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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구성
1_本 報告書는 개인사업자 도명희씨의 의뢰로 시행한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273-15번지 다가구주택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이며, 유적명은 유적이 위치한 지명을 따라 ‘세종 도계리유적’으로 명명하였다.
2_報告書는 調査槪要, 調査地域의 環境, 調査經過, 調査內容, 調査成果 순으로 작성하였다. 이 중 調査經過에서는 전체 조사구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경과를 地表調査, 試掘調査, 發掘調査 순으로 기술하였다.
3_調査內容은 크게 시기별로 구분한 뒤, 각 시기별로 유구의 성격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여 기술하였으며, 각 유구별로 유구내용과 출
토유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4_遺構와 遺物 도면은 본문에 배치하고, 사진은 본문 뒤에 순서대로 편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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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구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성격별로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예외의 경우 별도의 축소비를 표기하였다.
5_遺構의 제원은 Auto CAD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6_土層圖의 토색은 휴대용 토색계인 SPAD-503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토층설명은 Munsell의 토색코드, 색상, 토성, 특이사항 등
을 기입하였다.
■ 유물
1_遺物收拾은 DGPS 장비(RTK-GRS 장비)를 사용하여 개별 유물에 대한 좌표 값을 획득한 후 수습하였다.
2_遺物의 一連番號는 유구 내 출토위치, 유물의 도면 및 사진번호와 일치한다.
3_遺物에 대한 記述은 출토위치, 상태 등을 기록하고, 각 유물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4_遺物의 縮小比는 자기와 토기 1/3, 철기 1/2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예외의 경우 별도 표기하였다.
5_遺物의 기고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계측하였고, 파편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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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1. 세종 도계리유적 원경(동에서)

원색사진 2. 세종 도계리유적 근경(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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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3. 세종 도계리유적 유구배치 모습(위가 남쪽)

원색사진 4. 세종 도계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전경(위가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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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5. 세종 도계리유적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 전경(동에서)

원색사진 6. 세종 도계리유적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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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사진 7. 세종 도계리유적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 전경(동에서)

원색사진 8. 세종 도계리유적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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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보고서는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273-15번지 다가구주택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에
대한 보고서이다. 유적명은 지명에 따라 세종 도계리유적으로 명명하였다.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1993년도에 토기가 발견·신고되어 1994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실시한
‘공주 하봉리유적’1과 동일 구릉지에 연접하여 위치한다. 이후 공주지역 문화유적분포조사가 실시됨
에 따라 공주 하봉리유적을 비롯한 그 주변 일대가 ‘공주 하봉리 고분군’으로 명명되었고, 금번 조
사지역 역시 공주 하봉리 고분군내에 편입되어 있다.
당초 사업부지 면적이 지표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지표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나, 금
번 사업의 관할지자체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기존의 고고학적 성과를 인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
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도명희님이 전체 사업대상면적 2,868㎡에 대한
발굴(시굴)조사를 우리연구소에 의뢰함에 따라 발굴(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조사는 2013년
7월 9일부터 2013년 7월 12일까지 현장조사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를 비롯하여 주구, 수혈유구, 매납유구, 조선시대 토광묘 등 원삼국시대와 조선시대 분
묘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청동기시대 합인석부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특
히,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는 기존에 조사된 ‘공주 하봉리유적’과의 관련성이 주목되는 것으로서 향
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조사단에서는 학술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유적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사업예정지 내 1,70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상기의 시굴조사 결과 및 조사단 의견에 따라 우리 연구소에 발굴조사 필요면적
1,700㎡에 대하여 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발굴조사는 2013년 8월 6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현장조사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원삼국시대 주구토광
묘 6기, 토광묘 8기, 주구 3기, 옹관묘 1기, 수혈유구 4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4기 등 총 27기가 확
인되었다. 주로 공주 하봉리유적과 관련한 원삼국시대 분묘가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
며, 서쪽 조사경계 일대에 해당하는 소곡부에서 중복이 심한 상태로 밀집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내용은 공주 하봉리유적과 더불어 최근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
인되는 송담리, 석삼리 대박골유적, 용호리유적 등과 함께 향후 원삼국시대 세종시 지역의 위상과

1. 國立公州博物館, 1995, 『下鳳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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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종 도계리유적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오 규 진(가경고고학연구소장)
책 임 조 사 원 : 이 판 섭(가경고고학연구소 발굴조사부장)
조

사

원 : 정 태 진(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준 조 사 원 : 강 병 현(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박 상 일(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양 기 홍(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장 다 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조사 당시의 소속과 직명임.

세종 도계리유적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Ⅰ장 조사개요, Ⅱ장 조사지역의 환경, Ⅲ장 조사경과
및 방법에 대한 기술은 정태진(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이 담당하였으며, Ⅳ장 조사내용에 대해서
는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이 1차로 작성한 후 유구는 정태진이, 유물은 지민주(가경고고학연구소 연
구원)가 종합하여 정리·작성하였다. Ⅴ장 조사성과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민주가 작성하였다.
유물의 정리 및 실측은 임민수·오현주(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담당하였고, 유구도면은 현
장에서 이재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이 사진측량하여 작성한 후 오경미(가경고고학연구소 연
구원)가 종합하였으며, 유물 전자도면은 오경미의 담당하에 장진희(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진
행하였다. 유물사진촬영은 문화재 전문작가인 오세윤씨를 섭외하여 촬영하였다. 보고서의 전체적
인 편집은 지민주(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담당하였으며, 이를 박대순(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
원)·오규진(가경고고학연구소장)이 교열·감수하였다.
본 조사과정 중 현장조사기간을 비롯하여 보고서 작성까지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구원들과 선
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으며, 현장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를 원할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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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調査地域의 環境
1 . 自然·地理的 環境

2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중앙 내륙에 위
치하고 있으며, 최근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의 일부지역과 충청북
도 청원군의 일부지역을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동쪽은 충청북도 청원군과 접하고, 서
쪽은 충청남도 공주시,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
쪽은 천안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도면 1).
세종특별자치시의 지형은 대체로 남쪽은 금
강과 같은 대하천이 지나면서 저위평탄면을 이
루고 있으나, 북쪽은 전의와 전동지역에 차령산

도면 1. 조사지역의 행정지리적 위치

맥이 지나면서 운주산(해발고도 460m)등 높은 산지지역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오랫동안 침식이 이루어진 저산성 구릉지를 형성하며(도면 2), 각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들은 금강으
로 유입된다. 세종시 관내의 하천은 금강, 조천, 미호천 등이 해당하는데 대부분의 하천이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하천 주변으로 연기군 남면 양화리·진의리·송담리 일대의 장남평야, 금남면 대
평리를 중심으로 한 대평뜰, 미호천과 금강의 합수지점인 합강리·월산리 일대에 대규모의 충적평
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충적지는 현재 미곡생산지와 특수작물 재배지로 이용 중이다(도면 3).
조사지역 일원의 지질은 주로 변성암과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면 4·5), 그 외 반상화강
암, 반상편마상화강암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시대미상의 반상편마상화강암은 남동부의 구
릉성산지 및 저구릉, 중생대의 흑운모화강암은 주로 북부지역의 구릉성산지 및 저구릉지, 중생대의
반상화강암은 북동부지역의 구릉성산지 및 저구릉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외에 제4기의 충
적층은 금강 및 그 지류의 양안에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기후는 중부서안형(냉대기후군)과 남부서안형(온대기후구)의 점이적인 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서, 연평균기온은 12도 내외,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은 0.7도, 혹서기인 8월의 평균기온은 29도,

2. 세종시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 및 서비스들을 참고하였다.

① 충청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원·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고고
분야』, 한국토지공사.
②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6, 『충청남도지 ①충남의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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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산지분포

도면 3.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하천분포

강수량은 1,150㎜정도이다.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일원의 해발고도 115m 계란봉에서 동쪽으로
분기되어 돌출된 구릉지대의 가지능선 정상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도면 6과 같이 조사지역의 지
형은 저구릉지대로서 경사도도 15~30%로(도면 7) 낮은 편이다. 조사지역 동쪽과 남쪽에는 대교천
과 근동천이 흘러 합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내륙평탄지(도면 6)에 해당하는 넓은 충적평야지대가
형성되어 미곡생산지대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지역은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는 저구릉지의 북쪽 사면 말단부로서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하고,
사면부는 지형상의 굴곡 없이 완만한 경사도를 이루며, 하단 일부는 급격한 경사를 보이기도 한다.
정상부에서 서쪽을 제외한 삼면의 조망이 용이하고 중산천과 접하고 있어 생활 또는 분묘유적이 입
지하기에 적합한 지형으로 판단된다. 일제시대 지형도상에서도(도면 8)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남서북동방향으로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어 금강하류역에서 미호천유역의 내륙지역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의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공주 하봉리유적을 포함한 조사지역 일원과 그 주변에
서 확인되는 고고학적 문화상 및 유물산포 양상 등은 이러한 지형적 요건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
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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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주변 지질분포도

도면 5. 조사지역 주변 토양모재도

도면 6. 조사지역 주변 지형분포도

도면 7. 조사지역 경사분포도

도면 8. 일제시대 지형도상의 조사지역 위치도(S=1:50,000)

Ⅱ. 조사지역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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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歷史·考古學的 環境

3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세종시는 금강을 따라서 넓은 평야지역이 발달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세종시는 이와 같이 금강유역을 끼고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
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일원에는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가 발달하였다. 고대사회가 성립되기 이전
에 이들 지역에는 각지에 크고 작은 소국이 존재하였으며, 원삼국시대에 공주·세종시는 마한의 영
역에 속하였다. 공주와 세종시 지역은 금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마한사회와 백제문화의
젖줄이 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역이다.
세종시는 백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차령이북 지역을 점령한 후,
차령의 이남을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였다. 이 지역을 통하여 백제는 금강유역과 충주·보은으
로 진출이 이루어졌다. 백제는 475년부터 538년까지 64년 동안 공주에 자리를 잡고 옛 연기지역
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세종시에 편입된 연기지역은 교통의 요지일뿐만 아니라, 군사
적, 지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지역이다. 북으로는 차령산맥과 금강이 둘러싸고 있으며, 동으로
는 계룡산이 막아주는 천의 요새이다. 이러한 자연지리적인 바탕 아래에서 세종시에는 삼국시대 이
래의 많은 관방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세종시의 북부에는 운주산성, 고려산성, 증토산성, 읍내리
산성 등이 있으며, 금강을 따라서 양쪽으로 산성들이 확인되어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의미도 찾아
볼 수 있다.
백제가 멸망한 뒤 백제부흥을 위한 움직임이 세종시 지역에서도 보인다. 「비암사 계유명삼존천
불비상(癸酉銘三尊千佛碑像), 국보 108호」의 명문에 보이는 이들 비상은 모두 백제 유민이 674년
4월에 만든 것인데, 여기에 백제국과 백제국왕을 위한 기원이 서려 있고, 명문에서 관등의 격이 한
단계 떨어진 세종시 지방의 백제 유민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세종시는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북으로는 천안으로, 동으로는 보은과 청주지역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중용 군사적, 교통의 거점지이다. 백제부흥운동기 때 신라는 웅진과 사비지역으로 신라
의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하여 금강을 수송로로 이용하였으며, 이를 백제 부흥군이 금강 연안에 있
는 금남면 나성리토성과 박산리 소문산성에서 신라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4 신라는 삼국통일 후
고구려와 백제 지역을 새로이 포함하여 전국을 9주로 정비하였다. 연기지역은 9주에서 옹주에 예
속된다.
고려시대의 세종시는 청주의 속현인 연산군, 목주, 전의현, 청주현, 청정현 가운데 하나로 청주
의 세력범위 안에 있었다. 이후 900년(태조 23년)에 금지현을 전의현으로 고치고, 뒤에 청주에 소
속시켰다. 현덕완 14년(822) 공주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김헌창의 난과 무신정권기에 공주명학
소에서 망이·망소이 등의 향·소·부곡민이 봉기하였는데, 여기에 세종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3. 금번 조사지역은 행정편제상 신설된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어 있으나, 고고학적 유적명은 기존 지역명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4. 연기군, 1988, 『燕岐郡誌』.

6

세종 도계리유적 본문.indd 6

2015-08-19 오후 1:53:51

도면 9. 해동지도(공주목)

도면 10. 광여도(공주목)

가담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세종시 내에 청류부곡, 야화부곡, 박산소, 금생소, 덕평향 등 많
은 향·소·부곡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원의 간섭기 초기인 충렬왕 16년(1290)에 이르는 시기
에 원 합단적이(카단)이 고려에 침입한다. 이 합단의 몽고군이 여원 연합군에 의하여 분쇄된 최후
의 현장이 바로 원수산, 전원산의 금강변에서 일어났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이 전투를 연기에
서의 ‘대첨’으로 기록하였다.
조선시대에서 세종시는 전의현과 공주목의 일부지역을 포괄하는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다. 세종
시의 전신인 연기현은 고려 현종 9년에 청주의 속현이었다가 명종 2년(1172)에 감무를 설치한 뒤,
木州(木川)의 감무가 겸임하다가 조선 태종 6년에 분리된 감무를 설치하였다. 전의현도 청주의 속
현이었다가 조선 태조 4년(1395)에 감무를 설치한 곳이다. 태종 14년(1414)에는 전의현과 연기현
을 합쳐서 全岐라 하였고, 1416년에 다시 연기현과 전의현을 분리하여 각각 현감을 두었다.
조선초기에는 연기현의 금강을 ‘웅진’이라 부르며 여기에서 중사의 하나인 독(瀆)제사를 드렸다.
아름다운 금강의 주변에는 일찍이 정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특히 삼기촌(삼기강가)에 임목이 세
운 독락정이 유명하다. 교통의 요지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유하여 세종시에는 여러 성씨가 이동
하여 터전을 만들었다. 이러한 인력을 바탕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천 근처에 방
죽을 쌓고, 마을 마을마다 제언(堤堰)을 설치하여, 하천주변으로 넓은 농지가 형성되었다.
조선시대 후기에 양반의 사족과 향촌의 지배력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향안이나 향약 같은 사족 조
직과 서원, 사우, 정려와 같은 유적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17세기 세종시의 사족을 살펴볼 수 있
는 『일향입법(一鄕立法)』과 『입법(立法)』이 있으며, 18세기 말 사회상을 보여주는 『기양문첩(岐陽文

Ⅱ. 조사지역의 환경

세종 도계리유적 본문.indd 7

7

2015-08-19 오후 1:53:53

牒)』, 19세기 말의 무종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실시된 부안임씨의 『종약(宗約)』, 『삼기향약(三岐鄕
約)』 등 고문서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단면을 살필 수가 있다. 세종시와 주변으로 위치하는 서원 및
사우는 봉암서원과 갈산서원, 합호서원, 기호서사, 금호서사, 병암서사 등 6곳이나 많이 자리하고
있다. 17세기에 세워진 봉암서원과 갈산서원으로 김장생, 충청오학의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등의
도덕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추향 혹은 제향하고 있다. 특이 이 시기에는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세종시는 근대시기로 들어오면서 삶의 환경은 1914년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충청도는 총 37개군에서 14군으로 23개의 군이 감소하였다. 전의군이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군으로
편입되었고, 공주군 삼기면(三岐面) 노은리(老隱里), 나성리(羅城里) 등이 연기군 남면(南面)으로,
공주군 명탄면(鳴灘面), 양야리면(陽也里面) 지역과 반포면 일부 지역이 연기군 금남면(錦南面)이
되었다.
세종시는 개항과 구한말을 거치면서 동학농민항쟁과 의병항쟁이 활발히 일어났던 곳이다. 특히
연기 대평리는 동학농민군이 격전을 벌이던 지역으로, 정부 진압군의 공주 진출과 농민 항쟁의 전
세를 좌우했던 중요한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다. 구한말의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전쟁도 활발히 일어
났다.
세종시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1919년 3·1운동기에 치열한 만세시위운동으로 3월 23일 밤부터 4
월 1일까지 모든 면에서 수천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횃불 시위가 전개되었다. 가장 대대적인 시위
는 3월 30일 오후 조치원시장에서 시작되어 수천명의 군민이 참여하였다. 이후에도 조치원읍을 중
심으로 연기청년회, 금남청년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여 식민지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8월 해방으로부터 연기군은 다양한 역사경험을 한다. 1950년 7월 중순에 일주일 이상의 전
투인 금강방어전으로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5월 18일에 제정·공포되면서 조성되
기 시작하였다. 이후 활발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진행되어 오다가 2012년 6월 30일 충청남도
연기군을 폐지하고, 연기군 일원과 공주시 의당면·장기면·반포면,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등의
일부 리를 통합하여 2012년 7월 1일에 세종시로 출범하였다. 세종시는 현재 1읍, 9면, 14동으로 조
정되었다.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당초 충청남도 공주시에 편제되어 있었으나, 근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었다. 현행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설정된 범위에 한정됨으로 실제 고고
학적 조사성과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특정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조
사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고고학적 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지역은 우리나라 4대 하천인 금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그 주변에 금강으로 유입되는 대
소의 하천이 형성되어 있어 선사시대부터 다양한 고고학적 문화가 발달하였다. 유리한 자연지리적
인 조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류의 활동들이 전개되어 왔으며, 그 흔적은 구석기시대까지 소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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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1964년도에 조사된 공주 석장리유적5이다. 이후 1999년 공주
정안면 내촌리 등의 금강 지류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세종시 관내의 송담 2리 유물
산포지, 종촌리 도림이마을 유물산포지, 전의리 유물산포지 등 12곳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
어 금강 본류를 비롯한 지류 일원에까지 구석기문화가 형성되었으며, 그 관련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추정되었다. 세종시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구역 내 Ⅰ-2구역의 32지점, 종
촌 도림리마을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세석인석핵, 긁개, 찌르개, 뚜르개, 격지 등의 유물이 수습된
바 있다. 그간의 성과를 비추어 볼 때, 향후 조사증가에 따라 구석기시대 문화상이 보다 구체적으
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공주지역의 정안면 장원리유적6에서 횡주어골문과 소위 ‘금강식토기’로 불리
우는 점열문계의 토기편이 확인되었으며, 공주 신관동에서도 소위 ‘대천리식 주거지’가 확인되었
다.7 세종시 관내에서는 그간 조사사례가 없었으나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구제조사가 증가함
에 따라 금남면 석삼리8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충청북도 지역에 포함되
었던 청원 쌍청리유적9에서도 관련 유적이 확인된 바 있으며, 송담리유적에서도 수혈유구 내부에서
횡주어골문 토기편이 확인된 바 있다. 공주지역과 세종지 지역 일원에서 보여지는 성과는 향후 신
석기시대 주거지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그 이전 시기의 유적보다 상당히 많은 유적이 확인되었다. 공주지역의 경
우에는 정안면 장원리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다소 거리가 있는 태봉동, 이인면 산의리, 우성
면 귀산리, 분강·저석리, 탄천면 남산리 등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주로 주거지, 지석묘, 석관묘,
옹관묘 등의 분묘유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0 세종시 관내에서는 남면 종촌리, 금남면 석삼리, 서
면 봉암리11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근래 시행된 행정복합도시 건설공사 과정에서 남면 송원리와 송담
리,12 연기리,13 월산리 황골, 금남면 대평리14, 봉기리, 황룡리15, 동면 용호리16, 장군면 당암리, 제천
리17등 거의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양상을 보면 대부분 전기의 가락동유

