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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1_本 報告書는 주식회사 신화건영에서 시행하는 ‘서산 예천동 434-1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에 대한 최종결과 보고
서이며, 유적명은 유적이 위치한 지명을 따라 ‘서산 예천동 지장골유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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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별로 구분하였으며, 각 기점별로 유구의 조성시기 및 성격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여 기술하였고, 각 유구별로 유
구내용과 출토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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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지 1/60 또는 1/80, 주거지와 수혈유구 1/40 등 유구의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성격별로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며, 예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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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 1/4, 금속 1/2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예외의 경우 별도 표기하였다.
5_遺物의 기고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계측하였고, 파편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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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보고서는 ㈜신화건영에서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에 대한 발
굴조사 보고서이다. 조사지역은 서산시 예천동 434-1번지 일원에 위치하였으며, 유적명은 지명에
따라 서산 예천동 지장골 유적으로 명명하였다.
조사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는 2012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당시 곡부를 중심으로 하는 양안의 구릉지대에서 백제시대 토기편을 비롯하여 고려~조선시대의
토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예상되었다. 이에 조사
단에서는 유물의 산포양상과 지형조건, 주변유적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릉지 일원의 29,442㎡에
대한 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 상기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신화건영은 본 연구소에 발
굴(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문화재청의 허가(제2013-0661호)를 득하여 2013년 12월 2일
부터 12월 21일까지 현장조사 18일간의 일정으로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구릉 정상부
와 사면부에서 조선시대 주거지 36기, 토광묘 11기, 수혈유구 68기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2
이러한 시굴조사의 현황과 확인된 유구·유물 및 향휴 유적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20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결과, 조선시대 취락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제토를 통
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발굴조사는 유적이 분포하는 총 면적 12,510㎡에 대하여 2014년 1월 6일부터 2월 7일까
지 현장조사 2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조선시대 유
구 등 총 17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유구는 주거지 41기와 건물지 및 굴립주건물
지 21기 등 총 102기의 생활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주변으로 유사한 성격의 예천동유적과 잠흥동유
적 등이 조사된 바 있어 당시 취락구조의 일면과 일반민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서산 예천동 지장골유적의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오 규 진 (가경고고학연구소장)
책 임 조 사 원 : 최 병 화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조

사

원 : 박 대 순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1. 가경고고학연구소, 2012.08, 『서산 예천동 434-1번지 외 공동주택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 가경고고학연구소, 2013.12. 『서산 예천동 434-1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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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 석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천 승 현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준 조 사 원 : 강 병 현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강 수 호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이 재 인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이 창 훈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박 장 호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박 상 일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박 창 돌 (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 조사당시의 소속과 직명임.

금번 서산 예천동 지장골유적 보고서 작성에 있어 Ⅰ장과 Ⅲ장은 박대순이, Ⅱ장은 이판섭(가경
고고학연구소 발굴조사부장)이 담당하여 작성하였다. Ⅳ장 조사내용은 현장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이
기초자료를 정리한 후 강병현이 작성하였으며, 이를 수정·보완하여 총괄적으로 정리하였다. Ⅴ장
은 Ⅳ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판섭이 작성하였다. 유물정리 및 실측은 임민수·오현주(가경고고학
연구소 연구원)가, 전자도면은 오경미·장진희(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각각 담당하여 진행하
였으며, 유물사진촬영은 문화재 전문작가인 오세윤씨를 섭외하여 촬영하였다. 전체적인 보고서 편
집은 박대순이 담당하였으며, 이를 류창선(가경고고학연구소 발굴조사실장)이 수정·보완하였고,
최종적으로 오규진이 교열·감수하였다.
본 조사과정 중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보고서 작성까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연구원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조사 기간 중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사업관계자와 행정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2

Ⅱ. 調査地域의 環境
1 . 瑞山의 自然·地理的 環境

3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서산시 예천동 434-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서산의 수리적 위치는 북
위 36°36′~37°00′으로 부석면 간월도리부터 대산읍 화곡리에 해당하고 동경 126°39′~22′으로 운산
면 와우리에서 팔봉면 진장리에 이른다. 동쪽으로 예산군·당진시, 남쪽으로는 홍성군과 접해 있고
북쪽과 서쪽은 서해에 접해 있다. 동쪽지역은 가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서쪽에 聖王山(2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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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서산시의 지리적 위치 및 조사지역

3. 서산시의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 및 서비스들을 참고하였다.

① 忠淸南道·忠南發展硏究院,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瑞山郡篇.
② 瑞山市誌編纂委員會, 2002, 『瑞山市誌 2권 瑞山의 歷史』, 瑞山市.
③ 瑞山市誌編纂委員會, 2002,『瑞山市誌 1권 瑞山의 地理』, 瑞山市.
④ 韓南大學校 忠淸文化硏究所, 1997, 『島嶼誌』上.
⑤ 韓南大學校 忠淸文化硏究所, 1993, 『錦江誌』上, 忠淸南道.
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웹서비스.
⑦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웹서비스.
⑧ 장태우·이상용 1982, 『지질도폭 설명서-서산·모항』, 한국동력자원연구소.

Ⅱ. 조사지역의 환경

3

·富春山(186.7m)·八峰山(361.5m), 남쪽에는 都飛山(351.6), 북쪽에는 望月山(302.2m)이 솟아
있다. 이러한 산지 주변으로 완만한 저산성 구릉과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쪽의
해안을 따라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되어 풍부한 해산자원을 제공하므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자연
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산시 일원의 전체적인 지질분포상 남반부에는 화강암이 주를 이루면서 차별침식에 의한 저평
한 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4기 충적층이 수계망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다(도면 3). 대산반도 방
향으로는 선캄브리아기 태안층과 흑연질 편마암·편암류, 화강편마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 부
분적으로 북부일원의 산지지대 및 구릉성 산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서산시 일원을 둘러싸
고 있는 높은 산지들은 지질이 태안층과 시대미상의 대호지층으로서 편암, 편마암 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암석은 형성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풍화, 침식작용을 받아 풍화에 강
한 곳은 산지로 남고 풍화에 약한 곳은 저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서산지방은 화강암의 차별
침식에 따른 심층풍화와 삭박작용에 의해 높이가 거의 같은 완만하고 낮은 구릉지가 넓게 형성되
어 있다. 그리고 침식된 물질들은 낮은 곳에 쌓여 충적층을 형성하였으며, 최근 부남호와 간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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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서산시의 주요 지질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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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천수만지역과 대산반도의 독곶지역 등에는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넓은 매립지가 형성
되어 있다. 지질적 기반에 따른 地形 및 地勢는 대체로 동쪽지역에 있는 伽倻山(677.6m), 石門峰
(653.0m), 象王山(307.2m), 三俊山(489.9)등을 중심으로 한 伽倻山地가 남북으로 뻗어 있어 內
浦地域과 예산을 구분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銀峰山(283.5), 聖王山(252m), 富春山(186.7m),
八峰山(361.5m), 蓮花山(234.2m)등의 구릉성 산지가 연속되어 있다. 그리고 북쪽에는 望日山
(302.2m)이 솟아 있으며, 남쪽에는 島飛山(351.6m)이 자리하고 있는데, 해발고도가 낮은 편이지
만 주변일원이 저평하기 때문에 높은 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높은 산 주변으로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서해쪽으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어 거주공간으로서 좋은 지형조건을 가
지고 있다.
水系는 해미면의 海美川, 음암면의 大橋川, 서산시의 淸之川 외에 큰 하천이 없다. 서산시는 북
쪽의 팔봉산-명림산-부춘산-성왕산-문길산을 잇는 산지라인을 기준으로 대산반도 방향의 구릉
성 평지지형이 있지만, 가로림만이 주변에 남북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큰 하천이 발달할 만
한 지형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망일산이나 몰혼산 등 지역적으로 비교적 높은 산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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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서산시의 주요 하천 분포

로 하여 작은 하천들이 형성되어 가로림만 및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 남부지역은 부남호 및 간월호
로 흘러드는 하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명림산-정금산-도비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방향의 산지에
의해 부남호 유입천과 간월호 유입천으로 크게 구분된다. 청지천과 음암면의 대교천이 각각 성왕산
과 은봉산 아래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흘러들다가 간월호에 유입되기 전 합쳐져 큰 하천을 형성하
고 있고, 주변지역으로서 북서쪽 방향에서 풍전천이, 동쪽에서는 해미천이 대교천에 합류되고 있
다. 이들 하천의 경우 서산시 일원에 위치한 산지들로부터 시작을 하여, 넓은 평야지대를 관통하면
서 상대적으로 큰 하천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형과 수계 분포 및 서해안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서산지역은 일찍이 살
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擇里志》에 의하면 서산을 포함한 內浦地域4은
지세가 외져서 왜란과 호란 때에도 화를 입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땅이 기름지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예부터 부자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인접한 안면도는 ‘서해의 극락도’라 불리기도 했을 정도로 사
람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풍족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었다. 비록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 이
러한 환경조건은 선사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서산일원에서 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5
氣候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한 중위도 온대 계절풍기후대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겨
울에 북서계절풍이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즉,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안의 영향을 받지
만,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보다는 추운 편이다. 대체로 서산을 둘
러싸고 주변 지역에 고산지대가 위치해 있고 내부에 약 60% 차지하는 평야와 구릉지가 자리잡고
있으면서, 해양기후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륙지방보다는 바람이 강한 편으로
봄철에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고 북동쪽에서 기류가 유입될 경우 저평한 구릉지대를 지나면서 낮 최
고기온이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름철에는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남서기류의 영향으로 인
해 습하고 겨울철에는 북서기류의 영향으로 인해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다.

