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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1_本 報告書는 경기도 이천시가 설성산성의 유적정비를 위하여 본 기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여 옴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동년 7월 29일까지 6차 학술발굴조사(문화재청 제2014-0654호)를 진행한 결
과 보고서이다.
2_조사내용은 城壁구조와 축조순서에 따라 基底部, 體城部, 흙다짐부, 基壇補築으로 구분하여 서술

하였다.
3_遺物은 사용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遺構 다음에 배치하였다.
4_遺構와 遺物 圖面은 본문에 배치하고, 遺構와 遺物 사진은 본문 뒤에 배치하였다.
5_遺構와 遺物의 도면 ․ 사진 ․ 표 번호는 Chapter(Ⅰ~Ⅶ) 구분 없이 일련번호로 하였다.

◼ 유구
1_測量은 DGPS 장비(RTK-GRS 장비)를 사용하였고, 포토모델러를 통해 圖面을 작성하였다.
2_圖面의 방위는 조사 당시의 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3_立․斷面․土層圖에 표기된 수치는 海拔高度(m)를 나타낸다.
4_圖面 縮小比는 平面圖는 1/200, 立面圖는 1/80과 1/40, 土層圖는 1/40으로 하였다.
5_遺構의 제원은 Auto CAD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6_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성곽의 부분 명칭 및 축조관련 용어는 國立文化財硏究所, 2011, 『韓國考古學

專門事典(城郭 ․ 烽燧篇)』의 용례를 준용하였고, 기타 용어는 1~5차 발굴조사의 용례를 준용하였다.

◼ 유물
1_遺物收拾은 DGPS 장비(RTK-GRS 장비)를 사용하여 개별 유물에 대한 좌표값을 획득한 후 수습하

였다.
2_遺物의 收拾 위치는 전체 平面圖에 일련번호 표기하였고, 일련번호는 유물설명, 출토위치, 도면번

호, 사진번호와 모두 일치한다.
3_遺物의 縮小比는 토기 1/3 및 기와 1/4로 하였으며, 예외의 경우 별도 표기하였다.
4_遺物의 기고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계측하였고, 파편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하였다.
5_遺物설명은 遺構의 축조순서와 층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조사당시 수습된 遺物의 위치

를 측량한 좌표값(N:위도, E:경도, Z:고도)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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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3 조사 후 외벽 전경(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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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_ 머 리 말

본 보고서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산 11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천 설성산성에 대한 발굴조
사 보고서이다. 설성산성은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 67호로서 장호원읍과 설성면의 경계를 이루는
설성산(해발 290m)의 정상부를 둘러싼 삼국시대 포곡식 산성이다.
설성산성에 대한 조사는 1982년과 1997년에 지표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설성산성은 신
라의 북진과 관련된 중요한 산성이며, 한편으로는 백제토기가 출토되어 초축이 백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후, 1999년 본격적인 정밀지표 및 시굴조사 등 설성산성에 대한 현황파악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설성산성의 역사적 성격과 변화를 규명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설성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차적인 발굴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를 위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 진행하였다.
2001년 1차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5차에 걸친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3차 조사
는 서문지를 포함한 서벽구간과 그 안쪽의 평탄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서문지는 초축 이후
신라와 고려시대에 걸쳐 개축되었고, 성 안쪽은 4~5세기로 편년되는 다양한 백제 토기편과 함께 주거지
및 토광, 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4차 조사는 동문지를 포함한 성벽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
과 동문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규모나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성벽은 초축된 이후 신라 및 고려시대
개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4차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설성산성 종합정비계획안
도 수립되었다. 5차 조사는 4차 발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동문지와 인접한 성안쪽 건물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9~10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3동의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설성산성의 학
술발굴조사 진행상황과 중요 성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금번 6차 발굴조사는 동벽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로서, 조사대상지는 4차 발굴조사가 진행된 추정동문
지 및 진입로와 접한다. 조사지역은 외부에서는 설성산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및 진입로 주변의 성벽 잔
존구간에 해당한다. 이천시는 지난 4차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2011~2012년에 2차에 걸친 성벽복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추정 동문지 주변의 진입로와 성벽구간을 포함하는 230㎡ 면적에 대한 종합정비계
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서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었
는데, 본 연구원에 의뢰하여 옴에 따라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소에서는 문화재청으로부
터 조사대상지 230㎡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제2014-654호)를 받았으며, 조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동년
7월 29일까지 현장조사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성벽은 외벽과 기단보축, 내벽, 흙다짐토 등이 잔존하고, 신라에 의해 축조된 이후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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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2차례 개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입로는 유실이 심하여 동문지 및 성벽과 관련된 시설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7월 28일 전문가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검토회의에서는 성벽은 6세기경 축성된 이후 1~2차례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차로의 개
설로 인해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종합정비계획은 성벽의 축성방법이 반영
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성산성에 대한 조사내용은 모두 사진촬영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오차
범위 2㎝이하의 정밀 DGPS 장비(RTK-GPS방식)를 활용하여 정밀 측량하여 성벽과 관련된 제반 좌표데
이터를 기록하였다.

이천 설성산성 6차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오 규 진 (가경고고학연구소장)
책 임 조 사 원 : 박 대 순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조

사

원 : 최 병 화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준 조 사 원 : 강 수 호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이 창 훈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조사당시의 소속과 직명임.

현장 조사과정에서 사진촬영은 최병화가 주로 담당하고 RTK 현황측량 작업은 강수호 ․ 이창훈이 담당
하였다. 금번 이천 설성산성 6차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에 있어, Ⅰ장은 최병화가, Ⅱ~Ⅳ장은 강수호가
담당하여 작성하였다. Ⅴ장 조사내용은 현장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이 기초자료를 정리한 후 최병화가 작
성하였으며, Ⅵ장은 Ⅴ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병화가 작성하였다. 도면작성은 강수호 ․ 이재인(가경고
고학연구소연구원)이 담당하였고, 유물정리 및 실측은 오현주(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전자도면은
오경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각각 담당하여 진행하였다. 보고서의 편집은 최병화가 담당하였으
며, 이를 박대순과 류창선(가경고고혁연구소 발굴조사실장)이 수정 ․ 보완 하였고, 최종적으로 오규진(가
경고고학연구소장)이 교열 ․ 감수하였다.
한편, 이천 설성산성 6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신흥사 주지스님과 이천시청 문화관
광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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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_ 調 査 地 域 의 環 境

1 . 利川의 自然·地理的 環境
설성산성이 위치한 이천시는 경기도의 동남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20′~127°
38′, 북위 37°03′~37°22′에 해당하며, 전체적으로 동남-북서 방향으로 긴 형상이다. 이천시 주변으로는
동쪽은 여주군, 서쪽은 용인시, 북쪽은 광주시, 남쪽은 안성시와 음성군으로 둘러싸여 있다. 경기도와 충
청북도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래 한강유역과 중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상의
요충지로 인식되어 왔다.
경기도의 지형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는 마식령산맥, 강원도의 북부에서 남남서방향으로 달
리는 광주산맥, 강원도의 오대산 부근에서부터 남남서 방향으로 달려 경기도와 충북 경계선을 이루는 차
령산맥에 의해 대체적인 윤곽이 결정된다.
이천시의 지형은 北西高南東低의 형세로서 남서쪽과 북동쪽을 잇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북
서부지역과 남동지역 두 개의 지역군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북서부지역은 험준한 고지로서 山系의 발달이
양호하며 대소계곡을 따라 발달한 짧은 연장의 수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충적층의 발달도 자연 미약하
다. 이 지역에 있는 유명한 산 가운데는 이천시의 가장 북쪽 외곽에 있는 원적산의 주봉인 天德峰(630m)
및 그 줄기인 蕭黨山(461m), 屯智山(344m)과 鼎蓋山(433m) 등이 있다. 서북쪽으로는 길게 이어지는 羊
角山(386m)이 높게 자리한다. 남동지역은 거의 기복이 없는 구릉으로 이어진 저지로 이 지역의 水準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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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하 60m인데 이는 동북쪽에 비해 매우 저평함을 보이고 있다. 산계의 발달이 미약한 반면 긴 연장과
넓은 하상을 갖는 수계가 광범위하고 두터운 충적층을 형성하며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서쪽과 남쪽에도
雪峰山(394m), 巢鶴山(309m), 大德山(308m), 磨玉山(445m), 馬耳山(472m) 등 유명한 산이 많아서 이 있
다. 금번 조사지역인 이천시의 동남부인 장호원 쪽에는 白足山(402m), 雪城山(290m), 猪鳴山(349m) 등
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두 지역의 현저한 지형 차이는 그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지질 및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이천시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중생대 백악기 맥암류,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 高地인 북서부는 풍화나 침식에 강한 편암 및 편마암이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소 능선의 발달은
북동방향의 帶狀으로 발달한 편마암류의 편마구조나, 편리구조와 그 방향이 일치한다. 신둔면 마장면 등
지에서는 세립질 흑운모 함량이 많은 흑운모 편마임이 분포하고 있으며, 신둔면 일대는 규장편마암이 확
인되고 있다. 중부지역과 동남지역은 쥐라기의 흑운모 화강암이 발달하여 이천읍, 백사면, 부발면, 호법
면, 모가면, 대월면 등 전역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화강암의 경우 대체로 풍화에 취약하여 낮은 구릉을
이루며 이로 인해 하천 주변에 충적지를 넓게 형성한다. 즉, 계곡의 발달이 미약하지만 퇴적물의 운반능
력이 낮아 광범위한 충적층을 발달시킨다. 저구릉지대와 충적층은 모두 경작지로 활용되기 좋으며 실제
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
이천의 토양은 지형을 중심으로 볼 때 하천을 중심으로 한 회색토 및 충적토가 발달해 있고, 내륙평탄
지나 저구릉지에서는 적황색토가 나타난다. 적황색토는 홍적층으로 널리 분포하며 토성은 식질 내지 식
양질로서 배수가 양호한데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릉, 산악곡 간지, 산록지 등에서는 산면 붕적
에 의한 퇴적토가 대부분이며 여기에 충적토나 회색토가 약간씩 끼어 있다. 구릉지 및 산악지에 분포하
는 토양이 암쇄토인데 비옥도는 낮고 대부분 암지이다.
이천시의 수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양상을 달리하는 두 지역군에 따라 두 가지 형태를 띤다. 북서부
의 편마암지대에서는 각 산계의 계곡 사이에 발달하는 소하천 및 계곡천들이 이 지역의 변성암류의 편
마구조와 병행한다. 한편, 남동부 화강암 지대에서는 수지상 수계가 나타난다. 이는 이곳에 분포된 흑운
모화강암이 비교적 조립질이고 투수성이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를 관류하는 하천
은 모두 한강의 지류로서 최종적으로 남한강에 합류하는 복하천, 청미천, 양화천의 3대 하천이 있다. 강
폭은 그리 넓지 않으나 이곳에 발달한 산록완사면의 말단부분을 開析하면서 여러 갈래로 흐른다. 이들
은 비교적 蛇行度가 높아 소위 山中蛇行川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같이 한강의 중상류에서 비교적 높
은 사행도를 갖는 것은 서로 접하는 방향이 상이한 節理에 따른 암석의 차별침식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고 한다.
이천시의 주천인 복하천은 용인시 내사면에서 발원하며, 시의 서북쪽을 흐르는 지류인 신둔천과 중앙
부를 흐르는 복하천의 원줄기가 합하여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옛날에는 수심이 깊어 남한강에서부터 직
접 쌀을 나르는 세곡선이 드나들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상류지역의 개발과 제방공사 등으로 수량이 많
지 않은 편이다. 조사지역 주변의 하천은 신둔천으로서 바로 복하천의 상류 수계에 해당한다. 복하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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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지천 가운데 하나로서, 이천시의 북쪽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다. 서쪽에서부터 동쪽으
로 흘러 신대천과 합류한 후에 복하천과 다시 합류한다. 복화천 이외에 중요 수계를 구성하는 청미천은
용인시 원산면에서 발원하여 안성시의 죽산천과 합류한 뒤, 시의 남단을 가로질러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양화천은 시의 가장 동남쪽을 흐는다. 이들이 하천 주변을 開析하면서 가져온 퇴적물질들이 하천 주변의
충적평야를 이룬다. 이 충적평야와 낮은 구릉지는 관개가 용이하여 예부터 농사짓기가 주업을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이천시에서는 깊은 계곡의 발달과 이에 따른 급류의 현상은 보기 어렵고 대체로 소하천들로
서 완만한 흐름을 나타낸다. 서부에는 유수량이 풍족하지 못해 곳곳에 작은 저수지의 개발이 많고, 동부
의 평야지를 흐르는 본류는 사행하고 있다.