5. 손보기, 2009, 『석장리유적과 한국의 구석기문화』, 한국구석기학회 총서1, 학연문화사.
6.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공주 장원리 유적』.
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09, 『공주 신관동 관골유적』.
8.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부지내 2-2지구 대학연구지원생활권 4-1·2내 연기 석삼리유적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9. 국립청주박물관, 1993, 『청원 쌍청리 주거지』.
10. 공주대학교박물관·공주시, 1995, 『공주문화유적』.
11. 연기군, 1998, 『연기군지』.
12.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연기 송담리·송원리 유적』.
13.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연기 연기리유적』.
14.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연기 대평리유적』.
15.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예정지구(2-3)문화재 시굴조사 3차 설명회 자료』 .
16. 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의료복합지역 5-3생활권 문화재 발굴조사 자료집』 .
17.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교류지역 생활권 2-1·2지점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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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주거지가 주를 이루며, 일부 대평리유적에서 조기의 미사리유형 주거지와 유물, 그리고 당암리와
제천리유적, 그 주변에서는 후기의 송국리유형 주거지와 유물 등이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후 초기철기시대가 되면 유적의 조사 수량이 많지 않다가 원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유적의 점
유가 다시 빈번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대평리유적18에서 조사된 수혈유구에서
토기의 대각과 우각형파수가 확인되었으며, 장재리유적19의 토광묘에서 흑도장경호, 세형동검, 동
부 동삭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고대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각지에 대소의 소국들이 존재하였는데, 원삼국시대의
공주와 세종시 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하였다. 현재까지 마한 54개 소국 중 어느 소국이 위치하였
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성과로 보는 한 타지역과 비교하여 위상은 낮지 않
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삼국시대의 유적은 주거지 등의 생활유적과 주구토광묘로 대표되는 분묘유적이 있으며, 토기
요지와 같은 생산유적도 일부 확인되었다. 공주지역에서는 정안면 내촌리, 탄천면 장선리에서 취락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세종시 관내로 편제된 금번 조사지역과 인접한 하봉리20에서는 주구토광묘와
옹관묘 등의 분묘군이 조사되었다. 이 외에 대평리, 제천리 감나무골, 석삼리, 월산실 황골, 서창동
토기산포지, 신안동 토기산포지 등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조사된 동면 응암리유적21에서는 주거지
및 토기가마, 수혈유구, 환호와 함께 마형대구가 출토되었다. 생산유적은 대평리유적에서 논과 밭
이 확인되었으며, 나성리유적22에서는 토기를 생산하던 가마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무덤은 금강의
본류와 인접한 송담리, 석삼리 대박골 유적 등지에서 토광묘 및 주구토광묘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미호천의 지류와 인접한 용호리유적23에서도 주구토광묘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또한 원삼국시대 저
장유구가 월산리, 나성리, 대평리유적 등에서 다량 확인되는 등 생산과 저장, 그리고 물류와 관련
된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세종시 일원에서의 원삼국시대 취락의 모습과 함께 유적간의 네트
워크망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지역내에서 금강의 자연제방 위에 이 시기의 취락 및 분묘유적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
을 고려하면, 향후 원삼국시대 이지역의 위상과 문화상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의 자료집』 .
1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2010,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방행정지역 생활권 3-1·2내 연기 대평리유적 C지점』.
19. 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부지내 2-2지구 유적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 국립공주박물관, 1995, 주1)-①의 보고서.
21.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연기 응암리 가마골유적』 .
22.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및 생활권 2-4구역 내 저습8구역 연기 나성리유적』 .
23. 공주대학교박물관, 2008, 『연기 용호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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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조사지역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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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 유적은 공주지역에서 탄천면 장선리, 남산리, 분강·저석리, 이인면 이인리, 금학동 고
분군 등에서 백제시대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또한, 한 동안 백제의 도읍지로서 웅진기 왕릉인 송산
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웅진동, 옥룡동, 금학동, 취리산, 보통골, 남산리, 분강리, 산의리 유적 등에
서 석실분 등의 고분이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웅진동, 정지산, 공산성 등에서는 생활유적이 확인되
었으며, 최근 조사된 수촌리에서도 금동관모, 식리, 과대, 환두대도, 중국제 흑유도기, 마구류 등의
위세품이 부장되어 있는 백제시대 분묘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세종시 관내에서는 현재 나성리유적
에서 주거와 관련된 유적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의 주거조사 예는 많지 않은 편이
다. 무덤은 송원리유적을 중심으로 인근의 송담리, 석삼리유적 등지에서 석실분의 존재가 확인되었
고, 당암리 가소골, 막음골, 부기동1 유적에서 백제시대 수혈유구와 석곽묘가, 당암리 소골유적에
서는 백제시대 석곽묘와 옹관묘 등이 조사되었다. 최근 나성리유적에서는 목관의 형태가 보존된 토
광묘가 확인되고 있어 매장주체부의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대평리 A유적24 에서 자연제방위에 형성된 주거군의 조사예가 있으며,
송원리유적에서 토기가마 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면 다양한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송원리유적에서는 고려시대 석
곽묘가 확인되었으며, 종촌리에서는 방축천을 이용한 조선시대의 논 유구가 조사된 바 있다. 갈운
리유적25에서는 고려시대 대형건물지와 함께 석곽묘와 토광묘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분묘유적이 확
인되었다. 이 외에 다양한 주거와 무덤 등의 예가 넓은 범위로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중세,
근세시대 역사의 모습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공주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는 많은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정리 중에
있다. 향후 조사가 완료되면, 금강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 관내의 고고학적 문화상의 일면이 보다
뚜렷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24.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연기 대평리유적』.
2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연기 갈운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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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調査經過 및 方法

1. 試掘調査

26

시굴조사는 도명희(개인사업자)
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도계리
273-15번지 일원에 다가구주택
신축계획을 진행함에 따라 진행
되었다.
시굴조사 대상지역은 사업대상
면적이 2,868㎡로서 지표조사 대
상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선행조사
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업인허가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삽도 1. 조사지역 및 주변지형 현황사진 (동쪽에서)

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사업부지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공주 하봉리고분군’ 내에 위치하며, 과거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한 ‘공주 하봉리유적’과 인접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이
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장조사는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현장조사일수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조
사결과, 정상부 일대와 사면의 적갈색 점질토층에서 격자타날+횡침선문이 시문된 원저단경호가 부
장된 원삼국시대 목관묘를 비롯하여 주구, 수혈유구 등과 조선시대 토광묘 등 총 9기의 유구가 확
인되었으며, 정상부 일원 풍화암반토상에서 청동기시대 합인석부 1점과 원삼국시대 매납유물로 추
정되는 원저단경호 2점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내에는 모두 10개소의 트렌치를 구획하였는데, 조사지역 내 구릉지 정상부에 해당하
는 준평탄지에는 1개의 트렌치(Tr. 1),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경사면에는 모두 9개의 트렌치(Tr.
2~10)을 설치하였다. 트렌치는 정상부의 경우, 준평탄대지의 장축방향을 따르고, 사면부에는 경사
면방향을 따라 구획하였다.

26. 주1)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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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조사지역의 발굴조사 필요범위 표시도 (S=1:700)

유구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해당하는 1~4번 트렌치에서 확인되며, 소곡부로 추정되는 1번 트
렌치의 서단부와 7, 9번 트렌치에서도 소수 확인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크게 주구토광묘, 주구, 토
광묘 등의 분묘유구와 수혈유구, 매납유물 등의 제의관련 유구 등 공주 하봉리유적과 동일한원삼국
시대 분묘유구가 주로 출토되었다. 트렌치 4번의 풍화암반상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합
인석부 1점도 수습되었다.
표 1. 트렌치별 (추정)유구 목록표

Tr.
1
2
3

시대

(추정)유구

비고

원삼국시대

목관묘, 수혈유구

격자타날+횡침선문 원저단경호 5점

조선시대

토광묘

-

원삼국시대

목관묘, 주구

원저단경호 2점

원삼국시대

주구

원저단경호 2점

조선시대

토광묘

동합 1점

4

조선시대

토광묘

-

5

원삼국시대

목관묘

원저단경호 1점, (추정)철부 1점

6

조선시대

토광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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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2. 1번 트렌치 내 목관묘 노출 전경 및 세부 (좌: 서쪽에서, 우: 동쪽에서)

1

2

3

4

삽도 3. 7번 트렌치 원삼국시대 목관묘(1), 3번 트렌치 원삼국시대 주구(2), 2트렌치 원삼국시대 옹관(3), 4번 트렌치 조선시대 분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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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發掘調査
발굴조사는 유구분포범위인 면적 1,700㎡에 대하여 2013년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장조사
일수 2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정상부 일원은 기반층인 풍화암반토까지 삭평된
상태였으며, 상부 퇴적층의 발달은 미약하였다. 사면부는 북쪽 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다가
북단부에 이르면서 급경사로 전환되었으며, 표토에서 약 50㎝내외 아래에서부터 갈색 계통의 사질
점토층, 암황갈색 사질점토층, 적갈색 계통의 점질토층 등의 자연퇴적토가 확인되었다. 이 자연퇴
적토층에서 다수의 원삼국시대 유구가 노출되었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 6기, 토광묘 8기, 주구 3기, 옹관묘
1기, 수혈유구 4기, 조선시대 토광묘 4기 등 총 27기의 유구가 확인·조사되었다.

1) 遺蹟의 堆積樣相
조사지역의 생토층은 황적갈색 풍화암반토와 갈색 및 적갈색계통의 점질토이다. 정상부 일대에는
풍화암반토 상면에 곧바로 식물이 식생하는 유기물층으로 표토층이 형성되어 있다. 반면, 사면부는

조사지역 퇴적양상
표토

3차 자연퇴적층(10YR 3/3)

2차 자연퇴적층(7.5YR 4/3)

1차 자연퇴적층(7.5YR 4/3)

기반층 (7.5YR 4/4)

풍화암반토 및 적갈색 점질토층 상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구릉지 정상 및 상단부
는 10cm 내외, 소곡부 하단부는 80cm 내외의 두께이다. 조사지역 정상부 일대에
서 풍화암반토 상면을 식생과 함께 피복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단의 흑색계
유기물층과 하단의 갈색계로 세분할 수 있다. 상단부의 흑색계는 부식토의 양상
을 보이며, 하단의 갈색계는 석비례상의 화강암풍화암반입자가 다량 포함되어 차
이가 있다. 현재의 표토는 과거 인위적 행위 등에 의해 암반토가 노출된 이후 곧
바로 식생, 경작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와 풍화암반토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퇴적토 중 최상층에 해당하며, 암
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구릉지 상단 일부에서 사면 하단부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경사 하부로 갈수록 두껍게 형성되며, 구성입자의 크기와 점질 강
도, 酸化度에 따른 토색의 赤化강도에 따라 여러 개의 층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이 층의 바닥까지는 후대 교란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관계로 유구의 하부구조가
잔존하고 있다.
1차 자연퇴적층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황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구릉지
중상단에서부터 시작되어 사면 하단부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사질성이 약간
강한 안정된 층위이며, 대부분의 유구들이 이 층위에 선별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기반층 위에 가장 먼저 퇴적된 층으로 적갈색 점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2,3차 자연
퇴적층에 비해 구성 입자가 고우며, 상부는 적색 점토성분이 하부는 풍화암반 성
분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기반을 이루는 층으로 황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석비례양상을 나
타내는 풍화화강암 기반토이다. 정상부 일대는 근래 과수경작행위와 관련된 시설
매설 흔적, 장비 굴착흔 등이 잔존하여, 과거 기반토에 이르는 대규모의 형질변경
행위가 수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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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유적의 퇴적양상 주상도(左下 유구배치도 S=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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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사면과 서사면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표토 및 복토층 아래에 경사면 방향으로 구성 입자가 고
운 자연퇴적토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다. 본 유적에서 확인되는 대부분의 유구들은 이러한 안정적
인 층위에 선별적으로 조성된 양상을 보인다. 후자는 표토 아래 바로 풍화암반토가 확인되었으며,
소수의 유구가 확인되었지만,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반토상에 굴지흔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근래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해 대규모 형질변경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연퇴적토는 크게 3개의 퇴적층으로 구분된다. 3차 퇴적층은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 지표 노출이 장기화된 상부는 비교적 어두운 암갈색을 띠며, 하부는 산화철 집적현상
에 의해 적색요소가 강한 편이다. 2차 퇴적층은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3차
퇴적층에 비해 세사립, 세석립 등의 혼입물 양이 줄어들고 적갈색 점토성분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
인다. 1차 퇴적층은 적갈색 점질토로 구성되며, 상부는 세사립이 거의 사라지고 하부는 풍화암반성
분이 점질토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2) 調査方法
조사구역은 동-서향으로 길게 뻗은 구릉상에 위치하며, 정상부 일원과 북사면 일부에 해당한
다. 조사지역의 남동쪽 사면부 일원은 기 조사된 ‘공주 하봉리유적’과 인접하고 있어 소규모 택지개
발 전 여러 문화재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 그러나 모두 유적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조사 후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원지형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서쪽은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채소류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정상부를 기준으로 남사면에
해당하는 조사지역의 남쪽도 현재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 곳은 1994년 국립 공주박물
관에서 조사한 공주 하봉리유적지에 해당한다. 북쪽은 구릉사면에서 평지로 전환되는 지점에 우사
가 위치하고, 그 뒤의 넓은 충적대지에는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발굴조사는 먼저 유구를 확인하기 위해 시굴조사 토층자료를 참조하여 남동쪽 정상부 일대에서
북서쪽 소곡부 방향으로 제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지역 서쪽 경계면은 유적의 기준토층으로
활용하여 유적의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아울러 조사지역 서쪽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쪽
조사경계면에 다수의 유구가 걸쳐있는 관계로 기발굴(조사)조사경계 즉, 사업경계면까지 확장제토
를 실시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유구의 전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묘제의 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주구토광묘의 경우, 주
구와 매장주체부를 관통하는 기준토층을 중심으로 퇴적양상을 파악한 후, 평면하강조사를 진행하
였다. 토광묘는 자연퇴적토상에 조성되어 있어 내부구조의 파악이 매우 어려워 묘광 굴광선의 확인
과 함께 목질흔, 목곽 및 목관 여부, 보강토 등의 내부구조를 복원하는데 주력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본적인 조사방향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유구의 상황에 따라 조사방법을 변용
한 경우에는 개별 유구설명에 자세하게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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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기 표본발굴(시굴)범위

1995, 하봉리 유적,
국립공주박물관

2012, 충남역사문화원 기 발굴(시굴)범위

삽도 4.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기조사지역 현황도 (S=1:2,000)

하봉리유적

45m
주구토광묘 1호

조선 토광묘 1호

45m

수혈유구 1호
목관묘 3호

조선 토광묘 2호

목관묘 2호

주구토광묘 2호
목관묘 4호
주구토광묘 4호

40m

주구토광묘 5호

수혈유구 2호
주구 3호

주구 1호

옹관묘 1호
청동기 주거지 1호
목관묘 1호

N : 433365.0506
E : 218058.3216
Z : 42.53

조선 토광묘 3호
수혈유구 4호

목관묘 5호
수혈유구 3호
주구 2호
목관묘 6호
주구토광묘 6호

주구토광묘 3호

목관묘 8호

조선 토광묘 4호
목관묘 7호

35m
40m

지형훼손

범 례

N : 433399.0155
E : 218091.8954
Z : 38.65

발굴조사범위
시굴조사범위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조선시대

35m

0

10

40m

도면 14. 세종 도계리유적의 유구배치도(S=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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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계

좌표계 타원체 원 점 도엽번호
TM GRS80 중부원점 36709009

세계측지계

시굴조사범위

N : 433399.0155
E : 218091.8954
Z : 38.65

발굴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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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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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관묘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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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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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금번 발굴조사지역 및 하봉리유적 유구배치도(S=1:700)
※하봉리유적 유구배치도는 문화재 GIS 인트라넷 시스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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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調査內容

1. 靑銅器時代
1) 竪穴住居址
가. 遺溝 [도면 16, 사진 2·3]
입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남동사면 상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45.81m의 명황갈색 풍화암반층

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1.85m, 2.45m 떨어진 거리에 원삼국시대 1호 수혈유
구와 조선시대 1호 토광묘가 위치하며, 동쪽으로 약 3.57m 떨어진 거리에 원삼국시대 1호 목관묘,
서쪽으로 약 0.96m 떨어진 거리에 원삼국시대 2호 목곽묘가 자리한다. 동일 시기의 유구는 주거지
에서 동남쪽으로 약 6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주거지 1기가 확인된 바 있다.27
조사 전 양상

시굴조사 시 Tr.4 남쪽경계에서 조선시대 유구로 추정되는 유구선이 확인되었으나,

발굴조사에서 지표상에 퇴적된 약 10~20㎝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로
주거지의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제토 시 주거지 상면에 무문토기편과 위석식 노지 일부가 노출되어
청동기시대 가락동식 주거지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북쪽부는 후대 원지형 훼손으로 삭평되
었으며, 남벽 중앙부와 북서벽 중앙부는 과수원 물 공급을 위한 시설 매설로 인해 교란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잔존 주거지 중앙을 기준으로 ‘十’ 자 둑을 설정한 뒤 그 직하에 탐색트렌치를 설

치하여 유구의 정확한 성격 및 잔존상태, 내부 퇴적층위 양상 등을 파악하였다. 이후 내부조사는
토층조사에서 파악한 층위에 따라 평면하강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거지의 생활면 추정층부터는
주거지의 구조 및 내부시설, 그리고 유물의 공간분포 및 배치양상 등을 파악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크게 3개의 층군으로 구분된다. 먼저 북동쪽에서 적갈색 사질점토

군이 급격하게 유입된 후 남서쪽에서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군이 북동쪽 방향으로 완만하게 퇴적
되었다. 이후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일정한 유입방향없이 상부에 퇴적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3개의 층군은 토색, 토질, 혼입물 양상의 차이에 따라 총 9개의 층들로 세분되었다. 이 가운데 북서
쪽 바닥에 형성된 바닥조성층만 수평퇴적양상을 보이고 나머지 층들은 대체로 경사퇴적양상을 보
여 자연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27.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3,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51-22번지, 도계리 276-18번지 문화재 표본조사 약보고서』. 이 곳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도 위석식 노지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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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현황

주거지는 황갈색 사질점토 및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조영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이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주거지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우나 凹凸이 많아 그
다지 정연하지 못한 편이었다. 바닥은 경사면 상위에 해당하는 남동쪽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
였으나, 북서쪽은 적갈색 계통의 점질토를 약 5㎝가량 깔아 정지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정지토
의 토층조사 결과, 따로 불다짐한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의 규모는 잔존길이 636㎝, 너비
400㎝, 잔존깊이 5~54㎝이며, 내부공간의 면적은 약 25.37㎡이다.
내부시설은 위석식 노지 1기, 무시설식 노지 1기, 저장공 4기가 확인되었다. 먼저 위석식 노지는
잔존 주거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 230㎝ 떨어져 설치되었다. 위석식 노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며, 규모는 길이 101㎝, 너비 72㎝, 깊이 12㎝이다. 위석은 남쪽과 동쪽, 북쪽의 일부가 결실된 상
태였다. 노지 내부에는 목탄이 소량 포함된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재나 소토 등은 확인되
지 않고, 직경 40㎝, 깊이 6㎝ 정도의 피열흔만 관찰되었다. 무시설식 노지는 주거지 결실부인 북
쪽에서 확인되었으며, 위석식 노지에서 약 250㎝가량 떨어져 있었다. 무시설식 노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55㎝, 깊이 5㎝이다. 노지 내부에는 목탄이 소량 함유된 적갈색 사질점토만
남아 있었다. 피열흔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위석식 노지일 가능성을 염두하여 소결면 주위로 위석시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저장공은 동장벽에 1기, 서장벽과 남단벽에 치우쳐 3기가 확인되었다. 평
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35~55㎝, 깊이 6~13㎝이다. 저장공 내부에는 황갈색의 사
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유물

유물은 발형토기 1점, 원판형 석기 1점, 이단병식석검편 1점, 주상편인석부 1점 등 모두

4점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층위양상과 유물의 분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습과 동시에 좌
표데이터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다. 유물이 출토될 당시 대부분 바닥에 접해 있는 경향이 강하여
주거지와 함께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遺物
1. 발형토기 [도면 17-1, 사진 4-1]

주거지 중앙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 떨어져 출토되었다. 구연

부와 저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갈색을 띤다. 태토는 조립질의 석
영과 장석이 함유된 사질점토이다. 동체 중단부 일부에는 ‘띠’ 형태의 흑반이 잔존한다. 전체기형은
좁은 저부에서 구연부까지 넓게 벌어지는 발형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굽 외면은 손누름하여 축약
시키고, 내저면은 가장자리를 손누름하여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구연부는 동체에서 직립하며, 구순
부에 이르러 살짝 내만한다.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으며, 문양은 시문되지 않았다. 구연부에
는 구순부 바로 아래에 단사선문을 2조 시문하였다. 단면 삼각형의 예새를 이용하여 사선방향으로
그었으며, 문양의 굵기와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 동체 내면에는 종방향의 빗질흔이 남아 있다.
복원기고 28㎝, 구경 23.8㎝, 저경 9.7㎝, 두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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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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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출토유물 일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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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판형 석기 [도면 17-2, 사진 4-2]

주거지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약 109㎝ 떨어져 바닥면에서 출토

되었다. 재질은 흑색 점판암제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나, 한쪽 끝단이 유실되었다. 단면은
렌즈형으로 끝단이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중앙에는 지름 2㎝크기의 구멍이 투공되어 있다.
직경 8.5㎝, 두께 1.2㎝

3. 이단병식 석검편 [도면 17-3, 사진 4-3]

주거지 중앙에서 북동쪽으로 약 97㎝가량 떨어진 바닥면에

서 약 10㎝ 뜬 상태로 출토되었다. 재질은 녹색 사암제로 추정된다. 이단병식으로 병부만 잔존하
며, 병부의 선단은 사선으로 절단되어 있다. 병부의 횡단면은 렌즈형이다. 전면이 횡방향으로 정마
되었다.
잔존길이 5.5 너비 3.9㎝, 두께 1.4㎝