2. 瑞山의 歷史·考古學的 環境
충남의 서해안 중앙에 위치한 서산은 가야산·팔봉산·백화산 등 큰 산지를 중심으로 저평한 구
릉지대와 평야지대가 넓게 이어지면서 인간이 생활하기 좋은 곳이며, 발달한 교통로를 이용하여 선
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지리적 이점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산지역은 근
래까지 충남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되지 않아 축적된 고고학적 자료는 적은 편이었으나, 2000년

4. 서산·태안·해미 일원, 즉 가야산 주변의 서산·덕산·해미·결성·태안·홍주·대흥·예산·신창·보령 등지를 합쳐 ‘內浦’라 불렀다.
5. 1926년 서산군수 李敏寧이 작성한 《瑞山郡誌》에서는 지세를 동쪽의 가야산맥이 서북쪽으로 뻗어 나오고 여러 지맥이 다시 사방으로

나와 낙지다리(蛸足) 같으며, 彎曲을 이루는 곳이 매우 많고 산악의 기복이 심해 평야가 적고 개펄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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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굴조사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되
고 있다.
서산지역에서 舊石器時代 유적은 대부분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통해 구석
기시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서산 일원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는 서산시 석남동,6 음암면 도당리, 성연면 일남리유적이 있다. 일남리유적의 긁개는 르발르와 격
지와 같은 날과 같은 수법으로서의 기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道堂里遺蹟은 해안에서 멀리 떨
어진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데, 여기에서도 구석기시대 전통의 석기가 확인되고 있어 서산지
역 전역을 구석기시대인들이 활동무대로 삼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외 발굴조사 된 예는
없지만, 간월도 등지에서 토양쐐기 구조 등 구석기시대의 특징적인 토양양상이 관찰되고 있어 향후
서산일원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新石器時代 유적은 크게 貝塚遺蹟, 生活遺蹟 그리고 散布地로 구분할 수 있다. 패총유적으로서
는 大山邑 大竹里7, 大山里8, 地谷面 大旺里貝塚9 등이 있다. 다음 생활유적으로는 海美面 休岩里10,
機池里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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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휴암리유적은 1968~1970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학술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신석기시대의 敷石遺構와 함께 청동기시대의 수혈주거지가 조사되었다.
靑銅器時代에 들어와 서산지역에서의 고고학적 조사례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으로서, 유
적의 내용에 있어서도 遺物散布地, 生活遺蹟, 墳墓遺蹟, 선돌 등 다양해진다. 생활유적으로는 해미
면 휴암리12, 신송리13, 대산읍 대로리, 갈산리 무리치유적14 등이 대표적이다. 休岩里遺蹟에서는 신
석기시대 敷石遺構와 함께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1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
방형 형태가 8기, 원형 형태가 3기 분포하는데, 1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 중앙에 타원형 수혈과
주공이 위치해 있어,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의 시간적 공백을 채워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 支石墓로서 仁旨面 南井里, 芚堂里15, 高北面 龍岩里, 加口里, 長要里 支石墓 등이 있고
, 遺物散布地로는 大山邑 大山里 磨製石鏃 出土地, 仁旨面 車里, 南井里, 高北面 新上里, 雲山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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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山里, 音岩面 新莊里, 浮石面 江秀里 등이 있다.

6. 安承周 外 1991, 『瑞山•泰安 文化遺蹟(上)』, 瑞山文化院.
7. 忠淸文化財硏究院 2000, 『瑞山 大竹里 貝塚』.
8. 瑞山市 1998, 『瑞山市誌』.
9. 李隆助 外 1996, 「瑞山地域의 先史遺蹟」, 『瑞山圈域 文化遺蹟 情密地表調査報告書』, 瑞山文化院.
10. 尹武炳 外 1990, 『休岩里』, 國立中央博物館.
11. 이창호, 2006,「瑞山 機池里 遺蹟 調査槪報」, 『제14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서고고학회.
12. 尹武炳 外, 1990, 『休岩里』, 國立中央博物館.
13. 羅建柱·池珉周, 2010, 『瑞山 新松里遺蹟』, 忠淸文化財硏究院.
14. 吳圭珍 2005, 『瑞山 葛山利 무리치遺蹟』, 忠淸文化財硏究院.
15. 李殷昌 1964, 「서산 仁旨面 선사유적 조사보고-특히 지석묘를 중심으로」, 『고문화』 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6. 李隆助 外 1996, 「瑞山地域의 先史遺蹟」, 『瑞山地域 文化遺蹟 情密地表調査報告書』, 瑞山文化院.

Ⅱ. 조사지역의 환경

7

역사적으로 原三國時代 서산지역은 마한의 致利鞠國과 臣蘇塗國에 해당되며17, 百濟時代에는 之
六縣이었다가 統一新羅時代에는 地育縣으로 바뀌었다. 致利鞠國은 현재 地谷面 山城里에 위치한
富城山 일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궐재, 망군말, 관장골, 두령댕이 등 화석화된 지명들이 주변에 산
재해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墳墓遺蹟, 生活遺蹟 등이 있다. 분묘유적으로는 大山邑
明智里18, 余美里 방죽골유적19, 貴密里遺蹟20이 대표적이며, 생활유적으로는 明智里遺蹟21이 있다.
서산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三國時代로서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로 인해 공주로 남
천한 이후 시점이다. 특히 한강유역을 상실하여 對內·外的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서산지역은
중국과의 외교·교역 루트로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22 《世宗實錄地理志》忠淸道
洪州牧 瑞山郡條의 기록을 보면, 서산군은 본래 백제 基郡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중국 교통로의
요충지였던 한강유역을 상실하면서, 그 대체지역으로서 瑞山·泰安地域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23
해당 영현으로는 之六縣과 省大號縣이 있었으며, 백제시대 말에는 方郡城體制 중 西方의 刀先城에
편입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地谷面의 富城山城, 雲山面의 瑞山 磨崖三尊佛像, 泰安 磨崖
佛, 禮山 花田里 四面石佛 등의 예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熊津~泗沘時代 선진문물을 받아들
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해안의 교통로상 주요 거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三國時代의 유적은 크게 분묘유적, 생활유적, 생산유적, 불교유적, 그리고 관방유적으로 구분된
다. 분묘유적으로는 大山邑 明智里24, 基隱里, 令塔里, 海美邑 山水里, 余美里25 ·余美里 방죽골26
·余美里 이문안골27, 地谷面 山城里 젓다리古墳群28 등이 있다. 분묘유적 중 明智里遺蹟群은 대규
모의 분묘역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명지리고분군의 확인을 통해 서산일원에서 처음으로 백제유적
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고분군에서는 土壙墓 8기, 石槨墓 20기, 甕棺墓 4기, 瓦棺墓 5기 등의 분
묘유적과 함께 建物址, 竪穴遺構, 窯址 등 생활유구 및 생산유구도 확인되었다. 와관묘의 경우 이
유적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백제시대 묘제이다. 여기에서는 봉토가 확인되었으며 鐵斧, 環頭刀, 쇠
스랑, 小壺, 鐵鋌, 鐵鎌, 圓底壺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2호분에서 출토된 鐵鋌의 경우 백
제지역에서는 드믄 예로서 중요한 연구자료로 평가받아 왔다. 여미리 방죽골유적에서는 橫口式 石

17. 李殷昌 1963, 「瑞山 大山里出土 石鏃」, 『古文化』 2, 韓國大學校博物館協會.
18. 金永培·韓炳三 1969, 「서산 대산면 백제토광묘발굴보고」, 『고고학』 2.
19. 李浩炯, 2005, 『서산 여미리 방죽골 분묘군』, 충청문화재연구원.
20. (財)嘉耕考古學硏究所, 2012, 『瑞山 貴密里遺蹟』, 서산 귀밀리 자동차 엔진부품 가공공장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21. 서산시지편찬위원회, 2002, 『서산시지 제2권 서산의 역사』.
22.. 李殷昌, 1969, 「瑞山 龍賢里出土 百濟金銅如來立像攷-諸問題를 중심으로」, 『百濟文化』 3, 公州師範大學校附設百濟文化硏究所.
23. 《世宗實錄地理志》 충청도 홍주목 서산군조. 本百濟基郡 新羅改爲富城郡 高麗因之.
24. 주18)의 보고서.
25. 李尙燁, 2001, 『서산 여미리유적』, 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6. 李浩炯, 2005, 『서산 여미리 방죽골 분묘군』, 충청문화재연구원.
27. 朴有貞, 2005, 『서산 여미리 이문안골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8. 李南奭, 1996, 「서산지역의 역사유적」, 『서산권역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서산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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室墳 1기, 竪穴式 石槨墓 4기가 조사되었으며, 여미리 이문안골유적에서는 橫穴式 石室墳 3기, 竪
穴式 石槨墓 1기와 瓦棺墓 1기가 조사되었고 圓板形坐板의 관고리, 金銅細鐶耳飾 등의 유물들이 출
토되었다.
生活遺蹟으로는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堰岩里 낫머리遺蹟29이 있다. 낫머리유적은 백제시대
의 대규모 취락 및 분묘유적으로서 住居址 62기, 建物址 3기, 貯藏穴 89기, 竪穴遺構 45기, 墳墓遺
構 56기 등의 유구들이 조사되었고 住居域, 貯藏域 그리고 墳墓域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 백제시대
취락유적의 구성양상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받고 있다. 生産遺蹟으로는 舞將里窯址30가 대표
적으로서, 炭窯가 확인되었다. 서산시 관내에는 모두 20여개의 關防遺蹟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백
제산성으로 알려진 것은 富城山城,31 北周山城, 新松里山城 등이 있으며,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朝鮮時代의 海美邑城 32과 主山烽燧33가 있다.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된 후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와 神文王代에 9州 5小京의 행정구역 개편 후
에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서산지역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행정개편 상 서산지역은 熊
川州의 富城郡으로 개편되었으며, 蘇泰縣과 地育縣 2개의 영현을 거느렸다. 소태현은 지금의 泰安
郡 일원이고 지육현은 地谷面 일원이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瑞山市 潛紅洞遺蹟34이 있다. 잠
홍동유적에서는 石室墳 1기가 확인되었는데, 橫口式 石室墳으로 평면 장방형이며 할석재를 다듬어
壁石을 구축하였고, 내부에서 半圓連續文蓋, 土器甁, 土器盌 등이 출토되었다.