2. 利川의 歷史·考古學的 環境
이천지역은 지형적으로 서북쪽에 발달한 산지와 동북류하는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의 주변으로 발달
된 충적지가 분포하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이천지역에서 조사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없지만, 인근지역인 여주ㆍ용인 등지에서 구석기시
대 유적이 조사된 바 있으며, 1997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된 지표조사 결과, 지석리에서 여러
면 몸돌 1점, 소정리에서 찍개 1점, 대서리에서 여러면 몸돌과 찍개, 톱니날 등 5점, 이평리에서 여러면 몸
돌, 신원리에서 여러면 몸돌 등이 확인되고 있어 1 구석기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신석기시대 유적 또한 이천지역에서 조사된 예가 없어 당시의 명확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복하천 주변의 갈산동과 진리동에서 확인되고 있어 신석기시대 어로 생활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으며, 복하천 주변 충적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지역의 선사시대 유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동기시대 유적이다. 청동기시대 분묘
유적인 지석묘는 지석리ㆍ수하리ㆍ도암리ㆍ남정리ㆍ소정리ㆍ인후리ㆍ도봉리ㆍ현방리ㆍ해월리 등지
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이천지역에 많은 집단들이 본격적인 정주생활이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산리ㆍ대서리ㆍ소정리ㆍ우곡리ㆍ행죽리 일대에서는 마제석검ㆍ마제석촉 등과
같은 석기류가 발견되었으며, 후안리ㆍ군량리ㆍ오남리ㆍ오성리 일대에서는 다량의 무문토기가 수습되
고 있어 넓은 지역에 걸쳐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흔적이 확인된다. 이러한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대체
로 하천주변의 낮은 구릉지에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주변으로 농경에 유리한 범람원이 발달되어
당시 취락의 선정에 있어 지리적 조건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조건
1 서울대학교박물관, 1998, 『이천시의 문화유적』,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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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소하천과 낮은 구릉지형이 이천지역 전역
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보다 많은 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유적으로는 원삼국시대 유적은 확인된 예는
없으며, 이른 시기의 백제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
다. 특히 백제의 관방시설로 판단되는 설봉산성 2,
설성산성 3, 효양산성에서 심발형토기ㆍ고배ㆍ삼
족기ㆍ시루ㆍ장란형토기ㆍ원통형토기 등의 백제
토기와 백제 철갑 등 4세기대로 편년되는 유물들
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 이천지역은 백제의 직접적
인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산성을 거점으로 신라를 견제하면서 이천지역에
형성된 넓은 평야지대를 관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이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는 475
년 고구려의 남하로 백제가 한강유역의 터전을 상
실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것으로 여

도면 2. 해동지도 음죽현(1750년대)

겨지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산성을 비롯한 5세기
이후의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고구려의 영향력은 충북 청원 남
성골토성ㆍ중원고구려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북의 북쪽지역까지 미치게 되며, 5세기 후반부터는 이
천지역이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천지역에서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 등 고구려의 직접적인 지배가 이루어졌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6세기 중반 신라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중부 내륙지역의 이동로를 따라 충북 진천ㆍ음성 등
지를 통해 이천지역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백제의 관방시설이었던 설봉산성ㆍ설성산성은 물론 망이산
성에서도 신라토기인 고배ㆍ대부완ㆍ개ㆍ완ㆍ병 등이 확인되고 있어 백제성을 그대로 신라가 재활용하
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생활유적이 확인된 갈산동 유적 4, 석곽묘 6기와 내부
에서 유개고배병 등의 토기가 확인된 창천동 유적 5, 수혈유구 19기와 구상유구 등이 확인된 주미리 유적
6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불교유적으로 安興寺址가 있다. 안흥사지는 1998년 지표조사를 통해 ‘安興寺’銘

2 단국대학교박물관, 1999, 『이천 설봉산성 1차 발굴조사 보고서』.
3 주1) 책.
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이천 갈산리유적』 .
5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0, 『이천 온천공원 조성공사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약보고서』 .
6 국방문화재연구원, 2013, 『이천 주미리 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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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편이 확인되어 통일신라시대 사찰로 판단되
었으며, 2004년ㆍ2005년에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건물지 10동, 수혈주거지 14기 등의 유적이 보고되
었다 7. 또한 문헌기록 상에 통일신라시대부터 음
죽현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음죽현의
치소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설봉산성 5차 조사에서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설봉산
성이 치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고려시대 유적은 대체로 불교유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확인된 유적은 중리 삼층
석탑(유형문화재 제106호),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822호)ㆍ5층석탑, 갈산리 석불입상(향토

도면 3. 광여도 음죽현(19세기 전반)

유적 제7호), 소고리 마애여래좌상(유형문화재 제
119호), 마애삼존불상(향토유적 제7호), 동산리 마애여래상(향토유적 제9호), 장암리 태평흥국명마애보
살좌상 8, 이평리 미륵불상(문화재자료 제70호), 어석리 미륵불상(유형문화재 제41호), 영원사 석조약사
여래좌상(향토유적 제12호) 등으로 고려시대 이천지역의 토착지방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불
교유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생활유적으로는 증포동 유적 9, 소고리 유적 10, 송계리 유적 11, 진암리 유
적 12, 우곡리 유적 13 등이 조사되었고, 유물은 생활용기인 청자, 동이, 시루 등이 주로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유적은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고루 확인되고 있으며, 유교유적인 서원ㆍ사당 등이 남아있
다. 발굴조사가 진행된 생활유적은 도리리 유적 14, 소고리 유적 15, 지석리 유적 16 등이 있다.

7 중원문화재연구원, 2004, 『이천 갈산2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
_, 2005, 『이천 갈산동 현진에버빌 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 태평흥국명마애보살좌상 주변지역 발굴조사보고서』 .
9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이천 증포동유적』.
10 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이천 소고리유적』.
11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이천 송계리유적』.
12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이천 진암리유적』.
1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이천 우곡리유적ㆍ여구 부평리유적』.
1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6, 『이천 도리리 골프장건설 예정부지 문화유적 시ㆍ발굴조사 보고서』.
15 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써니보로 골프장 조성부지 이천 소고리 유적』.
16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 『이천 지석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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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지역 주변유적 및 문화재 목록

(※번호는 도면 4와 동일함)

NO.

유적명

시대

성격

소재지

이격거리

비고

1

자의공감대묘

조선

조선묘

이천 설성면 암산리 산 24

937m

·

2

이천 지석리 석불 입상

고려

불상

이천 설성면 자석리 산 51 연화정사

1,013m

·

3

이천 설성산성지

삼국

산성

이천 장호원읍 선읍리 931번지

0m

·

4

선읍리 입상석불

통일신라

불상

이천 장호원읍 선읍리 산 110번지

121.5m

·

5

이천 선읍리 유물산포지 1

삼국~고려

유물산포지

이천 장호원읍 선읍리 913, 843-1

152.4m

·

6

이천 선읍리 유물산포지 2

삼국~고려

유물산포지

이천 장호원읍 선읍리 785일대

318.8m

·

7

이천 산읍리 기념비군

조선

기념비

이천 장호원읍 선읍리 697

580.3m

·

8

이천 음죽현지

조선

관아

이천 장호원읍 선읍리 653

486.8m

·

9

이천 방추2리 유물산포지

조선

우믈산포지

이천 장호원읍 방추리 산 82번지

741.7m

·

3. 遺蹟의 立地와 環境
조사지역은 이천시 장호원읍과 설성면의 경계지역에 남북으로 길게 연결된 해발고도 290m의 설성산
에 위치하고 있다. 설성산은 해발고도는 높지 않지만 사면이 모두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정상부를 중심
으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산줄기가 뻗어 가면서 설성면과 장호원읍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고 있다.
설성산은 독조지맥에 해당하여 서북쪽에 돌박지산(165m), 동북쪽에 용채산(182m), 남쪽에 봉미산
(168m)이 있어 주변 산과 낮은 능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들 산과는 약 15~30㎞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높은 산이 없고, 해발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이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설성산은 주
변의 산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인근지역에 대한 조망이 유리하여 방어시설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설성산성 주변의 교통을 살펴보면 동쪽과 북쪽은 서울-충주간 3번 국도가 통과하고, 남쪽으로는 안성충주간의 국도가 통과하며, 서쪽으로는 진천-이천을 연결하는 지방도가 지나간다. 남북으로 통하는 교
통로가 설성산성을 교차하는 형세인데, 이 같은 통로는 설성산 주변으로 형성된 곡부와 하천(재요천, 이
황천) 그리고, 내륙평탄지가 북서-남동방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지형도상에 설성산성의 지형을 보면(도면 5), 해발 290m의 설성산 정상부와 그 북쪽에 위치
한 해발 266m의 두 개 봉우리가 솟아있다. 두 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설성산성은 성안에 마안형 능
선의 완만하고 큰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성 외부로는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주 능선이 길게 뻗어나가

8

도면 4. 설성산성 주변 유적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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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하고 나지막한 구릉지대를 형성하며, 북동쪽과 남서쪽으로는 짧게 내려가는 급경사를 이룬다.
설성산의 북서쪽 및 남동쪽으로 뻗은 나지막한 구릉지는 천변의 내륙평탄지와 접하며, 주변은 논농사
가 발달하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선읍리는 설성산의 동남쪽에
접한 구릉지의 내륙평탄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설성산의 동남쪽에 위치한 장호원읍은
청미천 주변의 내륙평탄지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마을을 이루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선읍리와
장호원읍은 높지 않은 구릉지가 설성산과 연결되면서 북서쪽과 남쪽으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일제강점
기 이전부터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설성산 주변의 경사도(도면 6)를 보면 설성산을 중심으로 남-북방향 선상에서 60~100%의 높은 경사도
를 보이며, 동쪽과 서쪽으로는 2~15%내외의 낮은 경사도를 이룬다. 특히 지천을 중심으로 한 동쪽의 와
현리와 남서쪽의 신필리 일원은 2%내외의 넓은 내륙 평탄지형을 보인다. 이 같은 현황은 분포지형도(도
면 7)에서도 같은 양상을 확인된다. 설성산을 중심으로 한 높은 산악지는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되며, 산
악지에서 뻗어나간 저구릉지/구릉지는 북서-남동방향으로 연결되고, 그 사이에 형성된 선상지/곡간지
가 거미줄처럼 형성되어 있다. 교통로는 바로 선상지/곡간지를 따라 구릉지 일부를 횡단하며 일제강점
기부터 현재와 같은 교통로를 형성하였다.
설성산의 지질(도면 8)은 이천시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장호원읍ㆍ설성면ㆍ모가면 등의 지질과 동일한

도면 5. 설성산성 지역 일제시대 지형도(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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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다. 이천시의 동남지역은 편암 및 편마암지대가 발달한 서북지역과 달리 화강암이 발달하여 침식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구릉지역은 대부분 흑운모 화강암(Jbgr)을 이루고, 곡부와 평탄지는 모두
충적지(Qa)를 이룬다.
이와 같이 설성산은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해당하면서도 주변
으로는 사람이 거주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갖
추고 있어, 삼국시대부터 전략적인 요충지로
인식되어 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차령산
맥의 한가운데 자리한 충주와 진천에서 한강
과 아산만으로 연결되는 교두보로서 그 역할
은 백제만이 아니라 신라에게 매우 중요하였
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면 6. 설성산성 지역 경사도

설성산성

0

도면 7. 설성산성 일대 분포지형도

0.5

1

1.5km

도면 8. 설성산성 일대 지질도

Ⅱ. 조사지역의 환경

11

Ⅲ_ 雪 城 山 城 의 沿 革

설성산은 장호원읍 선읍리 일대에 위치하며, 統一新羅時代부터 朝鮮時代까지 陰竹縣에 속한 지역이었
다. 음죽현 일대는 삼한시대 奴藍國과 咨離牟盧國의 영역으로 17, 청미천 주변에 평지를 활용하면서 작
은 규모의 국가체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확인된바 없어 그
세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음죽현 일대는 시기를 달리하면서 백제 ․ 고구려 ․ 신라의 영역 하에 있었다. 삼국시대 초기에
는 한성에 도읍을 둔 백제가 한강을 따라 상류로 진출하면서 음죽현 일대는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백제는 설성산을 중심으로 이 일대를 지배하고, 청미천과 자연지형을 방패삼아 남한강 주변 지역을 방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지배는 고구려의 침공이 있기 전인 5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
되며, 설성산성과 설봉산성에서 조사된 유구와 유물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18.
475년 고구려가 한성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지역을 점령하면서 백제는 한강 중하류의 모든 지역을
빼앗기고, 금강일대로 이동하게 된다. 음죽현 일대는 이때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현재 고구려 유
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리적으로 남한강 중류에서 진천ㆍ음성ㆍ죽산 등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지나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청주ㆍ청원지역까지 진출한 고구려의 영토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이때
고구려는 이 지역을 奴音竹縣으로 삼았다고 한다 19.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구려의 음죽현 일대 지배는
70여년에 불과한데, 이는 성왕 29년(551) 나제동맹을 맺은 백제가 신라의 도움으로 한강하류 10개성을
수복하였다는 기록에서도 보이듯이 이 시기에 고구려가 북쪽으로 물러갔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물러간 당시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곧바로 진흥
왕 14년(553)에 신라가 백제의 한강유역을 빼앗으면서 신라 영토로 편입된 것은 확실하다. 당시 신라는
백제에게서 빼앗은 지역에 漢山州를 설치하고 아찬 金武力을 郡主로 삼고, 南川(現 이천)에 중앙군제인
停을 설치하였다 20.

17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18 전해오는 이야기로 신라 내물왕(356~402)때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을 자리에 흰눈이 내려 雪城이라 불이었다는 내용(강남
대 인문과학연구소, 1998, 『이천시 장호원읍 문화유적․민속지표조사보고서』)은 신라가 이 지역을 지배하였던 시기보다 앞선 내
용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며, 신라 내물왕의 집권시기는 백제 황금기를 이룬 근초고왕과 근구수왕부터 아신왕이
집권하였던 시기로 백제의 기록이 와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설봉산성 2·3차 조사에서 확인된 4세기경의 백제
시대 유적으로 보아 설화내용이 백제의 기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9 『新增東國輿地勝覽』陰竹縣 建置沿革
2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8, 『경기도사자료집-고대ㆍ고려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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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음죽현 설성산성과 주변지역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충주ㆍ진천 방면에서 남한강 유역으로 나아갔다고 보는데 21 , 그러기 위해서
는 이천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따라서 신라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된 시점은 551년에서 553년 사
이로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점령했다는 한강유역의 6개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가 경기도 안
성, 충청도 직산 일대로 진출하게 된 시점이 6세기 중반인 점으로 보아 신라와 백제는 이천, 용인, 진천

21 서영일, 1999,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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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를 전선으로 삼아 100여 년 동안 공방을 지속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설성산성은 남한강 지역
과 충주ㆍ진천 일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이 지역을 백제에 빼앗길 경우 한산주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신라는 이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남천정을 중심으로 주요 방
어거점으로 삼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의 통일 이후 경덕왕 16년(757) 노음죽현의 명칭이
고쳐지게 된다.
당시 전국 9개주의 이름을 개칭하면서 한산주는 漢州로, 노음죽현은 陰竹縣으로 고쳤다 22. 이때 신라
는 漢州에 2개의 停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南川停이기 때문에 음죽현과 설성산성은 남천정의 직
접적인 관할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성산성 역사성은 기존 발굴조사와 주변유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차에 걸친 발굴조사에

표 2. 이천 설성산성 주변지역 산성 현황표

(※내용은 도면 10과 동일함)

NO.

