

2019-1494-

0000214
토기반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0.6 24.2 15.6

59-214

55-214
Y

2019-1494-

0000215

동이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7.7 (20.3) (0.8)

59-215

55-215
Y

2019-1494-

0000216

동이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5.6 40.0

(0.7~

1.0)

59-216

55-216
Y

2019-1494-

0000217

동이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7.2 (13.8) (0.8)

60-217

55-217
Y

2019-1494-

0000218

경질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5.1 15.4 0.6

60-218

55-218
Y

2019-1494-

0000219

시루

저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0.1 (8.4)

(0.6~

0.8)

60-219

55-219
Y

2019-1494-

0000220

경질토기

구연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5.1 (11.6) (0.8)

60-220

55-220
Y

2019-1494-

0000221
파수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9.2 (12.7)

(0.6~

0.9)

60-221

55-221
Y

2019-1494-

0000222
동이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9.1 40.2 25.0

60-222

55-222
Y

2019-1494-

0000223

연화문

수막새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7.1) (9.8)

(1.4~

2.8)

61-223

55-223
Y

2019-1494-

0000224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9.5) (7.2)

(1.2~

1.4)

61-224

56-224
Y

2019-1494-

0000225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3.0) (10.2)

(1.0~

1.2)

61-225

56-225
Y

2019-1494-

0000226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7.0) (6.2)

(0.7~

0.9)

61-226

56-226
Y

2019-1494-

0000227
전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1.2) (10.2)

(3.9~

4.2)

61-227

56-227
Y

2019-1494-

0000228
전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2.3) (8.9)

(4.3~

4.6)

61-228

57-228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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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229
전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0.5) (7.4) (4.3)

62-229

57-229
Y

2019-1494-

0000230
전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0.7) (10.4)

(4.0~

4.6)

62-230

57-230
Y

2019-1494-

0000231
전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1.3) (5.6) (4.4)

62-231

57-230
Y

2019-1494-

0000232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7.0) (6.8) (1.0)

62-232

57-232
Y

2019-1494-

0000233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8.4) (7.8) (0.8)

62-233

58-233
Y

2019-1494-

0000234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7.7) (6.2)

(0.9~

1.0)

62-234

58-234
Y

2019-1494-

0000235
수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6.7) (14.9) (1.4)

63-235

58-235
Y

2019-1494-

0000236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9.9) (8.7) (1.3~1.5)

63-236

58-236
Y

2019-1494-

0000237
암키와편 1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
토도 통일신라 (13.2) (14.3) (0.9)

63-237

58-237
Y

2019-1494-

0000238
삼족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1번 Grid

토도 백제 4.6 2.0 2.1
66-238

61-238
Y

2019-1494-

0000239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1번 Grid

토도 백제 2.2 (5.3)
(0.4~

0.8)

66-239

61-239
Y

2019-1494-

0000240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1번 Grid

토도 백제 (5.0) (6.3) (0.7)
66-240

61-240
Y

2019-1494-

0000241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1번 Grid

토도 백제 (6.1) (6.5) (0.6)
66-241

61-241
Y

2019-1494-

0000242
수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1번 Grid

토도 백제 (9.5) (10.8) (1.1)
66-242

61-242
Y

2019-1494-

0000243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1번 Grid

토도 백제 (13.4) (9.7) (0.9)
66-243

61-24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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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244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1번 Grid

토도 백제 (7.0) (6.4) (0.8)
66-244

61-244
Y

2019-1494-

0000245

무문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청동기 (3.7) ・ (8.6)
67-245

62-245
Y

2019-1494-

0000246

발형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5.5 ・ 6.7
67-246

62-246
Y

2019-1494-

0000247

발형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9 ・ 8.3
67-247

62-247
Y

2019-1494-

0000248

연질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5.7 (6.1) (0.5)
67-248

62-248
Y

2019-1494-

0000249

연질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4.1 (6.9) (0.5)
67-249

62-249
Y

2019-1494-

0000250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7.3) (15.6) (0.8)
67-250

62-250
Y

2019-1494-

0000251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10.9) (11.0) (0.6)
67-251

62-251
Y

2019-1494-

0000252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1) (7.6)
(0.5~

0.6)

67-252

62-252
Y

2019-1494-

0000253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0) (8.0)
(1.0~

1.1)

67-253

62-253
Y

2019-1494-

0000254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2) (6.3)
(0.6~

0.7)

68-254

62-254
Y

2019-1494-

0000255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3) (5.9) (0.5)
68-255