이전과 달리 高麗時代에 들어와 서산지역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고려시대 초인 983년(成
宗 2)에 전국을 12牧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瑞山은 公州에 속하였다. 그리고 992년(成宗 11)에
는 州, 府, 郡, 縣, 關, 驛, 江, 浦 등의 명칭으로 개칭되었고 이어 전국을 4都護府 10道로 구분하였
다. 이후 996년(成宗 14)에 10道로 구분할 때, 서산일원은 河南道에 속하였으며, 이를 1106년(睿
宗 원년)에 합하여 楊廣忠淸州道로 하였다가, 1171년(明宗 원년)에 두 개의 道로 다시 구분하였다.
1314년(忠肅王 원년) 楊廣道로 하였다가 1356년(恭愍王 5) 忠淸道로 하였다.35

29. 尹淨賢, 2010, 『瑞山 堰岩里 낫머리유적』, 忠淸文化財硏究院.
30. 李浩炯 外, 2000, 『瑞山 舞將里窯址』, 忠淸文化財硏究院.
31. 公州大學校博物館, 2007, 『富城山城』.
32. ① 忠南大學校博物館, 1981, 『海美邑城』.

② 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1999, 『海美邑城』.
③ 한서대학교, 2002, 『海美邑城 試掘調査 報告書』.
④ 한서대학교박물관, 2003, 『海美邑城 Ⅰ』.
⑤

_, 2005, 『海美邑城 Ⅱ』.

⑥

_, 2006, 『海美邑城 Ⅲ』.

⑦

_, 2008, 『海美邑城 Ⅳ』.

⑧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09, 『海美邑城 - 9차~12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33. 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瑞山 主山烽燧』.
34.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메가파크씨씨, 2008, 『瑞山 潛紅洞遺蹟』.
35. 瑞山市誌編纂委員會, 2002, 『瑞山市誌 제2권 瑞山의 歷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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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고지도상의 瑞山郡(左:大東輿地圖, 右:海東地圖)

한편, 1144년(仁宗 22) 富城은 縣으로 강등되었고, 1182년(明宗 12) 반란으로 인해 郡을 폐하고
運州에 이속되었다가 1413년(太宗 13)에 瑞山郡으로 복구되었다. 고려시대 이후에도 서산지역은
중요한 해상교통로로서 활용되었는데,《新增東國輿地勝覽》海美縣 古蹟條의 기사에 중국 사신들이
왕래하면서 거치는 高蠻島亭이 선박 운행상 불편하므로 貞海縣 내에 安興亭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
아 있다.
고려시대 유적은 생활유적, 생산유적, 분묘유적으로 구분이 된다. 생활유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瑞山市 禮川洞遺蹟36이 있고, 생산유적으로는 禮川洞37, 地谷面 舞將里窯址38 가 있으며, 분묘유적으
로는 海美面 新松里39, 余美里 이문안골유적40, 貴密里遺蹟41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지방통제권 강화 목적으로 지방편제가 단행되었고, 서산지역도 이러한 영향에
놓였다. 고려시대 이후 1413년(太宗 13)에서야 비로소 瑞山郡으로서 문헌기록에 등장한 후 1695년
(肅宗 21)에 다시 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713년과 1777년, 1786년에 郡과 縣으로의 강등과 승격을
되풀이 하였다. 당시 서산지역은 瑞山郡과 海美縣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후 해미현은 貞海縣과 餘
美縣을 합치면서 海美縣이 되었으며, 이후 역사적으로 다시 서산지역이 부상하게 되는 계기는 동학

36.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08, 『瑞山 禮川洞遺蹟』.
37. 주36)의 보고서.
38. 주30)의 보고서.
39. 주13)의 보고서.
40. 주27)의 보고서.
41. 주20)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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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운동군에 의해 서산지역이 점령되면서이
다. 이 시기 서산지역은 삼남지방의 조세미를
개경과 한양으로 운송하는 漕運路로서도 중요
하게 여겨졌는데, 지금의 海美를 묘사한 18세
기 후기의 고지도 상 助今津 인근이 稅穀과 관
련된 海倉의 소재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유적은 생활유적, 생산유적, 그리
고 관방유적으로 구분이 된다. 생활유적 중 대
표적인 것은 瑞山市 潛紅洞,42 禮川洞43, 海美
面 堰岩里 낫머리遺蹟44, 貴密里遺蹟45이 있으
며, 生産遺蹟으로는 舞將里窯址46가 대표적이
다. 무장리 요지에서는 18세기 중후반무렵의
白炭窯와 관련 廢棄場이 조사되었다. 이외 생
산유적으로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土器窯
址는 地谷面 舞將里 3區 사기장골, 花川里 3
區 아랫말, 高北面 草綠里 1區, 八峰面 漁松里
2區 방죽골, 運山面 余美里 점말窯址 등이 있
고, 靑磁窯址는 大山邑 花谷里 2區 생수골, 聖
淵面 梧沙里 1區 점골窯址 등이 있다. 白磁窯
址는 禮川洞 사기점골, 地谷面 舞將里 3區 사
기장골, 蓮花里 연화골·미륵골, 聖淵面 梧沙
里 사기장골, 運山面 元伐里 원금동, 佳佐里 1

도면 7. 서산현(1872) 지방지도

區 남댕동, 壽平里 점골, 高山里 사기진안골·
사기정골, 小中里 사기점골·방죽골, 八峰面 金鶴里 사기점골, 漁松里 1區 곧우실·2區 대문다리,
浮石面 芝山里 점터골, 倉里 은안티, 七田里 사기점窯址 등이 있다.
관방유적으로는 읍성유적인 海美邑城47과 瑞山邑城이 있고, 통신유적으로는 島飛山 烽燧 및 主
山烽燧48가 있다. 봉수유적으로서 조사된 主山烽燧는 조선시대 봉수 노선 중 沃溝 花山烽燧에서 시

42. 주34)의 보고서.
43. 주36)의 보고서.
44. 주29)의 보고서.
45. 주20)의 보고서.
46. 주30)의 보고서.
47. 주32)의 보고서.
48. 주33)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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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 第5炬 間烽路線 중 11번째 봉수에 해당한다.49 발굴조사 결과 중앙부는 참호 조성에 따라 교

란이 되기는 했지만, 烟臺를 둘러싼 石築施設과 溝施設이 조사되었고 靑磁 楪匙, 粉靑沙器 壺 ‧ 甁,
白磁 楪匙 ‧ 盌 ‧ 大楪 등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를 지나 1914년 일제강점기에는 행정개편에 따라 瑞山郡, 泰安郡, 海美郡이 합쳐져서
瑞山郡이 되었고, 1917년에는 瑞寧面이 瑞山面으로, 枳城面이 海美面으로 바뀌었으며, 1957년에는
貞美面과 大湖芝面이 唐津郡으로 이속되었다가 1973년에 唐津郡 貞美面 余美里가 다시 瑞山郡 雲
山面에 편입되었다. 1989년에는 瑞山邑이 瑞山市로 승격되었고 태안읍·안면읍·고남면·남면·
근흥면·소원면·원북면·이원면이 분할되어 泰安郡이 되었다. 이로서 瑞山郡은 仁旨面, 浮石面,
八峰面, 地谷面, 大山面, 聖淵面, 音岩面, 雲山面, 海美面, 高北面 등 모두 10개의 面을 관할하는
郡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1995년에는 시군통합에 의해 종래의 瑞山市와 瑞山郡이 통합되어 瑞山
市로 행정명칭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1. 서산시명의 변화 일람표

百濟

基郡

統一新羅

富城郡

知六縣

地育縣

省大兮縣

蘇泰縣

高麗

朝鮮

富城郡/인종22년(1144)

瑞山郡/숙종21년(1695)

富城縣/충렬왕10년(1284)

瑞山縣/숙종29년(1703)

知瑞山郡事/충렬왕34년(1308)

瑞山郡/영조9년(1733)

瑞州牧/충선왕2년(1310)

瑞山縣/영조18년(1841)

瑞寧府/知瑞州事

瑞山郡

地谷縣

瑞山郡(1917)

現代

서산시/서산군 분할(1989)
서산시 통합(1995)

·

蘇泰縣/현종9년(1018)
運州 속/충렬왕

近代

泰安郡

知泰安郡事

泰安郡

서산군과 태안군으로

瑞山郡 속(1917) 분리(1989)

餘美縣/현종9년(1018)
餘村縣

餘邑

運州 속/예종11년(1106)
餘美縣 독립
貞海縣/현종9년(1018)

·

·

運州 속/예종11년(1106)
貞海縣 독립

49. 國防軍事硏究所, 1997, 『韓國의 烽燧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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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美縣→

海美郡→

海美郡(1895)

瑞山郡 속(1917) 서산시 속(1995)

해미면(1989)→

표 2. 조사지역 주변유적 및 문화재 목록

NO.

유적명

(※번호는 도면 8과 동일함)

시대

성격

소재지

1

서산읍성

조선

성곽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동

2

서산 외동헌

조선

관청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동 492

3

서산 관아문

조선

관청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동 492

4

서산 읍내동 비석군

조선

선정비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동

5

서산 읍내리 귀부석

조선

석조물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동

6

서산 객사

조선

관청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동

7

서산 성암서원

조선

서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동

8

서산 예천동 공림산성

미상

산성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9

서산 풍전리 역말사지

미상

사지

10

서산 예천동 백자요지

조선

요지

11

서산 예천동유적

조선

생활유적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2

서산 동서간선도로 부지내 유적

청동기~백제

주거·분묘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336-25

13

서산 이희준 가옥과 고목나무 군락

조선

고건축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14

서산 석남동 석조보살입상

고려~조선

석조물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15

서산 예천동 유물산포지 1

조선

유물산포지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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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예천동 유물산포지 2

조선

유물산포지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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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예천동 유물산포지 3

조선

유물산포지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8

서산 예천동 유물산포지 4

조선

유물산포지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19

서산 예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필요지역1

조선

20

서산 예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필요지역2

조선

21

서산 예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필요지역3

조선

22

서산 예천 2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유적 표본발굴(시굴)조사 필요지역

조선

발굴(시굴)
조사대상
발굴(시굴)
조사대상
발굴(시굴)
조사대상
발굴(시굴)
조사대상

비고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충전리
산24-11
충청남도 서산시 석남동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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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문화재 분포현황(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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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遺蹟의 立地와 環境
서산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 속하며, 동쪽은 서산시
해미면, 서쪽은 서산시 인지면, 남쪽은 서산시 부석면과 고북면, 북쪽은 서산의 시가지가 위치한
동문동과 접하고 있다.
조사지역 일대인 예천동은 비교적 낮고 완만한 구릉성산지와 곡저평야 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구
릉지에서의 밭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당천의 지류하천인 청지천과 둔당천이 조사지
역 일대를 흐르며, 하천의 양안에 넒은 충적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지역 일원의 1910년대 상황을 보면,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읍내리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망이 동쪽과 남동쪽, 남서쪽 방향으로 뻗어있는 것이 확인되며, 주변 곡간부 및 고개를 따라
인접지역과의 일반도로들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볼 때 접근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사
지역의 북쪽으로 현재 부춘동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해발고도 약 187m 내외의 부춘산이 위치하며,
부춘산으로부터 분기한 능선부가 남서방향으로 이어지다가 금번조사지역이 위치하는 지점에서 남
동방향으로 이어져 완만한 구릉성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구릉지의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둔당천
과 청지천이 흐르고, 둔당천의 동쪽과 청지천의 서쪽에는 충적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 유적의 입지
로서 매우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도면 9).