유적명

위치

시대

재료

둘레

기타

1

설봉산성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백제~통일신라

석성

1,079m

사적 제 423호

2

북성산성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통일신라~고려

석성

1,150m

신지리산성

3

파사성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신라~조선

석성

1,800m

사적 제 251호

4

태봉산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백제

석성

_

편축식 토성

5

죽주산성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신라~고려

석성

1,688m

기념물 제 69호

6

망이산성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백제~통일신라

석성

2,080m

기념물 제 138호

7

팔성산성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삼국~조선

석성

_

_

8

비봉산성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_

석성

_

토성

9

금광산성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연내동길

삼국~조선

석성

2,000m

_

10

만노산성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신라~조선

석성

_

_

11

대모산성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삼국~조선

석성

650m

기념물 제 83호

12

두타산성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

신라~고려

석성

1,200m

_

13

사향산성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삼생리

미상

석성

1,000m

_

14

수정산성

충청북도 음성군 읍내리

통일신라

석성

577m

기념물 제 111호

22 『三國史記』35권 地理志 新羅 介山郡 陰竹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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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위성사진에 나타난 음죽현 설성산성과 주변지역
(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임. 위성사진 :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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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백제시대의 주거지와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초축 이후 2차(신라~고려)에 걸쳐 개축한 서문지, 성벽
의 축조방식의 차이 등은 이러한 설성산성의 역사적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산성주변은 설성산
과 용채산 사이에 형성된 낮은 구릉지대와 곡부 일대에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산
재되어 있고, 통일신라시대로 보고된 선읍리 입상석불의 존재 등은 오랜 기간 설성산성을 중심으로 한
세력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성산성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중요성 요
충지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당시 치소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高麗가 918년 건국된 이후 각지는 지방의 호족들이 재지세력으로 성장하여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시기 이천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太祖 19년(936)에 태조가 직접 後百濟 神劍을 공격하기 위
해 남하할 때 병력을 천안에 집결시키고, 태조는 우회하여 남천(이천)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천에 이를
당시 홍수가 일어나 利涉(복하천)이 범람하였는데, 徐穆의 도움으로 복하천을 건너게 되었고, 그로 인하
여 利川郡으로 賜號하였다. 또 신라 말 徐神逸이 사슴을 구해준 대가로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徐弼로 光宗 때 벼슬이 內議令에 올랐고, 서필의 아들이 徐熙이다. 서희는 18세의 나이에 甲科에 뽑혔으
며, 성종 12년(993)에는 거란 蕭遜寧의 침략을 막았다. 서희의 아들 徐訥 또한 벼슬이 시중에 올랐다. 이
외에도 徐遠ㆍ徐恭 등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徐選ㆍ徐岡 등이 벼슬에 올라 이름을 남겼다 23. 따라서 고
려시대 이천ㆍ음죽일대는 利川 徐氏 집안의 세력 아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顯宗 9년(1018)에는 음죽현을 忠州에 속하게 하였고, 仁宗 12년(1143)에 監務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으
며, 여기서 감무를 두었다는 것은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했거나 행정 체계를 확립한 것이 아니라 지방
의 參外나 權務로 하여금 吏典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것을 말한다 24.
고려시대에는 몽고ㆍ왜구 등 외적의 침입이 잦고, 내륙지역까지 화를 입으면서 지방의 성곽이 지속적
으로 활용되었다. 설성산성의 인근에 위치한 죽산성, 양근성, 충주 보련산성에는 몽고와 전투가 있었고,
공양왕 2년(1390)에는 아산만에 침입한 왜구가 안성을 지나 음죽까지 쳐들어왔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설성산성 또한 몽고와 왜구의 위협 아래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고려시대까지 산성을 治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죽현 내에서 규모와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치소로 가장 적합한 곳이 설성산성이다. 기록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설성산성이 충분히 음죽의 치
소이자 외적을 방어하는 방어시설로 사용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양상은 설성산성 내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수습되고, 성벽과 문지의 개축과 보축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 치소일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우왕 14년(1388)에는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는데 중앙관리 중 6품 이상을 뽑아 파견하였
고, 朝鮮 太宗 13년(1413)에는 縣監으로 이름을 고쳐 경기도에 귀속시켰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수차례 승

23 『新增東國輿地勝覽』8卷 京畿 利川都護府
24 『高麗史』56卷 地理志 楊廣道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陰竹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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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강등을 겪는 이천과는 달리 음죽현은 큰 변화 없이 지속
되었다.
『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음죽현의 인구는 390호 1,088명
으로 규모도 작고, 기록된 내용도 빈약하여 주목받지 못하는
지방 소도시로 전락하였다. 조선 중기에 들어 비로소 雪城이
라는 지명이 처음 확인된다 25.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
면 郡名條에 奴音竹과 雪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노음죽은
고구려 때의 이름인 것이 이미 알려진 바지만 설성은 처음 등
장함을 알 수 있다. 山川條에는 城山으로 기록되어 縣 서쪽 5
리 지점에 있다고 하였다. 옛 음죽현 관아가 나래천이 풍계천

도면 11. 동여도에 나타난 설성산성

과 합류하는 지점의 북안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기록은 명확
하다고 할 수 있다. 題詠條에는 雪城千古地라하여 설성이 오
래 전부터 사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新增東國輿
地勝覽』이 성종 12년(1481)에 제작된 『東國輿地勝覽』을 중종
25년(1530)에 중수한 것이고, 추가된 기록은 [新證]이라 하여
뒤에 붙여 쓴 것이기 때문에 본문은 대체로 성종 12년의 기록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성이라는 지명 또한 적어도 성종
12년 이전에는 등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6. 이 또한 설성
산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나지 않지만 설성산을 城
山으로 표현한 것은 ‘城이 있는 山’의 의미가 지명이 된 것으

도면 12. 1872년 지방도에 나타난 설성산성

로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에 읍지를 모아 엮은 『輿地圖書』陰竹縣誌 城池條에는 雪城은 縣에서 서쪽으로 3리 지점에 위치
하며, 둘레 길이는 5리라고 하였다. 또한 언제 만들어지고 폐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안에는 작은 암자가
있다고 하였다. 山川條에는 雪城山이 노성산에서부터 맥이 연결되어와 邑內의 主山을 이룬다고 하였는
데 18세기에는 城山 대신 雪城山으로 불린 듯하다. 또 『大東地志』城池條에는 雪城이 서쪽 5리에 있는데
城山이라 하고 둘레는 2리라고 하였다. 특이한 것은 두 기록에서 보이는 산성의 규모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데, 1999년 지표조사를 통해 성벽의 둘레가 1,095m로 확인된 점을 참고하면, 『輿地圖書』의 기록이
보다 신빙성이 있으며, 후대에 제작된 『大東地志』는 선대의 기록을 참고하면서 설성산성의 거리와 둘레
가 바뀌어 오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8세기 『海東地圖』를 비롯하여 19세기 제작된 『1872년 지도』와
『大東輿地圖』에서 설성산성이 표기되어 있어 늦은 시기까지 산성의 존재가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25 『新增東國輿地勝覽』京畿 陰竹縣.
26 한백문화재연구원, 2010, 『이천 설성산성 5차 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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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조사지역 위치 및 설성산성 조사현황도(1:4,000)
[기존 지표조사와 1~5차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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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輿地圖』와 『東與圖』에는 설성산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설봉산성, 죽주산성 등이 표기되어 있어 고
대성들이 조선 후기까지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과 성벽의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천 설성산성 5차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산성을 설성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조선 전기 이전으로
올려볼 수 있으며, 설성산성은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 이전에 주로 활용되다가 15세기 말에는 이미 폐
성이 되었다고 보았다.
현재 설성산성이 속한 長湖院邑은 조선시대 역원을 두던 곳이다. 장호원에 대한 지명은 『新增東國輿地
勝覽』譯院條에 長海院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이 1899년 발행한 읍지부터 長湖院으로 기록되면서 변경되
었다. 1914년 3월에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이천군에 통합되면서 청미면으로 개칭하였고, 이때 노평
리ㆍ노탑리 지역이 충청북도 음성군으로 예속되었다. 1915년에는 31개 리동을 13개리로 통합하면서 대서
리지역이 설성면으로 편입시켰으며, 1941년 10월 1일에는 읍으로 승격되었다. 1996년 이천군이 이천시로
승격되면서 이천시 장호원읍이 되었으며, 현재는 13개 법정리와 50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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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_ 調査經過 및 方法

1. 調査經過
설성산성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중요한 방어시설로 활용되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 방치되다
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기록상에서 ‘설성산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폐성된 이후 오랫동안 관
리가 되지 않던 중 근대 들어와서 1942년 발간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소개되었고, 그 후 고고학적
인 조사는 1982년 단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지표조사 실시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27. 당시 지표
조사에서는 신라의 북진과 관련된 산성으로 추정되었고, 이후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축성된
산성으로 주목되어 왔으며, 1984년 경기도 기념물 제76호로 지정되었다.
설성산성에 대해서는 1997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백제 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산성의 축조 시기는 백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28. 그러나 이 때까지의 조사는
광역지표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격적인 설성산성을 대상으로 한 정밀조사는 1999년에 단국
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진행되었다 29. 조사는 1999년 10월~12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표
현황측량 이외에도 시굴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사진 1~2). 당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설성산성의 현황
은 둘레 1,095m의 타원형에 가까운 포곡식 산성으로 성내에는 건물지 12개소, 장대지 1개소, 우물 1개소,
문지 2개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백제토기를 비롯하여 신라토기 및 기와편, 고려토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진 1. 지표 서벽구간 전경(단국대학교박물관, 2000)

사진 2. 시굴트렌치 4 내벽 축조상태(단국대학교박물관, 2000)

27 단국대학교박물관, 1984, 『중원문화권유적정밀조사보고서』, 여주군 ․ 이천군.
28 주1)의 책
29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0, 『이천 설성산성 지표ㆍ시굴조사 보고서』,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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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초축 문제와 성벽 축조방식 및 변화과정, 성격 등은 확인할 수 없어 이천시에서는 7차에
걸친 연차적인 발굴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01년부터 금번 조사까지 1~6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2001년 8월 14일부터 동년 10월 18일 동안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30.
당시 조사는 서문지 및 성 안쪽의 평탄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서문지와 협축성벽의 구
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3~4). 서문지는 초축 이후 신라와 고려시대 걸쳐 각각 한 차례씩 개축
되었고, 협축성벽은 초축 이후 2차례 개축되어 그 시기는 서문지와 같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내
옹성과 등성시설, 기저부 보강시설 등을 확인하였다.

사진 3. 1차 문지 전경(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사진 4. 1차 등성시설 전경(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2차 발굴조사는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2002년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
하였다. 지표조사에서 건물지 5로 명명된 설성산성 서벽 주변 능선에 형성된 평탄한 대지에 대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전체 조사지역을 나, 다, 라, 마 지구로 구분하였고, 나지구를 다시 A열, B열, C열, D열로
구분하였다. 이중 A열은 전면조사를 실시하였고, C열은 추정 저수시설에 대하여 확장조사 하였다(사진 5).
이후 2003년 8월 12일에서 11월 18일까지 2차 조사에서 미 조사된 부분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였으
며, 이외에 나-A확-3 트렌치의 내벽을 절개하여 성벽 축조 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1(사진 8).
조사결과 성 안쪽에서 부뚜막시설이 갖추어진 백제시대 수혈주거지와 토광이 다수로 확인되었고, 저수
시설을 확인하였다(사진 6~7). 주거지와 토광 내부에서는 호, 옹, 고배, 기대 등 4세기 후반에서 5세기로
편년되는 다양한 백제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 성벽은 백제시대 유구와 함께 초축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시기는 4세기가 넘지 않으며, 이후 신라에 의해 보수되어 활용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4차 발굴조사는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2005년 7월 14일부터 동년 12월 4일까지의 일정으
로 동벽 60m구간과 추정동문지, 그리고 3차 조사 때 확인된 저수시설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30 주2)의 보고서.
31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 이천시, 2004, 『이천 설성산성 2 · 3차 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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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축성구조와 함께 배수구 및 기단보축을 확인하였지만 추정동문지는 계곡부에 위치한 지형적 요인
과 성내 진입로 조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유실되어 그 규모나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32(사진 9).
한편, 3차에서 확인된 저수시설은 목재를 결구한 저장시설(목곽고)로 확인되었다(사진 10).
5차 발굴조사는 한백문화재연구원에서 2007년 12월 26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일정으로 동벽

사진 5. 2 ․ 3차 조사지역 일대 전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사진 6. 2 ․ 3차 7호 주거지 전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사진 7. 2 ․ 3차 3-1호 토광 전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사진 8. 2 ․ 3차 성벽 절개 트렌치 토층모습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사진 9. 4차 추정 동문지 전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사진 10. 4차 저장시설(목곽고) 전경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32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이천시, 2006, 『이천 설성산성 4차 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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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에 건물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33.
5차 조사는 4차 발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계
획된 것으로 4차 발굴조사 시 추정 동문지 부
근 성벽의 내벽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초석과
기단 등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었다.
조사결과, 잔존 상태가 좋지 않은 건물지 3
동과 용도미상의 석재열 및 소토층이 확인되
었다(사진 11). 3동의 건물지는 서로 시기를 달
리하며 축조되었지만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사진 11. 5차 건물지 전경(한백문화재연구원, 2010)

시기차이는 크기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 시기는 대략 9~10세기 초반 경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이천 설성산성 조사현황표

NO.

조사기간

조사명

조사내용

조사기관

1

1999.