4. 주상편인석부 [도면 17-4, 사진 4-4]

시굴조사 당시 4번 트렌치 조사 중 풍화암반토상에서 확인되었

다. 재질은 흑색 점판암제로 추정된다. 인부는 단면 삼각형으로 양인이며, 수직방향의 마연흔이 희
미하게 관찰된다. 신부의 횡단면은 정사각형이다.
길이 15.8㎝, 너비 4.1㎝, 두께 4㎝

2. 原三國時代
1) 周溝土壙墓
(1) 1號 周溝土壙墓
가. 遺溝 [도면 18, 사진 5·6]
입지

1호 주구토광묘는 조사지역 북동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6.2m 높이의 북동사면

능선 상단부 조성되었다. 북쪽으로 경사면 아래 10m지점에 원삼국시대 목곽묘 1호가 자리하며, 북
서쪽으로 5m정도 거리를 두고 원삼국시대 목관묘 1호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호 주구토광묘가 자리한 유적의 서쪽 경계부는 시굴조사 당시 잡목과 잡풀이 무성하

고 급경사를 보여 유구의 존재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발굴조사시 전면제토 과정에서 인위
적인 지형훼손이 관찰되었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구토광묘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1호 주구
토광묘는 주구와 매장주체부 하단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잔존하였다.
조사방법

1호 주구토광묘의 상면에는 현대 교란행위로 인해 다량의 부식토가 혼재된 상태였다. 이

에 따라 잔존 유구의 중앙에 경사면 방향으로 ‘-’자 둑을 설정한 뒤, 그 직하에 탐색트렌치를 설치
하여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잔존상태, 내부 퇴적층위 양상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는 크게 주구와
매장주체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주구는 내부토 제거 과정에서 옹관 혹은 매납유물의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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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안점을 두었다. 매장주체부는 먼저,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
설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유구의 장축방향으로 ‘-’ 자 둑을 추가로 설정한 뒤 탐색트렌치를 통
해 층위 및 내부시설 파악하였다. 이후 목관 내부토와 부장칸 내부토를 제거하여 내부 구축물 및
유물을 노출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주구 내부토는 갈색계통의 사질점토가 양 측면에서 중앙으로 경사퇴적되어 함몰된

양상을 보였다. 주구의 내부토는 입자 구성의 차이에 의해 암갈색, 황갈색, 적갈색토층으로 세분
된다. 매장주체부 내부토는 먼저, 네 벽면 가장자리에 보강토로 추정되는 암갈색 사질점토(A-A'
7·8층, B-B' 8층)가 퇴적되었다. 그러나 보강토 안쪽으로 뚜렷한 목질흔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다만, 보강토의 색조가 암갈색을 띠는 양상으로 보아 목관이 부식되면서 보강토 내부로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강토 안쪽에는 암황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완만하게 함몰된 양
상을 보였다. 바닥면 퇴적된 암황갈색 사질점토에는 풍화암반 부스러기가 혼입되어 있어 매장주체
부의 상면 成墳土가 서서히 내려 앉은 것으로 추정되며, 암갈색 사질점토는 목관의 상판이 내려앉
은 양상으로 판단된다.
유구현황

주구의 형태는 매장주체부의 남동장벽을 감싸는 눈썹형으로 양 단벽까지 이어져 있으나

양쪽 단면이 모두 삭평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주구 너비는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단
면은 ‘U’자형이다. 주구의 규모는 남북 길이 660㎝, 동서 길이 290㎝, 너비 98~156㎝, 최대 잔존
깊이는 85㎝이다.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벽면은 거의 직벽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 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매장주체부
는 보강토의 존재를 통해 시신을 안치한 목관이 시설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꺽쇠나 철정이 출토
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합식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의 남동단벽에서 약 80㎝가량 떨어
진 지점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회색점질로 이루어진 내부시설물 흔적이 관찰되고, 내부시설물 서
쪽편으로 부장유물이 분리되어 안치되어 있어 격벽시설을 이용하여 별도의 부장공간을 마련한 것
으로 파악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26㎝, 너비 114㎝, 잔존 최대깊이 57㎝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부장칸에서 직구호 1점과 원저단경호 3점이, 매장주체부의 남서장벽 직하에서 철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부장칸의 유물은 1점을 제외하고 모두 바닥에 정치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한편, 부장칸의 북쪽 모서리에 치우쳐 있는 원저단경호 주변으로 호형토기가 파손된 상태로 흩어져
있었다. 이 토기편들은 동일한 개체의 원저단경호로서 파손된 상태로 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遺物
5. 원저단경호 [도면 19-5, 사진 7-5]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회백색을 띤다. 태

토는 미세 석립자가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며, 소
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는 편구형으로 동체 중단에 최대경이 위치한다. 동체 상하면에 원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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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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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린 자국이 관찰된다. 이는 성형 후 건조과정에서 다른 기물과 접하였거나 공인이 기물을 이동하
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거의 직립에 가깝도록 외반시켰으며, 구
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동체 최대경과 구연부 및 견부의 경계 안쪽에 균열선이 확인되어 동
체 하부-동체 상부-구연부를 별도 제작한 후 접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 동체 상부와 하부의 중
단부에도 균열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점토띠를 붙여 성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형 후에는 기면
전체에 0.15×0.15㎝의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 타날시의 박자흔이 미약하게 남아 있다.
타날은 동상부를 먼저 시행하고, 기물을 뒤집어서 동중단→저부쪽으로 시행한 것으로 관찰된다. 타
날후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모두 지웠으며, 견부부터 동체 중단부까지 회전물손질하
여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동상부는 대체로 조밀하게 조성하고, 그 아래로 점차 간격이 넓어져 간격
과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
기고 25.7㎝, 구경 13.6㎝, 두께 7㎜

6. 원저단경호 [도면 19-6, 사진 7-6]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 석립자가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나,
기면이 묻어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구연부 안쪽이 휘어졌다. 동체는 최대경 대비 기고가 낮지
만 대체로 구형에 가깝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짧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구순부 안쪽은 강한 회전물손질로 넓은 홈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구순부가 바깥으로 크게 벌어진
형태이다. 박리로 인해 내부 성형흔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성형 후에는 기면 전체에 0.1×0.1㎝의
격자문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였다. 타날후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모두 지웠으며, 견
부부터 동체 중단 아래까지 회전물손질로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횡침선은 대체로 약 0.5㎝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린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을 박리가 심해 외면의 양상이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다.
기고 22.5㎝, 구경 16.5㎝, 두께 6㎜

7. 원저단경호 [도면 20-7, 사진 7-7]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며, 소성상태는 양
호하다. 동체는 최대경 대비 기고가 낮지만 대체로 구형에 가깝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거의 직립에
가깝도록 외반시켰으며,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구순부 안쪽은 강한 회전물손질로 넓은 홈
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구순부가 바깥으로 크게 벌어진 형태이다. 동체 내면은 견부쪽에 균열선이
확인되어 구연부와 동체를 별도 제작 후 접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형 후에는 최대경을 중심으로
동상부에 평행집선문, 동하부에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 타날시의 박자흔이 매우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타날문이 교차되는 부분을 관찰한 결과, 상부에 팽행집선문을 타날한 후 기물을 뒤집어
격자문을 타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날후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모두 지웠으며, 견
부부터 동체 중단부까지 회전물손질로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동상부는 대체로 조밀하게 조성하고,
그 아래로 점차 간격이 넓어져 간격과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
기고 25.7㎝, 구경 19.4㎝, 두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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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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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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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저단경호 [도면 20-8, 사진 8-8]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1/2이상 유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

면 및 속심 모두 명회색을 띤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로 추
정된다. 동체는 최대경 대비 기고가 낮지만 대체로 구형에 가깝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살짝 외반시
켰으며,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구순부 안쪽은 강한 회전물손질로 넓은 홈을 형성하여 구
순부가 바깥으로 크게 벌어진 형태이다. 동체 전면에 연속적인 손누름흔 및 박자흔으로 인해 굴곡
이 남아 있어 점토띠를 붙여 성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형 후에는 최대경을 중심으로 동상부에 평
행집선문, 동하부에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 타날시의 박자흔이 남아 있다. 타날문이 교차
되는 부분을 관찰한 결과, 상부에 평행집선문을 타날한 후 기물을 뒤집어 격자문을 타날한 것으로
확인된다. 타날후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모두 지웠으며, 견부부터 동체 중단부까지 예
새로 그어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횡침선은 견부부터 시작하여 대체로 약 0.5~1㎝ 간격을 유지하면
서 돌린 것으로 확인된다.
기고 19.8㎝, 구경 18.2㎝, 두께 6㎜

9. 철도자편 [도면 20-9, 사진 8-9]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되었다. 병부는 유실되고 도신만 남아 있다.

도신의 평면형태는 호선형으로 인부쪽이 볼록하며, 등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도신의 횡단면
은 역삼각형이다.
잔존길이 15㎝, 너비 1.4㎝, 두께 4㎜

(2) 2號 周溝土壙墓
가. 遺溝 [도면 21, 사진 9~12]
입지

2호 주구토광묘는 능선 정상부에 해당하는 유적의 남쪽 경계부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5.8m 높이에 조성되어 있다. 주구의 북서쪽 단부에 원삼국시대 4호 토광묘가 선행하여 중복
조성되어 있으며, 북쪽으로 경사면 하단에는 3호 및 4호 주구토광묘가 차례로 연접해 있다.
조사 전 양상

2호 주구토광묘는 시굴조사시 설치한 트렌치 1번에서 확인된 유구이다. 유구 상면 및

그 주변은 현대교란과 함께 고철덩어리가 매몰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 유실되어 유구 바닥면에
서 약 15㎝내외까지만 잔존하였다.
조사방법

유구의 제토는 시굴조사 시 설치하였던 트렌치 1번의 토층양상을 참고하였으며, 주구 남

쪽 일부는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있어 부분 확장하여 주구의 전모를 파악하였다. 유구의 조성층과
내부 퇴적토에 대한 층위 파악은 시굴조사 트렌치 1번 북장벽을 적극 활용하였다.
내부조사는 크게 주구와 매장주체부로 구분하였다. 주구는 내부토 제거과정에서 옹관 혹은 매납
유물의 존재여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매장주체부는 중앙에 ‘+’자 둑을 설정한 뒤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 등의 조사를 선행하였다. 이후
목관 내부토와 부장칸 내부토를 먼저 제거하여 내부시설 및 유물을 노출하였다. 노출된 양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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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록 및 유물 수습 후 최종적으로 보강토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유물의 잔존여부를 파악하였다.
내부퇴적양상

주구 내부토는 암갈색 및 적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량의 세석립(3~10

㎜)이 표함되어 구성이 치밀하지 못한 편이다. 분묘 조성 후 주변의 표토에서 서서히 유입되어 자
연 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 내부토는 네 벽면 가장자리에 명적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
진 보강토(A-A' 4층)가 자리하고, 보강토 안쪽으로 목질흔(A-A' 3층)이 일부 관찰되었다. 보강토
안쪽으로는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함몰토가 확인되었다.
유구현황

2호 주구토광묘는 자연퇴적(A-A' a~c층)으로 형성된 구지표층에 조성되었다. 주구는

암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으며, 형태는 매장주체부의 남장벽을 감싸는 눈썹형이다. 주구
의 북단부쪽은 탐색 트렌치를 토층조사를 통해 2호 주구토광묘가 4호 토광묘 상부토를 파괴하고
조성된 한 것을 파악하였다. 주구의 규모는 잔존 최대 북동-남서길이 625㎝, 남동-북서 길이 304
㎝이며, 너비는 61~92㎝로 일정하지 않다. 주구의 최대 잔존깊이는 15㎝이다.
매장주체부 역시 주구의 조성층과 같은 암황갈색+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향으로 등고선 방향에서 약 45°가량 북쪽으로 편향되었다. 벽
면은 거의 직벽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매장주체부는
보강토와 목질흔을 통해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목관이 시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꺽쇠나 철정
이 출토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합식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의 남단벽에서 약 120㎝가량
떨어진 지점에 황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격벽 시설물이 확인되고, 그 남쪽으로 유물이 정연하
게 안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별도의 부장칸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묘광의 전체규모는 길이
299㎝, 너비 130㎝, 잔존 최대깊이 15㎝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부장칸에서 격자타날문이 시문된 원저단경호 5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바닥에 정

치된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매장주체부 상부가 삭평됨에 따라 유물은 동체 하단부에서 저부까지만
잔존하였다.
나. 遺物
10. 원저단경호 동체부편 [도면 22-10, 사진 12-10]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

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 석립자가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
소성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 하부쪽 일부는 원형으로 눌린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형
태는 최대경이 중단부에 위치하는 편구형에 가깝다. 성형 후 외면 전체에 0.1×0.1㎝의 격자문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였다. 타날 후 견부에 예새로 그어 불규칙한 간격으로 횡첨선을 돌렸다. 내면
에는 타날시의 박자흔과 타날 후 수평방향으로 회전물손질한 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기고 17.8㎝, 두께 5~10㎜

11. 옹 저부편 [도면 22-11, 사진 13-11]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갈색을 띤다. 태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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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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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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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2(13·14)

토는 미세립자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
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로 추정된다. 내외면 표면 박리가 매우 심한 편이다. 잔존형태가 동체
가 장동하고 저부 아래가 좁은 옹(甕)의 기형의 보인다. 동체 외면에 희미한 세격자문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15.2㎝, 두께 5㎜

12.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22-12, 사진 13-12]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색

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며,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잔존형태상 동체는 구형으로 추정된다. 성형 후에는 최대경을 중심으로 동상부에
평행집선문, 동하부에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타날문이 교차되는 부분을 관찰한 결과, 상부에 팽행
집선문을 타날한 후 기물을 뒤집어 격자문을 타날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단부쪽의 2조의 횡침선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11.5㎝, 두께 6㎜

13.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23-13, 사진 13-13]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색

을 띤다. 태토는 미세 석립자가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
성되었으며, 성형이 불량하여 소성시 기벽 내부에 큰 기포들이 형성되었다. 동체 외면에는 0.1×
0.1㎝규모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타날 후 가해진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기고 10.9㎝, 두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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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23-14, 사진 13-14]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외면 흑갈색, 내면 및 속심 명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
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잔존형태상 동체는 편구형 또는 구형으
로 추정된다. 동체 외면에는 0.1×0.1㎝ 규모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타날시의 박
자흔이 관찰된다.
잔존기고 8.1㎝, 두께 6㎜

(3) 3號 周溝土壙墓
가. 遺溝 [도면 24, 사진 14·15]
입지

3호 주구토광묘는 유적 가운데의 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4.6m 높이에 조성

되어 있다. 경사면 남쪽 상단으로 약 2m정도 거리에 원삼국시대 4호 주구토광묘와 1호 주구가 인
접해 있다.
조사 전 양상

금번 유적 일대는 최근 과수원으로 개간 및 이용되면서 원지형이 삭평되거나 훼손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3호 주구토광묘 역시 제토과정에서 다수의 교란구덩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주구의 가운데와 매장주체부의 남동쪽 일부가 결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3호 토광묘는 적갈색계의 자연퇴적토상에 조성되고 부분적으로 교란토가 혼재되어 있

는 상태로 유구 내부토와의 구별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는 먼저, 교란구덩이를 먼저 제거
한 후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탐색트렌치를 설치한 후 주구 및 매장주체부 윤곽선 및 단면선을 확
인하였다. 주구는 내부토 제거과정에서 옹관 혹은 매납유물의 존재여부에, 매장주체부는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 등의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매장주체부 조사는
잔존 묘광 중앙을 기준으로 ‘+’ 자 둑을 설정하고 탐색트렌치를 통해 층위 및 내부시설 파악을 선
행하였다. 이후 목관 내부토와 부장칸 내부토를 먼저 제거하여 내부 시설물 및 유물을 노출하였다.
유물 수습 후 최종적으로 보강토 제거하여 유물 잔존유무를 파악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주구 내부에는 명갈색 사질점토층과 적갈색 사질점토층이 완만한 ‘U’ 자형 자연퇴적

양상을 보였다. 매장주체부는 벽면 가장자리에 적갈색 점질토인 보강토(A-A' 5층)가 확인되고, 보
강토 안쪽으로 목질흔으로 추정되는 부식토(A-A' 4층)가 관찰되었다. 목질흔 안쪽으로는 갈색 계
통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함몰토가 남아 있었다.
유구현황

주구는 황적갈색 및 적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된 자연퇴적토상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매장주체부를 남쪽에서 감싸는 눈썹형이으로 매장주체부의 남장벽 부분만 잔존하였다. 주구의 규
모는 잔존 최대 동-서길이 490㎝, 남-북 길이 130㎝이며, 너비는 53~95㎝로 일정하지 않다. 주
구의 최대 잔존깊이는 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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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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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주체부는 황적갈색 사질점토로 형성된 자연퇴적토상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
이며, 장축방향은 동-서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벽면은 거의 직벽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
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매장주체부는 보강토와 목질흔의 존재를 통해 시신 안
치시 목관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꺽쇠나 철정이 출토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합식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묘광의 동단벽에서 92~107㎝ 사이에 황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격벽 시
설물이 확인되고, 시설물 동쪽으로 유물들이 부장되어 있어 별도의 부장칸이 마련되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묘광의 전체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200㎝, 너비 96㎝, 잔존 최대깊이 20㎝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부장칸에서 격자타날문이 시문된 원저단경호 3점, 목관 내부에서 철부 1점, 남서

쪽 보강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철도자 1점, 미상철기 1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5. 원저단경호 [도면 25-15, 사진 15-15]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었고 속심은 녹

갈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 정도를 보인다. 동체는 최대경 대비 기고가 낮지만 대체로
구형에 가깝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길게 외반시켰으며,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구순부 안
쪽은 강한 회전물손질로 넓은 홈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구순부가 바깥으로 크게 벌어진 형태이다.
성형 후에는 최대경을 중심으로 동상부에 평행집선문, 동하부에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 타
날시의 박자흔이 남아 있다. 외면 박리로 외면 타날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타날후 견부부터 동
체 중단부까지 예새로 그어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동상부는 대체로 조밀하게, 그 아래로는 점차 넓
어지게 조성하였다.
기고 26㎝, 구경 17.6㎝, 두께 10~20㎜

16. 원저단경호 [도면 25-16, 사진 16-16]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색을 띤

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며, 소성상태
는 불량하여 구연부의 형태가 크게 굴곡져 틀어져 있다. 동체는 최대경이 동상부에 위치하여 광견
형에 가깝다. 구연부는 왜곡된 상태지만, 견부에서 거의 직립에 가깝도록 외반시키고, 구순부는 편
평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순부 안쪽은 강한 회전물손질로 넓은 홈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구순부가 바깥으로 크게 벌어진 형태이다. 동체 내면은 견부쪽에 균열선이 확인되어 구연부와 동체
를 별도 제작후 접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형 후에는 최대경을 중심으로 동상부에 평행집선문, 동
하부에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 타날시의 박자흔이 매우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타날문이 교
차되는 부분을 관찰한 결과, 상부에 평행집선문을 타날한 후 기물을 뒤집어 격자문을 타날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타날후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모두 지웠으며, 견부부터 동체 중단부까
지 회전물손질로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횡침선은 견부부터 시작하여 대체로 약 0.5~1㎝ 간격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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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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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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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면서 돌린 것으로 확인된다. 내면은 타날 후 수평방향으로 회전물손질하여 기벽을 정면하였다.
구연부의 소성상태는 불량하나, 전체적인 제작기법이 다른 기물에 비해 우수한 편이다.
기고 21.9㎝, 구경 19.8㎝, 두께 6㎜

17. 원저단경호 [도면 26-17, 사진 16-17]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회백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 석립자가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동체는 견부가 살짝 벌어져 있으나 대체로
구형에 가깝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직립하며, 구순부에서 크게 외반되어 벌어진다. 구순부는 편평
하게 처리하였다. 성형 후 동체에는 0.1×0.1㎝ 규모의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구연부는 회전물손
질하여 지웠다. 견부에서 동체 중단부까지 예새로 그어 횡침선을 조성하였는데 간격과 패턴이 일정
하지 않다. 내면에는 타날 후 가해진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기고 25.3㎝, 구경 18.2㎝, 두께 6~7㎜

18. 단조철부 [도면 26-18, 사진 16-18]

목관의 동단벽에서 출토되었다. 장방형의 판상재의 양끝을 구부

려 조성하였다. 신부의 전체형태는 ‘八’자형으로 벌어지며, 인부는 직선을 이룬다.
길이 8㎝, 너비 5㎝, 두께 4㎜

19. 철도자편 [도면 26-19, 사진 16-19]