도면 9. 조사지역 일원의 1910년대 지형상황(1917년 제작, 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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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토양도를 통해 조사지역 일대의 자연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지역의 지형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조사지역은 저구릉지/구릉지와 선상
지/곡간지에 해당하며,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서 분기한 능선이 남동방향으로 이어지며, 완
만한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구릉지 양안으
로 충적평야 지대가 위치하는데, 구릉지 일부
와 곡저평야 일부가 조사지역에 해당한다(도

도면 10. 조사지역 일대의 지형분포도

면10).
조사지역의 퇴적양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잔
적층에 해당하며, 조사지역 사이로는 충적붕
적층이 확인된다. 잔적층은 토양이 퇴적 후 이
동 없이 일정 장소에서 토양화작용을 받은 토
양을 의미하며, 토양 침식정도가 약해 식생의
피복 및 자생이 용이하여 구릉지 일대의 대규
모 삼림지대에 분포하는 토양이다(도면11).
마지막으로 조사지역 일대 지질환경을 살펴

도면 11. 조사지역 일대의 퇴적양식도

보면, 쥬라기 흑운모 화강암층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양모재와 결부되는 결과(조사
지역의 토양모재는 산성암)로 조사지역은 산성
암의 한 종류인 화강암 중에서도 조직이 치밀
하고, 흰색바탕에 회색 및 검정색의 반점이 있
는 흑운모 화강암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조
사지역의 동쪽과 남서쪽으로는 제4기 충적층
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도면12).
조사지역 일대의 지형도 분석 결과, 경작지

도면 12. 조사지역 일대의 지질분포도

가 조영되기 이전인 1910년대에는 조사지역의
동쪽구릉지상에 정상부가 확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구릉지를 중심으로 양안에 논경작지가 조영
되어 있었다. 조사지역 일대의 지형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
도 중 가장 오래된 수치지도인 1990년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GIS도면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지형
과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 제작된 2010년대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GIS도면을 작
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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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1. 조사지역 일대의 1970년대 지형상황(1977년 촬영)

삽도 2. 조사지역 일대의 1990년대 지형상황(1997년 촬영)

도면 13. 조사지역 일대의 2010년대 지형상황(2010년 측량, S=1/10,000)

먼저 표고분포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 조사지역 일대의 지형은 조사지역의 북서쪽
에 위치하는 구릉지 정상부에서 분기한 가지능선이 남쪽방향으로 이동하며 수지상의 분포를 보이
고 있다. 조사지역은 이 가지능선 중 남동 방향으로 뻗어 소유역을 형성하는 구릉지의 곡부와 사면
부 일대에 해당하는데 다양한 표고분포상을 보이고 있다. 곡부의 바닥면에 해당하는 곡저면은 고도
10~15m로 수렴되며, 곡저면과 연결되는 사면부는 20~25m의 표고분포를 보인다(도면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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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표고분포
도를 작성한 결과, 1990년대 지형과 크게 달
라진 것은 없었으나, 조사지역 동쪽에 위치하
는 구릉지의 정상부 일부에서 표고분포상의 변
화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외곽에 위치하는
동쪽 구릉지 말단부 일원에서 표고가 낮아진
양상으로 보아 20여년간 사이에 인위적인 형
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지역 내에서는 큰 지형변화가 이루어지

도면 14. 조사지역 일원의 1990년대 표고분포도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지형 훼손이 이루어
지지 않은 원지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도면16).
다음으로 조사지역 일대의 1990년대 경사분
포도을 살펴보면, 5도 이하의 평탄지 및 완경
사지로 분석되었다. 곡저면을 비롯하여 구릉
지 일대가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 중 현재 밭농사가 진행 중인 구릉지
사면부 일부만이 10도 이하의 급준경사지에

도면 15. 조사지역 일원의 1990년대 경사분포도

해당한다. 또한, 조사지역의 북서쪽 구릉지 일
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구릉지가 완만한 경사
를 이루며 평탄한 대지를 형성하고 있다(도면
14).
2010년대 경사분포도에서는 조사지역을 포
함한 주변지역의 경사도가 기존의 10도 이하
의 급준경사지에서 5도 이하의 평탄지로 변모
한 부분이 여러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조사
지역 내부에서는 경사도가 1990년대의 양상

도면 16. 조사지역 일원의 2010년대 표고분포도

을 유지하고 있어 대규모의 지형 훼손에 따른
변화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도면 17).
GIS분석을 통해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지형을 살펴본 결과, 조사지역은 최저표고
15m, 최고표고 30m의 비교적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조사지역 동쪽에 위
치하는 구릉지의 정상부 일부에서 표고분포상의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20여년간 사이에 인위적인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사분포도는 완경사지 이하 또한 5도 이하의 평탄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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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지역
내 구릉하단부를 제외한 사면부 및 정상부 일
원은 원지형의 훼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변 유적 등과 비교할
때 유적이 입지하기에 유리한 자연환경 및 지
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면 17. 조사지역 일원의 2010년대 경사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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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調査經過 및 方法

1. 地表調査

50

서산 예천동 지장골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는 ㈜신화건영의 의뢰로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총
조사대상면적은 48,627㎡이며, 조사는 2012년도 8월 10일부터 동년 8월 29일까지 현장조사일수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 속하며, 부추산에서 분기한 능선이 남쪽으로 이어
져 수지상의 분포형태를 보이는 저산성 구릉지대 말단부에 위치하였다. 조사지역 내에는 구릉지와
그 사이에 형성된 곡부지형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원삼국시대 분묘와 취락유적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려~조선시대의 취락유적이 조사된 바 있어 유적이 입지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
춘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도면 18. 지표조사 당시 조사지역 현황도 및 발굴(시굴)조사 필요범위 (S=1:5,000)

50. 주1)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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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는 곡부지형과 동서 양안의 구릉지대를 2개소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조사지
역은 대규모의 지형변화가 수반되지 않아 원지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곡부를 중
심으로 동쪽과 서쪽 구릉지 일원에서 소량의 백제시대 토기편과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
의 토기편 및 자기편, 기와편들이 확인되었다. 유물과 지형조건, 주변 유적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조사대상 지역 내에는 백제~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
다. 이에 유적의 존재여부 및 분포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릉지 일
원의 29,442㎡ 면적에 대해서 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2

3

삽도 3. 조사지역 전경(1)북동쪽에서, 서쪽 구릉지 수습유물 일괄(2), 동쪽 구릉지 사면부 수습유물 일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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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試掘調査

51

시굴조사는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면적 29.442㎡에 대하여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
까지 현장조사일수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지형상 모두 3개의 지점으로 세분되며, 동쪽에 위치한 사면하단부의 두 지역을 1지
점, 서쪽에 위치한 구릉지와 구릉지 말단부에 위치한 논경작지를 2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
하였다.
1지점은 2지점의 동쪽에 위치한 구릉 정상부(해발29.6m)의 서쪽 사면 하단부에 해당된다. 조사
는 사면부를 중심으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총 27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지역 내의 퇴적양
상은 적갈색의 풍화암반층까지 15~60cm 정도의 두께로 퇴적되었으며, 기반암 상면에 암황색 사
질점토와 경작과 절토로 인해 교란된 암갈색의 사질점토층(현지표층)이 퇴적되었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주거지 15기, 수혈유구 13기, 주공 37기, 대지조성층 1기 등 다수의 유구가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이다. 형태는 원형·타원
형·방형 등 다양한 양상이며, 일부 평면상에서 화덕시설의 배연부가 확인되었다. 주공은 다수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굴립주건물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삽도 4. 조사지역 전경(남쪽에서)

51. 가경고고학연구소, 2013.12. 『서산 예천동 434-1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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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삽도 5. 1지점 전경(1)위가 동쪽, 1지점 조선시대 주거지 노출모습(2)

2지점은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해발고도 28.4m의 저산성 구릉지대로 남-북으로 길게 뻗
어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민가가 조성되어 있을 뿐 원지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조사는 능선 정상부와 사면에 총 67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지역의 퇴적양상은 현지표층
바로 아래에서 유구조성층이 확인될 정도로 정상부 일대는 지형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사면
하단부로 갈수록 두텁게 퇴적되면서 정상부에 비해 형질변경이 적게 이루어졌다. 기반층은 구릉지
의 경우 적갈색 풍화암반층이 확인되며, 사면 하단부일대에는 고토양층이 분포하는 양상이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주거지 21기, 수혈유구 55기, 토광묘 11기, 구상유구 6기, 주공 51기가 확인
되었다. 주거지는 1지점에 확인된 주거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정상부를 포함한 동쪽 사면부에
Ⅲ. 조사경과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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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 조성되어 있는 양상이다. 수혈유구는 주거지 주변에 분포하는 양상으로 주거지와 관련된 시설
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시굴조사의 현황과 확인된 유구·유물 설명 및 향후 유적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2
월 20일 조사단, 사업관계자, 자문위원 입회하에서 현장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결과,
트렌치상 유구와 유물로 견주어 볼 때 조선시대 취락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면 제
토를 통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

2
삽도 6. 2지점 전경(1)위가 동쪽, 2지점 조선시대 주거지 노출모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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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조사지역 트렌치 배치도 및 정밀발굴조사 필요 범위도(S=1/2,000)