지표·시굴조사

성 둘레 1,095m, 건물지 12개소, 장대지 1개소, 우물
1개소, 문지 2개소 확인. 성벽은 협축법과 편축법을 사
용, 수차에 걸쳐 개축.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서문지는 초축(6C 후반~7C 이전) 이후, 신라(6C 후
반~9C)와 고려(10C 이후)시대 걸쳐 각각 1차례 개축.
협축성벽은 초축 이후 2차례 개축되었고, 그 시기는
서문지와 같으며, 2차문지 축조시 내벽에 대한 전반적
인 보수가 이루어짐.
이외 내옹성, 등성시설, 기저부 보강시설 확인.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주거지와 저장시설, 토광 등 4C 후반~5C의 백제유
구 다수 확인.
성벽은 백제유구와 함께 축조되었으며, 4C 후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 이후 신라시대(9세기대 유물
집중) 약간의 보수를 더하여 활용. 이외 보축성벽 확
인.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한백문화재연구원

2

2001.8.14.
~2001.10.18

1차 발굴조사

3

2002.6.10.
~ 2002.9.9

2차 발굴조사

4

2003.8.12.
~2003.11.18

3차 발굴조사

5

2005.714
~2005.12.4

4차 발굴조사

성벽은 배수구 및 기단보축 확인.
추정동문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규모나 형태를 파악
하지 못함.
3차에서 확인된 저장시설(목곽고) 조사.
동벽 안쪽 평탄지에서 초석과 기단 등 건물지 흔적 확
인.

6

2007.12.26.
~2008.10.31

5차 발굴조사

9C~10C 초반에 축조된 건물지 3동 확인.

33 주6)의 보고서.

Ⅳ. 조사경과 및 방법

23

2. 調査地域 現況과 方法
1) 調査地域 現況
금번 조사지역은 동벽구간에 해당한다. 동벽구간은 곡부를 경유한 급경사지역에 해당하고, 성벽은 대
부분이 붕괴된 상태이다. 조사대상지역은 곡부 동쪽에 축조된 잔존성벽 구간이다. 지형은 설성산 정상
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나온 능선지역이며, 성벽은 능선 정상부와 곡부 사이의 급경사에 축성되었다. 성
벽은 외벽과 내벽 일부만 잔존하며, 곡부쪽 성벽은 지형이 절토되어 모두 유실되었다. 유실된 부분은 현
신흥사로 연결되는 시멘트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의 북서쪽에는 추정 동문지가 위치한다. 추정 동문지는 4차 발굴조사에서 주변 성벽 60m구
간과 함께 발굴조사 되었고, 현재는 복원된 상태이다(사진 12). 조사대상지역은 추정 동문지와 접한 시
멘트 진입로를 포함하고 있다. 1999년 정밀지표 및 시굴조사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지역은 당시
에도 성벽 대부분이 붕괴되고, 곡부쪽은 진입로에 의해 모두 유실된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사진 13).

사진 12. 조사지역 조사 전 전경(북서에서)

사진 13. 조사지역 조사 전 근경(서에서)

조사대상지역은 정밀지표 및 시굴조사에
서 45~47구간으로 구획되었다(사진 14~15).
정밀지표조사 45~47구간 보고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성벽의 높이는 암반 3.2m~2.4m이고, 성
벽의 폭은 10.7m로 협축으로 쌓아 올렸다
(사진 14). 외벽 기저부에는 폭 1.5m의 보축
이 시설되었다. 보축 성벽은 붕괴되었고 일
부 뒤채움돌만 남아있다. 외벽은 암반의 상

사진 14. 1999년 지표 ․ 시굴조사 당시 조사지역 근경(서에서)
(단국대학교박물관, 2000)

면을 다듬어 정리한 후 그 위로 전면을 다듬
은 석재를 사용하여 단과 열을 맞추어 쌓아 올렸다. 현재는 8단이 남아있는데 높이는 1.5m이다. 내벽은

24

지면에서 1.2m 정도 묻혀서
기저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현재 12단이 남아
있고, 높이는 2.1m이다.”

34

로 기록되어 있다(사진 15).
현재 조사대상지역 현황
은 1999년 보고내용과 크
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외
벽과 내벽 등에서 부분적
인 추가 유실이 있다. 추가
유실된 것은 성벽 위에 있
던 소나무 한 주가 쓰러지
면서 소나무 주변의 뒤채움
돌과 외벽이 일부 손실되었

사진 15. 1999년 지표 ․ 시굴조사 당시 조사지역 외벽(좌) 및 내벽(우) 현황
(단국대학교박물관, 2000)

고, 절개된 암반에 노출된 내벽 7~8단의 성돌은 모두 유실되어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성 안
쪽의 흙다짐부분은 지속적인 유실이 진행되어 1999년보다 유실범위가 넓어진 상태였다(사진 16).

사진 16. 조사지역 조사 전 성벽 현황(서에서)

34 주29)의 보고서,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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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調査方法
조사는 잡목과 잡풀을 모두 걷어내고, 현재의 성벽 잔존현황과 1999년 지표조사 당시 잔존현황의 변화
및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벽 절개면을 중심으로 붕괴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현황을 파
악하였다.
조사 작업은 절개면에 노출된 붕괴성벽과 흙다짐 일부을 제거 및 정리하고, 조사기간 동안 더 이상의
붕괴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성벽 노
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성벽 노출작업은 체성부의 상면에 퇴적된
다량의 퇴적토와 낙엽, 그리고 나무뿌리를
제거하고, 붕괴된 석재들은 걷어내어 한쪽
에 적재하였다. 체성부 상면의 정리와 함께
외벽과 내벽을 정리하고, 성 안쪽 흙다짐부
분은 표면 제토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 과
정에서 낙석 및 실족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

사진 17. 조사지역 흙다짐부 토층조사 작업 현황(서에서)

그네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조사를 진행
하였다(사진 17).
절개면 정리는 단면에서 확인되는 기저부,
뒤채움돌, 외벽과 내벽 등 축성현황을 확인
하고, 내 ․ 외벽 정리는 주변으로 퇴적된 붕
괴석 등을 걷어내어 벽면의 축조방식과 보
축시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 안쪽 제토작업은 구지표면과 관련 유구
의 존재를 확인하고, 성 안쪽의 흙다짐부에

사진 18. DGPS 장비(RTK-GPS방식) 및 측량모습

‘ㅡ’자 형태로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흙다
짐부와 내벽의 축조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장기록은 RTK장비의 측량작업을 통해 정확한 현황도를 작성하였으며, 아울러 기존에 복원된 성벽
구간까지 측량을 실시하여 기 조사된 성벽과의 연결 양상을 파악하였다(사진 18). 그리고, 포토모델러를
통하여 조사 지점에 대한 세부적인 측량과 성벽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토층도 등의 성벽과 관련된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이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유물에 대해서는 성벽의 축
조순서와 층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개별 유물에 대한 좌표값을 획득한 후 수습하였다.

26

도면 14. 이천 설성산성 6차 발굴조사 조사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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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_ 調査內容

이천 설성산성의 정리작업 결과, 외벽과 내벽, 기단보축, 성 안쪽 흙다짐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조사는
잔존한 성벽의 축성 상태를 면밀히 기록하고, 절개면에 노출된 외벽과 내벽, 뒤채움돌, 기단보축, 성 안쪽
흙다짐부분의 퇴적 상태를 통해 축성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 안쪽 흙다짐부분은 절개면 외에도 2개
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대상지역에 분포하는 흙다짐부분의 전반적인 퇴적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성벽은 기반암을 계단과 같은 형태로 굴착하여 기저부를 조성하고, 기저부 바닥면에서부터
내벽과 외벽을 쌓아 올렸다. 이후 외벽 전면에는 기단보축 하였고, 성 안쪽은 흙다짐하여 성벽을 보강하
였다. 세부 조사내용은 축성 순서에 따라 기저부, 체성부, 흙다짐부, 기단보축 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基底部
기저부는 절개면과 외벽과 내벽 등 세 개 부분에서 확인된다. 절개면은 성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점
차 낮아지게 기반암을 굴착하였고, 외벽과 내벽은 성벽 진행방향에 따라 기반암을 계단형태로 굴착하였
다. 절개면과 내 ․ 외벽면에서 확인된 기저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切開面 [도면 15, 사진 35~38]
절개면에서 확인된 기저부는 성 안쪽이 높고, 바깥쪽이 낮은 형태로 굴착하였다(도면 15). 성 안쪽 기저
부 바닥면의 해발 고도는 188.0m, 성 바깥쪽 기저부 바닥면의 해발 고도는 185.2m로서 기저부 전체 규모
는 깊이 2.8m, 너비 9.3m이다. 기저부 바닥면은 수평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하지만 흙다짐부, 체성부, 기
단보축 등이 축성되는 부분에 따라 굴착 형태를 달리하였다.
첫째, 흙다짐부는 기반암을 단면 ‘_/’자로 굴착하였다. 벽면은 수직에 가까우며, 바닥면은 수평하다. 굴
착규모는 깊이 1.2m, 너비 0.7m로서, 굴착된 공간은 내벽 축성 후 흙다짐된 부분이다. 내벽을 보강 흙다짐
을 위해 굴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체성부는 흙다짐부보다 1.8m 낮게 굴착하였다. 굴착된 규모는 깊이 1.8m, 너비 약 7m이고, 성벽이
축성된 부분에 따라 내벽 축조구간 ․ 뒤채움구간 ․ 외벽 축조구간으로 구분하여 굴착면을 달리하였다.
① 내벽 축조구간은 단면 ‘L’자로 굴착하였다. 굴착된 규모는 깊이 1m, 너비 1.2m이다. 굴착된 벽면은
직각이고, 바닥면은 수평하다. 직각으로 굴착된 부분은 내벽 1~4단이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벽 기단
부를 보호하고, 내벽을 반듯하게 축성하도록 하였다. 수평하게 굴착된 부분은 내벽과 맞물리는 뒤채움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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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가 반듯하게 놓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뒤채움구간은 내벽 축조구간보다 약 0.4m 정도 높게 굴착되었다. 굴착된 규모는 너비 약 3.5m이다.
굴착 상태는 바닥은 수평에 가깝지만 크고 작은 ‘凹凸’ 형성되어 있고, 외벽 축조구간과 접하는 부분은
높게 돌출시켜 둔턱을 이룬다. 바닥면을 반듯하게 굴착하지 않고, 요철을 이루도록 거칠게 굴착한 것은
뒤채움돌이 바닥면과의 마찰이 강하도록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③ 외벽 축조구간은 기반암을 단면 ‘_/’자로 굴착하였다. 굴착된 규모는 깊이 0.6m, 너비 2.7m이며, 뒤
채움구간 바닥면보다 약 0.5m 정도 낮게 굴착하였다. 경사진 굴착면은 외벽의 뒤채움돌을 지탱하고, 수
평한 굴착면은 외벽과 뒤채움돌이 반듯하게 놓일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단보축부분은 체성부와 연결되어 수평하게 굴착하였다. 굴착규모는 외벽에서부터 약 1.2m로
수평하게 연장되었고, 경사면까지 요철 없이 굴착되었다. 수평하게 굴착된 바닥면은 외벽과 함께 기단보
축을 반듯하게 놓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도면 15. 성벽 절개 현황 및 기저부 입단면

2) 外壁과 內壁 [도면 16~17, 사진 39~51]
외벽과 내벽 기저부는 성벽 진행방향에 따라 계단형태로 굴착되었다. 계단형태는 성벽이 축성된 경사
지형을 고려한 것으로, 한단을 단면 ‘L’자 형태로 굴착하면서 높낮이를 맞추었다. 외벽과 내벽 기저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벽 기저부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東高西低의 계단형태로 굴착되었다. 계단형태 굴착은
단면 'L'자 굴착을 한단으로 구분할 때, 조사구간에서는 총 5단의 굴착면이 확인된다. ‘L’자 굴착된 각 단
의 수직면과 수평면은 경사도에 따라 깊이와 너비를 달리하였는데, 세부 현황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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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외벽 기저부 바닥면 계단식 수직 ․ 수평 굴착 규모
단

(*방향은 동쪽 정상부 : 1단 → 서쪽 계곡부 : 5단 순이다.)

1단

2단

3단

4단

5단

수직굴착

60㎝

40㎝

140㎝

70㎝

70㎝

수평굴착

150㎝

280㎝

80㎝

120㎝

140㎝ 잔존

굴착방향

도면 16. 성벽 절개 현황 및 기저부 입단면

표 4를 보면 굴착 너비는 2단이 280㎝로 가장 길고, 나머지는 80~150㎝순이다. 5단은 북쪽 부분이 절개
되어 수평굴착 부분은 140㎝만이 확인된다. 그러나 수직 높이가 유사한 1단과 4단 현황을 고려할 때, 현
재 확인된 수평굴착 부분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35. 굴착 깊이는 3단이 140㎝로 가장 깊
고, 2단이 40㎝로 가장 얕다.