62-255
Y

2019-1494-

0000256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5.3) (6.8) (0.6)
68-256

63-256
Y

2019-1494-

0000257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5.2) (6.9)
(0.6~

0.7)

68-257

63-257
Y

2019-1494-

0000258

연질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3 (6.4) (0.7)
68-258

63-258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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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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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259

연질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10.1) (7.5) (0.3)
68-259

63-259
Y

2019-1494-

0000620

연질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2) (6.9) (0.6)
68-260

63-260
Y

2019-1494-

0000261

시루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0 (4.4) (0.8)
68-261

63-261
Y

2019-1494-

0000262

단경호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8.8 16.0
(0.5~

0.6)

69-262

63-262
Y

2019-1494-

0000263

단경호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11.0 (10.3) (0.5)
69-263

63-263
Y

2019-1494-

0000264

직구호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1 (10.4)
(0.4~

0.5)

69-264

63-264
Y

2019-1494-

0000265

단경호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7.2 14.2 (0.6)
69-265

63-265
Y

2019-1494-

0000266

직구호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0 (11.8) (0.5)
69-266

63-266
Y

2019-1494-

0000267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9) (8.8)
(0.8~

1.2)

69-267

63-267
Y

2019-1494-

0000268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8.1) (7.1)
(0.9~

1.1)

70-268

63-268
Y

2019-1494-

0000269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9.9) (8.4)
(0.7~

0.9)

70-269

63-269
Y

2019-1494-

0000270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5.4) (5.7) (0.8)
70-270

63-270
Y

2019-1494-

0000271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7.8) (9.6)
(0.5~

0.7)

70-271

63-271
Y

2019-1494-

0000272

경질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7.1 (6.4)
(0.9~

1.2)

70-272

64-272
Y

2019-1494-

0000273

호형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10.2 (11.2)
(0.7~

1.1)

70-273

64-27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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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274

호형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8.3 (15.8) (0.7)
70-274

64-274
Y

2019-1494-

0000275
삼족기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6.0 12.0 (0.8)
71-275

64-275
Y

2019-1494-

0000276
삼족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0 11.8 (0.8)
71-276

64-276
Y

2019-1494-

0000277
삼족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0 9.6 (0.5)
71-277

64-277
Y

2019-1494-

0000278
유개고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0 12.0 (0.6)
71-278

64-278
Y

2019-1494-

0000279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2 10.6 (0.6)
71-279

64-279
Y

2019-1494-

0000280
삼족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2.5 ・ (0.4)
71-280

64-280
Y

2019-1494-

0000281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8 13.8 (0.4)
71-281

64-281
Y

2019-1494-

0000282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0 9.2 (0.7)
71-282

64-282
Y

2019-1494-

0000283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2 12.4 (0.5)
71-283

64-283
Y

2019-1494-

0000284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3 12.4 (0.7)
71-284

64-284
Y

2019-1494-

0000285
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3 10.0 (0.6)
71-285

64-285
Y

2019-1494-

0000286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2.5 7.5 (0.5)
71-286

64-286
Y

2019-1494-

0000287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2.6 6.6 (0.7)
71-287

64-287
Y

2019-1494-

0000288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11.8) (118) (1.2)
72-288

65-288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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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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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494-

0000289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9.0) (8.7) (1.1)
72-289

65-289
Y

2019-1494-

0000290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5.8) (7.5) (2.3)
72-290

65-290
Y

2019-1494-

0000291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11.0) (7.1)
(1.0~

1.6)

72-291

65-291
Y

2019-1494-

0000292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10.2) (9.6)
(0.8~

1.0)

73-292

66-292
Y

2019-1494-

0000293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9,4) (7,8) (1,3)
73-293

66-293
Y

2019-1494-

0000294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3.4) (7.0) (1.0)
73-294

66-294
Y

2019-1494-

0000295
전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토도 백제 (16.0) (11.9) (3.9)
73-295

66-295
Y

2019-1494-

0000296

납석제

방추차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3번 Grid

옥석 백제 (5.9) (6.6) (1.1)
73-296

66-296
Y

2019-1494-

0000297

연질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4번 Grid

토도 백제 3.0 (5.9) (0.5)
74-297

67-297
Y

2019-1494-

0000298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4번 Grid

토도 백제 (8.7) (10.2) (0.5)
74-298

67-298
Y

2019-1494-

0000299

연질토기

경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4번 Grid

토도 백제 3.6 (5.2) (0.5)
74-299

67-299
Y

2019-1494-

0000300

경질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4번 Grid

토도 백제 (5.0) (7.5)
(0.6~

0.8)