3. 發掘調査 現況
발굴조사는 우리 연구소에서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현장조사일수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총 조사면적은 12,510㎡이다. 조사는 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 사업범위 중
앙부의 곡부를 중심으로 2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 1地點 現況 및 堆積樣相
1지점은 조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남-북으로 형성된 해발고도 29.6m의 낮은 구릉지 서
쪽사면 일대에 해당된다. 고도차는 동서방향으로 약 3m 정도의 고도차를 보이고 있으며, 경사도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완만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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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조사지역 유구배치도 및 전체단면도(S=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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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12기, 굴립주건물지 5기, 가마 2기, 수혈유구 15기, 토광묘 1기,
주공열 4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24기, 대지조성부 1기 등 총 6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대체로 주
거지는 북쪽과 남쪽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수혈유구는 주거지 주변에 조성되었다. 굴립주건물지
는 주로 북쪽에 입지하였으며, 2·3호 건물지의 경우 외곽에 울타리 형태의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가마는 남쪽에서 2기만이 확인되었는데, 잔존상태가 좋지 않고, 내부에서 소량의 유물만이 확인되
어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다만, 조사지역 상부에 조성된 대지조성부와 관련된 가마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전 조사지역 일대는 계단식의 밭경작지와 소나무가 식재된 임야지대로 이용되면서 일부 단
이 형성되어 있었다. 퇴적층은 총 4개층으로 구분되며, 기반층 및 유구조성츠은 적갈색 풍화암반층
이다.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현지표층 및 근현대퇴적층, 자연퇴적층, 유구조성층이 모두 확인되는
양상과 현지표층 아래에 바로 유구조성층이 확인되는 양상으로 구분된다. 이는 근현대 밭경작지 조
성 등에 의한 형질변경에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 민가가 자리한 조사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일
대는 근현대퇴적층 및 자연퇴적층이 모두 확인되는 반면, 북쪽일대는 현지표층 아래에서 바로 유구
조성층이 확인되는 양상이다. 이는 토지이용의 차이에 따른 양상으로 임야지대로 이용된 남쪽지역
상단부는 형질변경이 적었으며, 밭경작지로 이용된 북쪽지역은 강한 형질변경에 의해 구지형이 모
두 삭토되어 현지표 아래에서 바로 유구조성층이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1지점 퇴적양상
암갈색 사질점토층

암황색 사질점토층

황갈색 사질점토층

적갈색 풍화암반층

Ⅰ층군(현지표층) 중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층으로 부토화가 진
행되었다.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확인되며, 트렌치 상단부는 10~15cm 정도로 얇게 퇴적
되어 있으며, 하단부로 갈수록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층하부에 모래층이 집중해서 퇴적
되는 양상이 일부 확인된다.
Ⅱ층군(근·현대퇴적층) 암황색의 사질점토로 퇴적토내 작은 礫石이나 굵은 모래입자
가 소량 포함되며, 토층의 점성과 굳기는 약한편이다. 2지점 내 일부 지역(Tr.9~Tr.17)에
서 확인되며, 주로 사면 상단부 일원에 분포한다. 퇴적층의 두께는 6~10cm 정도로 얇
은 편이다.
Ⅲ층군(자연퇴적층) 황갈색의 사질점토층으로 퇴적토내 자기편 및 회청색 타날문 연질토
기편 등의 유물이 다수 확인된다. 토층의 굳기 및 점성은 Ⅱ층에 비해 강하며, 작은 礫石이
소량 확인된다. 조사지역 전반에 분포하지만, 지형이 삭토된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Ⅳ층군(유구 조성층) 적갈색 및 황갈색 사질점질토로 사면 상단부는 적갈색에 가까우며,
사면 하단부로 갈수록 황갈색을 띈다.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점성이 강하다. 조사지역 전
반에서 확인되며, 조선시대 유구 및 시기미상의 유구가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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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1지점 유구배치도(S=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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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7. 1지점 전경(위가 동쪽)

2) 2地點 現況 및 堆積樣相
2지점은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남-북으로 형성된 해발고도 28.0m의 낮은 구릉지일
원에 해당된다. 조사대상지역은 구릉의 정상부와 선상부 일대, 사면 하단부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고도차는 정상부에서 하단부까지 6~9m 정도의 고도차를 보이며, 경사도는 완만한 편으로 사면 하
단부의 경우에는 거의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 백제시대 옹관묘 1기, 고려시대 수혈유구 2기, 조선시대 수혈
주거지 29기, 건물지 1동, 굴립주건물지 15기, 토광묘 8기,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9기, 시대미상
주거지 1기, 수혈유구 39기, 주공군 등 109기의 유구가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조사되었다. 신석기
시대 주거지는 정상부와 선상부일대에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노지와 다수의 주공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구릉의 선상부와 동쪽사면 일대에 조성되었으며, 조사지역의 남쪽에 보다 밀집
되어 분포하는 양상이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화덕시설과 온돌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은 일부
만이 확인되어 정확한 상부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수혈유구는 다양한 평면형태는 보이며, 주거
지 주변에 분포하였으며, 굴립주건물지는 사면 중간부분과 하단부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사 전 정상부 및 능선부 일대는 밤나무가 식재된 임야지대와 부분적인 밭경작지가 조성되어 있
으며, 사면 하단부 일대는 민가와 밭·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대체로 정상부 일대는 지형변
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하단부일대는 민가와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상당부분 형질변경된
상태였다. 이같은 지형적 요인에 의해 2지점의 퇴적양상은 지형에 따라 정상부·사면부 및 논경지
로 이용되고 있는 말단부로 구분된다.

Ⅲ. 조사경과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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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점 퇴적양상
<정상부 및 사면부>
암갈색 사질점토층

황갈색 사질점토층

적갈색 풍화암반층

Ⅰ층군(현지표층) 중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층으로 부토화가 진
행되었다. 구릉지 정상부 전반에 걸쳐 확인되며, 트렌치 상단부는 10~15cm 정도로 얇
게 퇴적되어 있으며, 하단부로 갈수록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현재는 밭경작층으로 이용
되었다.
Ⅱ층군 황갈색의 사질점토층으로 퇴적토내 자기편 및 회청색 타날문 연질토기편 등의 유
물이 다수 확인된다. 토층의 굳기 및 점성이 강하며, 작은 礫石이 소량 확인된다. 퇴적층의
두께는 10cm 이하로 얇게 퇴적되어있다. 조사지역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능선 및
조사지역 남쪽 사면부에 설치된 트렌치에서 확인된다.
Ⅱ층군(유구 조성층) 적갈색 및 황갈색 사질점질토로 사면 상단부는 적갈색에 가까우며,
사면 하단부로 갈수록 황갈색을 띈다.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점성이 강하다. 상층(현지표
층)에서 오랜시간 이뤄진 밭경작에 의해 정상부 일원의 기반층은 심한 교란현상이 관찰
된다. 조사지역 정상부 및 사면부에서 확인되며,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유구가 확인된다.

<구릉 말단부>
암갈색 점질토층

고토양층

삽도 8. 2지점 전경(위가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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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층군(현지표층) 중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작지로 이용된 층으로 조사지역 동남
쪽에 설치한 트렌치에서 확인된다. 경작층은 2~3차례 복토 후 다시 경작지로 이용하였
으며, 경작층 아래로 산화철이 집적된 부분이 확인된다.
Ⅱ층군(유구 조성층) 상층(현지표층)에서 오랜 시간 이뤄진 논경작에 의해 일부 교란흔적
이 확인된다. 점성이 강하고 매우 단단한 특징을 보이며, 단면상에서 쇄기모양이 확인된다.

도면 22. 2지점 유구배치도(S=1:1,300)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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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調査方法
서산 예천동 지장골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백제시대 옹관묘, 조선시대 주거지, 수혈유
구, 굴립주건물지 등이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조사는 먼저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전에 파악된
조사지역의 퇴적양상을 확인한 후 발굴조사 대상범위에 대한 전면제토를 실시하여 유구의 분포범
위와 조사 전 상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유구의 내부조사는 개별 유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
법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경계에 유구가 맞물려 있을 경우 조사범위를 확장하여 유구
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지역 전체의 유구배치도는 GPS를 활용하여 측량하였
으며, 이외에 조사지역 내의 세부지형도와 유적의 입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수혈주거지에 대한 조사는 먼저 유구의 규모와 성격, 잔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앙에 ‘十 ’자 또
는 ‘一’자 형태의 토층둑을 구획하였으며, 주거지의 잔존양상과 내부 퇴적층위현황, 내부시설의 유
무, 유구간 중복관계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토층둑을 기준으로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였
다. 토층에 대한 정보는 휴대용 토색계인 SPAD-503을 이용하여 토색을 측정하였으며, 토층설명
은 Munsell의 토색코드, 색상, 토층 등을 작성하고, 주거지의 퇴적 및 폐기과정을 관찰하였다. 유
구의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는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수평적 하강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중복된 유구
의 경우 조성순서의 역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하강조사를 통해 내부시설의 유무 및 출토유
물 등의 현황을 파악한 후 토층둑을 제거하여 전체적인 주거지의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탐색트렌치를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출
토상태와 퇴적층위와의 관계, DGPS(RTK-GPS방식) 측량을 통해 유물의 위치파악 등 유물에 대
한 정보를 기록하고 순번을 정하여 수습하였으며, 위치는 순서대로 유구도면에 표시하였다.
굴립주건물지는 상부시설의 흔적이 대부분 유실되고, 주공만이 잔존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건물지에 대한 조사는 먼저 전면제토 후 확인되는 주공의 배치상태를 통해 건물의 대략적인 규
모와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개별 주공에 대한 조사는 2분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건물지의
평면형태를 따라 토층의 방향을 설정한 후 1/2로 나누어 한쪽 내부토를 제거하였으며, 토층단면을
통해 목주의 흔적 및 조성방식,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고 모두 도면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주공열, 주공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주공에 대한 축조
양상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옹관묘는 1기만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평면조사를 통해 옹관묘의 잔존상태 및 평면형태 등을 확
인한 후 내부 퇴적토를 제거하여 하부에 잔존하는 옹관의 형태와 출토유물 등을 파악하였으며, 도
면작성과 조사야장 등 옹관묘에 대한 기록물을 작성하였다. 이후 옹관을 수습하기 전 먼저 한쪽의
옹관을 제거한 후 단면상에서 옹관의 안치상태와 복토양상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였다.
이외에 수혈유구에 대한 조사는 2분법을 적용 주거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평면
도 및 입·단면도, 출토유물의 위치 등 유구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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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調査內容