35 5단은 북쪽 부분이 절개되어 수평굴착 부분은 140㎝만이 확인된다. 하지만 수직 높이가 유사한 1단과 4단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 확인된 수평굴착 부분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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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내벽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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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총 5단의 굴착면에 대한 너비와 깊이 비율변화를 보면 3단과 2단을 기준하여 크기가 일률적인 방향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굴착 깊이는 “140㎝(3단)→70㎝(4단)→70㎝(5단)→60㎝(1
단)→40㎝(2단)”으로 작아진다. 굴착 너비는 “80㎝(3단)→120㎝(4단)→140㎝(5단)→150㎝(1단)→280㎝(2
단)”으로 길어진다.
즉, 3단과 2단을 기준으로 굴착 깊이와 너비가 “3단→4단→5단→1단→2단” 또는 “2단→1단→5단→4단
→3단”의 순으로 순차적인 굴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단/3단은 굴착 깊이와 너비에서 큰 차이
를 보이고, 기저부는 2단/3단을 제외하면 굴착규모가 주변 단들과 순차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2/3단을
경계로 설계 및 작업 범위가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기저부 굴착은 2/3단을 경계로 “미조사→미조사→미조사→1단→2단”과 “3단→4단→5단→유
실→유실”로 작업 범위가 구분되며, 기저부 조성은 굴착 이전부터 조성방식과 작업 범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계단형태 기저부 굴착방식은 추정 동문지 주변의 성벽구간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추정 동문지
주변의 성벽은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고, 기저부는 기반암을 성벽 진행방향에 따라 계단형태로 굴
착하였다. 굴착된 기저부의 깊이와 너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설계 및 작업 범위에 따라 일
정한 방식으로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내벽 기저부는 외벽 기저부와 같이 東高西低의 계단형태로 굴착되었다(사진 47•50). 계단형태
굴착은 단면 'L'자 굴착을 한단으로 구분할 때, 조사구간에서는 총 6단의 굴착면이 확인된다(도면 17). ‘L’
자 굴착된 각 단의 수직면과 수평면은 경사도에 따라 깊이와 너비를 달리하였는데, 세부 현황은 표5와
같다.
표 5를 보면 굴착 너비는 3단이 220㎝로 가장 길고, 나머지는 80~170㎝ 순이다 5단은 북쪽 부분이 절개
되어 수평굴착 부분은 140㎝만이 확인된다. 하지만 수직 높이가 유사한 1단과 4단 현황을 고려할 때, 현
재 확인된 수평굴착 부분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36. 굴착 깊이는 3단이 190㎝로 가장 깊
고, 1단이 20㎝로 가장 얕다.
각 총 6단의 굴착면에 대한 너비와 깊이 비율변화를 보면 3단과 2단을 기준하여 크기가 일률적인 방
향으로 변화한다. 먼저 굴착 깊이는 “190㎝(3단)→90㎝(4단)→90㎝(5단)→95㎝(6단) 37→20㎝(1단만 노
출) 38 →40㎝(2단)”으로 작아진다. 굴착 너비는 “220㎝(3단)→150㎝(4단)→150㎝(5단)→80㎝(6단만 잔
존) 39 →140㎝(1단)→2단(170㎝)” 순으로 ‘2단 170㎝’단을 제외하고 일정하게 작아진다. 즉, 3단과 2단을
기준으로 굴착 깊이와 너비가 “3단→4단→5단→6단→1단→2단” 또는 “2단→1단→5단→4단→6단→3단”
36 5단은 북쪽 부분이 절개되어 수평굴착 부분은 140㎝만이 확인된다. 하지만 수직 높이가 유사한 1단과 4단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 확인된 수평굴착 부분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37 4~5단과 큰 차이 없음.
38 조사지역 확장시 40㎝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39 유실되었지만 규모는 140㎝ 이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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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내벽 기저부 바닥면 계단식 수직 ․ 수평 굴착 규모
단

(*방향은 동쪽 정상부 : 1단 → 서쪽 계곡부 : 5단 순이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수직굴착

20㎝만 노출

45㎝

190㎝

90㎝

90㎝

95㎝

수평굴착

140㎝

170㎝

220㎝

150㎝

150㎝

80㎝만 잔존

굴착방향

순으로 순차적인 굴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외벽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단/3단은 굴착 깊이와 너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기저부는 2단/3단을 제
외하면 굴착규모가 주변 단들과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점을 볼 때, 2/3단을 경계로 설계 및 작업 범위가
구분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현황을 고려할 때, 2/3단을 경계로 “미조사→미조사→미조사→1단→2단”과 “3단→4단→5단→6
단→유실”로 작업 범위가 구분되며, 굴착 이전부터 기저부 조성방식과 작업 범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내 ․ 외벽 기저부 굴착상태를 볼 때, 외벽과 내벽은 동일한 방식으로 굴착하여 계단형태를 이루었
으며, 조성방식은 설계에 따라 굴착 깊이와 너비가 일정하게 작아지고 커지는 순서와 범위에 맞추어 계
획적인 굴착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 體城部
성벽은 기저부 바닥면부터 성돌을 놓아 협축식으로 축성하였다. 조사구간 성벽은 외벽은 3~9단, 높이
약 50~180㎝가 잔존하고, 내벽은 2~10단, 높이 약 30~210㎝가 잔존한다. 외벽과 내벽 안쪽은 거칠게 쪼
개진 할석을 뒤채움하였고, 뒤채움 부분은 내 ․ 외벽 보다 높게 남아있다. 성벽은 축성 구조상 외벽과 내
벽, 뒤채움 등으로 세분되며 축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外壁 [도면 16•18, 사진 39~42]
외벽은 기저부 바닥면부터 방형(1.2:1), 장방형(1.5:1~2.5:1), 세장방형(3:1~4:1) 형태로 잘 다듬은 성돌을
쌓아 올렸다. 성돌은 한단한단 수평열을 맞추었고, 윗돌과 아랫돌이 엇갈리도록 ‘品’ 자 형태로 쌓았다.
또한 윗돌은 들여쌓지 않고, 아랫돌과 일직선으로 면을 맞추었다. 잔존한 외벽 중, 가장 잘 남아있는 부
분의 축조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은 수평열 1단에서 6단까지 사용된 성돌의 모양과 크기이다. 먼저 1단~4단열의 성돌은 장방형과
세장방형 형태가 사용되고, 두께는 15~20㎝의 것이 주로 사용되었다.
5단열의 성돌은 방형과 장방형 형태가 사용되고, 두께는 19~30㎝의 것이 사용되었다. 1~4단열의 성돌
보다 두껍고, 세장방형 성돌보다 방형 성돌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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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외벽 성돌 규모 및 구성 현황

[* 성돌 규모는 표 왼쪽(동쪽 정상부) → 표 오른쪽(서쪽 계곡부)]

가로×세로㎝(가로:세로 비율)

비고

1단열

37×16 (2:1)

47×24 (2:1)

48×19 (2.5:1)

51×20 (2.5:1)

장방형 4개

2단열

40×18 (2:1)

44×16 (2.5:1)

50×17 (3:1)

47×20 (2.5:1)

42×20 (2:1)

장방형 4개, 세장방형1개

3단열

41×18 (2:1)

48×18 (2.5:1)

50×22 (2.5:1)

52×22 (2.5:1)

45×17 (2.5:1)

장방형 5개

4단열

58×15 (3.5:1)

35×16 (2:1)

50×15 (3.5:1)

24×19 (1.5:1)

37×20 (1.5:1)

장방형 3개, 세장방형 2개

5단열

45×19 (2.5:1)

23×21 (1.2:1)

37×26 (1.5:1)

38×30 (1.2:1)

34×27 (1.5:1)

장방형 3개, 방형 2개

6단열

48×18 (2.5:1)

40×18 (2.5:1)

48×15 (3:1)

45×11 (4:1)

장방형 2개, 세장방형 2개

도면 18. 외벽 입면도

6단열의 성돌은 장방형과 세장방형 형태가 사용되고, 두께는 11~18㎝의 크기가 주로 사용되었다. 5단열
의 성돌보다 두께가 얇고, 방형 성돌 보다는 세장방형 성돌을 사용하였다.
이상 1~6단열의 성돌을 보면, ‘1~4단열’과 ‘5단열’, ‘6단열’은 사용된 성돌의 모양과 두께를 달리하였다.
성돌의 모양과 두께를 달리한 것은 ‘1~4단열’은 굴착된 기저부의 깊이를 맞추고, 5단열은 한층 더 높아진
기저부 바닥면의 수평 높이를 맞추고, ‘6단열’은 다시 굴착된 기저부의 깊이를 맞추며 쌓았기 때문이다.
즉, 계단형태 기저부의 깊이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외벽에 사용된 성돌의 모양과 두께가 각 수평열마다
달리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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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직 굴착된 기저면과 성돌이 닿는 부분은 기저면을 'L'자로 굴착하여, 성돌을 올려놓았다(사진 42). 굴착
상태는 닿는 성돌의 모양과 맞추려 했지만 잘 맞지 않아 빈 공간이 생기며, 빈 공간에는 작은 할석을 채웠다.

2) 內壁 [도면 17•19, 사진 43~51]
내벽은 외벽과 같이 기저부 바닥면부터 방형(1:1), 장방형(2:1~2.5:1), 세장방형(4:1~9:1) 형태로 다듬은 성
돌을 쌓았다. 성돌은 한단한단 수평열을 맞추었고, 윗돌과 아랫돌이 엇갈리도록 ‘品’자 형태로 쌓았다. 현
재 성돌 대부분은 유실되고 2~10단 정도만 잔존한다(도면 19). 내벽은 초축 이후 1차례 개축되었는데, 개
축 현황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은 수평열 1단에서 6단까지 사용된 성돌의 모양과 크기이다. 먼저 1~2단열의 성돌은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형태가 사용되고, 두께는 20~24㎝의 것이 사용되었다. 성돌은 기저부 위에 수평을 맞추어 축조
하였고, 수평이 맞지 않을 때는 두께 5~10㎝의 얇은 성돌을 1~2단열 사이에 놓아 수평을 맞추었다.

표 7. 내벽 성돌 규모 및 구성 현황

[* 성돌 규모는 표 왼쪽(동쪽 정상부) → 표 오른쪽(서쪽 계곡부)]

가로×세로㎝(가로:세로 비율)

비고

45×20 (2:1)
1단열

18×20 (1:1)

53×10 (5:1)

방형 1개, 장방형 1개, 세장방형 2개 : 두께 5~20㎝
45×5(9:1)

2단열

26(노출)×20 (?:1)

42×24 (2:1)

44×20 (2:1)

장방형 3개 : 두께 20~24㎝

3단열

40(노출)×19 (?:1)

58×13 (4.2:1)

유실

장방형 1개, 세장방형 1개 : 두께 13~19㎝

4단열

21×9 (2.5:1)

39×8 (5:1)

유실

장방형 1개, 세장방형 1개 : 두께 8~9㎝

5단열

19×5 (4:1)
+소형 할석 2매

42×11 (4:1)

유실

세장방형 2개 : 두께 5~11㎝

6단열

65×11 (6:1)

유실

유실

세장방형 1개 : 두께 11㎝

3~6단열의 성돌은 장방형과 세장방형 형태가 사용되고, 두께는 5~11㎝의 것이 사용되었다. 성돌은 1~2
단열 성돌보다 다듬은 상태가 거칠고, 두께도 얇은 것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1~2단열 보다 빈틈이 많고
수평열도 맞지 않는데, 빈틈은 소형 할석으로 맞추어 조잡한 축조현황을 보인다. 또한 3~6단열은 1~2단
열 성돌보다 10~20㎝ 들여쌓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사진 51).
이 같은 차이는 축조 방식의 차이로서 3단열부터 개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기저면과 성돌이 닺는 부분은 기저면을 'L'자로 굴착하여, 성돌을 올려놓았다(사진 51). 일부는 성
돌의 모서리를 깎아 기저부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기저면 굴착과 성돌을 깎은 것은 모양이 잘 맞지 않아
빈틈이 생기며, 가능한 빈틈이 없도록 작은 할석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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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내벽 입면도

3) 뒤채움 [사진 33•35~38]
뒤채움은 외벽과 내벽 뒤쪽에 석재를 쌓아올린 체성의 중심부분이다. 뒤채움의 축조방식은 내 ․ 외벽
면의 뒷면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내 ․ 외벽에 사용된 성돌의 뒤부분은 길게 돌출되었고, 형태는 끝이
점점 좁아지는 이등변 삼각형 또는 사각추와 같다. 내․외벽 성돌은 뒤부분이 긴 것과 짧은 것을 번갈아
犬牙 형태로 쌓았고, 그 사이에 뒤채움돌을 함께 쌓아 올렸다.
먼저 내 ․ 외벽 1~3단열의 뒷부분은 약 30~40㎝정도 돌출되었고, 4~5단열의 뒷 부분은 약 60~70㎝ 정
도 돌출되었다. 내 ․ 외벽의 뒤에는 뒤채움돌을 하나씩 엇갈리도록 쌓아 올렸다. 뒤채움돌 형태는 대체로
길쭉하고 넓적하며, 양쪽 끝부분을 뾰족하게 좁아지는데, 내 ․ 외벽과 뒤채움돌간에 엇물림과 축성의 안
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뒤채움돌 규모는 큰 것은 한 변의 길이가 80㎝ 이상, 중간 것은 40~60㎝, 작은 것
은 20㎝ 이하 것들이 사용되었다.