74-300

67-300
Y

2019-1494-

0000301

호형토기

견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4번 Grid

토도 백제 6.5 (16.6) (0.6)
74-301

67-301
Y

2019-1494-

0000302
삼족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7.9 (12.6) (0.8)
75-302

67-302
Y

2019-1494-

0000303
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2.9 (10.4) (0.5)
75-303

67-30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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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304

경질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3.6 10.4 (0.4)
75-304

67-304
Y

2019-1494-

0000305

호형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13.4 26.8
(0.5~

0.6)

75-305

67-305
Y

2019-1494-

0000306
대부완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8.5 14.2 (7.7)
75-306

67-306
Y

2019-1494-

0000307

호형토기

경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6.3) (8.4) (1.0)
75-307

67-307
Y

2019-1494-

0000308

원판형

토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7.8) 17.6 (0.9)
75-308

67-308
Y

2019-1494-

0000309

경질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6.6 ・ 35.2
75-309

67-309
Y

2019-1494-

0000310
수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15.4) (14.1) (1.8)
76-310

67-310
Y

2019-1494-

0000311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18.5) (11.6)
(1.2~

2.7)

76-311

68-311
Y

2019-1494-

0000312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5번 Grid

토도 백제 (8.6) (9.3) (2.0)
76-312

68-312
Y

2019-1494-

0000313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6번 Grid

토도 백제 (7.0) (6.7) (0.5)
77-313

68-313
Y

2019-1494-

0000314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6번 Grid

토도 백제 (7.5) (7.3) (0.5)
77-314

68-314
Y

2019-1494-

0000315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6번 Grid

토도 백제 (5.7) (5.8)
(0.5~

0.8)

77-315

68-315
Y

2019-1494-

0000316

호형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6번 Grid

토도 백제 10.0 (12.0) (0.4)
77-316

68-316
Y

2019-1494-

0000317
삼족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6번 Grid

토도 백제 2.7 ・ 12.2
77-317

68-317
Y

2019-1494-

0000318

직구호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6번 Grid

토도 백제 4.7 (7.6) (0.7)
77-318

68-318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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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319

경질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6.4 (10.6) (0.6)
78-319

69-319
Y

2019-1494-

0000320
파수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8.2) (5.0) (3.3)
78-320

69-320
Y

2019-1494-

0000321

경질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6.3 (6.4)
(0.4~

0.5)

78-321

69-321
Y

2019-1494-

0000322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9.2) (8.7)
(0.6~

0.7)

78-322

69-322
Y

2019-1494-

0000323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6.8) (4.2) (0.7)
78-323

69-323
Y

2019-1494-

0000324

연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5.1) (5.3)
(0.3~

0.4)

78-324

69-324
Y

2019-1494-

0000325
삼족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3.3 11.2 (0.8)
78-325

69-325
Y

2019-1494-

0000326

고배

대각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4.2 8.6 ・
78-326

69-326
Y

2019-1494-

0000327

경질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4.9 (6.9)
(0.3~

0.7)

78-327

69-327
Y

2019-1494-

0000328
기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4.3 (6.2)
(0.6~

0.9)

79-328

69-328
Y

2019-1494-

0000329
기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4.4 (6.2)
(0.7~

0.8)

79-329

69-329
Y

2019-1494-

0000330
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2.7 (2.4) (0.6)
79-330

69-330
Y

2019-1494-

0000331
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2.5 7.6 (0.6)
79-331

69-331
Y

2019-1494-

0000332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2.8 (6.2) (0.5)
79-332

69-332
Y

2019-1494-

0000333
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3.1 (4.5)
(0.2~

0.6)

79-333

69-33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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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사진번호

설별

결과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9-1494-

0000334
뚜껑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2.2 (5.0)
(0.3~

0.4)

79-334

70-334
Y

2019-1494-

0000335
배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1.45 (5.2)
(0.4~

0.5)

79-335

70-335
Y

2019-1494-

0000336

호형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9.9 23.0
(0.5~

0.7)

79-336

70-336
Y

2019-1494-

0000337

호형토기

구연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8.1 (9.1) (0.7)
79-337

70-337
Y

2019-1494-

0000338

호형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9.3 15.8
(0.7~

0.9)