1. 1地點
1) 朝鮮時代
(1) 竪穴住居址
① 1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23, 사진 2·3]
입지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2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1.57m 거리에 시대미상
3호 수혈유구가, 동남쪽으로 약 1.8m와 약 1.35m 거리에 시대미상 6호 수혈유구와 시대미상 7호
수혈유구가 각각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5번 트렌치 남벽에서 반원형의 형태로 확인되었

으며, 트렌치 확장을 통해 유구의 전체 형태를 확인하였다. 평면상에서 외부로 돌출된 배연부가 확인
되어 주거지로 판단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주거지의 남서쪽 일부는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발굴조사 과정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계획하

였다. 주거지 중앙에 위치한 배연부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③층, 총 3개 층으로 구분된다. ③층은 황갈색 사질점토로 주거지

하단 동벽 인근에서만 일부 확인되며, ②층은 목탄을 소량 포함한 진암갈색 사질점토로 화덕시설
부근에 퇴적되어 있어 내부시설의 붕괴와 관련된 퇴적층으로 판단된다. ①층은 암갈색 사질점토로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유구 전체에 퇴적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잔존 길이 321㎝, 너비 306㎝, 잔존 깊이 21㎝이다. 벽면은 잔존
깊이가 낮지만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경사면 위쪽인 동남벽 중앙부에 조성하였는데,
대부분 유실되어 탄재와 소결면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화덕시설의 구조는 별도의 시설 없이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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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1지점 조선시대 1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아궁이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면과 목탄흔이 확인되는 범위는 길이 27㎝, 너비 42㎝이
다. 배연부는 벽을 약 30㎝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을 약 45° 정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배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이며, 규모는 직경 38㎝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남서쪽 하단부에서 분청사기 구연부편 1점이, 북벽 아래에서 토기 구연부편 2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 분청사기 구연부편 [도면 24-1, 사진 3-1]

주거지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바닥면에서 출토되

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한 사선으로 구연부까지 올르며,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약
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회녹색을 띠며 기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잔고 5.4㎝, 복원 구경 19.5㎝, 두께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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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1지점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1~3)

2. 토기 구연부편 [도면 24-2, 사진 3-2]

주거지 남쪽 벽면에 접하여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

가 남아 있다. 내면은 회흑색, 외면은 흑회색, 속심은 회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곡선으로 올라오다 중상
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였다.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경부의 성형없이 수평상
으로 외반되었으며, 동체부를 연장하여 접어붙이는 방법으로 인해 상면에 접합 시 생긴 침선이 남
아 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하여 부분
적으로 문양이 지워져 있다.
잔고 10.2㎝, 복원 구경 38.8㎝, 두께 0.3~0.5㎝

3. 토기 구연부편 [도면 24-3, 사진 3-3]

2번 유물과 함께 벽면에 접하여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 및 대상파수가 남아 있다. 내외면 모두 회흑색이었으나,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회색을 띠고
있으며,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
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사선을 이루어 구연부까지 올라온 듯 하며, 견부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짧게 내만하여 구연부와 연결되고 있다.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수평상으로 외반되었으며, 상
면에는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대상파수는 동체부의 중위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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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동체부 외면에서 내면으로 접합하였다. 동체부 외면에는 구연부 이하에서 격자문이 확인되
고 있으며, 대부분은 정면 및 박리로 인해 문양이 지워진 상태이다. 파수와 동체부가 접한 내외면
에서 손누름흔 및 조정흔이 관찰된다.
잔고 12.9㎝, 복원 구경 27.2㎝, 두께 0.3~1.2㎝

② 2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25, 사진 4·5]
입지

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7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0.2m 거리에 시대미상
9호 수혈유구와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가 중복되어 위치하며, 북동쪽으로 약 1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2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3번 트렌치 서벽 하단부에서 반원형의 형태

로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분청사기편이 관찰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3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주거지의 전체 형태를 확인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주거지
의 남서쪽 일부는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을 고려하여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④층, 총 4개 층으로 구분된다. ④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주거

지 전반에 강한 퇴적을 이룬 후, ③~①층인 황갈색·암황갈색·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
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유수에 의
한 자연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잔존 길이 505㎝, 너비 438㎝, 잔존 깊이 43㎝이다. 벽면은 비
교적 수직에 가깝지만, 바닥면에 가까울수록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과 주공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경사면 위쪽인 동벽 모서리에 조성하였
다. 현재 대부분 유실되어 배연부만 확인되었으며, 아궁이 부분은 탄재와 소결면 일부만이 확인되
었다. 소결면과 탄재가 확인되는 범위는 길이 89㎝, 너비 88㎝ 정도로 배연부 아래로 넓게 퍼져있
다. 배연부는 벽을 약 17㎝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을 약 57° 정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배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이며, 규모는 직경 33㎝ 정도이다. 화덕시설에 인접하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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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이 넓게 퍼져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재를 모아놨던 공간으로 판단된다.
주공은 총 4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중앙부에 장축방향을 따라 3기가 일렬로 확인되었으며, 북서
쪽 벽면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주공의 규모는 직경 20㎝ 내외이며, 깊이는 10~20㎝이다. 주공의
배치에 따른 주거지의 구조를 고려해보면, 중앙부에 3기의 주공이 장축 방향을 따라 일렬로 배치된
형태로 맞배 혹은 우진각의 지붕구조를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아궁이 및 목탄흔 주변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2점, 토기 저부편 1점이, 남벽 인근에서 조
질청자 저부편 1점, 토기 저부편 1점 등 총 5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바닥면에 접해있으며, 최하층인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도면 25. 1지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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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4.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26-4, 사진 6-4]

주거지 목탄흔 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립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구연부로 이어진 듯하다. 유약은 회녹
색을 띠고 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
조시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9㎝, 복원 저경 5.4㎝, 두께 0.7~1.3㎝

5.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26-5, 사진 6-5]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 일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

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기신은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어 구연부로 이어진 듯하다. 유약은 회녹색을 띠며 내
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받
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3㎝, 복원 저경 5.4㎝, 두께 0.4~1㎝

6. 조질 청자 저부편 [도면 26-6, 사진 6-6]

남쪽 벽면에 접하여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삼각형굽이다. 내저
원각으로 내저면은 편평하며, 동체부는 사선을 이루어 구연부로 이어진 듯하다. 유약은 옅은 회청
색을 띠며 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서 태토빚음받침흔이 관찰되
어 번조시 태토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6㎝, 저경 5㎝, 두께 0.4~0.8㎝

7. 토기 저부편 [도면 26-7, 사진 6-7]

6번 유물과 함께 출토되었다. 저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잔존상태를 통해 저부는 평저로 추정되며, 동체부는 저
부에서 사선을 이루어 올라간 듯하다. 성형은 동체부 내면에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어 점토띠를
테쌓기한 후 정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정면으로 인해 부분적
으로 지워져 있다. 유약은 녹갈색을 띠며, 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잔고 6.5㎝, 두께 0.4~0.7㎝

8. 토기 저부편 [도면 26-8, 사진 6-8]

목탄범위와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저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

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흑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
였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사선을 이룬 듯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는데, 접합면의 내외면에서 보강토흔이 관찰된다. 동체
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정면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으며,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고 12.6㎝, 복원 저경 17㎝, 두께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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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1지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4~8)

③ 3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27, 사진 7~9]
입지

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2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5m 거리에 조선시대 2호
수혈유구가, 남동쪽으로 약 1.5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가 각각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3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9번 트렌치 동쪽 상단부에서 반원형의 형태

로 확인되었으며, 트렌치 확장을 통해 유구의 전체 형태를 확인하였다. 평면상에서 외부로 돌출된
배연부가 확인되어 주거지로 판단하였다. 발굴조사에서는 유구 주변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
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에 위치한 배연부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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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⑥층, 총 6개 층으로 구분된다. ⑥~⑤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아궁이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층위 내에는 소토립 일부와 탄재가 혼재되었으며, 퇴적 당시 아궁이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①층은 암회갈색·적갈색·회갈색·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85㎝, 너비 308㎝, 잔존 깊이 27㎝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
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주
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과 수혈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외부에서 주공 1기가 확인되었다. 화덕시
설은 경사면 위쪽인 동벽 중앙부에 조성하였으며, 아궁이와 배연부가 접한 형태이다. 아궁이는 바
닥면을 2줄로 오목하게 판 수혈식 아궁이이며, 배연부와 이어지는 형태이다. 아궁이의 규모는 길이
68~74㎝, 너비 20㎝, 깊이 약 8㎝ 정도이다. 배연부는 벽을 약 16㎝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을 약 65° 정도로 가파르게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배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이며, 규모는 직경
17㎝ 정도이다. 아궁이 바닥면과 배연부 벽면은 소결되었으며, 아궁이내 목탄이 다량 퇴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궁이 하단부에서는 탄재가 확인되었으며, 탄재 주변으로 바닥면이 약하게 소결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재를 모아놨던 공간으로 판단된다. 수혈은 2기가 확인
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원형이다. 타원형의 규모는 길이 47㎝, 너비 10㎝, 깊이 약 7㎝ 정
도이며, 원형의 규모는 직경 37㎝, 깊이는 6㎝ 정도이다. 주공은 주거지 외부에서 1기가 확인되었으
며, 직경은 29㎝, 깊이는 6㎝ 정도이다. 주공은 1기만이 확인되어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동벽 인근 바닥면에서 백자 접시 1점, 토기 구연부편 1점이, 서벽 인근 바닥면에서 옹기
저부편 1점, 그리고 북벽 인근 바닥면에서 암키와편 1점 등 총 4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9. 백자 접시 [도면 28-9, 사진 9-9]

주거지 동벽 인근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 일부를 제외하

고 완전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이며, 내저
면은 약간 오목하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구연부와 이어지고 있으며,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옅은 청색을 띠고 있으며, 굽 주변을 제외하고 내외면에 전
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고, 내외면에서 빙열이 확인된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서는 각각 5
개소의 모래빚음받침흔과 모래빚음받침이 남아있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4.5㎝, 저경 5.3㎝, 구경 15㎝, 두께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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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1지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10. 토기 구연부편 [도면 28-10, 사진 9-10]

9번 유물과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흑회색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박리되어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속심은 적갈색과 흑회색을 띠고 있다. 잔존상태를 통해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에서 경부의 성형없이
수평상으로 급하게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약하게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
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정면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잔고 3㎝, 복원 구경 38㎝, 두께 0.4~0.5㎝