3. 흙다짐부 [도면 20~22, 사진 52~56]
흙다짐부는 성 안쪽에 흙을 채워 내벽을 보강한 부분이다. 흙다짐부의 축조는 내벽과 수직 굴착된 기저
부 사이에 사질점토를 성내 지면 높이까지 채웠다. 흙다짐부는 조사구간의 내벽 안쪽에 넓게 분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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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조성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절개면을 포함해 총 3개의 트렌치 토층 조사를 진행하였다. 트렌치
는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Tr.1)와 중간 지점(Tr.2) 그리고, 절개면(Tr.3) 등 총 세 곳에 평면 ‘ㅡ’자로 설치
하였다. 각 트렌치별 토층 현황은 다음과 같다.
Tr.1은 총 12개 층위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11~12층은 가장 먼저 채워진 층위로, 내벽과 함께 초축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 안쪽에는 돌출된 암반을 경계로 약 깊이 80㎝, 너비 100㎝ 규모로 굴착
된 부분이 확인된다. 이 부분은 성내 통행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내벽과 약 200㎝ 정도 떨어져 있다.
8~10층은 개축된 층으로, 성내 통행로를 흙채움하여 수평한 지형을 조성하였다. 층위 내에서는 신라시대
토기편이 확인된다. 1~7층을 성벽 폐기층이다. 층위 내에는 붕괴된 성돌이 다수 확인되며, 고려시대 회
청색 토기편이 확인된다.
Tr.2는 총 9개 층위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4~9층은 가장 먼저 채워진 층위로, 내벽과 함께 초축시 조성
되었다. 1~3층은 개축된 층으로 기존에 채워진 흙다짐을 재 굴착한 후 다시 채웠는데, 내부에서는 신라시
대 토기편이 확인된다.
Tr.3은 총 6개 층위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2~6층은 초축된 층이며, 1층은 개축된 층으로 Tr.2의 1~3층과
연결된다.
이상 흙다짐부의 트렌치 토층 조사결과 층위 내에서는 초축 이후, 1차례 개축한 현황을 확인하였다. 먼
저, 태토는 점토가 미약한 사질성분이 중심을 이루며, 내벽 보강과 함께 우수가 잘 배수되도록 고려하였
다. 초축은 단면 ‘_/’자 굴착된 기저면과 내벽 사이의 빈공간에 흙다짐 되었고, 층위 내에서 유물은 확인
되지 않았다.
개축은 기존 흙다짐을 단면 ‘_/’자로 재굴착하고, 굴착된 층부터 내벽을 새롭게 축조하였다. 앞서 설명
한 내벽의 개축 부분(3~6단열)은 Tr.1의 개축 층위와 같은 높이에서 확인되며, Tr.2의 개축 층위와 같은
높이에서 내벽 또한 개축된 양상이 확인된다. 개축된 층위는 흑색 및 흑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층
위 내에는 채움 당시 유입된 기와편과 토기편이 확인된다(사진 53•55). 기와편은 집선문 ․ 사격자문 기
와편이 확인되고, 토기편은 편병편, 주름무늬 병편, 등 9~10세기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최
상층에서는 붕괴된 성돌과 함께 성벽 폐기층이 확인되며, 층위 내에서는 돌대문 토기편과 어골문과 복합
문 기와편 등 고려시대 유물이 다수 확인된다.

4. 基壇補築 [사진 57~61]
기단보축은 외벽 전면에 축조된 성벽 보축부이다. 현재 대부분이 유실되고, 외벽의 동쪽과 서쪽 가장자
리에 일부가 잔존한다(사진 57~60). 동쪽에 잔존한 기단보축은 규모 높이 90㎝, 너비 130㎝로서, 높이 6
단정도가 쌓여 있다. 기저부 바닥면부터 납작하게 쪼개진 석재를 외벽과 접하여 쌓았는데, 1단은 외벽 전
면부터 2~4개의 석재를 놓았고, 2단부터는 2~3개의 석재를 놓았다. 또한, 기저부 바닥면부터 위로 갈수
록 작은 크기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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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흙다짐부 Tr.1 토층 단면도

도면 21. 흙다짐부 Tr.2 토층 단면도

도면 22. 흙다짐부 Tr.3 토층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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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에 잔존한 기단보축은 규모 높이 60㎝, 너비 120㎝로서, 높이 2단 정도가 잔존한다. 기저부 바닥면
부터 납작하게 쪼개진 석재를 외벽과 접하여 쌓았다. 1단은 외벽 전면부터 3개의 석재를 놓았는데, 열이
수평하지 않다. 2단은 할석 2개를 올려놓았으며, 처음 놓여진 상태에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보
축은 동쪽과 서쪽 가장자리에서 일부만이 확인되지만 조사지역 외벽구간 전체에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
된다.
조사지역을 포함한 동벽구간 기단보축은 정밀지표조사와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 및 조사된 바 있다. 4
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기단보축은 추정 동문지 주변의 성벽구간에서 조사되었는데, 높이 1.8m로서 잔
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보축은 거칠게 쪼개진 할석과 장방형 및 세장방형으로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여
쌓았으며, 단면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 축조하였다(사진 20).
조사지역 기단보축 역시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기단보축과 동일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밀지표조사 보고내용 중 조사지역과 연접한 46구간에 잔존한 기단보축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46
구간 보축성벽은 폭은 1m이고, 높이는 1m, 밑에서부터 45°각도를 이루며 체성쪽으로 좁아져 성벽의 1/5
높이까지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사진 19).
따라서 4차 발굴조사 및 정밀지표조사 46구간의 기단보축 현황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구간에서 확인
된 보축성벽은 46구간과 연결된 것으로 거칠게 쪼개진 할석과 장방형 및 세장방형으로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여 높이 1m 이상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9. 지표조사 성벽 46구간 기단보축 전(서에서)
(단국대학교박물관, 2000)

사진 20. 4차 발굴 2구간 외벽 및 기단보축 전경(북에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5. 城壁 切開地域 [사진 62]
이번 조사범위는 성벽이 절개된 시멘트 진입로를 포함하고 있다. 시멘트 진입로는 추정 동문지와 접한
곳으로 조사 전부터 동문과 관련시설(옹성, 적대)의 존재가 예상되었다. 조사결과 시멘트 진입로 하부에
서는 계단과 생토층이 확인되었고, 문지 및 성벽과 관련된 시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생토층은 조사지역 기반암과 접하여 곡부쪽으로 연결되며, 계단은 생토층 위에 퇴적된 사질점토층을
기반으로 축조되었다. 계단은 성벽에 사용된 석재를 재사용하였으며, 시멘트 진입로와 같은 남북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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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성되었다. 계단상면은 진입로 확장을 위해 근대 복토한 적갈색 점질사토와 흑회색 사질점토가 퇴적
되었고, 그 상층으로는 2차례 이상 복토되어 현재의 시멘트 진입로가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계단 아래
층에서 고려시대 기와편과 조선시대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한편, 신흥사 주지 스님 및 인근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신흥사 진입로는 시멘트 포장 이전에는 흙길로
조성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계단으로 조성되어 성내를 출입하였다고 한다. 현재 전언과 함께 조사된 층
위 및 출토 유물을 고려할 때, 계단은 성벽이 모두 유실된 이후 축조되었고, 성벽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
된다.
계단은 축조 방향이 현재 시멘트 진입로와 같으며, 신흥사로 들어서는 출입로로서 근대 이후 조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6. 出土遺物
1 암키와편 유물은 뒤채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배면에는 능형문이 타날
되어 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내면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된다. 기
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배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
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길이 19.8㎝, 잔존너비 16.5㎝, 두께 2.5㎝, 좌표-N 505243.4523, E 249658.0123, Z 193.258

2 암키와편 유물은 뒤채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단부 일부만이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소성도는 높은 편이며, 소지
접합흔이 일부 관찰된다. 배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대부분 지워져 있다. 내
면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되며, 배면 단부의 경우 깎기조정하여 마포흔이 지워져 있다. 기와의 분
할은 양 측단부가 모두 결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잔존길이 10.9㎝, 잔존너비 9.6㎝, 두께 1.6㎝, 좌표-N 505245.1444, E 249658.3846, Z 193.256

  3 수키와편 유물은 뒤채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양 측단부와 단부가 모두 결실된 상태로 남아 있다.

내외면은 암갈색, 속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배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대부부 지워져 있다. 내면에서 가는 올
의 마포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양 측단부가 모두 결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잔존길이 8.9㎝, 잔존너비 6.0㎝, 두께 1.3㎝, 좌표-N 505243.1488, E 249657.5117, Z 192.966

  4 수키와편 유물은 뒤채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측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소성도는 낮은 편
이다. 배면에는 태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내면에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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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뒤채움 내부 출토유물 일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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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의 마포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배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
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길이 8.9㎝, 잔존너비 8.3㎝, 두께 1.9㎝, 좌표-N 505244.8452, E 249659.0706, Z 192.885

  5 토기 구연부편 유물은 폐기층에 해당하는 뒤채움 상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경부 및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며, 경질소성되었다. 동체부는 내만하였으며, 경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수직으로 약하게 외반하였
다. 구연부는 외반된 경부에서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외면으로 말아 양단을 둥그렇게 처리하
여 반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성형은 동체부와 경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
에서 일부 점토띠 접합흔과 손누름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미약하게 관찰되며, 내면에는 선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경부와 동체부의 경계지점에
는 1條의 돌대가 돌려져 있으며, 경부에는 파상문형태를 띤 부정형한 횡침선이 시문되어 있고, 구연부와
의 경계지점에 반원상의 침선이 시문되어 있다. 내외면 전반에 회전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잔고 14.8㎝, 복원구경 42.2㎝, 두께 0.8~1.3㎝, 좌표-N 505248.0557, E 249656.6814, Z 192.232

  6 토기 저부편 유물은 폐기층에 해당하는 뒤채움 상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

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경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저부는 평저이며, 소성과정에서 내면이 부풀여져 있는 상태이
다.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간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
양이 대부분 지워져 일부만이 미약하게 남아 있고, 내면에서 격자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내
면은 회전물손질정면하였고, 외면은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하였다.
잔고 9.5㎝, 복원저경 22.9㎝, 두께 0.6~0.9㎝, 좌표-N 505245.6468, E 249656.4253, Z 192.359

  7 수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1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측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소성
도는 낮은 편이다. 배면에는 태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내
면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배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
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길이 8.3㎝, 잔존너비 4.9㎝, 두께 1.3㎝, 좌표-N 505239.2905, E 249658.1464, Z 193.255

  8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1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양 측단부와 단부가 모두 결실

된 상태로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
질토로 거칠며,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배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
된다.
잔존길이 4.5㎝, 잔존너비 3.1㎝, 두께 1.1㎝, 좌표-N 505239.2119, E 249658.1006, Z 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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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뒤채움 상면 출토유물 일괄(5•6)

  9 토기 동체부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1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이 전체적으로 박리되었다. 내면은 명갈색, 외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다
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은 무문이다. 내외면에서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잔고 9.6㎝, 두께 0.5~0.8㎝, 좌표-N 505239.0313, E 249657.9854, Z 193.654

  10 완 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1 개축(A-A’ 10층 ; 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은 적갈색, 속

심은 암갈색을 띠고 있으며, 내외면이 부분적으로 검게 그을려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
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저부는 평저로 판단되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 동 최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연부는 경부의 성형없이 동체부
에서 급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양단을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동체부 외면은 무문이다. 구연부와 동
체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정면하였다.
기고 4.9㎝, 복원저경 7.6㎝, 복원구경 14.5㎝, 두께 0.5㎝, 좌표-N 505241.4913, E 249659.6193, Z 19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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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흙다짐부 Tr . 1• 2차 조성층(7~10), 폐기층(11)

  11 토기 동체부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1 폐기층(A-A’ 7층 ; 2차 폐기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

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일부에서 미약하게 관
찰된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정면하였다.
잔고 11.0㎝, 두께 0.5㎝, 좌표-N 505238.2346, E 249658.5771, Z 193.123.

  12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2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측단부 일부가 남아 있

다. 내면과 속심은 적갈색, 외면은 갈색과 암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
다.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배면에는 태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내면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배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
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길이 11.0㎝, 잔존너비 12.5㎝, 두께 1.4㎝, 좌표-N 505242.5839, E 249654.4625, Z 18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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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수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2 개축(2차 조성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

과 속심 모두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배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일부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면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
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양 측단부가 모두 결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잔존길이 7.3㎝, 잔존너비 5.8㎝, 두께 1.6㎝, 좌표-N 505242.6873, E 249654.3839, Z 188.236

  14 토기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2 개축(B-B’ 3층 ; 2차 조성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는 완전하게 남아

있고,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
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경질소성이다. 저부는 원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간다. 동체부 외면은 무문이며, 기저부에서 동체부와 저부의 접합과정에서 타날된 선문이 관찰된
다. 동체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정면하였다.
잔고 9.4㎝, 저경 14.0㎝, 두께 0.5㎝, 좌표-N 505242.868, E 249654.8618, Z 189.886

  15 미상 철기 유물은 흙다짐부 Tr. 2 개축(B-B’ 3층 ; 2차 조성층)에서 출토되었다. 완전하게 남아 있으

나, 수착이 이루어져 있으며, 단조품이다. 상단부는 짧게 ‘S’자형을 띠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장방형의 형
태를 띠고 있다. ‘S’자형을 띠는 상단부에는 한쪽면 중앙에 능각이 이루어져 있으나, 수착으로 인해 일부
는 결실되어 있다. 하단부는 위쪽이 넓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말단부는 뾰족하게 처리되
어 있다. 단면은 상단부는 이등변삼각형, 하단부는 위쪽은 장방형, 아래쪽은 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길이 20.9㎝, 너비 0.5~1.7㎝, 두께 0.5~0.8㎝, 좌표-N 505242.8727, E 249655.109, Z 189.919

  16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2 폐기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와 측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

외면과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소성도가 높은 편이
다. 배면에는 태어골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일부 지워져 있다. 내면에서 마포흔은
관찰되지 않고, 횡방향과 종방향의 홈이 관찰되며, 단부는 깎기조정 후 물손질정면하였다. 기와의 분할
은 내면에서 배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길이 11.0㎝, 잔존너비 10.3㎝, 두께 2.6㎝, 좌표-N 505242.5477, E 249654.3801, Z 189.966

  17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2 폐기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와 측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

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며, 소성도가 낮은 편이
다. 배면에는 물손질정면되어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내면에서 마포흔이 관찰되며, 단부는 깎기조정
후 물손질정면하였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배면으로 와도를 그어 쪼개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분할
면을 정면하지 않았다.
잔존길이 14.4㎝, 잔존너비 11.3㎝, 두께 2.1㎝ , 좌표-N 505242.3387, E 249654.3101, Z 190.236

  18 토기 동체부편 유물은 흙다짐부 Tr. 2 폐기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면과 속

심은 회색, 외면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경질소성이다. 외면

46

도면 26. 흙다짐부 Tr. 1•2차 조성층(12~15)

에는 세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거의 지워져 일부만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선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고 10.4㎝, 두께 0.8㎝, 좌표-N 505241.3207, E 249654.6114, Z 190.325

Ⅴ.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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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0㎝(1/3)

0

16

17
0

10㎝(1/4)

도면 27. 흙다짐부 Tr. 2 폐기층(16~18)

  19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측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