79-338

70-338
Y

2019-1494-

0000339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3.9 (5.9)
(0.7~

0.8)

79-339

70-339
Y

2019-1494-

0000340

경질토기

저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9.3 (4.4)
(0.5~

1.2)

80-340

70-340
Y

2019-1494-

0000341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7.2) (11.6)
(0.7~

0.9)

80-341

70-341
Y

2019-1494-

0000342

경질토기

동체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11.3) (12.0)
(0.5~

0.6)

80-342

70-342
Y

2019-1494-

0000343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10.2) (8.3)
(1.3~

1.5)

80-343

70-343
Y

2019-1494-

0000344
암키와편 1

백제시대 

유물포함층

Test Pit

토도 백제 (21.2) (13.8)
(0.8~

1.0)

80-344

70-344
Y

2019-1494-

0000345
상평통보 1 지표수습 금속 조선 (3.1) (3.1) (0.2)

81-345

70-345
Y

2019-1494-

0000346
상평통보 1 지표수습 금속 조선 (2.9) (2.9) (0.15)

81-346

70-346
Y

2019-1494-

0000347
도광통보 1 지표수습 금속 조선 (2.3) (2.3) (0.15)

81-347

70-347
Y

소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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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調査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공주 봉황동 138번지 유적 發行日 2021年 12月 7日

發行機關

名稱 (재)누리고고학연구소

住所 (32596) 충청남도 공주시 창벽로 234-1

TEL (041)881-9610 FAX (041)881-9609

執筆·編輯者 공민규, 현대환, 설지은, 조동식

調査 緣由 한옥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공민규, 현대환, 설지은, 조동식, 심유미, 안대혁

遺蹟所在地番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38번지

調査面積 總 267.8㎡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석축배수구 조선∼근세 1기 백자접시, 기와편