11. 옹기 저부편 [도면 28-11, 사진 9-11]

수혈과 인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회갈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점질
토로 거칠다. 저부는 평저로 판단되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방향으로 올라간 듯하다. 성형은 저
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손누름흔, 외면에서 점토 접합흔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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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였고, 내면에서 접합흔이 일부 관찰된다. 유약은 회갈색
을 띠며, 기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바닥면에서는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7.7㎝, 복원 저경 22.4㎝, 두께 0.5~0.8㎝

12. 암키와편 [도면 28-12, 사진 9-12]

주거지 북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 일부가 남아 있

다.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었으나, 정선된 점질토
이다. 외면은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에 종방향의 태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연철흔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4.5㎝, 잔존 너비 9.1㎝, 두께 2.4㎝

도면 28. 1지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출토유물(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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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29, 사진 10]
입지

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37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인접하여 조선시대 4호 굴립주건물
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4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0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방형의 형태로 확인

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주거지의 전체 형태
를 확인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확인되었다. 하단부인 서쪽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
되었으며, 중앙부는 교란에 의해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⑥층, 총 6개 층으로 구분된다. ⑥층은 노지와 관련된 소결토로 매

도면 29. 1지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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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단단하며, 상면으로 탄재가 다량 확인되었다. ⑤~③층은 1차 퇴적층으로 주거지 벽면에 퇴적되
어 있다. ⑤층과 ④층은 황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로 점성이 매우 강하며, 기반토와 유사하다. ③층
은 진암갈색 사질점토로 목탄 및 소토가 혼합되어 있다. ②~①층은 2차 퇴적층으로 주거지 중앙부
에 퇴적되었다. 회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로 층위 내에서 목탄과 사립이 소량 확인되었으
며, 대체적으로 무른 편이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지만, 남동쪽 모서리 부분은 부정형한 형태를 보인다. 규모는 길이 200
㎝, 너비 217㎝, 잔존 깊이 13㎝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
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장축방형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타원형의 소결면만 확인되었다. 소결면의 두께는 1~2㎝ 정도이
며, 상면에는 다량의 탄재가 퇴적되어 있었다. 장축방향이 경사면과 나란한 편이다. 소결면 양 옆
으로는 교란에 의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⑤ 5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30, 사진 11]
입지

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0.85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1.5m 거리에 조선시대
4호 굴립주건물지가, 동남쪽으로 약 3.2m 거리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30~4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주거지의
하단부인 서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먼저 주거지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
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③층, 총 3개 층으로 구분된다. 암적갈색·암갈색·암적색 사질점

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②층인 암갈색 사질점토층에는 목탄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과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잔존 길이 287㎝, 너비 261㎝, 잔존 깊이 14㎝이다. 주거지의
벽면은 잔존 깊이가 낮지만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한 것으로 판단되며, 바닥면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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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 1지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3)

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중앙에서 확인되는 목탄흔 외에 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목탄흔의
범위는 길이 60㎝, 너비 75㎝ 정도이며, 타원형의 형태로 퍼져있다.
유물은 북벽 인근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3.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30-13, 사진 11-13]

주거지 북쪽 벽면과 인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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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중앙부를
제외하고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연부와 이어진 듯하다. 유약은 옅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내외면 전체에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침흔, 내저면에서 태
토빚음받침흔이 남아있다.
잔고 2.6㎝, 저경 5.5㎝, 두께 0.5~0.8㎝

⑥ 6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31, 사진 12·13]
입지

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2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3m 거리에 조선시대 4
호 굴립주건물지가, 북서쪽으로 약 3.2m 거리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8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

었다.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
거하자 장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서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도면 31. 1지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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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
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
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

에서는 점성이 강한 암갈색 사질점토가 단일층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지만, 하단부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179㎝, 너비 400㎝, 잔존 깊이 8㎝이다. 벽면은 잔존 깊이가 낮지만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
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⑦ 7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32, 사진 14]
입지

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02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동남쪽으로 약 3.5m 거리에 조선
시대 11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7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3번 트렌치 상단부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

인되었으며, 내부에서 토기편이 관찰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향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평면상에서 주
거지 외부로 돌출된 배연부가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남서쪽 일부는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
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상단부 동벽에 설치된 배연부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
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
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의 내부토는 ①~⑨층, 총 9개 층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인 퇴적양상은 주거지 상

단부인 화덕시설 주변으로 1차 퇴적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유구 전반에 걸쳐 2차 퇴적이 이루어진
양상이다. ⑨~⑥층은 1차 퇴적층으로 아궁이 주변으로 갈색·암황색·암적갈색·적갈색 사질점토
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아궁이의 영향으로 목탄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생토부스러기가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퇴적시 벽체 일부가 유실되어 함께 퇴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⑤~①층은 2
차 퇴적층으로 갈색·암적갈색·암갈색·적갈색·암갈색 사질점토가 유구 전반에 순차적으로 퇴적
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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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2. 1지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89㎝, 너비 438㎝, 잔존 깊이 23㎝이다. 벽면은 바닥
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과 주공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경사면 위쪽인 동벽에 접하여 설치되었
으며, 중앙부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위치한다. 화덕시설은 아궁이와 배연부가 접한 형태이며,
아궁이는 바닥면을 약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아궁이의 잔존규모는 길이 74㎝, 너비 65㎝, 깊이 6
㎝ 정도이다. 배연부는 벽을 17㎝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을 50° 정도로 경사를 이루었
다. 배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이며, 규모는 직경 35㎝ 정도이다. 아궁이 바닥면과 배연부 벽면은
소결되었으며, 아궁이 내부에는 목탄이 약 2~3㎝ 가량 퇴적되어 있었다. 주공은 주거지 남벽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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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0㎝, 깊이 10㎝ 정도이다.
유물은 아궁이 주변에서 백자 대접, 대각편, 토기 구연부편이, 남쪽 벽면과 접한 부분에서 토기
구연부편과 대상파수부편 등 총 5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4. 백자 대접 [도면 33-14, 사진 14-14]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의 1/2 정도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약
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올라가다 구연부에 이르러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
리하였다. 유약은 옅은 회청색을 띠고, 굽 주변 일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으며, 내
저면 일부에서 잡물이 관찰된다. 굽 접지면 4곳, 내저면 3곳에 태토빚음받침흔이 남아있다.
기고 7.9㎝, 저경 6.1㎝, 복원 구경 17.4㎝, 두께 0.3~1.1㎝

15. 대각편 [도면 33-15, 사진 14-15]

아궁이 주변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대각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장석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이나 비교적 정선되었다. 대각은 나팔형으로 벌어진 형태이며, 대각단은 둥그렇게 처리하였
다. 배신은 일부만이 남아 있어 정확한 형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잔존형태를 통해 원형으로 추정된
다. 성형은 대각과 배신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배신의 외면에 대각을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굽 내
외면과 배신의 내면에서 보강토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정
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고 7.4㎝, 대각 고 3.5㎝, 복원 대각 경 22㎝, 두께 0.5~0.8㎝

16. 토기 구연부편 [도면 33-16, 사진 14-16]

남쪽 벽면에 접하여 바닥에서 약 5㎝ 정도 떠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회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
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잔존상태로 보아 동체부는 동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여
구연부로 이어졌다.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에서 경부의 성형없이 수평상으로 급하게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약하게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양단을 각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박리가 심하게 이
루어져 있으나, 내면의 凹凸을 통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하다.
잔고 8.3㎝, 복원 구경 32.2㎝, 두께 0.35~0.5㎝

17. 토기 구연부편 [도면 33-17, 사진 14-17]

아궁이에서 남쪽으로 약 50㎝ 떨어진 바닥면에서 출토되었

다.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
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여 구연부로 이어졌다.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에서 경부의 성형없이 수평상으로 급
하게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약하게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내외면 모두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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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 1지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출토유물(14~18)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내면의 凹凸을 통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하다.
잔고 7.7㎝, 복원 구경 28.1㎝, 두께 0.35~0.7㎝

18. 대상파수부편 [도면 33-18, 사진 14-18]

16번 편과 함께 출토되었다. 내외면 모두 흑회색을 띠고 있

으며,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성형은 파수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동체부 외면에서 내면으
로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외면에서 점토접합흔과 손누름흔, 내면에서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파수
부 외면에는 손누름흔과 정면흔이 일부 관찰된다. 잔존된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박리로 인해 대부분 지워져 있다. 동체부 내면에서 凹凸이 확인되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하다.
잔고 7.5㎝, 파수 길이 7.5㎝, 파수 두께 0.9㎝, 두께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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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8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34, 사진 15·16]
입지

8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3.2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1m 거리에 조선시대
11호 수혈유구가, 남서쪽으로 약 1.15m 거리에 시대미상 16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8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2번 트렌치와 13번 트렌치 사이에 위치하여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장방형
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동쪽 벽면은 조사 경계 부분과 맞닿아 있으며, 하단부인 남
서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도면 34. 1지점 조선시대 8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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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주거지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
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
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⑧층, 총 8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⑧~⑤층인 적갈색·암적갈색·

흑갈색·적갈색 사질점토층은 주거지 폐기 후 1차 퇴적된 층으로 층위 내에 다량의 목탄이 혼재되
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④~①층은 암적갈색·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1차 퇴적 이후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규모는 잔존 길이 406㎝, 너비 296㎝, 잔존 깊이 47㎝이다. 벽면
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
지하여 이용하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내부시설은 구들시설과 주공이 확인되었다. 구들시설은 아궁이와 고래가 접한 형태이며, 배연부
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는 바닥면을 비교적 깊게 굴착한 형태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
는 길이 80㎝, 너비 56㎝, 깊이 약 25㎝ 정도이다. 아궁이 내부에는 길이 24㎝, 너비 17㎝ 규모의
할석 1개가 바닥면에서 확인되었으며, 외면은 피열되어 있었다. 봇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
나 이맛돌이나 다른 할석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판단하긴 어렵다. 고래는 동벽과 바닥면
에서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3줄로 설치된 줄고래로 파악하였다. 동벽 주변으로 할석 여러 매가 비
교적 정연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지만, 벽가 이외에는 모두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배연부는 남쪽 벽면에 접하여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흔적이 미비하여 단정할 순 없다.
주공은 총 3기가 확인되었고, 고래 인근 동쪽 바닥면에 1기, 서벽 인근에서 1기, 남벽에 접해서 1기
가 배치되었다. 주공의 규모는 직경 26~38㎝ 내외이며, 깊이는 20~45㎝이다.
유물은 고래 내부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1점, 아궁이 내부에서 옹기 구연부편 1점 등 총 2점이 출토
되었다.
나. 遺物
19.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35-19, 사진 16-19]