묘광의 남단벽쪽 보강토에서 출토되었다. 병부는 유실되고 도신

만 남아 있다. 도신의 평면형태는 호선형으로 인부쪽이 볼록하며, 등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도신의 횡단면은 역삼각형이다.
길이 13.2㎝, 너비 1㎝, 두께 2㎜

20. 철도자편 [도면 26-20, 사진 16-20]

묘광의 남단벽쪽 보강토에서 출토되었다. 부식되어 신부와 인

부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형태상 인부가 짧고 병부가 긴 소형 철도자로 추정된다. 인부는 호선형을
이루고, 단면은 역삼각형을 띤다.
길이 5.7㎝, 너비 0.7㎝, 두께 1㎜

(4) 4號 周溝土壙墓
가. 遺溝 [도면 27, 사진 17]
입지

4호 주구토광묘는 유적 가운데의 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4.3m 높이에 조성

되어 있다. 남쪽으로 사면 상단 약 5m지점에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와 4호 토광묘가 위치한
다. 또한 북동쪽과 북서쪽으로 약 2m정도 거리를 두고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와 1호 주구가
각각 인접해 있다.
조사 전 양상

4호 주구토광묘 일대는 최근 과수원으로 사용되면서 원지형 훼손과 삭평이 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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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아울러 시굴조사 당시 교란토를 제거하고 자연퇴적토상의 유구조성층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주구는 가운데와 매장주체부의 북동쪽 일부가 유실되었다.
4호 주구토광묘는 3호와 마찬가지로 적갈색계의 자연퇴적토에 조성되어 있고, 퇴적토 곳

조사방법

곳에 교란토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묘광의 굴광선 및 내부퇴적토의 조사가 난해하였다. 이에 따
라 기존 시굴조사 6번 트렌치 벽면 층위를 적극 참조하여 주구 및 매장주체부 윤곽선 및 단면선을
확인하였다. 조사는 주구의 경우 내부토 제거과정에서 옹관 혹은 매납유물의 존재여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매장주체부는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 등에 주력하였
다. 매장주체부는 목관 내부토와 부장칸 내부토를 먼저 제거하여 내부 시설물 및 부장유물을 조사
하였다. 유구에 대한 기록 및 유물 수습 후 최종적으로 보강토를 제토하여 유물의 잔존 여부를 파
악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주구 내부에는 유구조성층인 적갈색 사질점토의 기원의 명적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

었다. 분묘 조성 후 자연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는 먼저 벽면 가장자리에 적갈색 및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보강토(A-A' 3·4층)가 확인되었으며, 뚜렷한 목질흔은 관찰되지 않
았다. 보강토 안쪽으로는 분묘의 성분토로 추정되는 적갈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함몰된 양상으로 남
아 있었다.
유구현황

4호 주구토광묘는 주구와 매장주체부 모두 적갈색 사질점토의 자연퇴적토상에 조성되었

다. 주구의 평면형태는 매장주체부를 남동쪽에서 감싸는 눈썹형으로 남동 장벽쪽만 남아있고, 나머
지는 모두 유실되었다. 주구의 규모는 잔존 최대 북동-남서길이 565㎝, 남동-북서 길이 190㎝이
며, 주구 너비는 67~170㎝로 일정하지 않다. 최대 잔존깊이는 18㎝이다.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
다. 시신은 잔존 묘광의 벽면 아래에 너비 20㎝내외의 보강토가 확인되어 목관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은 꺽쇠나 철정이 출토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합식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묘
광의 전체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139㎝, 너비 101㎝, 잔존 최대깊이 12㎝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주구의 남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의 바닥에서 격자타날이 시문된 연질토기 1점이 파

다수의 파편 상태로 출토되었다. 매장주체부 내에서는 부장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나. 遺物
21.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28-21, 사진 17-21]

주구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

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 석립자가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
소성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동체 하단에 원형으로 눌린 흔적이 확인된다. 동체 외면에는
0.1×0.1㎝ 규모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타날 후 가해진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
다. 타날 후 동체 하부까지 횡침선을 돌린 것으로 추정되며, 잔존부위에는 2조가 남아 있다.
잔존기고 11.8㎝, 두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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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원삼국시대 4호 주구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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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원삼국시대 4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21)

(5) 5號 周溝土壙墓
가. 遺溝 [도면 29, 사진 18·19]
입지

5호 주구토광묘는 유적의 서쪽 조사경계부근 상단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2.8m 높이에

조성되어 있다. 5호 주구토광묘가 입지한 곳은 능선 정상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완만하게 내려오
다 급사면으로 전환되는 지점으로 대단위로 퇴적된 자연퇴적토상에 다수의 원삼국시대 주구 및 토
광묘, 수혈유구들이 밀집해 있다. 5호 주구토광묘 주구의 북서 단부에 원삼국시대 3호 주구가 중복
관계를 이루며 조성되어 있고, 매장주체부 북쪽 하단으로는 원삼국시대 5호 토광묘와 3호 수혈유
구가 인접해 있다.
조사 전 양상

5호 주구토광묘는 자연퇴적토상에 조성되어 있어 시굴조사 시 설치한 1번 트렌치 벽면

토층을 통해 적극 활용하였다. 트렌치의 퇴적단면 조사결과, 5호 주구토광묘는 지표부터 약 100㎝
두께로 퇴적된 현대 경작 및 복토층과 그 아래에 퇴적된 약 50~100㎝ 두께의 암갈색 계통의 사질
점토층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5호 주구토광묘는 적갈색 계통의 사질점토 또는 점질토에 조성됨에 따라 유구 굴광선의

판별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시굴조사에서 설치한 트렌치 벽면 토층을 적극 참조하여 주구
및 매장주체부 방향을 확인하면서 평면상의 윤곽선을 확인하였다. 내부조사는 주구의 경우 내부토
제거과정에서 옹관 혹은 매납유물의 존재여부에 주안점을 두었고, 매장주체부는 棺·槨과 補强土
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 등에 주력하였다. 이후 목관과 부장칸 내부토를 먼저 제
거하여 내부 시설물 및 부장유물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부조사에 대한 기록을 완료하고 유물
을 수습한 후에는 보강토를 모두 제거하여 바닥면 처리와 유물의 잔존여부를 파악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주구에는 황갈색, 갈색, 적갈색 사질점토층들이 경사면 상단에서 아래방향으로 경사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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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9. 원삼국시대 5호 주구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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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양상을 보여 분묘 조성 후 자연 매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장주체부는 벽면 가장자리에 황
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보강토(A-A' 6층, B-B' 8~10층)가 자리하고, 보강토 안쪽으로 황갈색 계
통의 사질점토가 완만하게 함몰된 양상을 보였다.
유구현황

5호 주구토광묘는 주구와 매장주체부 모두 적갈색 사질점토층에 조성되었다. 주구의 평

면형태는 매장주체부를 동쪽에서 눈썹형으로 매장주체부의 남동쪽은 완전히 감싸고 있으나 북쪽은
결실되었다. 주구의 규모는 잔존 최대 북동-남서길이 800㎝, 남동-북서 길이 218㎝이며, 주구 너
비는 49~97㎝로 일정하지 않다. 최대 잔존깊이는 45㎝이다.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향으로 등고선 방향에서 동쪽으로
약 45°가량 편향해 있다. 매장주체부 토층단면에서 보강토의 흔적이 확인되어 시신 안치시 목관 혹
은 목곽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격벽 시설과 부장유물이 없어 내부시설의 정확한 양상은 파
악할 수 없다. 매장주체부 규모는 길이 364㎝, 너비 119㎝, 잔존 최대깊이 14㎝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주구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연질토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

었다. 토기는 동체부 소형 편만 출토되어 정확한 기종 및 기형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나. 遺物
22.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30-22, 사진 19-22]

주구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 출토되었
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회갈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 석립자가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선
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
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구연
은 견부에서 수직에 가깝게 외반되다 구순부에서
크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견부에는 타날문이 확인

도면 30. 원삼국시대 5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22)

되나 박리로 인해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잔존기고 6.6㎝, 두께 6㎜

(6) 6號 周溝土壙墓
가. 遺溝 [도면 31, 사진 20·21]
입지

6호 주구토광묘는 유적의 북서쪽에 해당하는 소곡부 사면 중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1.48m 높이에 조성되어 있다. 주구의 북서쪽에는 원삼국시대 6호 토광묘가 중복조성되어 있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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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 원삼국시대 6호 주구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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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의 주변에는 주구의 서쪽 단부에 후행하는 원삼국시대 2호 토광묘가 위치하고, 남서쪽으로 사
면 상단 약 7m지점에 원삼국시대 5호 주구토광묘가 자리한다.
조사 전 양상 6호

주구토광묘는 시굴조사 시 7번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원저단경호와 철모가 부장된

매장주체부 일부가 노출되고, 탐색트렌치를 통해 유구의 굴광선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발굴조
사시에는 이를 토대로 약 30㎝가량의 표토 및 자연퇴적토를 제거한 후 평면 弧狀의 주구와 세장방
형의 매장주체부 굴광선을 노출시켰다. 주구 북동단부는 후대에 삭평되었으며, 동쪽 일부는 시굴트
렌치 설치 과정에서 유실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구와 매장주체부의 중앙을 관통하는 ‘-’자형의 토층둑을 설정해 유구의 전반적

인 층위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매장주체부는 단축 토층과 직교하는 장축방향의 토층둑을 설
정한 뒤 그 직하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내부 층위 양상을 파악하였다. 주구는 옹관 혹은 매납유물의
존재여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매장주체부는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
壁시설 등의 조사에 주력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주구 내부토는 적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부로 갈수록 구성이

치밀해지고 점성이 강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매장주체부 내부에는 먼저 벽면 가장자리에 적갈색 점
질토로 이루어진 보강토(A-A' 7층, B-B' 5층)가 자리하고, 보강토 안쪽으로 목질흔으로 추정되는
부식토(A-A' 6층)가 관찰되었다. 보강토 내부에는 갈색 및 적갈색 계통의 사질점토 수평하게 퇴적
되어 있어 분묘 조성 후 성분토가 서서히 내려 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
로 치우친 지점에 보강토의 토질과 거의 흡사한 암적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추정)격벽 시설물
(A-A' 5층)이 확인되었다.
유구현황

6호 주구토광묘는 주구와 매장주체부 모두 암적갈색 사질점토인 자연퇴적토상에 조성되

었다. 주구의 형태는 매장주체부를 남쪽에서 감싸는 눈썹형으로 매장주체부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형태이다. 주구의 북서쪽은 원삼국시대 6호 토광묘에 의해 유실되었으며, 북서단
부는 후대에 삭평되었다. 주구의 규모는 잔존 최대 동-서길이 1095㎝, 남-북 길이 330㎝이며, 너
비는 57~98㎝로 일정하지 않다. 주구의 최대 잔존깊이는 20㎝이다.
매장주체부의 평면형태는 말각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벽면은 거의 직벽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매장주체부
는 보강토와 목질흔을 통해 시신을 안치한 목관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단벽에서
110~123㎝ 사이에서 부장칸을 위한 격벽시설이 확인되었으며, 그 시설물 동쪽으로 원저단경호 및
철모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매장주체부의 전체규모는 최대길이 373㎝, 너비 94㎝, 잔존 최대
깊이 16㎝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부장칸에서 격자타날문이 시문된 원저단경호 1점과 철모 1점이 출토되었다. 원저

단경호가 동쪽에, 철모가 서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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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23.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32-23, 사진 21-23]

부장칸에서 출

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 석립자가 일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선된 점질토
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되었으며, 성형이 불량하여 소성
시 기벽 내부에 큰 기포들이 형성되어 있다. 동체 외면에는
0.1×0.1㎝규모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타
날 후 가해진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기고 7.2㎝, 두께 6㎜

24. 철모 [도면 32-24, 사진 21-24]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북쪽 보강토에 접한 상태로 봉부가 동쪽으로, 공부가 남쪽
을 향하였다. 신부의 길이 짧고 공부가 긴 형태이며, 관부
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신부의 단면은 편능형이고, 기부는
직기형이다.
길이 28.4㎝, 공부 직경 2.5㎝, 두께 3㎜

도면 32. 원삼국시대 6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23·24)

2) 土壙墓
(1) 1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33, 사진 22]
입지

1호묘는 유적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북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4.1m 높

이에 조성되어 있다. 남서쪽으로 경사면 상단 약 2m지점에 원삼국시대 1호 옹관묘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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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양상

1호 토광묘가 위치한 유적의 서단부는 시굴조사 당시 잡목이 무성하고 급사면의 지형

을 보여 유구의 존재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발굴조사 시 전면제토 과정에서 급사면 일대에
상당한 지형훼손이 있었음을 파악하였다. 지형훼손된 부분의 교란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1호 토광
묘가 노출되었으며, 토광묘의 북쪽 및 동쪽 하단부가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1호 토광묘는 현대교란행위에 의해 대부분이 삭평되어 바닥부근의 부장유물 및 내부시설

일부만 잔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잔존 유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경사면 방향으로 ‘-’자 둑을 설정하
고 그 직하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 등
의 조사에 주력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내부토는 잔존 벽면 안쪽으로 황적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보강토가 자리하고, 보

강토 안쪽으로 적갈색을 띠는 함몰토가 존재하였다. 잔존범위가 매우 미약하여 뚜렷한 목질흔은 파
악할 수 없었다.
유구현황

1호 토광묘는 명황색풍화암반토에 조성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북쪽과 동쪽 벽면이 유

실되었으나, 잔존상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남-북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하다. 벽면은 거의 직벽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보강토의 흔적을 통해 목관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묘광의 남단벽에서 약 80㎝가량 떨어
진 지점에서는 황적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격벽 시설물이 확인되었으며, 그 남쪽에 원저단경호
1점이 정치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매장주체부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216㎝, 잔존 최대너비 77㎝, 잔존 최대깊이 17㎝이며, 잔존 부
곽 규모는 길이 56㎝와 너비 30㎝이다.
출토유물

토기는 원저단경호 1점이 부장칸내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금속류는

철도자 1점과 철모 1점으로, 철도자는 목관 중앙에서 서쪽 보강토에 인접하여 선단부가 북쪽을 향
한 상태로 노출되었고, 철모는 동쪽에 치우쳐 봉부가 북쪽을 향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나. 遺物
25.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33-25, 사진 22-25]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회갈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동체 외면에는 0.1×0.1㎝ 규모의 격자문이 타날되
어 있고, 내면에는 타날시의 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기고 10.6㎝, 두께 5~6㎜

26. 철모 [도면 33-26, 사진 22-26]

목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공부 일부가 유실되었다. 신부의 평면

은 신부하단이 넓은 제형이며, 단면은 편능형이다. 신부는 선단부에서 매우 완만한 호형으로 좁아
지며 공부를 형성한다. 관부는 신부하단에서 거의 수직을 이루며 돌출한 후, 공부로 이어지는 형태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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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 원삼국시대 1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출토유물(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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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공부의 평면형태는 기부가 약간 넓은 제형이며, 단면은 원형, 기부는 직기형이다.
잔존길이 40㎝, 관부너비 4㎝, 두께 1㎜, 공부 직경 2.3㎝

27. 철도자편 [도면 33-27, 사진 22-27]

목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병부 일부가 유실되었다. 신부는

직선에 가까우며, 선단부에서 호형으로 좁아지는 형태이다. 신부의 단면은 세장한 이등변삼각형이
다. 병부는 신부와의 경계가 미약하지만 신부에서 좁아져 이어진다.
잔존길이 14.5㎝, 너비 1.2㎝, 두께 3㎜

(2) 2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34, 사진 23]
입지

2호 토광묘에서 조사지역 남동쪽 능선 정상부 부근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46.0m높이에 조

성되었다. 2호 토광묘에서 남서쪽으로 약 2.0m거리에 원삼국시대 1호 수혈유구와 조선시대 1호 토
광묘, 남동쪽으로 약 3.57m지점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유구의 제토는 시굴조사시 설치한 3번 트렌치 퇴적양상을 참조하여 진행하

였으며, 지표에 퇴적된 약 10~20㎝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굴광선이 노출되었다. 2호
토광묘는 조사 전 원지형 훼손에 의해 대부분 결실되고 경사면 상부에 해당하는 남동쪽 일부만 잔
존하는 상태였다. 조사는 보다 명확한 유구성격과 내부토 퇴적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잔존 유구의
중앙에 경사면 방향으로 ‘-’자 둑을 설정하고 그 직하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조사를 선행하
였다. 이후 토층을 참고하여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 등의 조사
에 주력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묘광 내부에는 벽면 가장자리에 적갈색 점질토로 이루어진 보강토(2층)가 자리하고,

보강토 안쪽으로 암적갈색 사질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잔존상태가 미약하여 부장칸 조성을 위한 격
벽시설의 유무는 파악할 수 없었다.
유구현황

2호 토광묘는 명황갈색 풍화암반층에 조성되었다. 보강토의 흔적을 통해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북쪽부가 결실되었으나,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된
다. 장축방향은 남-북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벽면은 거의 직벽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다
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남단벽 쪽으로 치우친 바닥에서 원저단경호 5점이 정치
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매장주체부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166㎝, 잔존 최대너비 95㎝, 잔존 최대깊
이 17㎝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남단벽에 치우쳐 원저단경호 5점이 확인되었다. 토기들은 관 상부토가 함몰되면

서 하부로 주저앉은 양상을 보여 관 내·외부에 2점씩 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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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28.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35-28, 사진 23-28]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

자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동체는 대체로 편구형에 가깝다. 성형 후에는 최대경을 중심으로 동상
부에 평행집선문, 동하부에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 타날시의 박자흔이 남아 있다. 타날 후
견부부터 동체 중단부까지 예새로 그어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횡침선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다. 타
날 후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하였다.
잔존기고 20㎝, 두께 6~10㎜

29. 원저단경호 [도면 35-29, 사진 24-29]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박리가 이

루어졌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
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동체는 최대경이 동중단부에 위치하여 편구형
에 가깝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짧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성형 후에는 동
체 전면에 0.1×0.1㎝ 규모의 사격자문을 타날하였다. 타날후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모두 지웠으며, 견부부터 동체 중단부까지 회전물손질로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횡침선은 표면박리
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다.
기고 25.5㎝, 구경 17.2㎝, 두께 5㎜

도면 34. 원삼국시대 2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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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5. 원삼국시대 2호 토광묘 출토유물 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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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6. 원삼국시대 2호 토광묘 출토유물 2(31·32)

30. 원저단경호 [도면 35-30, 사진 24-30]

구연부 및 동체부편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잔존하여 도상

복원하였다.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졌다. 태토는 미세립자
의 석영과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
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동체는 구형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짧게 외반되었으며, 구순
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성형 후에는 동체 전면에 0.1×0.1㎝ 규모의 격자문을 사선방향으로 타
날하였다. 타날후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모두 지웠으며, 동상부는 예새로 그어 횡침선
을 조성하였다. 횡침선은 표면박리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다.
잔존기고 20.1㎝, 구경 17.6㎝, 두께 5㎜

31. 원저단경호 [도면 36-31, 사진 24-31]

구연부 및 견부편 색조는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백색을 띠

며, 박리가 진행되었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석립이 소량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성형 후 전면에
0.1×0.1㎝ 규모의 격자문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였다. 구연은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지웠으
며, 견부에는 예새로 그어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잔존기고 8㎝, 복원구경 16.4㎝, 두께 4~5㎜

32. 원저단경호 [도면 36-32, 사진 24-32]

저부편 색조는 내외면 명갈색,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가 소량 함유된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잔존형태와 규모상 구형의 옹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0.1×0.1㎝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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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잔존기고 12.4㎝, 구경 17.6㎝, 두께 5㎜

(3) 3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37, 사진 25]
입지

3호묘는 능선 정상부에 해당하는 유적의 남쪽 경계부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6.1m

에 조성되었다. 북동쪽으로 약 1m 거리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가 인접해 있고, 남서쪽으로 약
3m정도 지점에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와 4호 토광묘가 중복된 상태로 입지해 있다.
조사 전 양상

3호 토광묘가 입지한 정상부 일대는 최근 과수원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수 차례의 텃밭

갈이가 행해져 원지형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이에 3호 주구토광묘는 바닥에서 약 10㎝내외만
남아 부장유물과 묘광 바닥이 거의 드러난 상태였으며, 남서쪽 단벽은 이미 결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먼저, 잔존 유구의 중앙에 경사면 방향으로 ‘-’자 둑을 설정하고 그 직하에 탐색트

렌치를 설치하여 내부시설의 잔존여부를 파악하였다. 토층조사 후에는 층위양상을 바탕으로 평면
상에서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隔壁시설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내부퇴적 양상