외면은 회백색,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며,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배면에는 태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는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면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되며, 측단부에 접해 눈테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배면에서 내면으로 와도를
그어 분할하였으며, 내면의 분할면은 와도로 재차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6.2㎝, 잔존너비 8.3㎝, 두께 1.3㎝, 좌표-N 505241.0468, E 249655.7061, Z 1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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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약간 거친 편이며, 소성
도는 높은 편이다. 배면에는 태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면에서 올
이 가는 마포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양 측단부가 모두 결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잔존길이 8.6㎝, 잔존너비 6.0㎝, 두께 1.4㎝, 좌표-N 505241.4929, E 249655.8248, Z 191.248

  21 주름무늬토기병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완전히 결실되었고,

경부 일부와 동체부 및 저부가 완전하게 남아 있다. 내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
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다. 굽은 평굽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
선으로 올라가다 동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여 동 상위는 수평상에 가깝게 처리하였다. 경부
는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에서 직립한 듯 하다. 동체부 외면에는 동 중상위에 1條의 횡침선을 돌렸으며,
횡침선과 기저부 사이에 종방향으로 선문이 조밀하게 시문되어 있다. 동체부와 저부 내면에서 회전물레
질흔이 관찰되며, 저부 외면에서 회전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잔고 9.7㎝, 저경 6.0㎝, 두께 0.4~1.0㎝, 좌표-N 505242.0184, E 249654.9864, Z 189.181

  22 편병 편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

면은 갈색, 외면은 회색과 적갈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다가 동 중위에
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였고, 한쪽 기벽은 수직을 이루고 있다. 동체부 외면은 무문이며, 내외면 모
두 물손질정면하였다.
잔고 11.2, 복원저경 8.0㎝, 두께 0.5㎝, 좌표-N 505241.3378, E 249656.5128, Z 191.024

  23 주름무늬토기병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

외면은 회청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
었다. 경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오다 견부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였다. 외면에는 경부와의 경계지점에 1條의 돌대가 돌려져 있으며, 견부에서 저부쪽으로 단면 삼
각형형태의 돌대를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한 후 다시 소형의 원형 점토를 부착하였다. 또한 돌대 사이의
동체부에 타원형의 나뭇잎무늬를 종방향으로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고 9.0㎝, 두께 0.6~0.8㎝, 좌표-N 505242.347, E 249655.9214, Z 191.685

  24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며,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배
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대부분 지워져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내면에서 가
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되며, 일부는 정면으로 인해 마포흔이 지워져 있다. 단부 내면은 물손질정면하였
으며, 배면은 깎기조정하였다.
잔존길이 11.6㎝, 잔존너비 9.5㎝, 두께 2.2㎝, 좌표-N 505245.5944, E 249659.538, Z 193.859

Ⅴ.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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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흙다짐부 2차 조성층 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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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토기 동체부편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

외면은 회색, 속심은 옅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중복되어 타날되어 있으며,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내면에서
선문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고 15.5㎝, 두께 0.9㎝, 좌표-N 505241.5434, E 249655.8279, Z 191.358

  26 철촉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수착이 이루어져 있으며,

단조품이다. 경부와 두부가 완전하게 남아 있다. 두부의 형태는 육각형이며, 장경식이다. 촉두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경부는 아래쪽이 넓은 반원형의 모양을 띠고 있으며, 위쪽으로 갈수록 점차 폭이 좁아진다.
단면은 아래쪽은 장방형, 위쪽은 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길이 11.8㎝, 촉두 길이 1.5㎝, 촉두 너비 0.9㎝, 촉두 두께 0.2㎝, 좌표-N 505237.769, E 249656.6146, Z 192.16

  27 미상 철기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수착이 이루어져 있

으며, 세장한 반원형태를 띠고 있다. 단조품으로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길이 10.2㎝, 너비 1.6㎝, 두께 0.2㎝, 좌표-N 505238.3358, E 249656.6661, Z 192.142

  28 지석 편 유물은 흙다짐부 개축(2차 조성층)층에서 출토되었다. 회갈색을 띠는 혼펠스제이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을 띠고 있으며, 단면 역시 장방형이다. 상하면과 한쪽 측면은 오목하게 마연되어 있고, 한
쪽 측면부는 사용으로 인해 홈이 파여져 있다. 양 단부는 자연면을 이루고 있다.
길이 7.7㎝, 너비 3.2㎝, 두께 1.8㎝, 좌표-N 505241.3835, E 249656.3655, Z 192.357

도면 29. 흙다짐부 2차 조성층 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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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폐기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측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며,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배면
에는 4.5㎝ 정도의 고판을 이용한 태어골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
져 있다. 내면에는 일부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과 함께 사절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배면에서 내면
으로 와도를 그어 분할하였으며, 내면의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길이 9.6㎝, 잔존너비 11.0㎝, 두께 2.3㎝, 좌표-N 505239.7532, E 249656.1543, Z 191.248

  30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폐기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

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며, 소성도는 낮은 편이다. 배면에
는 태어골문을 단판타날하였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함께 사절흔이 관찰되며, 단부는 깎기조정
하였다. 기와의 분할은 양 측단부가 결실되어 확인할 수 없다.
잔존길이 11.4㎝, 잔존너비 12.0㎝, 두께 2.8㎝, 좌표-N 505240.3855, E 249655.7704, Z 189.875

  31 납석제 소호편 유물은 흙다짐부 폐기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

하였다. 동체부 내외면이 검게 그을려 있다. 잔존상태를 통해 저부는 평저이며, 낮게 굽이 형성되어 있다.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였다. 동체부 외면
에는 하위에 1條, 중위에 2條의 횡침선이 돌려져 있다.
잔고 5.8㎝, 복원저경 10.1㎝, 두께 0.8~1.3㎝, 좌표-N 505242.5338, E 249656.2157, Z 190.595

  32 암키와편   유물은 흙다짐부 폐기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측단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며, 소성도는 높은 편이다. 배
면에는 상위에 격자문+능형문, 중위에 사격자문, 하위에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는 문양이 타날된
복합문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
찰되며, 일부는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배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
뜨려 분할하였으며, 내면의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길이 14.3㎝, 잔존너비 15.4㎝, 두께 1.8㎝, 좌표-N 505239.0654, E 249656.6711, Z 191.89

  33 토기 동체부편 유물은 흙다짐부 폐기층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와 경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

원하였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경질
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내만하였으며, 경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직립한 듯 하다. 경부 외
면에는 부정형한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경부와 동체부의 경계지점에 1條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동
체부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흔적만이 미약하게 관찰되고, 내면에서 원권상
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경부와 잔존된 동체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정면하였다.
잔고 6.8㎝, 두께 1~1.5㎝, 좌표-N 505240.2399, E 249655.5265, Z 18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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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 흙다짐부 폐기층(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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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철부 유물은 외벽의 폐기층에서 출토되었

다. 전체적으로 수착이 이루어져 있으며, 주조품
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두부쪽에서 인부쪽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장방형이
다. 두부는 사용으로 인해 신부쪽으로 말려 있으
며, 인부 역시 사용으로 인해 날부분이 완전하게
결실되어 있다. 두부쪽에 접해 장방형의 공부가
자리하고 있다.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길이 11.8㎝ 너비 2.9~4.7㎝, 두께 1.0~2.7㎝,
공부 길이 2.9㎝, 공부 너비 0.9㎝,
좌표-N 505249.773, E 249657.3331, Z 186.252

도면 31. 외벽 폐기층(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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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_ 調査成果

이번 6차 발굴조사는 동벽구간에 대한 발굴조사로서, 조사대상지는 4차 발굴조사가 진행된 추정 동문
지와 접한다. 이천시는 4차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2011~2012년의 2차에 걸친 추정 동문지 및 동벽구간
에 대한 성벽복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추정 동문지 주변의 진입로와 성벽구간을 포함하는 230㎡ 면
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6차 발굴조사를 계획하게 되었다.
발굴조사는 잔존 성벽의 축성구조를 파악하고, 시멘트 진입로 내부에 추정 동문지와 관련된 시설의 존
재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조사결과, 추정 동문지와 접한 진입로 하부에서는 성벽과 관련된 시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도면
32), 경사면에 잔존한 성벽 구간에서는 초축 이후 1차례 개축된 현황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잔존
성벽에서 확인되는 기저부, 체성부, 성돌과 흙다짐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축성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基底部의 造成方法
성벽의 기저부는 기반암을 굴착하였다. 기저부 굴착은 성벽 진행방향에 따라 계단 형태로 이루어졌다.
굴착은 단면 ‘L’자 형태가 하나의 단위로 연속되며, 수직과 수평 굴착이 반복되었다. 계단 형태의 기저부
는 1차 발굴조사 당시 서문지 주변의 내벽 기저부에서 확인되었고, 4차 발굴조사 당시 동벽 1구간 내벽과
외벽 기저부에서 확인된 바 있다 40.
현재 기저부 바닥면이 관찰되는 곳은 외벽과 내벽, 그리고 성벽 절개면 등 세 개 부분이다. 외벽과 내벽
은 경사지형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해 가면서 수직과 수평 굴착 하였고, 일정하게 규모를 변화하면서 적
어도 5개단을 일정한 작업 범위로 설계하여 굴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벽 절개면은 계단과 유사한 형태로 굴착하였고, 굴착된 부분은 성벽이 축성구조에 따라 흙다짐부, 체
성부, 기단보축 등으로 굴착방법을 달리하였다. 이 중 체성부의 기저부는 다시 내벽, 뒤채움, 외벽의 축조
구간으로 세분되었다.
내벽 축조구간은 단면 ‘L’자로 깊이 1m, 너비 1.2m로 굴착하였다. 깊게 굴착된 벽면은 내벽이 지면에 노
출되지 않게 보호하고, 내벽을 반듯하게 축성하도록 하였다. 뒤채움구간은 내벽 축조구간보다 약 0.4m
정도 높게 굴착하였다. 바닥면은 크고 작은 ‘凹凸’ 상태를 이루는데, 뒤채움돌이 바닥면과의 마찰이 강하

40 주30)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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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2. 이천 설성산성 4차 조사와 6차 조사 현황도(기존 4차 발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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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고려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 외벽 축조구간은 기반암을 단면 ‘_/’자로 굴착하였다. 경사진 굴착면은 외벽의 뒤채움돌을 지탱
하고, 수평한 굴착면은 외벽과 뒤채움돌이 반듯하게 놓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기저부 바닥면을 세분하여 굴착면을 달리한 것은 외벽과 내벽, 그리고 뒤채움에서 집중되는 무
거운 하중을 분산하며, 바닥면과 엇물려 마찰이 강하도록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성
벽 축성 과정에서 외벽과 내벽, 뒤채움돌이 놓여지는 부분을 구획하는 작업 경계선과 같은 의미도 포함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저부 조성방식에서 성벽 축성구조에 따라 굴착면이 세분된 것은 1~5차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바 없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동안 성벽 기저부 조사는 1~4차 발굴에서 진행되었는데, 조사결과 계단형태로 기반암을 굴착하고,
그 상면에 흙다짐한 뒤 성벽을 축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와 같이 성벽 절개면이 조사된
것은 2 ․ 3차 발굴조사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데, 당시 조사결과 풍화암반 생토면을 단 지게 굴착 후, 그 상
면에 20~30㎝의 두께로 흙다짐하여 뒤채움돌을 올려 놓았다. 또한, 이번 조사지역과 같은 동벽 구간에
위치한 4차 발굴조사 내용을 보면, 동벽 2~3구간의 기저부는 풍화암반을 굴착 후, 상면에 얇게 점토 다
짐하였으며, 그 위에 내벽을 축조하였다.
기저부는 기반암 또는 풍화암반 생토면을 굴착한 방식에서 동일하지만 그 상면에 점토 및 흙다짐을 하
는 방식과 별도의 시설없이 바로 성돌을 올려 놓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관찰된다.
즉, 1~4차 발굴조사 기저부는 바닥면 위에 흙다짐 후 성돌을 놓는 방식이며, 이번 6차 발굴조사된 기저
부는 바닥면 위에 흙다짐 없이 바로 성돌을 놓아 축조하였다.
기저부 바닥면에 점토를 시설한 뒤 뒤채움돌을 쌓는 경우는 이천 설봉산성 41, 포천 반월산성 42, 아차
산성 43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들 성벽은 기저부 상면에 흙다짐하여 뒤채움돌을 밀착시키면서 성벽
의 무거운 하중을 보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구간은 뒤채움 후, 기저부와의 사이에 점토를 판축 하듯
이 다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6차 조사에서 확인된 방식은 기저부 굴착후 별도 처리없이 성돌을 바로 올려 놓는 것으로,
설성산성의 다른 구간만이 아니라 주변산성에서도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 방식이다. 점토처리 없이 바닥
면에 요철을 두어 축성구조에 따라 굴착면을 달리한 것은 바닥면 마찰력을 높이고, 집중되는 하중을 분
산시킨 새로운 기저부 조성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기저부 조성방식은 이번 조사구간에서 확인되었지만 설성산성의 미 조사된 구간에서도 확인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차 발굴의 서문지 주변 성벽과 4차 발굴의 1구간 성벽의 기저부 조사내용을 보
면 기반암을 계단식으로 굴착한 형태가 이번 조사지역 기저부 굴착 형태와 동일하고, 당시 조사에서는

41 주2)의 보고서.
42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
43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아차산성-시굴조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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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벽 절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44, 이들 성벽의 기저부 역시 이번에 조사된 기저부와
같이 점토 시설 없이 성돌을 바로 놓아 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후 추가적인 설성산성 성벽 절개조사
를 통해 기저부 조성현황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정확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城壁의 築造方法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은 해발
188.5~195.5m의 가파른 경사면에 축조
되었다. 성벽은 잔존성벽과 절개면을
통해 조사되었는데, 성벽의 축성법은
기반암을 굴착한 뒤, 내벽과 외벽을 함
께 쌓아올린 夾築式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설성산성과 같이 石城인
경우 축성방법은 협축식과 편축식이
대표적이다. 협축식은 성벽의 안팎을
돌로 쌓아 올린 것을 말하고, 편축식은
한쪽만을 성돌로 쌓아 올린 것을 말한
다. 경사면에 자리한 대부분의 석축산
성은 片築式과 협축식을 겸용하여 쌓