석렬 조선∼근세 2기 백자잔 등

건물지 나말여초 3기 기와편, 경질토기편 등

적심 나말여초 2기 기와편, 토기편 등

석축우물 통일신라∼근세 2기 철제 솥, 목제 빗, 기와편 등

수혈유구 통일신라 9기 암키와편

유물포함층 백제시대 1개소 삼족기, 개배편 등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Ⅰ

1 경주 황남동 80번지
Ⅶ

39 경주 인왕동 809-10번지

2 논산 월오리 292-4번지 40 경주 황남동 221-5번지

3 경주 천촌리 802번지

Ⅷ

41 청주 노산리 873번지

4 청양 온직리 218번지 42 제주 상천리 산99-25번지

5 공주 교동 100-2번지 외 1필지 43 고령 본관리 102-1번지

6 고령 강정리 36번지 44 경주 사라리 576-7번지

7 논산 천호리 282-1번지 45 김해 응달동 760-1번지

8 합천 합천리 940-4번지

Ⅸ

46 고령 본관리 102-6번지

Ⅱ

9 공주 단지리 97번지 외 2필지 47 춘천 근화동 799-12번지

10 창원 본포리 103-2번지 48 경주 동천동 373번지

11 칠곡 달서리 106-3번지 49 영월 주천리 1160-3번지

12 경주 황남동 229-51번지 50 제주 일도 일동 1300-26번지

13 부여 쌍북리 419-3번지 51 서귀포 화순리 375-1번지

14 제주시 삼양1동 1661-15번지

Ⅹ

52 서울 인사동 154-8번지

Ⅲ

15 아산 방축동 24-1번지 53 강릉 초당동 292-1번지

16 서울 청암동 163번지 54 고령 지산리 3-21번지

17  여수 선원동 450-1번지 55 경산 점촌동 79번지

18 부여 쌍북리 419-6번지 56 김해 대성동 133-7번지

19 강화 사기리 산51번지 57 경주 금장리 513번지 외 1필지

20 홍천 외삼포리 1364-1번지 58 춘천 천전리 78-5번지

21 김해 동상동 590번지 XI 59 공주 반죽동 204-1번지

Ⅳ
22 함안 괴산리 363-2번지

XII

60 성주 기산리 962-1번지

23 경주 성건동 326-1번지 61 김해 서상동 232-3번지

Ⅴ

24 경주 황오동 5-8번지 62 세종 월하리 682-6번지

25 서울 통의동 7-16번지 63 서울 신당동 247-59번지

26 부여 동남리 206-9번지 64 고성 학림리 739-19번지

27 제주 상천리 산99-17번지 65 강릉 강문동 127-1번지

28 남원 왕정동 산15-4번지 66 세종 월하리 682-21번지

Ⅵ

29 가평 읍내리 601-10번지
XIII

67 경주 황오동 2-17번지

30 제주 외도 1동 107-5번지 68 경주 황남동 467번지

31 서울 묵정동 25-12번지

XIV

69 고령 지산리 232-116번지

32 서울 체부동 118-20번지   70 문경 갈평리 408번지

33 창녕 효정리 825-2번지 71 경주 황남동 297-1번지

34 김해 동상동 965-4번지 72 산청 강누리 462-2번지

35 청주 송절동 407번지 73 오산 세교동 501-7번지

Ⅶ

36 공주 봉황동 176번지        74 청주 상평리 27-5번지

37 부여 쌍북리 325-6번지 75 청주 상평리 27-14번지

38 춘천 율문리 249-27번지 XV 76 제주 오라이동 2220번지

2019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권별 유적 목록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XV

77 경주 성동동 172-2번지 XXI 118 구미 동부리 415번지

78 세종 월하리 682-9번지

XXII

119 춘천 근화동 797-1번지

79 고령 고아리 5-2번지 120 상주 분황리 897번지

80 세종 월하리 682-8번지 121 고성 성내리 283-2번지

81 서울 원서동 46번지 122 경주 노서동 117-7번지

82 경주 사정동 116-10번지 123 고령 박곡리 557-1번지

XVI
83 제주 화순리 522번지 124 금산 중도리 72-6번지

84 양평 양수리 708-3번지 125 무안 양장리 1117-2번지

ⅩⅦ

85 평창 유동리 192번지

ⅩⅩⅢ

126 평창 하리 242번지

86 공주 도천리 369번지 외 2필지 127 부여 군수리 157-3번지 외 1필지

87 강릉 초당동 394-3번지 128 군산 선유도리 353번지

88 제주 삼양 일동 1543-13번지 129 순천 행동 121-2번지

89 부산 범방동 1700-2번지 130 강릉 초당동 271-9번지

90 평택 대반리 405-148번지 131 강릉 초당동 271-21번지

ⅩⅧ

91 경주 황남동 239-9번지

ⅩⅩⅣ

132 경주 노서동 132-51번지

92 고창 법지리 902번지 133 경주 노서동 132-1번지

93 춘천 소양로1가 100-10번지 134 경주 노서동 132-52번지

94 춘천 산천리 433번지 135 대구 남성로 29번지

95 울산 은편리 586번지 136 서울 저동2가 3-1번지

96 김해 초정리 383-23번지 137 대구 이천동 338-5번지 일원

97 공주 반죽동 342번지 138 김해 관동동 109-1번지

ⅩⅨ

98 성주 대흥리 834-7번지 외 2필지 139 양평 운심리 86-16번지

99 경주 황남동 228-3번지 외 1필지

ⅩⅩⅤ

140 공주 반죽동 205-1번지

100 양평 송현리 284-8번지 141 경주 황남동 226-22번지

101 경주 서악동 895-3번지 142 춘천 산천리 435-1번지

102 대구 비산동 270-8번지 143 경주 래태리 891번지

103  경주 사정동 488-1번지 144 서울 누하동 107-2번지

104 기장 죽성리 662-1번지 145 청송 송생리 277번지

XX

105 춘천 소양로1가 92-26번지
ⅩⅩⅥ

146 홍천 하화계리 175-14번지

106 공주 봉황동 204번지 147 경주 광명동 276-1번지 일원

107 충주 칠금동 400-4번지

ⅩⅩⅦ

148 김해 담안리 485-20번지

108 가평 읍내리 626-6번지 149 광주 상림리 129번지

109 경주 냉천리 75번지 150 제주 삼양1동 1666-2번지

XXI

110 제주 용담이동 2706-7번지 151 제주 광령리 1607-1번지

111 기장 임기리 794번지

ⅩⅩⅧ

152 부여 쌍북리 329-2번지

112 평창 중리 137-7번지 153 경주 성건동 178-7번지

113 함안 도항리 111-5번지 154 부여 쌍북리 329-6번지

114 가평 읍내리 764-6번지 외 2필지 155 서귀포 강정동 3162-3번지

115 고령 지산리 402번지 156 함안 묘사리 산134-10번지

116 청주 사인리 산13-1번지 외 2필지
ⅩⅩⅨ

157 부여 쌍북리 329-3번지

117 공주 교동 183-3번지 158 공주 봉황동 13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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