묘광 내부에는 잔존 벽면 안쪽으로 보강토로 추정되는 적갈색점질토가 보강토가 자리

하고, 점질토 안쪽으로 목질흔으로 판단되는 흑갈색 점질토가 미약하게 확인되었다. 목질흔 내부에
는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수평하게 퇴적되어 있었다.
유구현황

3호 토광묘는 황적색 점질토가 혼입된 풍화암반토상에 조성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서단벽이 유실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상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남-북향으로 등
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벽면은 거의 직벽에 가까우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평면조
사에서 목질흔의 범위가 확인되어 대략적인 목관의 형태와 부장칸을 위한 격벽시설을 복원할 수 있
었으며, 목질흔의 범위로 보아 부장칸은 35×35㎝로 추정된다. 묘광의 전체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260㎝, 잔존 최대너비 103㎝, 잔존 최대깊이 11㎝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부장칸 바닥면에서 원저단경호 1점이 정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나. 遺物
33. 원저단경호 [도면 37-33, 사진 25-33]

묘광의 동쪽 부장칸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갈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장석과 석영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를 보인다. 동체형태는 구형에 가깝다.
성형 후에는 구연부터 동체 중하단부까지 0.1×0.1㎝ 규모의 격자문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였다.
구연은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지웠으며, 견부부터 동체 중하단부까지 예새로 그어 횡침선을 조
성하였다. 횡침선은 견부부터 시작하여 대체로 약 0.5~1㎝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린 것으로 확인된
다. 내면에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한 흔적이 일부 관찰된다.
잔존기고 16㎝, 두께 6㎜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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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7. 원삼국시대 3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출토유물(33)

(4) 4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38, 사진 26·27]
입지

4호 토광묘는 능선 정상부에 해당하는 유적의 남쪽 경계부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5.4m 높이에서 조성되었다. 유구의 상면은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의 주구가 중복조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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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되었다. 동일능선상의 동쪽으로 약 3.6m정도 거리에 원삼국시대 3호 토광묘, 북쪽으로 경사
면 하단 약 4.5m가량 지점에 원삼국시대 4호 주구토광묘가 위치해 있다.
조사 전 양상

4호 토광묘는 2호 주구토광묘 주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2호 주구토광

묘의 조성으로 상면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북단벽쪽은 현대교란의 영향으로 유실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먼저 2호 주구토광묘와 중복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구와 중첩되면서 묘

광의 중앙에 능선방향으로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 트렌치와
직교하는 방향에 장축토층둑을 설정하여 토층조사를 선행하였다. 이후 토층을 참고로 내부조사시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내부퇴적 양상

묘광 내부에는 먼저 벽면 가장자리에 적갈색 및 암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보강토

(A-A' 4·5층)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신 안치를 위한 목관시설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다
만, 묘광의 남단벽쪽에서 격벽시설로 추정되는 암갈색 사질점토+회색 점토가 확인되어 부장공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강토 안쪽으로는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층이 수평
퇴적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분묘 조성 후 목관시설 상판의 틈을 통해 성분토가 서서히 유입되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B-B' 9층과 같이 일시적으로 유입된 퇴적토도 관찰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판
의 붕괴가 함께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유구현황

4호 토광묘는 자연퇴적토인 암갈색 사질점토상에 조성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북단

벽이 유실되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잔존상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남-북
향으로 등고선 방향에서 남동쪽으로 약 45°가량 편향되었다. 벽면은 거의 직벽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매장주체부는 평면과 토층단면에서 목질흔이 관찰
되지는 않았으나 보강토가 뚜렷하게 확인되어 목관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단벽에서 약
95㎝가량 떨어진 지점에는 보강토와 유사한 토성을 격벽 시설물이 확인되어 북단벽쪽으로 부장공
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221㎝, 잔존
최대너비 113㎝, 잔존 최대깊이 26㎝이다.
출토유물

토기는 부장칸 바닥에서 원저단경호 2점, 매장주체부의 남동쪽 모서리 바닥에서 鐵鎌 1점

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34. 원저단경호 [도면 39-34, 사진 27-34]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색

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되었으며, 소성상
태는 양호하다. 동체 중단부 곳곳에 원형으로 눌린 흔적이 관찰된다. 성형 후 운반과정 및 건조과
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체형태는 최대경 대비 기고가 낮으면서 최대경이 동상부에 위치
하여 광견형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직립에 가깝게 외반시키고, 구순부는 편평
하게 처리하였다. 구순부 안쪽은 회전물손질하여 바깥으로 벌어지게 조성하였다. 성형후에는 구연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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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원삼국시대 4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부터 동체 중하단부까지 0.15×0.15㎝ 규모의 세격자문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였다. 구연은 회전
물손질하여 타날문을 지웠으며, 견부부터 동체 중하단부까지 예새로 그어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횡
침선의 간격과 패턴은 일정하지 않다. 내면에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한 흔적이 일부 관찰
된다.
기고 27.4㎝, 구경 19.3㎝, 두께 5~6㎜

35. 원저단경호 [도면 39-35, 사진 27-35]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색

을 띤다. 경도는 경질이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와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로 보인다. 태토는 미세
립자의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동체형태는 최대경 대비 기고가 낮으면서 최대경
이 동상부에 위치하여 광견형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크게 외반시키고, 구순부
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구순부 안쪽은 강한 회전물손질로 넓은 홈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구순부
가 바깥으로 크게 벌어진 형태이다. 성형후에는 구연부터 동체 중하단부까지 0.15×0.15㎝ 규모의
세격자문을 타날하였다. 구연은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지웠으며, 타날된 부분까지 회전물손질
로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횡침선의 간격을 대체로 1~2㎝로 일정한 편이다. 내면은 박리로 인해 정
면흔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기고 26㎝, 구경 22.4㎝, 두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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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9. 원삼국시대 4호 토광묘 출토유물 (34~36)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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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철겸 [도면 39-36, 사진 27-36]

매장주체부의 남동쪽 모서리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날은 낫의 내

측에 있다. 신부는 직선으로 진행하다 선단부에서 거의 직각으로 내경하는 형태이다. 신부 단면은
매우 세장한 이등변삼각형이다. 基突出部는 기부 끝을 직각으로 1번 구부려 형성하였으며, 인부와
직각으로 접한다.
길이 21.9㎝, 너비 3.3㎝, 두께 2㎜

(5) 5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41, 사진 28·29]
입지

5호 토광묘는 유적의 서쪽 조사경계부근 상단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2.8m 높이에 조성

되어 있다. 5호 토광묘는 원삼국시대 3호 주구의 북서단부를 파괴한 후 중복 조성되었다. 남서쪽
으로 원삼국시대 2·3호 수혈유구가 중복된 상태로 인접해 있다. 또한 북동쪽 사면 하단으로 약
1~2m 범위에 다수의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 주구, 토광묘, 수혈유구 등이 밀집 분포해 있다.
조사 전 양상

제토는 유적의 서쪽 조사 경계면에 설치한 기준 트렌치의 퇴적양상을 참조하였다. 5호

토광묘는 2차 자연퇴적층에 해당하는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묘광의 북서쪽 단
벽은 조사경계에 걸쳐 있어 5호 토광묘의 전모를 밝힐 수 없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먼저 원삼국시대 3호 주구와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중복관계 파악을 위

한 트렌치와 직교하는 방향의 장축 토층둑을 설정하여 5호 토광묘에 대한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내부퇴적 양상

묘광 내부에는 먼저, 벽면 안쪽으로 보강토로 추정되는 황적갈색 사질점토가(A-A'

8·9층)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보강토 안쪽과 묘광 바닥면에는 유기질 성분이 함유된 흑갈색 사
질점토(A-A' 6·7층)가 확인되었다. 이는 시신 공간을 위한 목관시설이 목질흔으로 잔존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질흔 안쪽과 상면에는 관의 상부토인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들이 서서히 유입되어 쌓여
있었다. 또한 묘광 중앙에서 서쪽 단벽으로 치우친 지점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에 적색 점토가 혼입
된 격벽 시설물이 확인되었다.
유구현황

5호 토광묘는 자연퇴적토인 암황갈색 사질점토상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

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남동-북서향으로 등고선 방향에서 남동쪽으로 약 45°가량 편향되었다.
벽면은 거의 직벽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보강토와 목
질흔을 통해 시신은 목관에 안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의 동단벽에서 약 90㎝가량 떨어진
지점에 보강토와 암갈색 사질점토+적색 점토로 이루어진 격벽 시설물이 확인되어 별도의 부장공간
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매장주체부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249㎝, 잔존 최대너비 145㎝, 잔존
최대깊이 20㎝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부장칸에서 원저단경호 2점, 목관의 북장벽쪽 바닥에서 鐵鎌 1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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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0. 원삼국시대 5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나. 遺物
37. 원저단경호 [도면 41-37, 사진 29-37]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및 속심 모두 회청색

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와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로 보인다. 동체는 최대경 대비 기고가 낮지만 대체로 구형에 가
깝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외반되며,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성형 후에는 최대경을 중심으
로 동상부에는 평행집선문을, 동하부에는 격자문을 타날하였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여 타
날문을 지웠으며, 견부에서 중하단부까지 예새로 그어 횡침선을 조성하였다. 횡침선의 간격은 약
2~3㎝로 일정한 편이다. 내면에는 타날시의 박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기고 25㎝, 구경 15.5㎝, 두께 5~6㎜

38. 원저단경호 [도면 41-38, 사진 29-38]

부장칸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및 속심 모두 황갈색

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와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로 보인다. 잔존형태상 동체는 편구형으로 추정되며, 규모가 큰
편이다. 동체 외면에는 0.15×0.15㎝ 규모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은 타날시의 박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기고 11.8㎝, 두께 4~5㎜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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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 원삼국시대 5호 토광묘 출토유물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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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철겸 [도면 41-39, 사진 29-39]

목관의 북장벽과 접한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매장주체부에서 출

토되었다. 날은 鎌身의 내측에 있다. 鎌身은 선단부까지 거의 직선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인부는
미약한 호선형을 이룬다. 신부단면은 매우 세장한 이등변삼각형이다. 基突出部는 직각으로 한번 구
부려 형성하였다. 선단부에 목질흔이 일부 남아 있다.
전체길이 25.2㎝, 너비 2.9㎝, 두께 3㎜

(6) 6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42, 사진 30]
입지

6호 토광묘는 유적의 서쪽 조사경계부근 사면 상단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2.4m 높이에

조성되어 있다. 6호 토광묘가 입지한 곳은 능선 정상부에서 서쪽 방향으로 완만하게 내려오다 북쪽
으로 급경사하는 지점에 해당하는데, 이 급경사면 일대로 대단위 자연퇴적토가 퇴적되고 그 위에
원삼국시대 유구들이 밀집분포해 있는 양상이다. 6호 토광묘는 원삼국시대 6호 주구토광묘 주구의
서단부의 일부를 파괴한 후 중복 조성되었다. 남쪽에는 원삼국시대 2·3호 주구가 중복관계를 이
루며 인접해 있다.
조사 전 양상

제토는 유적의 서쪽 조사경계에 설치한 기준트렌치의 퇴적양상을 참고하여 진행하였

으며, 2차 자연퇴적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까지 제토하자 6호 주구토광묘의 주구와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6호 토광묘는 후대의 인위적 교란 및 지형삭평으로 바닥면이 거의 노출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먼저 6호 주구토광묘와의 중복 선후관계를 파악한 후 잔존범위에 棺·槨과 補强

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 등의 조사에 주력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6호 토광묘는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암갈색 사질점토가 혼입된 적갈색 사질점토

가 단일층으로 남아 있었다. 보강토 및 목질흔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현황

6호 토광묘는 자연퇴적토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에 조성되어 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

단벽이 대부분 유실되어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동일 유구와 비교해 보았을때 장방형으로 추정된
다. 장축방향은 동-서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목관흔 및 격벽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272㎝, 잔존 최
대너비 98㎝, 잔존 최대깊이 15㎝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원저단경호 1점이 묘광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정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동체 상단에서 구연부까지 함몰토에 의해 주저앉은 모습을 보였다.
나. 遺物
40. 원저단경호 [도면 42-40, 사진 30-40]

매장주체부 가운데에서 출토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및 속심

모두 명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되었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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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구연부쪽 소성상태가 불량하여 구연부의 형태가 뒤틀어져 있다. 동체형태는 최대경 대비 기
고가 낮으면서 최대경이 동상부에 위치하여 광견형에 가까우며, 부피가 작은 편이다. 구연부는 견
부에서 크게 외반시키고,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성형 후에는 동체 전면에 0.15×0.15㎝
규모의 세격자문을 타날하였다. 구연은 회전물손질하여 타날문을 지웠으며, 견부부터 동체 중단까
지 예새로 그어 횡침선을 돌렸다. 횡침선의 간격은 대체로 1~0.5㎝로 일정한 편이다. 내면에는 타
날 후 가해진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기고 16.5㎝, 구경 13.7㎝, 두께 4~5㎜

도면 42. 원삼국시대 6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출토유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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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43, 사진 31]
입지

7호묘는 유적의 북서쪽 조사경계부근 사면 하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0.49m 높이에

조성되어 있다. 남동쪽으로 약 3.87m 지점에 원삼국시대 8호 토광묘, 남쪽으로 약 2.0m 떨어진
지점에 원삼국시대 6호 주구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제토는 유적의 서쪽 조사경계에 설치한 기준 트렌치를 참조하여 진행하였으며, 지표에

퇴적된 약 10~20㎝ 두께의 암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로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북장벽은 지형 삭평으로 유실되었다.
조사방법

묘광 내부의 잔존상태와 내부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을 기준으로 ‘+’자 모양의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棺·槨과 補强土의 유무, 부장공간 및 부장유
물, 隔壁시설 등에 주력하였다.
내부퇴적양상

7호 토광묘 역시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내부퇴적토가 4개 층만 잔존하였다. 먼

저, 서장벽 안쪽으로 암갈색 및 명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보강토(A-A' 3·4층)가 존재하고, 그
내부에 두께 5㎝ 가량의 목관 부식토(A-A' 2층)가 확인되었다. 목질흔 안쪽으로는 암갈색 및 황갈
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퇴적된 양상이였으며, 상부 함몰토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현황

묘광의 평면형태는 북장벽이 유실되었으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

축방향은 남-북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
였다. 보강토와 목관 부식토가 확인되어 시신은 목관에 안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 별도의 부
장공간을 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의 규모는 최대길이 284㎝, 잔존 최대너비 90㎝, 잔
존 최대깊이 15㎝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남장벽에서 서단벽에 치우친 곳의 바닥에서 철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41. 철겸편 [도면 43-41, 사진 31-41]

남장벽에서 서단벽에 치우친 곳의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기부는

유실되고 인부의 선단부만 잔존한다.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선단부는 곡선을 이루며 직각으로 구
부려진 형태이다. 인부 역시 신부의 형태에 따라 곡선으로 제작되었다. 신부의 단면은 얇은 렌즈형
이다.
잔존길이 3.6㎝, 두께 2㎜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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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 원삼국시대 7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출토유물(41)

(8) 8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44, 사진 32]
입지

8호묘는 유적의 북서쪽 능선 중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1.7m 높이에 조성되어 있다.

남서쪽으로 동일 등고선상에 원삼국시대 6호 주구토광묘가 위치하며, 북서쪽으로 약 3.87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원삼국시대 7호 토광묘가 자리한다.
조사 전 양상

8호 토광묘는 시굴조사시 6번 트렌치의 토층단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평면 제

토시 6번 트렌치의 토층단면을 참고하였으며, 지표에 퇴적된 약 10~20㎝ 두께의 암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로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묘광의 남서쪽 단부는 시굴 트렌
치 설치로 인해 유실되었다.
조사방법

내부조사는 6번 트렌치의 벽면 퇴적양상을 적극 활용하고, 토층단면과 평면조사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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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장공간 및 부장유물, 隔壁시설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내부퇴적 양상

묘광 내부에는 먼저 양쪽 측벽에 보강토로 판단되는 암갈색 사질점토가(A-A' 5층)

확인되고, 그 안쪽으로 목관 부식토로 추정되는 회색 점토가 혼입된 흑갈색 사질점토(A-A' 4층)가
확인되었다. 목질흔 내부에는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목관 상부토들이 부정형하게 함몰
된 양상을 보였다. 분묘 조성 후 목관의 상판이 부식되면서 부분적으로 상부토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현황

8호 토광묘는 자연퇴적토인 적갈색 사질점토상에 조성되었다. 시굴조사시 트렌치 설치과

정에서 부득이하게 남서단벽쪽이 유실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잔존양상으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시신은 보강토와 목질흔적을 통해 목관에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조
사에서 부장공간을 위한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최대길이 164㎝, 최대
너비 128㎝, 잔존 최대깊이 25㎝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북동쪽 단벽에서 약 52㎝ 정도 떨어진 지점에 호형토기 1점이 확인되었다. 유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바닥에서 약 9㎝ 정도 뜬 상태인 것으로 보아 목관 위에 안치되었던 것이 관
이 부식됨에 따라 바닥으로 주저 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44. 원삼국시대 8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Ⅳ. 조사내용

세종 도계리유적 본문.indd 69

69

2015-08-19 오후 1:54:33

도면 45. 원삼국시대 8호 토광묘 출토유물(42)

나. 遺物
42. 원저단경호 [도면 45-42, 사진 32-42]

내외면 및 속심 모두 회백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장

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와 연질과 경질의 중간
정도로 보인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동체 곳곳에 원형으로 눌린 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0.15
×0.15㎝ 규모의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타날후에는 동체 중하단부까지 횡침선을 돌린 것으로
추정되며, 잔존부위에는 5조가 남아 있다. 내면에는 기벽에 점토가 밀린 흔적이 관찰되는데, 저부
와 동체 하부를 접합하였던 흔적으로 추정된다. 타날후에는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6.6㎝, 두께 3~4㎜

3) 周溝
(1) 1號 周溝
가. 遺溝 [도면 46, 사진 33]
입지

1호 주구는 조사지역 남쪽 경계에 가까운 능선 정상부 가운데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43.87m

에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약 0.8m 정도 떨어져 원삼국시대 4호 주구토광묘, 북동쪽으로 약 3.09m
가 거리를 두고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가 위치한다. 또한 남서쪽으로 약 4.5m 정도 지점에는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가 자리한다.
조사 전 양상

1호 주구는 시굴조사시 설치한 트렌치의 양쪽 퇴적단면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를 토

대로 발굴조사에서는 상부에 퇴적된 약 10~20㎝ 두께의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주
구의 평면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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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주구의 퇴적 양상은 기존 시굴조사 시 설치한 트렌치 양 벽면을 이용하였으며, 주구 내부

에 매납한 유물이나, 중복된 유구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경사면 아래 대상부에 매장
주체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의 탐색트렌치를 주구에서 약 7m까지 연
장하여 설치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유구현황

주구 내부에는 황적갈색 사질점토가 단일층으로 남아 있었다.