도면 33. 2 ․ 3차 발굴조사 성벽 절개지점 남면 입면도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았다. 편 ․ 협축식 겸용은 외벽 기저부
부터 경사에 잇대어 한쪽만을 편축식
으로 쌓고, 성내 지면 높이부터는 협축
식으로 쌓아 성벽을 높게 축성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성벽은 편축식
으로 쌓아 올린 것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기저부부터 내 ․ 외벽을 함께
쌓은 협축식 방법만이 확인된다.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 절개면 기저부

사진 21. 4차 발굴 1구간 외벽 전경(동에서)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를 보면 성 안쪽이 높고, 성 밖쪽이 낮게 굴착되었다. 성 안팎의 고저차는 약 2.8m로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축성은 낮게 굴착된 기저면은 외벽을 쌓고, 높게 굴착된 기저면은 뒤채움하여 편축식으로 축

44 주32)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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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은 편축없이 기저부 바닥면 안쪽부터 내벽을 축조하였다. 내벽과 외
벽이 축조된 바닥면 고저차는 약 0.4m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내벽과 외벽은 큰 고저차 없이 기저부
부터 협축식으로 쌓아 올렸다.
이 같은 축성방식은 그동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의 축성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1차 발굴조사에
서 확인된 서문지 주변의 성벽은 급경사를 이루는 암반층을 유단식으로 삭토하여 편축식으로 축조하고 45,
2 ․ 3차 성벽 절개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은 암반층을 단 지게 삭평하고 경사부분은 편축식으로 성내지면
에 근접한 높이부터 협축식으로 편축식과 협축식을 겸용하여 축성하였다 46(도면 22).
하지만 4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에서는 유사한 축성방식이 찾아진다. 4차 발굴조사는 동벽 60m
를 1~3구간으로 구분하여 성벽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는 완벽한 절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 외벽면 조사에서 1구간 성벽은 급경사 지형을 이루는 암반층을 삭토하여 성벽 기저부를 평탄하게 만
들고 협축식으로 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 23).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산성들의 축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 편축식과 협축식이 겸용되었는데, 편축식 비
율이 높은 경우는 부여 성흥산성 47, 대전 보문산성 48, 금산 백령산성 49 등 백제산성에서 주로 확인된
다. 이들 산성은 설성산성과 달리 대부분 편축식만이 잔존하며, 협축식은 능선 선상부에 일부에서만 확
인된다.
반면 편축식 비율이 낮고 협축식 비율이 높은 산성은 포천 반월산성 50, 충주산성 51, 청주 부모산성 52 등
신라산성에서 확인된다. 이들 산성은 협축식 성벽이 높고, 축성법 사용 의존도 역시 높다. 설성산성 2차 발
굴조사 당시 절개 조사된 성벽을 보면 편축식과 협축식을 겸용하였지만 협축식 축성법 사용 의존도가 높다.
한편, 편축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협축식 축성법만 사용된 경우는 문경 고모산성 53, 보은 삼년산성 54
등 신라산성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의 협축식 축성법은 신라산성에서

45 주2)의 보고서.
46 주31)의 보고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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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부여군, 2013, 『성흥산성Ⅱ』.
48 李達勳 ․ 李康承 ․ 沈正輔 ․兪元載, 1994, 『寶文山城發掘調査報告書』, 大田直轄市.
49 忠淸南道歷史文化院․錦山郡, 2008, 『錦山 栢嶺山城 –1 ․ 2次 發掘調査 報告書』.
50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
51 中原文化財硏究院, 2008, 『忠州山城-北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化財硏究院, 1999, 『忠州山城 東門址 –發掘調査 報告書』.
52 中原文化財硏究院, 2008, 『淸州 父母山城-북문지 ․ 수구부 일원』.
53 中原文化財硏究院 ․ 聞慶市, 2007, 『聞慶 姑母山城1』 南門 ․ 東南曲城 發掘調査.
54 中原文化財硏究院, 2006, 『報恩 三年山城-2004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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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축성법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하지만 고모산성과 삼년산성에서 확인된 협축식 축성법
은 능선 선상부 또는 정상부에 입지한 구간에서만 확인되어, 이번 조사지역과 같이 급경사지역에서 협축
식으로만 축조된 상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 설성산성 내 미조사 구간의 성벽 조사가 진행되어 자
료가 축적된다면 입지 및 구간별 축성법에 대한 자세한 비교 ․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성돌과 흙다짐 造成方法
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잘 다듬어진 성돌을
사용하였으며, 다듬어진 성돌은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 방형(1:1), 장방형(2:1~2.5:1), 세
장방형(4:1~9:1) 형태로 구분된다. 성돌은 한
단한단 수평열을 맞추어 쌓았으며, 윗열과
아랫열이 엇갈리도록 ‘品’자 형으로 축조하
였다. 외벽은 기저면 바닥면에서부터 수평
하게 쌓아 올렸으며, 기저부 바닥면 높이가

사진 22. 내벽 성돌 축조 세부(남에서)

달라지는 현황을 고려하여 수평열이 맞도록
성돌의 두께와 모양을 고려하면서 쌓아 올
렸다. 내벽은 외벽과 같이 수평열을 맞추었
지만 외벽 보다 거칠게 다듬어진 성돌을 사용
하여 빈틈이 많고 수평열이 잘 맞지 않는다.
사진 22를 통해 확인된 내벽의 축조 상태
를 보면 1~2단은 외벽과 같이 잘 다듬은 성
돌을 사용하였지만 3~6단열은 거칠게 다
듬어진 성돌이 사용되었고, 빈틈에는 소

도면 34. 1차 발굴 협축성벽 내벽 토층도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2의 도면 재가공)

형 할석을 맞추어 조잡한 축조현황을 보인
다. 또한, 3~6단열 성돌은 1~2단열 성돌보다
10~20㎝ 들여쌓고 있어, 1~2단열과 3~6단열
은 축성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같
은 축성차이는 축성 당시 상황이 달랐던 것
으로 보이며, 3단열부터는 개축된 것으로 판
단된다.
성벽이 개축된 현황은 성 안쪽에 채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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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5. Tr.1 흙다짐부 층위 양상 및 유물노출 현황(서쪽에서)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2의 도면 재가공)

흙다짐에서도 확인된다. 흙다짐은 깊게 굴착된 기저부와 내벽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운 부분으로 내벽 보
강과 성 안쪽 지면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흙다짐부에 설치한 트렌치 토층에서는 初築時 내벽 축성과
함께 채워진 층위와 改築時 기존 흙다짐을 재 굴착 후 다시금 채운 층위가 확인된다.
이와 같은 흙다짐부분의 개축 현황은 1차 발굴조사와 2 ․ 3차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1차 발굴조사의 내벽 토층도를 보면, Ⅰ층은 Ⅱ층을 굴착한 후 내벽을 수축하고 그 전면을 복토한 것이
다(도면 34). Ⅱ층 역시 개축된 층으로 Ⅲ층을 굴착한 후 축조한 것이며, 초축 성벽 축조시 형성된 것으로
Ⅲ~Ⅴ층으로 추정하였다 55. 2 ․ 3차 발굴 성벽조사 피트 1을 보면 하부 토층(Ⅴ~Ⅵ층)은 초축성벽 뒤채
움이며, 상부토층(Ⅰ~Ⅳ층)은 초축 성벽이 성밖으로 붕괴된 이후 성벽을 보수 또는 개축하면서 생겨난
토층으로 보고 있다 56(도면 35). 축조시기는 백제가 초축하고 신라는 여기에 약간의 보수를 더하여 활
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신라 유물은 대개 9세기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57.
이번 6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흙다짐부에서는 개축된 층위에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초축 층위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개축 층위에서는 집선문이 타날된 기와편과 집선문 타날
토기 등 삼국시대 유물과 완형토기 및 주름무늬병편, 평저호 등 통일신라시기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사진 23•24). 이들 유물은 흙다짐이 조성되는 당시 유입된 것으로, 출토되는 유물을 고려할 때 흙다짐
부과 내벽에서 확인된 개축은 대체로 9~10세기 통일신라말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성벽은 초축 층위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초축 관련 시점을 논하기 어렵다. 하지만 성벽
의 기저부 축성법과 체성부 축성법, 그리고 개축 층위에서 집선문이 타날된 고식의 신라 기와편 등이 출
토되는 현황을 고려할 때, 축성 주체는 신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3. Tr.1 흙다짐부 층위 양상 및 유물노출 현황(서에서)

사진 24. Tr.2 흙다짐부 내 유물노출 현황(남에서)

조사대상지역은 동벽구간 중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

55 주2)의 보고서, 40쪽.
56 주31)의 보고서, 402쪽.
57 주31)의 보고서, 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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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벽구간으로 조사는 신흥사로 진입하는 도로까지 총 면적 230㎡에 대해서 실시되었다. 조사지역의
잔존 성벽은 급한 경사면에 조성되었고, 진입도로부분은 1970년대 도로 개설로 인해 성벽 및 지형이 크
게 절토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성벽은 10여단 정도만이 잔존하며, 정밀조사를 통해 기저부, 체성부, 흙다짐부, 기단보축의
축성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된 성벽은 축성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저부는 반풍화된 기반암을 계단형태로 굴착하였다. 기저부는 절개면과 외벽과 내벽에서 관찰된다.
절개면은 성 안쪽이 높고, 성 밖쪽이 낮게 굴착되었다. 바닥면은 성벽 축성구조에 따라 흙다짐부, 체성부
(내벽, 뒤채움, 외벽), 기단보축으로 세분하여 굴착면을 각기 달리하였다. 내벽과 외벽 기저부는 성벽의
진행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높낮이를 변화하면서 수평 ․ 수직 굴착하였고, 적어도 5개단을 일정한 작업
범위로 설계하여 굴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체성부는 굴착된 기저부부터 내벽과 외벽을 함께 쌓아 올려 협축식으로 축성하였다. 협축식만 사용된
축성법은 문경 고모산성, 삼년산성 등 신라산성에서 확인된 축성법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협축식 축
성법 역시 신라 축성법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문경 고모산성과 삼년산성에서 확인되는 협축식 축성법은
능선 선성부에서 확인되며, 이번 조사구간은 경사지역에서 확인된 것이어서 차이를 보인다. 추후 성벽
조사 자료가 확보된다면 세부적인 비교 ․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1~4차 발굴조사와 주변의 신라산성에서 확인된 성벽은 기저부 상면에 흙다짐 및 점토 처리후 성
벽을 축조하였는데, 이번 6차 발굴조사에 확인된 것은 기저부 위에 별도 시설없이 바로 성벽을 축성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 흙다짐 처리 방식이 뒤채움돌을 밀착시키고, 성벽의 하중을 보완하는 방식
이라면, 이번에 조사된 흙다짐 없이 성벽을 축성한 방식은 바닥면에 요철을 두어 성돌의 마찰력을 높이
고, 성벽 축성구간마다 굴착면을 달리하여 집중되는 성벽의 하중을 보완 및 보강하는 별도의 축성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내벽과 외벽은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 형태로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외벽은 높낮이를
달리하는 기저부를 따라 수평열을 맞추어 가면서 ‘品’자 형태로 성돌을 쌓았다. 내벽은 외벽보다 거칠게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여 조잡한 축성현황을 보이며, 1차례 개축된 흔적이 확인된다.
기단보축은 외벽에 접하여 축조되었다. 현재는 외벽의 동쪽과 서쪽에 일부만이 잔존하며 대부분 유실
되었다. 하지만 조사지역 동쪽에 접한 정밀 지표조사 46구간에서 잔존한 기단보축 현황을 고려할 때, 조사
지역 기단보축은 밑에서부터 45°각도를 이루며 외벽에 기대어 높이 1m 이상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흙다짐부는 내벽과 접하여 성 안쪽으로 채워진 부분으로 내벽의 보강과 함께 성내 지면을 형성한다.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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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부의 토층 조사결과 초축 이후 1차례 개축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개축한 흔적은 내벽에서 확인된 개
축 성돌의 높이와 같아 벽체와 흙다짐의 개축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체성내부와 성 안쪽과 바깥쪽에서 기와편과 토기편이 다수 수습되었으나, 체성부의 초축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성벽 개축과정에서 이루어진 흙다짐부 조성층에서 확인
되는 유물을 통해 성벽의 개축시기는 가늠할 수 있다. 개축된 흙다짐부 조성층에서는 신라 및 통일신라
시대로 판단되는 집선문 및 사격자문이 시문된 기와편과 주름무늬병, 편병 등이 확인되며, 상면의 성벽
폐기층은 어골문 및 복합문 기와편과 경부에 파상문이 음각되고 동체에 돌대가 표현된 토기편 등 12C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그 동안 1~5차 발굴조사에 확인된 축조현황을 보면 초축 이후 두 차례 개축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
차 발굴조사된 서문지에서 초축은 백제시대 진행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6세기 중후반 이후 신라에 의
해 1차 개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9~10세기 고려시대 다시 개축되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현황은 서문지 뿐만 아니라 서문지 주변의 흙다짐부 및 내벽에서도 개축된 흔적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성벽 개축 흔적은 2 ․ 3차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성내 트렌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개
축된 시기는 9세기대 유물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신라시대로 파악하였다. 1~5차 발굴조사 내
용을 정리하면 설성산성의 초축은 적어도 백제시대부터 축조된 것으로 이해되며, 통일신라시대 1차례
개축된 이후 고려시대도 개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된 성벽의 초축은 신라 축성법을 보이고 있어, 축성 주체는 신라였
던 것으로 판단된다. 개축은 기존에 조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서문지 및 동문지와 함께 고려시
대 초기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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