주구는 자연퇴적된 적갈색 사질점토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경사면 아래쪽 단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눈썹형에 가까우며, 단면형태
는 완만한 ‘U’ 자형이고 바닥은 대체로 정연한 편이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대상부 조사 결과,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구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434㎝,
너비 130㎝, 잔존 최대깊이 32㎝이다.
출토유물

주구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46. 원삼국시대 1호 주구 평면 및 토층도

(2) 2號 周溝
가. 遺溝 [도면 47, 사진 34]
입지

2호 주구는 유적의 서쪽 조사경계부근 중앙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1.5m 높이에 조성

되어 있다. 주구의 동쪽은 3호 주구와 중복되어 있으며, 북쪽으로 경사면 하단에는 원삼국시대 6호
주구토광묘와 2호 토광묘가 중복된 상태로 인접해 있다.
조사 전 양상

2호 주구가 입지한 곳은 대단위의 자연퇴적토가 쌓여 있고 그 상면에 다수의 원삼국시

대 유구들이 분포하고 있어 유구의 판별이 어려웠다. 따라서 비교적 윤곽선 파악이 용이했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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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원삼국시대 2호 주구 평면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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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묘의 중앙을 관통하는 남서-북동 방향의 탐색 트렌치를 약 10m 정도 설치하여 단면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호 주구의 윤곽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방법

주구의 퇴적양상은 유구 윤곽선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트렌치 벽면을 이용하였으며,

평면 조사시에는 주구 내부에 매납한 유물이나, 중복된 유구의 유무를 추가로 확인해 보았다. 또
한, 경사면 아래 대상부에는 매장주체부의 존재 여부를 찾는데 주력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주구 내부에는 암갈색 및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면 방향으로 완만하게 퇴적된 양

상을 보였다.
유구현황

주구는 자연퇴적된 암갈색 및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경사면 아

래 양쪽 단부는 모두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눈썹형에 가
까우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고 바닥은 대체로 정연한 편이다. 경사면 위쪽의 장축방향은
동-서향으로 등고선 방향에서 북쪽으로 약 15°가량 편향하였다. 주구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833
㎝, 너비 80㎝, 잔존 최대깊이 27㎝이다.
출토유물

주구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3號 周溝
가. 遺溝 [도면 48, 사진 35]
입지

3호 주구는 유적의 서쪽 조사경계부근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2.1m 높이에 조성되어 있

다. 3호 주구가 입지한 곳은 원삼국시대 분묘군이 밀집분포하는 곳으로서 3호 주구는 총 5개의 유
구와 중복된 양상을 보였다.
조사 전 양상

전술한 바와 같이 3호 주구가 위치하는 지역 일대에는 다수의 원삼국시대 유구들이 분

포하고 있으며, 유구들이 모두 암갈색 또는 암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된 자연퇴적상에 조성되어 있
어 중복관계 파악 및 유구의 구별이 난해하였다. 이에 유구간 조성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부분 탐색
피트 조사를 실시하였고, 단면조사를 통해 유구의 평면 굴광선을 파악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다. 조
사결과, 중복된 유구의 조성순서는 5호 주구토광묘→3호 주구→3호 수혈유구 및 5호 토광묘, 2호
주구 순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주구 내부의 퇴적양상은 굴광선 파악을 위해 설치한 피트의 벽면을 이용하였다. 또한 경

사면 하위에 주구와 관련한 매장주체부와 주구 내부에 매납한 유물 등을 살펴보았다.
내부퇴적 양상

주구 내부에는 암갈색 및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면 방향으로 완만하게 자연퇴적

된 양상을 보였다.
유구현황

주구는 자연퇴적된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양쪽 단부

가 모두 결실되었으나 대체로 반원형을 이룬다.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며, 바닥은 대체로 고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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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원삼국시대 3호 주구 평면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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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편이다. 주구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주구 규모는 잔존 최대
지름 657㎝, 너비 88㎝, 잔존 최대깊이 19㎝이다.
출토유물

주구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甕棺墓
가. 遺溝 [도면 49, 사진 36]
입지

옹관묘는 유적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북동사면 상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4.59m

높이에 조성되어 있다. 경사면 하단 북동쪽으로 약 2m지점에 원삼국시대 1호 토광묘가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동일 등고선상에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가 자리한다.
조사 전 양상

유적의 서단부 일대는 조사 전 잡목과 함께 급경사를 띠고 있어 유구의 잔존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나, 발굴조사 제토과정에서 인위적인 지형훼손으로 사면이 삭평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원지형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원삼국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옹관묘의 상부는 모두 결실되고 바닥
일부와 옹관 저부만 잔존하였다.
조사방법

옹관묘는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남아 있는 유구의 중앙에 경사면 방향으로 ‘-’자 둑

도면 49. 원삼국시대 옹관묘 평면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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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원삼국시대 옹관묘 출토유물(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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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고 그 직하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옹관의 안치상태 및
내부구조를 파악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내부토는 지형삭평으로 인해 바닥에서 약 8㎝만 잔존하여 암갈색 사질점토가 단일층

으로 확인되었다.
유구현황

옹관묘는 황갈색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

는 완만한 ‘U’자형이다. 바닥에서 옹형토기와 호형토기가 심하게 파손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구연
부가 서로 맞닿은 양상을 보여 합구식으로 판단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75㎝, 잔존너비 58
㎝, 잔존깊이 5㎝이다.
출토유물

옹관 외에 내부에서 부장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나. 遺物
43. 옹 동체부편 [도면 50-43, 사진 36-43]

내외면 회백색, 속심 회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장석

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와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
도로 보인다. 잔존형태상 옹의 동체 중단부로 추정된다. 동체 외면에는 0.15×0.15㎝ 규모의 격자
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수평방향의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기고 22.1㎝, 두께 4~5㎜

44. 옹 저부편 [도면 50-44, 사진 36-44]

내외면 및 속심 회갈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의 장석이 소

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와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로
보인다. 잔존형태상 옹의 동중단부로 추정된다. 동체 외면에는 0.15×0.15㎝ 규모의 격자문이 타
날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박리되어 타날문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
잔존기고 7.4㎝, 두께 4~5㎜

4) 竪穴遺構
(1) 1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51, 사진 37]
입지

1호 수혈유구는 능선 정상부에서 남동쪽에 치우쳐 위치하며, 해발고도 46.27m에 조성되었

다. 북동쪽으로 약 1.09m 정도 떨어져 원삼국시대 1호 토광묘가 자리한다.
조사 전 양상

1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시 3번 트렌치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시굴조사를 기준으로 지

표에 퇴적된 약 10㎝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유구의 굴광선이 노출되었다.
조사방법

1호 수혈유구는 원지형 훼손과 후대 조선시대 1호 토광묘의 조성으로 인해 대부분 결실된

상태였다. 따라서 잔존 유구의 중앙에 ‘-’자 둑을 설정하고 그 직하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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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내부시설의 유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유구현황

수혈 내부에는 황갈색 및 적갈색 사질점토가 대체로 수평퇴적된 양상을 보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었다. 바닥은 부

분적인 凹凸이 존재하나 대체로 편평한 편이었다. 규모는 잔존 최대길이 99㎝, 최대너비 71㎝, 잔
존 최대깊이 10㎝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원저단경호 1점이 바닥에서 약 5㎝ 가량 뜬 상태로 노출되었다.

도면 51. 원삼국시대 1호 수혈유구 평면 및 단면도, 출토유물(45)

나. 遺物
45.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51-45, 사진 37-45]

내외면 회백색, 속심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

의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실소성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기벽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잔존형태상 동체는 구형으로 추정되며, 부피가 작은 편이다. 동체 외면에는
0.15×0.15㎝ 규모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타날 후 견부에서 동체 중단부까지 예새로 그어 횡
침선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잔존부위에 2조가 남아 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관찰
된다.
잔존기고 8.3㎝, 두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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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52, 사진 38]
입지

2호 수혈유구는 유적의 서쪽 조사경계부근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1.83m 높이에 조성되

어 있다. 2호 수혈유구가 위치하는 지역 일대에는 다수의 원삼국시대 유구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유구들이 모두 암갈색 또는 암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된 자연퇴적상에 조성되어 있어 중복관계 파
악 및 유구의 구별이 난해하였다. 중복관계 파악을 위한 트렌치조사에서 2호 수혈유구는 3호 수혈
유구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북동쪽 경사면 하단에는 1~2m 간격으로 다수의 원삼
국시대 주구토광묘, 주구, 토광묘, 수혈유구 등이 밀집해 있다.
조사 전 양상

지표에 퇴적된 약 10~20㎝ 두께의 암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원삼국시대 3

호 수혈유구의 굴광선 중앙에 부정형을 띠는 별도의 유구 굴광선이 노출되었다. 3호 수혈유구와의
중복관계 조사 결과, 3호 수혈유구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에 원저단경호가 노출되어 있어
원삼국시대 수혈유구로 판단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잔존상태, 내부 토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구 중앙에

장축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의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토층양상을 통하여 중복유구의 조성순서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면 양상을 파악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2호 수혈유구 내부에는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 퇴적되었는데, 3호 수혈유구 내부토

에 비해 색조가 어두우며 입자 구성이 치밀하지 못한 편이었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자연퇴적토인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부정

형이다.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닥은 부분적인 凹凸이 심하여 그다지 정연하지 못한 상태
였다. 수혈의 규모는 최대 길이 152㎝, 최대너비 86㎝, 잔존 최대 깊이 15㎝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잔존 범위의 가운데서 원저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수평적으로 파쇄된

상태로 분포하며, 바닥면부터 약 5㎝ 뜬 지점까지 산포하였다. 이로 보아 수혈유구 폐기과정에서
인위적인 토기 파쇄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나. 遺物
46.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52-46, 사진 38-46]

내외면 및 속심 모두 회백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자

의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도는 강하나 표면이 손에 묻어나와 연질과 경질의
중간정도로 보인다. 동체 외면에는 0.15×0.15㎝ 규모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내
외면 박리가 심한 편이다.
잔존기고 10㎝, 두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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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2. 원삼국시대 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 출토유물(46)

(3) 3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53, 사진 39]
입지

3호 수혈유구는 유적의 서쪽 조사경계부근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1.83m 높이에 조성되

어 있다. 3호 수혈유구는 2호 수혈유구와 상하 중복된 상태로 원삼국시대 3호 주구의 북서단부에
서 확인되었다. 서쪽으로 인접하여 원삼국시대 4호 토광묘가 위치하며, 북동쪽 경사면 하단으로
1~2m 간격으로 다수의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 주구, 토광묘, 수혈유구 등이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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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 원삼국시대 3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

조사 전 양상

지표에 퇴적된 약 10~20㎝ 두께의 암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유

구 굴광선이 노출되었으며, 유구 가운데에 별도의 유구가 중복되어 있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가 중복된 부분을 중심으로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중복관계를 파악하였으

며, 후행하는 2호 수혈유구 조사를 완료 한 후, 잔존하는 범위에 대해서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내부토는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완만하

게 자연퇴적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자연퇴적토인 암갈색 사질점토층과 원삼국시대 3호 주구 내부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 장방형을 띠며, 벽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바닥은 대체적으로 편
평한 편이였다. 수혈 규모는 최대 길이 246㎝, 최대너비 144㎝, 잔존 최대 깊이 15㎝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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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54, 사진 40]
입지

4호 수혈유구는 북서사면 능선 중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42.05m에 조성되었다. 남쪽으

로 6.3m정도 거리에 1호 주구, 남동쪽으로 7.4m 정도 거리를 두고 3호 주구토광묘가 위치한다.
또한, 북동쪽으로 3.7m지점에는 원삼국시대 8호 목관묘, 북서쪽으로 2.6m지점에 6호 주구토광묘
가 자리하고 있다.
지표에 퇴적된 약 10~20㎝ 두께의 암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암적갈색 점

조사 전 양상

질토상에서 평면 장타원형의 형태를 띠는 수혈유구의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유구의 단축면을 관통하는 ‘-’자 피트를 설치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한 뒤, 내부퇴적토를

모두 제거한 후 유물의 산포 및 유구의 바닥면과 벽면형태 파악에 주력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내부토는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층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벽면 가장자리에서 완만하

게 유입된 단면 ‘U’ 자상의 자연 함몰 퇴적양상을 보였다.

도면 54. 원삼국시대 4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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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유구는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굴광하고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단

유구현황

면형태는 ‘U’ 자형에 가깝고,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대체로 편평한 편이다. 유구
규모는 길이 244㎝, 너비 102㎝, 잔존 깊이 27㎝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남벽쪽 바닥면에서 연질토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47. 원저단경호 동체부편 [도면 54-47, 사진 40-47]

내외면 및 속심 모두 회백색을 띤다. 태토는 미세립

자의 장석이 소량 함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소성되었다. 외면에는 0.15×0.15㎝ 규모의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잔존길이 5.5㎝, 두께 5㎜

3. 朝鮮時代
1) 土壙墓
(1) 1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55, 사진 41]
입지

1호 토광묘는 능선 정상부 동

남쪽 조사 경계 부근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46.5m에 조성되었다. 1
호 토광묘 주변으로는 원삼국시대
및 청동기시대 유구가 근접해 있으
며, 동일 유구인 조선시대 토광묘들
은 서쪽 조사경계지역에 밀집 분포
해 있다.
조사 전 양상

1호 토광묘는 시굴조사

시 3번 트렌치에서 확인된 바 있으
며, 시굴조사시 노출된 면을 기준으
로 지표에서 약 10㎝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를 제거하자, 묘광의 굴광
선이 노출되었다.
조사방법

1호 토광묘는 원삼국시

대 1호 수혈유구의 남단벽을 파괴한

도면 55. 조선시대 1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Ⅳ. 조사내용

세종 도계리유적 본문.indd 83

83

2015-08-19 오후 1:54:35

후 조성되었다. 따라서 후행하는 1호 토광묘의 조사를 선행하였다. 조사는 묘광의 중앙을 기준으로
‘-’자 둑을 설정한 뒤, 먼저 그 직하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보강토와 관 사용의 유무, 관상부토
충전방식과 함몰양상 등을 파악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먼저, 묘광 바닥에는 두께 약 5㎝ 정도로 황갈색 사질점토(A-A' 6층)가 깔려 있었으

며, 그 위 벽면 안쪽에 적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보강토(A-A' 5층)가 확인되었다. 보강토 안쪽
으로는 황갈색 및 적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관상부토가 완만한 ‘U’자형으로 함몰되어 있
는 양상을 보였다. 보강토와 관상부토가 함몰된 양상을 보아 목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현황

묘광의 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머리쪽에 해당하는 남쪽 동장벽에 평면 반원형의 벽감이 설

치되어 있다. 표토 제거 당시 이미 감실의 유물이 노출된 양상으로 보아 묘광의 1/3이상이 삭평된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의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그 면은 대체로 정연하였다. 바닥은 부분적인
凹凸이 다수 존재하여 별도로 정지(A-A' 6층)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장주체부 시설은 뚜렷하게 나
타나지 않았으나, 보강토의 흔적, 상부 매몰토 등의 양상으로 보아 목관 시설이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5㎝, 너비 59㎝, 깊이 46㎝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벽감에서 청동 완 1점과 청동 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청동 숟가락은 감실 바닥

에 북-동방향으로 놓여 있었으며, 숟가락 손잡이 위에 청동 완이 정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도면 56. 조선시대 1호 토광묘 출토유물(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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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48. 청동 완 [도면 56-48, 사진 42-48]

벽감에서 출토되었다. 저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

다. 동체는 기저부에서 곡사선으로 오르다 구연부에서 살짝 벌어지는 형태이다. 구연부는 기벽보다
두껍게 만들었으며,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구경 14㎝, 잔존기고 5.3㎝, 두께 1㎜

49. 청동 숟가락 [도면 56-49, 사진 42-49]

벽감에서 출토되었다. 시부의 가운데가 일부 부식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측면 형태는 시부의 앞부분과 병부의 중상부가 곡선으
로 휘어져 오른 ‘S’ 자형이다. 시부의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시면의 중심부는 오목하고 끝은 위로
올렸다. 시부의 측단은 마모되어 피장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부의 평면형태는 시부의 끝
부분에서 일직선으로 이어지다가 단부에 이르러 너비는 점차 넓어지고 두께는 점차 얇아진다.
길이 25㎝, 시부길이 9㎝, 시부 너비 3.5㎝, 병부 너비 0.5~1.4㎝, 두께 1~2㎜

(2) 2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57, 사진 43]
입지

2호 토광묘는 남서쪽 조사

지역 경계부근에 위치하며, 해발
고도 41.98m에 조성되었다. 능
선 하단으로 원삼국시대 분묘군
가 밀집 분포해 있다. 동일 성격
의 유구인 조선시대 토광묘는 약
20m 거리에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2호 토광묘는 지표

상에 약 30~40㎝ 두께로 퇴적
된 현대 경작 및 복토층을 제거하
자, 암갈색 및 암적갈색 사질점
토면에서 확인되었다. 시굴조사
시 설치한 1번 트렌치로 인해 묘
광의 가운데 일부가 유실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보강토와 관

사용의 유무, 관상부토 충전방
식과 함몰양상, 부장유물 유무,

도면 57. 조선시대 2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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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광 및 목관 형태 및 규모 파악 등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내부퇴적 양상

먼저, 묘광 가장자리에는 풍화암반립이 다량 혼입된 암적갈색 점질토의 보강토(A-A'

7층)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보강토 안쪽으로는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급격한 ‘U’자형으로 함몰
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 목관의 상판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상부의 성분토가 내려 앉은 것으로 추정
된다.
묘광의 형태는 장방형을 띤다. 벽면은 대체로 수직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유구현황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대체로 편평하였다. 목관 또는 목질흔과 같은 매장주체부 시설은 확
인되지 않았으나, 뚜렷한 보강토의 흔적과 함몰된 성분토의 양상으로 보아 목관시설이 있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63㎝, 너비 52㎝, 깊이 70㎝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3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58, 사진 44]
입지

3호 묘는 유적의 서쪽 조

사경계부근 가운데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2.0m 높이에 조
성되어 있다. 북서방향으로 원
삼국시대 분묘군가 밀집 분포해
있다. 동일 성격의 유구인 조선
시대 토광묘는 남-북 방향으로
각각 약 8m 정도 거리에 위치
한다.
조사 전 양상

3호 토광묘는 흑갈

색 및 암황갈색 표토 및 복토층
을 약 50㎝가량 제거하자 적갈
색 사질점토면에서 묘광의 굴광
선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먼저 묘광의 중앙에

동-서방향으로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이후 토층양상을 참고하

도면 58. 조선시대 3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출토유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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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보강토와 관 사용의 유무, 관상부토 충전방식과 함몰양상, 부장
유물 유무, 묘광 및 목관 형태 및 규모 파악 등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내부퇴적 양상

묘광 내부에는 먼저, 벽면 가장자리에서 적갈색 점토립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

의 보강토(A-A' 6·7층)가 확인되었다. 보강토의 범위가 정연하지 않고 내부로 흘러 내리는 양상을
보여 보강토 충전시 정지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강토 안쪽으로는 하층의 경우, 갈색 계
통의 사질점토가 급격하게 함몰되었으며, 상부층은 완만한 ‘U’ 자형 함몰양상을 보였다. 분묘 조성 후
목관이 일시에 붕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현황

묘광의 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우며, 그 면은 대체로 정연한 편이

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대체로 편평하였다. 목질흔과 같은 매
장주체부의 뚜렷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강토 및 내부 함몰토의 양상이 보이고, 묘광 바닥
면에 회갈색으로 토색이 변질된 양상을 띠고 있어 목관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묘광의 규
모는 길이 210㎝, 너비 74㎝, 깊이 45㎝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묘광의 중앙부 바닥면에서 청동 반지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위치로 보아, 피장자

의 왼쪽 손가락에 착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遺物
50. 청동제 반지 [도면 58-50, 사진 44-50]

묘광의 중앙부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녹갈색을 띠며, 청

동봉을 이용하여 둥글게 말아 제작하였다. 청동봉이 만나는 끝 부분은 얇게 처리하고, 중앙부는 두
툼하게 처리하였다. 두꺼운 상면의 단면은 장타원형을 이룬다.
직경 2㎝, 두께 3㎜

(4) 4號 土壙墓
가. 遺溝 [도면 59, 사진 45]
입지

4호 묘는 유적의 북서쪽 조사경계부근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0.6m 높이에 조성되어 있

다. 남동쪽으로 약 8.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조선시대 3호 토광묘가, 남쪽으로 약 14.1m 가량 떨
어져 조선시대 2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또한 경사면 상위에 해당하는 남동쪽으로 인접하여 다수의
원삼국시대 분묘 유구들이 서로 중복된 상태로 밀집해 있다.
조사 전 양상

4호 토광묘는 표토에서 약 100㎝가량 퇴적되어 있는 흑갈색 및 암황갈색 교란 및 복토

층과 약 30~40㎝ 가량의 두께인 암갈색 자연퇴적토를 제거하자 적갈색 사질점토면에서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먼저 묘광의 중앙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조사를 실시하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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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후 토층양상을 참고하여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보강토와 관 사용의 유무, 관상
부토 충전방식과 함몰양상, 부장유물 유무, 묘광 및 목관 형태 및 규모 파악 등의 순서대로 진행되
었다.
내부퇴적 양상

내부토는 먼저, 벽면 가장자리에 적갈색 사질점토로 이루어진 보강토(A-A' 7층)가

존재하고, 그 안쪽에서 목관 부식토(A-A' 6층)가 확인되었다. 보강토 안쪽으로는 갈색 계통의 사
질점토로 이루어진 목관의 상부토가 급격한 함몰양상을 보였다. 함몰방향이 서장벽 쪽으로 경사진
양상을 보여 목관은 서장벽쪽에서 가장 먼저 붕괴된 것으로 예상된다.
유구현황

묘광의 형태는 장방형이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우며, 그 면은 대체로 정연한 편이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대체로 편평한 편이다. 뚜렷한 보강토의 양
상과 목질흔이 잔존하고 있어 시신은 목관에 안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2
㎝, 너비 69㎝, 깊이 43㎝이다.
출토유물

유물은 시신의 머리쪽 바닥면에서 명기 백자 1점과 구슬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51. 명기 백자호 [도면 59-51, 사진 45-51]

푸른 빛이 감도는 순백자 명기 호이다. 굽은 낮고 동체는 중

하복부가 강조되어 있으며, 견부로 좁아져 오른다. 구연부는 견부에서 바깥으로 살짝 말아접어 표
현하였으며,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유약의 시유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굽 접지면에는 모래
받침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구경 3㎝, 기고 4㎝, 저경 3㎝, 두께 2~4㎜

52·53. 적색 마노제 구슬 [도면 59-52·53, 사진 45-52·53]

원형으로 제작되었으며,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다. 종단면은 가운데가 넓어 단면육각형에 가깝다.
52 직경 1.4㎝, 두께 5㎜, 53 직경 1.4㎝, 두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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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9. 조선시대 4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출토유물(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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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調査成果

금번 보고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도계리 273-15번지 다가구주택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발
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이다. 발굴조사는 조사대상면적은 1,700㎡에 대하여 2013년 8월 6일부
터 8월 31일까지 현장조사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원삼
국시대 주구토광묘 6기, 토광묘 8기, 주구 3기, 옹관묘 1기, 수혈유구 4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4기
등 총 27기가 확인되었다. 주로 공주 하봉리유적과 관련한 원삼국시대 분묘가 조사지역 전반에 걸
쳐 분포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연접한 공주 하봉리유적과 더불어 최근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
인되는 송담리, 석삼리 대박골 유적, 용호리 유적 등과 함께 향후 원삼국시대 연기 지역의 위상과
문화상을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각 시대별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靑銅器時代 住居址의 檢討
청동기시대 유구는 장방형계 수혈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능선 정상부 평탄면에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본 유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60m정도 이격된 능선에 위석식 노지 1기가 발견되었

도면 60. 세종 도계리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1/120), 출토유물 일괄(토기 1/6, 석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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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도면 61. 호서지역 전기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흔암리유형 유적의 분포 및 유적의 위치(이형원 2009, 도면 9 수정 전제)

다는 보고28가 있어 도계리유적과 연접한 능선 정상부를 따라 청동기시대 주거지군이 입지할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계리유적 출토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능선의 지속적인 삭평과 교란으로 남단벽쪽 잔존높이가
50㎝정도만 남아 있고, 북단벽쪽이 유실되는 등 잔존상태가 매우 미약하였다. 주거지 내부에는 중
앙 바닥면에서 위석식 노지 1개, 중앙 노지에서 북쪽으로 약 2.5m이격된 거리에 무시설식 노지 1
개, 남단벽 가장자리에서 저장공 4개가 확인되었다. 무시설식 노지의 위치를 감안하면 주거지의 전
체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면에서 단사선문 발형토기, 이단병
식 석검편, 원판형 석기, 주거지의 상면에서 주상편인석부가 출토되었다(도면 61).
이렇듯 도계리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비롯한 위석식노지, 저장공
등의 주거구조와 단사선문 발형토기, 이단병식 석검 등의 유물상을 갖추고 있어 청동기시대 전기
에 유행하였던 가락동유형29에 해당된다. 가락동유형은 청동기시대 전기 대전·청주를 중심으로 호
28. 주 27)의 보고서.
29. 가락동유형은 (세)장방형 주거지에 위석식 노지를 비롯하여 초석, 저장공 등의 세 요소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공유하며, 이중구연

과 단사선문으로 대표되는 가락동식 토기와 이단병 또는 유혈구 마제석검을 비롯한 삼각만입석촉, 이단경석촉, 양인석부, 반월형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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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 세종 도계리유적 주변의 청동기시대 취락 분포현황

서지역의 차령산맥 이남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령산맥 이북에 밀집 분포
하는 있는 역삼동·흔암리유형30과는 물질문화상 뚜렷하게 구분되며(도면 62), 이 두 양 유형은 청
동기시대 전기 중심 분포지역을 달리하며 병존하였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형원 2009, 허의행
2011, 나건주 2013).
그러나 도계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양상은 전형적인 가락동유형하고는 약간 다르다. 초석
이 발견되지 않은 점, 역삼동·흔암리유형 주거지의 전형적 형태인 무시설노지가 공반되고 있는 점
등은 양 유형의 일부 요소가 복합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도계리유적 인근에서 조사된 연
기 송원리유적과(이홍종 외 2010) 공주 당암리 엄고개유적(백제문화재연구원 2014)에서도 확인되
었다. 특히, 송원리유적은 송담리유적과 함께 총 155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출토된 대규모 청동
기시대 전기의 취락지로서 가락동유형의 시기적 변화양상을 계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
적이다(오원철 2011). 이 중 송원리유적에서 가락동유형 주거지는 58기 확인되었는데, 도계리유적
과 같이 초석이 없으면서 위석식노지와 무시설식 노지가 공반되거나 무시설식 노지가 단독으로 조
성된 주거지는 총 11기나 된다. 즉, 전형적인 가락동유형의 주거지군내에 역삼동·흔암리유형의 주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이형원 2009).
30. 역삼동·흔암리유형은 (세)장방형 주거지에 (토광형)무시설식 노지와 주공이 요소를 지니고,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

기, 구순각목과 이중구연단사선의 결합 등의 토기상과 (혈구)마제석검, 삼각만입석촉, 이단경석촉, 반월형석도 등의 석기상을 주요 구성
요소로 한다(이형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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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는 이형원(이형원 2009)이 설명한 바와 같이 양 유형간
의 교류의 산물로 이해된다. 세종 도계리유적과 연기 송원리·송담리유적, 공주 당암리유적은 가락
동유형의 분포 범위권에 속하기는 하나 차령산맥 경계지역 즉, 역삼동·흔암리유형 권역에 매우 인
접해 있어 양 유형간 접변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양 유형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도계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조성시기를 살펴보기 위해 송담리·송원리유적의 청동기시대
취락지의 연대를 참고하면(오원철 2011), 송담리와 송원리유적의 취락은 주거지의 각 속성 분석,
주거지의 중복관계, 토기양식의 변화상 등을 통해 총 Ⅲ단계로 구분된다. 도계리유적은 이 중 송담
리·송원리유적 Ⅱ단계에 속하며, 절대연대로는 B.C 11세기 후반에서~9세기대에 해당한다. 이는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전반에 대한 취락의 분석을 통해 시기에 따른 변천양상을 연구한 이형원의
편년에도(이형원 2009) 잘 부합된다. 이형원은 가락동유형을 대체로 주거지는 단수 위석식노지에
서 복수위석식노지로, 2열초석에서 초석 소멸경향, 무시설식노지의 등장 등으로 변화하며, 토기상
은 이중구연+단사선문에서 퇴화이중구연, 이중구연 단사선 소멸 등으로 변화하여 총 3기의 분기로
설정하였다. 도계리유적의 경우 위석식노지가 정연하지 못하면서 무시설 노지가 공반되고 있는 주
거 구조, 퇴화이중구연+단사선문이 시문된 발형토기 등으로 보아 대략 가락동 Ⅱ기~Ⅲ기 즉, 청동
기시대 전기 중반~전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原三國時代 墳墓群의 性格
도계리유적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유구는 주구토광묘 6기, 토광묘 8기, 옹관묘 1기, 수혈유구
4기, 주구 3기 등 총 22기이다.31 금번 유적이 입지한 구릉의 남쪽 사면부에 1995년에 조사된 공주
하봉리유적이 연접하고 있어 행정구역명은 다르지만 도계리유적과 하봉리유적은 동일능선에 조성
된 동일 집단의 분묘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금번 도계리유적의 조사를 통해 하봉리 능선에
조성된 원삼국시대 단일 분묘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표2는 기 조사된 하봉리
유적과 도계리유적의 원삼국시대 분묘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2를 바탕으로 도계리
와 하봉리유적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분포상의 특징과 구조, 부장유물, 조성시기 등 묘제의 전반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원삼국시대 분묘의 명칭은 매장주체부의 형식에 따라 주구목관묘, 주구목곽묘로 부르고 단순토광묘 역시 목관묘 혹은 목곽묘로 부르

는 것이 명확하나, 김승옥(2011)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한권역에서는 영남지역과 달리 목관과 목곽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시간적 선후관계도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현재의 자료로는 주구토광묘와 토광묘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문과
조사성과 모두 김승옥의 의견에 따라 주구토광묘와 단순토광묘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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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의 입지 및 분포상의 특징
도계리와 하봉리유적의 원삼국시대 분묘는 비고 34m내외의 저산성 구릉지대에 조성되었다. 미
고지를 띠고 있어 북사면을 포함한 구릉 전면에 분묘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구토광묘와 단순토광묘

표 2. 세종 도계리·공주 하봉리유적 원삼국시대 분묘 일람표

규모(잔존)㎝

매장
주체부

내부시설

426ⅹ114ⅹ(57)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4, 철도자 1

(625)ⅹ61~92

299ⅹ130ⅹ(15)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4

주구토광묘3

(490)ⅹ53~95

(200)ⅹ96ⅹ(20)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3, 철도자 2, 철부 1

주구토광묘4

565ⅹ67~170

(139)ⅹ101ⅹ12

목관

?

주구-원저단경호 1

주구토광묘5

(800)ⅹ49~97

364ⅹ119ⅹ14

목관

?

주구-원저단경호 1

주구토광묘6

1095ⅹ57~98

373ⅹ94ⅹ16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1, 철모 1

토광묘 1

(216)ⅹ(77)ⅹ17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1, 철모 1, 철도자 1

토광묘 2

(166)ⅹ95ⅹ17

목관

?

원저단경호 5

토광묘 3

(260)ⅹ103ⅹ11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1

토광묘 4

(221)ⅹ113ⅹ26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2, 철겸 1

토광묘 5

(249)ⅹ145ⅹ20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2, 철겸 1

토광묘 6

(272)ⅹ98ⅹ15

목관

?

원저단경호 1

토광묘 7

284ⅹ(90)ⅹ15

목관

?

철겸

토광묘 8

(164)ⅹ128ⅹ25

목관

?

원저단경호

유형

주구
(길이ⅹ너비)

토광묘
(길이ⅹ너비ⅹ깊이)

도계리-주구토광묘1

660ⅹ98~156

주구토광묘2

출토유물

하봉리-1호

845ⅹ55~68

369ⅹ98ⅹ21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4, 철부 1, 구슬 3

2호

503ⅹ48~54

296.5ⅹ97ⅹ21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1, 구슬 6

5호

(60)ⅹ5

295ⅹ89ⅹ8

목관

·

원저단경호 2, 철촉 1

6호

700ⅹ40~61

278ⅹ89ⅹ5

목관

부장칸

7호

(335)ⅹ42~81

343ⅹ77ⅹ6

?

?

8호

820ⅹ40~320

목곽·목관

-

목관

부장칸

목관

부장칸

목관

부장칸

9-2호-원저단경호 6, 구슬2
주구-원저단경호, 대형 옹
원저단경호 5, 환두대도 1, 철부1,

8-1호
8-2호

416ⅹ133ⅹ20
323ⅹ90ⅹ24

원저단경호 1
원저단경호편, 철모
주구-대형 옹
8-1호-원저단경호 6, 철겸 1, 철준1
8-2호-원저단경호 3, 철부 1
9-1호-원저단경호 4, 철부 1, 구슬3

9호

648ⅹ40~87

9-1호 330ⅹ102ⅹ30
9-2호 361ⅹ97ⅹ28

12호

850ⅹ40~134

346ⅹ120ⅹ25~39

목관

부장칸

3호

230ⅹ77ⅹ15

목관

부장칸

4호

285ⅹ81ⅹ16

목관

-

10호

259ⅹ46ⅹ20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1, 철도자 1

11호

284ⅹ91ⅹ21

목관

부장칸

원저단경호 2, 철도자 1

철도자 1, 철착 1
원저단경호 1, 구슬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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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한 묘역 없이 서로 혼재되어 분포한다. 다만, 하봉리 묘역의 분묘들은 양 분묘간 중복관계
없이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도계리 묘역에서 북서사면에 위치한 분묘들은 주구토광묘와 토광
묘가 중복관계를 이루거나 주구토광묘의 경우에는 주구의 측면을 파괴하면서 연접 조성된 특징을
보였다(도면 64).
도계리와 하봉리유적 분묘군의 분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분묘의 공간배치상에서 군집성
과 계층성이 엿보인다. 정상부 일원에 위치하는 분묘들은 독립된 묘역공간을 지니면서 분묘의 규모
가 큰 편이다. 매장주체부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혈 부부합장묘이고 매장주체부 주변으로 크
게 주구를 돌려 단일 묘역을 형성하였다. 장축방향은 대체로 남서-북동방향이면서 주구가 북서방
향으로 개구되어 있어 정상부의 분묘들은 관망이 좋은 북쪽의 장기천을 바라보게 조성되었다. 이
렇듯 조망권이 수려하고 우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능선 정상부에는 규모가 큰 상위계층의 분묘를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정상부에서 남서사면쪽으로는 분묘들이 사면을 따라 선상으
로 배치되어 있는데 정상부에 조성된 분묘들과는 입지 선정과 규모면에서 정상부의 분묘 피장자들
보다는 낮은 계층의 분묘를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부장유물상에서 양 묘역간 시기 차이가
없으면서 정상부의 분묘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원저단경호와 환두도 등이 출토되는 양상으
로 보아 하봉리 묘역의 분묘들은 동일시기 집단내 계층차가 반영된 분묘로 추정된다.
한편, 도계리 묘역에 해당하는 북서사면의 주구토광묘들은 주구가 연접조성되어 있어 분묘의 이
동 및 분구의 확장이 관찰된다. 하봉리 묘역과는 차별적인 분포양상으로 시기차 또는 집단차가 상
정된다. 다만, 부장유물상에서 하봉리 묘역과 유물조합, 형식 및 특징이 동일하여 시기차 보다는
집단차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 본 도계리 및 하봉리 분묘의 입지와 분포상의 특징은 그 간 알려진 중서부 내륙역에
분포하는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 분묘군의 입지와는 다소 상이하다.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의
주 분포권역인 아산, 천안, 청주의 유적들은 대체로 미고지보다는 비고가 높은 능선의 사면에 선상
으로 배치되어 있다. 주구토광묘와 단순토광묘가 독립된 묘역 공간 없이 혼재되어 있는 점은 동일
하나, 도계리 묘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구가 서로 연접하여 중복 조성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는 금번 유적이 공주·연기지역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중서부
지역 원삼국시대의 마한 문화의 지역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하천유역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분묘군과 취락지를 바탕으로 소지역권이 상정되고 있다. 이 때 금강중류역에 속하는 공
주 및 연기 일원은 서해안 지역권·금강하류역권과 북동쪽 내륙의 미호천 권역이 만나는 점이지대
로서 양 권역의 특징이 모두 반영되고 있다(김승옥 2011, 지민주 2011, 박중균 2013).
도계리와 하봉리유적 분묘들이 마제형 또는 눈썹형 주구를 돌리고 목관 또는 목곽을 단장으로 하
는 묘제형식과 다량의 원저단경호를 부장하는 양상은 중서부지역의 전형적인 (주구)토광묘의 특징
이라 볼 수 있으나, 평탄한 미고지를 선정하여 정상부에 상위계층의 분묘를 조성하고 그 주변으로
하위계층의 분묘를 배치한 점, 주구를 연접하여 분묘를 조성하는 특징들은 대체로 서해안 권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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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 세종 도계리유적과 공주 하봉리유적 원삼국시대 분묘군의 분포상의 특징

성토분구묘(김숭옥 2011)의 특징에 가깝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연기 및 공주일원에 분포하는 원삼
국시대 분묘들은 대체로 이와 유사한 입지 및 분포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기 응암리유적(공주
대학교 박물관 2008)의 경우 미고지대는 아니지만 정상부가 편평한 구릉지대에 상위계층의 묘제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구 역시 연접조성되어 있다. 보고자는 이러한 현상을 봉분의 고대화 및 군집의
계획하에 조성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연기 용호리유적(국방문화재여연구원 2012)은 대체로 능선의
정상부의 편평한 면을 따라 분묘가 분포한다. 공주 장원리유적 역시 능선 선상부에 성토분구묘의
영향을 받은 원형 및 방형계 주구토광묘가 중심묘제로서 조성되고 사면 하단으로 동일 등고선을 따
라 눈썹형 주구토광묘들이 선상배치되어 있는 양상이 금번 유적과 유사하다. 연기 석삼리유적 또한
능선 정상부에 중심묘제인 큰 규모의 주구토광묘가 배치되고 있고, 그 하단으로 작은 규모의 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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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묘들이 등고선을 따라 선상배치되어 있다. 이렇듯 도계리 및 하봉리 일대의 원삼국시대 분묘들
은 능선 전면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후술하겠지만 공주 및 연기지역에서 성토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속성이 복합되어 있는 양상은
분묘의 구조와 부장유물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2) 분묘의 구조적 특징
분묘는 잔존형태상 크게 주구토광묘와 주구가 부가지 되지 않은 단순토광묘로 구분되며, 중서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과 같이 양 묘제는 동일 묘역에 혼재되어 있다. 주구가 없는 단순
토광묘의 경우 주구의 유실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유적이 입지한 능선이 비고차가 적은 미고지
대를 이루는 데다가, 대체로 동일 등고선상, 동일한 지형조건상에 주구토광묘와 토광묘가 공반되
고 있어 도계리 및 하봉리유적 단순토광묘는 원래부터 주구를 부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
다. 그 간 동일 분묘내에 주구토광묘와 토광묘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백제 묘제인 토광묘의 유입을
계기로 주구토광묘에서 토광묘로의 전환이라는 시기적 관점에서 해석되어 왔다(성정용 1998). 원
삼국후기 단계의 분묘들에서는 백제토기의 부장을 통해 양 묘제간 시기적 차이로 해석이 가능하나,
원삼국시대 중심연대에 해당하는 유적들의 경우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도계리유적의 경우에
는 분묘간 중복관계에서 주구토광묘보다 단순토광묘가 선행한 예가(주구토광묘 2호·토광묘 4호)
있으며, 단순토광묘와 주구토광묘간 유물의 조합이라든지, 유물의 속성에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
은 경우가 많다. 연기 응암리유적 보고자 역시 이 점을 간취하여 동일 묘역내 주구토광묘와 단순토
광묘가 복합되어 있는 양상을 시기차 보다는 계층차로 보았다(공주대학교박물관 2008). 도계리와
하봉리유적의 경우에도 양 묘제간 유물조합상 및 개별 유물의 속성 차이가 없으며, 정상부에 조성
된 주구토광묘군의 유물의 수량과 종류가 풍부하여 계층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연
구성과에서도 주구토광묘와 단순토광묘의 공반은 위계적 서열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며(김승옥
2011), 주구토광묘의 묘광 규모와 부장유물이 단순토광묘보다 우세하다는 점(이미선 2008)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묘제별로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주구토광묘의 경우 주구의 형태는 묘광의 양쪽 단축면까지 감
싸는 형태로서 정상부 및 비교적 평탄한 지역은 마제형, 사면부는 눈썹형으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사면의 삭평정도를 감안하면, 눈썹형 역시 마제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주구의 형태
가 모두 방형 봉분을 의도하고 있어 주구의 미세한 형태적 차이는 분묘의 성격을 밝히는데 큰 의미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정상부에 입지한 주구토광묘(하봉리 8호묘, 9호
묘, 12호)는 주구의 개구부가 대체로 북서향을 띠고 있어 조성 당시부터 하천을 바라보는 입지적
특징을 동일하게 갖추웠던 것으로 보여진다.
묘광의 규모는 신분 혹은 계층 분화정도를 보여주는 속성으로서 각 분묘별 묘광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주구를 연접하여 조성한 도계리묘역의 주구토광묘 묘광과 개별로 조성된 하봉리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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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종 도계리유적과 공주 하봉리유적 주구토광묘와 단순토광묘 묘광과의 규모 비교

묘광의 규모는 대체로 유사하였다. 위계성이 상정되는 하봉리 묘역내에서는 정상부에 조성된 분묘
들이(8호,9호,12호) 사면부에 조성된 분묘들보다 상대적으로 묘광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다(표2). 단순토광묘의 묘광 규모는 표 3을 보는 바와 같이 주구토광묘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며,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매장주체부는 하봉리 주구토광묘 8호와 9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장 목관묘로 파악되었다. 중심
묘제로 예상되는 하봉리 주구토광묘 8호와 9호는 이혈합장묘이다. 합장묘는 중서부지역 원삼국시
대 분묘에서는 새로운 묘제의 도입으로서 금강수계인 미호천유역, 한강수계인 충주지역 그리고 영
남지역에 주 분포권을 이루고 있다. 합장묘는 크게 동혈합장묘와 이혈합장묘로 구분되며, 그 계통
을 달리 보고 있다. 동혈합장묘 또는 2기의 토광이 연접되어 있는 합장묘는 낙랑군시기의 서북한
지역에서 계통을 찾는데 반해, 하봉리 8호와 9호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묘광을 나란하게 배치
한 이혈합장묘는 북방계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박중균 2010).
하봉리의 경우 외래 요소인 이혈합장묘에 목곽묘(8-1호)를 채용하고, 그 주변으로 지역적 전통
인 주구를 돌린 점은 일반적인 주구토광묘 분묘유적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하봉리 외에
단순토광묘를 합장묘 형식으로 조성하였거나, 합장묘에 주구를 돌린 구조는 인근의 연기 응암리유
적, 송담리유적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연기 및 공주지역은 당시 중서부지역 소권역의 점이지대
중 하나로서 다양한 문화접변의 양상이 나타나 있는 듯 하다.

3) 부장유물 양상
도계리와 하봉리유적 원삼국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부장유물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저단경
호 여러 점과 철모, 철부, 철겸 등이 조합된 방식으로 부장량이 간소하며, 주구토광묘와 단순 토광
묘간의 부장 유물조합상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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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위치는 대체로 토기류의 경우 목관외 부장칸32에 부장하고, 착장품으로 추정되는 구슬과 환
두도, 소형 철기들은 목관 내부에 부장하였다. 구슬의 위치나 환두도의 고리 위치로 보아 부장칸
또는 부장곽의 쪽이 다리가 놓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내 주검칸과 부장칸이 분리되어 있
는 구조는 일반적인 주구토광묘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개별 유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토기류는 원저단경호와 1점의 소문토기가 출토되었다. 기본
적으로 주구토광묘에서는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가 셋트를 이루는 것이 기본인데, 온전하게 남아
있는 분묘 내에서도 발형토기는 1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이는 분묘의 구조와 입지에서도 살펴보았
듯이 공주·연기지역이 원삼국시대 중서부지역의 지리적 점이지대라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역
적 특징으로 간주된다. 하봉리 10호에서 출토된 소문토기는 형태와 제작 특징상 서해안지역에서 유
행하던 기종으로 당시 지역간 교류의 산물로 이해된다.
원저단경호는 완전하게 남아 있는 분묘를 기준으로 적게는 1점에서 많게는 6점이 부장되었다.
정상부에 분포하는 주구토광묘 8호·9호·12호의 출토량이 가장 많아 분묘의 규모뿐 아니라 토기
부장량에서도 다른 유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분묘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원저단경호가
대부분 파손 및 유실되었기 때문에 계측적 정량 분석은 어려우나 시기성이 반영되는 주요 속성인
형태와 기술적 속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태적 속성을 살펴보면, 도면 64는 도계리와 하봉리 출토 원저단경호 중 공반관계가 확
실하면서 대체로 완형을 유지하고 것들만 나열한 것이다. 대체로 구연부는 직립구연이거나 직립 후
꺾임 구연 형태를 띠고, 동체는 구형이 조합되는 형태이다. 동체고 대비 구연부의 길이변화가 미세
한 차이가 인식되나, 형태와 크기상으로는 제작패턴이 유사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속성인
타날문과 경도는 표 3과 같다. 주구토광묘 출토품은 연질과 경질의 비율이 대체로 유사하며, 단순
토광묘 출토품의 경우 연질소성의 빈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타날문은 격자문 비율이 가장 우세하
고 복합문(평행집선+격자)은 전체비율의 30~40%가 출토되었다. 대체로 경질소성의 출현은 기술
진보와 함께 시기적으로 연질보다 후행하며, 타날문은 크게 격자문 → 평행집선문 → 승문으로 변
화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도계리와 하봉리의 경우 연질과 경질의 비율이 대체로 동일하고, 타
날문에서 격자문이 우세한 경향성, 평행집선문은 2점과 승문타날문이 없는 양상 등은 주변 소권역
별 원저단경호의 형태적 특징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천안 청당동이나 미호천 유역의 청주 송절
동·봉명동의 중심연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2. 도계리와 하봉리유적은 대부분 부장공간을 위한 시설을 따로 마련하였다. 하봉리에서는 부장칸과 부장곽의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

었으나, 도계리의 경우에는 분묘가 자연퇴적층에 조성되어 있어 묘광 및 내부구조(목관 및 목곽 여부)의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
서 부장칸과 부장곽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주검을 위한 공간과 부장을 위한 공간이 독립되어 있었던 양상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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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4. 세종 도계리 및 공주 하봉리유적의 주요 유물(토기 1/9, 철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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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종 도계리와 공주 하봉리유적 원삼국시대 분묘 출토 원저단경호의 속성분석

속성

경도

합계

종류

경질

연질

주구토광묘

24점
(53%)

21점
(47%)

45점
(100%)

단순토광묘

5점
(30%)

12점
(70%)

17점
(100%)

타날문
격자문

합계

평행집선+격자

평행집선
1점
(2%)

45점
(100%)

1점
(5%)

17점
(100%)

27점

17점

(60%)

(38%)

12점

4점

(70%)

(24%)

철기류는 환두도, 철겸, 철모, 철부가 출토되었다. 철기는 원저단경호보다 시기별 속성변화가 뚜
렷하여 분묘의 편년자료로서 주로 이용된다. 도면?는 원저단경호와 공반되면서 편년의 주요 근거
가 될 수 있는 철기류를 모아 놓은 것이다. 환두도는 관부의 형식에 시간적 속성이 반영되는데 하
봉리 12호 출토 환두도는 무관형이다. 철모는 무관식 직기형이고, 철겸은 선단부의 형태와 폭의 길
이에 따라 4단계(김상민 2007)로 나뉘는데, 선단부의 형태가 직선에 가까우며 최대폭이 선단부에
위치하는 형태(하봉리 8-1호)와 선단부의 폭이 좁아지면서 급격하게 휘어지는 형태(도계리 6호)가
출토되었다. 형식학적으로 하봉리 8-1호품이 도계리 6호품보다는 선행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김상민 2007, 김승옥 2011).
분묘에서 출토된 원저단경호와 철기류의 속성과 특징들을 살펴 본 결과, 유물의 제 속성들의 변
화폭이 적어 전체 분묘군의 조영시기는 길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4) 분묘군의 조성시기와 성격
앞서, 1995년도에 조사된 공주 하봉리유적과 북사면으로 연접해서 조성된 도계리유적의 원삼국
시대 분묘에 대해서 제 속성별로 검토해 보았다. 두 유적은 조사연도와 현재의 행정구역명이 서로
다르지만 동일 능선상에 조성된 개별단위 분묘군에 해당된다.
도계리와 하봉리유적은 저산성 구릉지인 미고지대에 입지한다. 서쪽으로 높은 배후산지가 위치
하고 북쪽에는 중산천이 북에서 남동방향으로 흐르며 천변 주변으로 충적지가 넓게 조성되어 있다.
이렇듯 정상부에서 서쪽을 제외한 삼면의 조망이 용이하고 중산천과 접하고 있어 분묘유적이 입지
하기에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원삼국시대 분묘는 능선 정상부를 포함하여 사면의 전면에 분
포한다. 입지가 우월한 정상부 일원에 묘광의 규모가 크고 부장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주구토광
묘들이 배치되어 있어 상위계층의 분묘로 예상되었다. 유물조합상과 개별유물의 속성변화를 검토
한 결과, 하봉리와 도계리유적의 분묘들은 조성시기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 집단의 위계화
에 따라 정상부에는 상위계층의 묘를, 능선 하단으로는 하위계층의 묘를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위계층의 분묘들은 매장부체부가 이혈합장묘로 조성되었다. 북방계로 추
정되는 이혈합장묘는 당시 중서부내륙지역에서는 새로운 묘제의 도입으로서 주로 미호천유역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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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역, 영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계리 및 하봉리 분묘역 집단의 사회적 역할이 당시
지역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계리묘역의 주구토광묘들은 북서사면부에 주구를 연접하여 중복 조성되어 있는 양상으
로 전술한 하봉리 묘역의 배치양상과는 다르다. 양 묘역내 부장유물의 조합상과 세부속성변화에서
큰 차이가 없어 모두 동일 시기에 조성된 분묘라고 판단된다. 다만, 주구를 연접하여 중복조성하는
형태는 동시기 서해안지역의 분구묘에서 주로 확인되는 특징으로 양 지역간 문화교류가 예상된다.
도계리 및 하봉리는 주구토광묘와 토광묘가 혼재되어 있으나, 입지선정·묘광의 규모, 부장유물
의 수량면에서 주구토광묘가 중심묘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구토광묘와 토광묘간 부장유물의
양상이 동일하여 주구토광묘의 하위묘제 또는 배장적 성격으로서 조성된 것으로 예상된다.
도계리 및 하봉리 원삼국시대 분묘의 조성시기는 유물 부장량이 적고 파손이 심하여 시간의 변
화에 민감한 유물의 종류와 형식을 선택하고 이들 간의 공반관계를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주구토
광묘에서 원저단경호와 셋트를 이루는 발형토기가 1점도 출토되지 않았던 점은 이 지역의 특색으로
간주된다. 원저단경호의 형식은 직립 및 꺾임구연에 구형의 동체형이 조합되며, 경질과 연질의 비
율이 거의 동일하고, 타날은 격자문이 우세하였다. 철기는 무관식 환두도와 무관식직기형 철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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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세종 도계리 및 공주 하봉리유적 인근의 주요 유적(토기 1/12, 철기 1/8, 철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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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가 거의 직선을 이루는 형태들이 출토되었다. 분묘의 구조적 양상, 원저단경호 및 철기류의 형
태를 종합한 결과, 김승옥의 중서부지역 마한계 분묘의 편년(2011) 제 Ⅱ단계로 절대연대로는 3세
기 중반경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계리와 하봉리 원삼국시대 분묘는 그간 중서부내륙에 분포하는 주구토광묘의 기본적 양
상과는 상이성이 존재하며, 서해안지역의 분구묘 전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미고지대를 선정하여
능선 전면에 분묘를 배치한 점, 도계리묘역의 경우 주구를 연접하여 조성한 점, 원저단경호와 셋트
를 이루는 발형토기가 부재한 점, 1점이지만 서해안에서 주로 제작되는 소문토기가 출토된 점은 분
구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혈합장묘가 중심묘제로 채택된 점 역시 당시 중서부내륙지역에
서는 새로운 묘제의 도입으로 해석된다.
도계리와 하봉리 인근 원삼국시대 분묘유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도면 ?는 주변의 원삼국시대
분묘들을 특징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입지면에서도 비고가 비교적 낮은 저산성 구릉지를 선택
하였으며, 비고가 높은 산사면 중에서도 주로 정상부에 조성하였다. 조망이 유리한 정상부에 중심
묘제를 배치하고 매장주체부로는 외래 요소인 이혈합장묘 및 동혈합장묘를 채용하였다. 주구를 연
접 조성한 연기 응암리유적의 경우에도 분구묘의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부장유물 역시 저다마 조합상이 다양하다. 용호리(공주대)는 영남지역과의 강한 교류의 산물로
추정되는 궐수문대도·옹형토기, 유개대부호(국방대)가 출토되고, 송담리는 중서부내륙지역 전통
인 양단봉철기와 서해안지역 전통인 양이부호가 출토되었다. 또한 생활용기인 시루가 부장된 점이
특이하다.
도계리 및 하봉리를 포함한 연기·공주지역은 서해안 분구묘지역과 충청내륙지역과의 접경지이
면서 영남지역과의 접근성도 용이하여 3~4세기 문화전파와 다양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분묘 요소의 혼재 및 부장유물의 다양성 등으로 보아 당시 연기·공주지역내에
서도 타 지역간 교류과정에서 각 분묘의 집단 역할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3. 朝鮮時代 土壙墓의 特徵과 造成時期
조선시대 유구는 토광묘 4기가 조사되었다. 1호는 남동쪽 조사경계 부근 능선 정상부에 단독으
로 위치하며, 나머지 2~4호 토광묘는 서쪽 조사경계 부근 능선 사면부에 약 8m의 거리를 두고 분
포한다. 토광묘의 조사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1호 토광묘는 일단광식 토광묘로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른쪽 상부에 벽감시설을 갖
추고 있다. 지형삭평으로 인해 벽감시설이 이미 지표에 노출되어 있어 벽감의 형식이 竪坑式 또는
橫坑式(최종규 2004)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벽감에서는 청동 완 1점과 청동 숟가락 1점이 출토되
었다. 조선시대 분묘에서 벽감시설은 피장자의 신분적 위치와 조성시기 파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벽감은 明器를 넣을 공간으로서 '편방'이라는 용어로 『朱子家禮』 에 자주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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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세종 도계리유적 조선시대 분묘 일람표

호수

묘광형식

매장주체부

제원(길이ⅹ너비ⅹ잔존깊이)㎝

내부시설

유물

1호

일단광식

(추정) 목관

195ⅹ59ⅹ46

벽감

2호

일단광식

(추정) 목관

163ⅹ52ⅹ70

_

_

3호

일단광식

(추정) 목관

210ⅹ74ⅹ45

_

청동반지

4호

일단광식

(추정) 목관

192ⅹ69ⅹ43

_

명기 백자, 구슬

청동 완, 청동 수저

벽감 시설은 왕가, 또는 사부대의 상례를 위한 구조로서 분묘에 벽감시설이 존재하는 것은 피장자
의 신분적 위치를 가늠케 하는 요소가 된다. 다만, 도계리유적 1호묘에서는 명기는 출토되지 않고
灰를 사용하지 않은 단순 토광묘로 조성되어 대체로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경제력이 있는 일반계
층의 묘로 추정된다.
2~4호 토광묘는 분묘의 구조와 규모가 유사하고, 대체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분포하고 있
어 동일 가계의 분묘로 추정된다. 3호에서 청동 반지가 출토되어 3호 토광묘의 피장자는 여성으로
추정되며, 4호 토광묘에서 명기호 1점과 구슬 2점이 출토되었다. 명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
대 장묘 중 회곽묘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朱子家禮』 를 통한 유교 이념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왕릉을 중심으로 부장되다가, 16세기 이후 일반 사대부가의 무덤에 명기부장이 보편화
되기 시작한다고 보았다(朴亨順 2005). 명기는 주로 회곽묘의 편방에서 셋트로 출토되는데 4호묘
명기는 규모가 협소한 토광묘 頭部쪽에 호 1점만 출토되어 4호묘 피장자의 신분을 상위계층으로 단
정하기는 어렵고, 1호묘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된 경제력 있는 일반계층의 묘로서 높
은 신분의 격에 버금가도록 조성하려던 의도가 엿보인다.

Ⅴ. 조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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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전경(1)위가 동쪽, 조사 전 전경(2)남에서, 토층조사 모습(3), 남-북 방향 토층단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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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조사 중 전경(1)북에서, 유물 노출모습(2·3), 노지 내부 토층단면(4), 노지 조사 후 모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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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출토유물 일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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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 조사 전 전경(1)동에서, 주구 토층단면(2), 조사 중 전경(3), 매장주체부 단축 토층단면(4), 장축
토층단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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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 매장주체부 전경(1)동에서, 부장칸 유물노출 모습(2~4), 조사 후 전경(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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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1(5~7)

114

세종 도계유적 사진판.indd 114

2015-08-19 오후 1:45:22

8

9

사진 8. 원삼국시대 1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2(8·9)

사진 9.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 조사 후 전경(위가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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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 조사 전 전경(1)서에서, 매장주체부 노출 전경(2)북에서, 조사 중 전경(3)북에서, A-A’ 주구
토층단면(4)남에서, B-B’ 주구 토층단면(5)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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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 매장주체부 단축 토층단면(1), 매장주체부 내 격벽 조성양상(2), 매장주체부 조성층 세부(3·4),
매장주체부 조사 중 전경(5)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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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 조사 후 전경(서에서), 출토유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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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원삼국시대 2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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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 조사 전 전경(1)북에서, 주구 토층단면(2), 매장주체부 단축 토층단면(3), 장축 토층단면(4),
부장유물 모습(5), 부장유물 토기류 세부(6), 철기류 세부(7), 매장주체부 조사 후 전경(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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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 조사 후 전경(북에서), 출토유물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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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원삼국시대 3호 주구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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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원삼국시대 4호 주구토광묘 조사 중 전경(1)북에서, 주구 토층단면(2), 매장주체부 단축 토층단면(3), 매장주체부 조사 후
전경(4)북에서, 출토유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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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원삼국시대 5호 주구토광묘 조사 전 전경(1)북서에서, 주구 토층단면(2), 매장주체부 조사 중 전경(3)북에서, 매장주체부
단축 토층단면(4·5)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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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원삼국시대 5호 주구토광묘 매장주체부 장축 토층단면(1)동에서, 주구 조사 후 전경(2)북에서, 매장주체부 조사 후 전경
(3)동에서, 출토유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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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원삼국시대 6호 주구토광묘 조사 중 전경(1)북에서, C-C’ 주구 토층단면(2), B-B’ 주구 토층단면(3), 매장주체부 조사
중 전경(4)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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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원삼국시대 6호 주구토광묘 매장주체부 단축 토층단면(1), 매장주체부 부곽부분 장축 토층단면(2), 유물 노출상태(3), 매
장주체부 조사 후 전경(4), 출토유물 일괄(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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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원삼국시대 1호 토광묘 조사 중 전경(1)동에서, (2)북에서, 철기류 유물 노출상태 세부(3), 조사 후 전경(4), 출토유물 일괄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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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원삼국시대 2호 토광묘 조사 전 전경(1)동에서, 조사 중 전경(2)북에서, 유물 노출상태 세부(3), 조사 후 전경(4), 출토유
물 일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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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진 24. 원삼국시대 2호 토광묘 출토유물 일괄 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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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원삼국시대 3호 토광묘 조사 중 전경(1)북에서, 단축 토층단면(2), 유물 노출상태 및 목관흔 세부(3)서에서, 조사 후 전경
(4)서에서, 출토유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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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원삼국시대 4호 토광묘 조사 전 전경(1)북에서, 단축 토층단면(2), 장축 토층단면(3), 조사 중 전경(4)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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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원삼국시대 4호 토광묘 유물 노출상태 세부(1), 조사 후 전경(2)동에서, 출토유물 일괄(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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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원삼국시대 5호 토광묘 조사 전 전경(1)서에서, 조사 중 전경(2)북서에서, 단축 토층단면(3), 조사 중 유물 노출상태(4)북
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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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원삼국시대 5호 토광묘 격벽시설흔(1), 조사 후 전경(2)북동에서, 출토유물 일괄(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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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원삼국시대 6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북에서, 단축 토층단면(2), 유물 노출상태(3), 출토유물(40)

136

세종 도계유적 사진판.indd 136

2015-08-19 오후 1:46:54

1

2

4

3

41

사진 31. 원삼국시대 7호 토광묘 조사 중 전경(1)북에서, 조사 전 전경(2), 단축 토층단면(3), 유물 출토 모습(4), 출토유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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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원삼국시대 8호 토광묘 조사 전 전경(1)북에서, 단축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북에서, 출토유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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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33. 원삼국시대 1호 주구 조사 후 전경(1)북에서, 토층단면(2)

2

1
사진 34. 원삼국시대 2호 주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2
1
사진 35. 원삼국시대 3호 주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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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원삼국시대 옹관묘 조사 중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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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5
3
사진 37. 원삼국시대 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북동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북동에서, 출토유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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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38. 원삼국시대 2호 수혈유구 및 3호 수혈유구 중복관계(1), 유물 노출상태(2), 조사 후 전경(3)북동에서, 출토유물(46)

2

1
사진 39. 원삼국시대 3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북에서, 조사 후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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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
사진 40. 원삼국시대 4호 수혈유구 토층단면(1), 조사 후 전경(2)북동에서, 출토유물(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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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진 41. 조선시대 1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북동에서, 토층단면(2), 감실 양상(3), 감실 내부 유물 출토모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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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조선시대 1호 토광묘 출토유물 일괄(48·49)

1

2

사진 43. 조선시대 2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2

1

50

사진 44. 조선시대 3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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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조선시대 4호 토광묘 조사 중 전경(1)북동에서, 토층단면(2), 유물 출토모습(3), 조사 후 전경(4), 출토유물 일괄(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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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 道溪里遺蹟 抄錄
報告書名

發刊機關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 273-15번지 다가구
주택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世宗 道溪里遺蹟
(재)가경고고학연구소

住 所

(330-861)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3로17-6
(041)621-8772

(041)621-8773

정태진, 지민주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오규진, 이판섭, 정태진, 강병현, 박상일, 양기홍, 장다인

調査面積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도계리 273-15 일원
1,700㎡

遺構種別

時 代

類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수혈주거지

청동기시대

1기

발형토기,
원판형 석기
이단병식 석검,

·

주구토광묘

원삼국시대

6기

원저단경호, 철도자
편, 단조철부, 철모

·

원삼국시대

8기

원저단경호, 철모,
철도자편, 철겸

·

조선시대

4기

명기 백자호, 구슬,
청동제 반지, 청동
숟가락, 청동 완

·

옹관묘

원삼국시대

1기

옹 동체부편,
옹 저부편

·

주구

원삼국시대

3기

·

·

수혈유구

원삼국시대

4기

원저단경호 저부편

·

토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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