고래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
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연부와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녹색을 띠고
있으며, 굽과 굽 주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잔고 2.7㎝, 저경 3.8㎝, 두께 0.3~0.9㎝

20. 옹기 구연부편 [도면 35-20, 사진 16-20]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

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갈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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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5. 1지점 조선시대 8호 주거지 출토유물(19·20)

부는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약하게 내만하였으며, 경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짧고 약하게 내만
하였다. 구연부는 경부에서 수평상으로 급하게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양단을 각지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녹갈색을 띠며,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일부에서
만 관찰된다. 성형은 동체부의 경우 점토띠를 테쌓기하였으며, 외면에는 횡방향의 선문과 ‘F’자로
추정되는 문양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미약하게 관찰된다.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흔
이 관찰되며, 회전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내박자흔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잔고 18.4㎝, 복원 구경 27㎝, 두께 0.3~0.5㎝

⑨ 9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36, 사진 17]
입지 9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1.23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6.5m 거리에 시
대미상 15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약 6.8m 거리에 조선시대 12호 수혈유구, 그리고 남쪽으로 약
4.7m 거리에 시대미상 18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9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2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으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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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내부에서 백자편이 관찰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내·외부에 특별한 교란 흔
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
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
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도면 36. 1지점 조선시대 9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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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81㎝, 너비 319㎝, 잔존
깊이 35㎝이다. 내부토는 ①~⑥층, 총 6개 층으로 구분된다. 흑
갈색·암갈색·암황갈색·황갈색·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
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
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
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37. 1지점 조선시대
9호 주거지 출토유물

유물은 남동쪽 바닥면에서 백자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21. 백자 저부편 [도면 37-21, 사진 17-21]

남동쪽 벽면에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
으로 바닥면은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을 이룬 듯하다. 유약은 옅은 청색을 띠며, 굽을
제외하고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 모래받침이 남아있다.
잔고 2.75㎝, 저경 5.6㎝, 두께 0.3~1.3㎝

⑩ 10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38, 사진 18·19]
입지

10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1.6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5m 거리에 시
대미상 19호 수혈유구가 위치하며, 동쪽으로 약 1.9m 거리에 조선시대 14호 수혈유구와 조선시대
1호 가마가 중복되어 위치한다.
조사 전 및 양상

10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0번 트렌치 상단부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백자편이 관찰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
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남서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
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
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
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잔존 길이 329㎝, 너비 445㎝, 잔존 깊이 18㎝이다. 주거지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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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는 암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
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와 수혈이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주거지의 남동쪽 모서리와 인접하여 설치되
었으며, 바닥면을 오목하게 파고 내부에 봇돌 2개를 배치한 형태의 수혈식 아궁이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86㎝, 너비 64㎝, 깊이 약 16㎝ 정도이다. 아궁이의 바닥면은 소결되었으
며, 탄재가 약 3~4㎝ 두께로 퇴적되어 있었다. 주거지의 남동쪽 모서리 부분을 배연부로 이용하였
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흔적이 미비하여 단정할 순 없다.
수혈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2기, 북벽 아래에서 1기 등 총 3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은 ‘U’자 형태
로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은 오목하다. 수혈의 규모는 직경 32~63㎝ 정도이며, 깊이는
9~15㎝이다. 개별 수혈들의 정확한 용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서쪽 하단부에 위치한 수혈에서 다
수의 토기가 출토된 것을 볼 때 토기 보관을 위한 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동벽 인근 바닥면에서 백자 저부편 1점이, 북벽에 접한 수혈 내부에서 대상 파수부편 1

도면 38. 1지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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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그리고 서쪽 하단부 수혈 내부에서 백자 종지 2점, 백자 저부편 1점, 토기 동체부편 1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주거지 서쪽 하단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와 구연부가

22. 백자 종지 [도면 39-22, 사진 20-22]

일부을 제외하고 완전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
으로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을 이루어 구연부로 이어지고 구연부는 약하
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옅은 회갈색을 띤다. 굽 접지면과 내면을 제
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으며, 빙열이 관찰된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 각각 5곳의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4.4㎝, 저경 5㎝, 구경 12.9㎝, 두께 0.35~1.8㎝

23. 백자 종지 [도면 39-23, 사진 20-23]

주거지 서쪽 하단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
로 내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을 이루어 구연부로 이어지고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옅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비교
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빚음받침과 모래빚음받침흔이 6곳 확인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4.9㎝, 저경 4.4㎝, 복원 구경 11.4㎝, 두께 0.25~1㎝

24. 백자 저부편 [도면 39-24, 사진 20-24]

아궁이 동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
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을 이루어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청색을
띠고 있으며, 굽 내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
빚음받침과 모래빚음받침흔이 6곳 확인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3㎝, 저경 5.5㎝, 두께 0.4~0.8㎝

25. 백자 저부편 [도면 39-25, 사진 20-25]

주거지 서쪽 하단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평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다. 유약은 옅은 청색을 띠고 있으며, 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양호
하게 시유되어 있으며, 내외면에서 빙열이 관찰된다.
잔고 2.8㎝, 저경 4.2㎝, 두께 0.4~1.5㎝

26. 백자 저부편 [도면 39-26, 사진 20-26]

주거지 서쪽 하단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
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어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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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 3곳, 내저면 2곳에서 모
래빚음받침과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4㎝, 복원 저경 6.9㎝, 두께 0.5~0.8㎝

27. 토기 동체부편 [도면 39-27, 사진 20-27]

주거지 서쪽 하단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 갈색을

띠고,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기외면에 선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미약하게 확인되나 정면으로 지워져 명확한 문양의 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잔고 4.1㎝, 두께 0.6㎝

28. 대상파수부편 [도면 39-28, 사진 20-28]

주거지 북벽에 접한 수혈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파수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 모두 회흑색을 띠고 있으며,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성형은 파
수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동체부 외면에서 내면으로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외면에서 점토
접합흔과 손누름흔, 내면에서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파수부에는 손누름흔과 정면흔이 일부 관찰된
다. 잔존된 동체부 내면에는 점토띠를 테쌓기한 흔적이 관찰된다.
잔고 10.8㎝, 파수 길이 6㎝, 파수 두께 0.8㎝, 두께 0.4~0.9㎝

도면 39. 1지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 출토유물(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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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11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40, 사진 21·22]
입지

1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0.6m 거리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및 양상

11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7번 트렌치와 8번 트렌치 사이에 위치하

여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
자 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하단부인 서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
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
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도면 40. 1지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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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④층, 총 4개 층으로 구분된다. 암황색·황갈색·암황색·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④층은 암황색 사질점토층으로 벽가에 비스
듬히 퇴적되어 있으며, 생토부스러기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부토 유입시 벽체 일부
가 무너져 함께 퇴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①층은 전체적으로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이며, 유
수에 의한 자연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잔존 길이 301㎝, 너비 317㎝, 잔존 깊이 56㎝이다.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과 주공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경사면 위쪽인 동벽의 남쪽 모서리에 조
성하였으며, 아궁이와 배연부가 접한 형태이다. 아궁이는 바닥면을 오목하게 판 수혈식 아궁이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51㎝, 너비 26㎝, 깊이 약 3㎝ 정도이다. 아궁이 옆에는 봇돌
로 추정되는, 높이 약 25㎝, 길이 약 20㎝ 정도의 할석 1매가 확인되었다. 배연부는 벽을 약 7㎝ 정
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배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
이며, 규모는 직경 약 16㎝ 정도이다. 아궁이 바닥면과 배연부 벽면은 소결되었으며, 아궁이 내부
에서는 탄재가 확인되었다. 주공은 주거지 중앙 하단부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주공의 벽면은 수직
에 가까우며,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다. 주공의 규모는 직경 35㎝, 깊이는 32㎝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1점이, 남벽 인근 바닥면에서 분청사기 대접 1점, 암
키와편 1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29. 분청사기 대접 [도면 41-29, 사진 22-29]

주거지 남벽에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

체부 일부를 제외하고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립굽
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동체부와 약하게 단을 이루고 있으며, 약간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동
체부는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어 구연부와 이어진 듯 하다. 기신 내면의 중하위에 3조, 중위에 2조
씩 음각한 후 백토분장하였다. 유약은 옅은 회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시유되었으나, 내면과 외면에
유약이 뭉쳐져 있어 불량하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침흔, 내저면에서 태토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굽과 내저면에 받침을 달리하여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5.6㎝, 저경 6.2㎝, 두께 0.45~1.1㎝

30.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41-30, 사진 22-30]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를 제외하고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
저곡면으로 내저면은 편평하나 중앙은 오목하게 처리되어 있다.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구
연부와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회녹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시유되었으나, 동체부 외면의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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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유약이 뭉쳐 있어 불량한 편이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받침
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1㎝, 저경 5.5㎝, 두께 0.4~1.4㎝

31. 암키와편 [도면 41-31, 사진 22-31]

주거지 남벽에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와 측

단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
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경질소성이다. 원통와통을 사용하였다. 외면에는 너비 약 4.5㎝ 내외의 고
판을 이용하여 종주어골문을 타날하였으며, 타날 후 정면을 통해 부분적으로 문양이 지워져 있는
상태이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연철흔 및 빗질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
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측단면의 분할면에 접해 젓가락식의 분할눈테흔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20㎝, 잔존 너비 19㎝, 두께 2.5㎝

도면 41. 1지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 출토유물(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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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12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42, 사진 23]
입지

1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64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약 0.6m 거리에 조선시
대 1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2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9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

인되었으며, 내부에서 토기 구연부편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
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주거지의 전체 형태를 확인하였다. 유구의 평면형
태는 반원형이며, 유구의 서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
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
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총 2개 층으로 구분된다. ①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목탄이 소량

혼재되었으며, 주거지 하단부에 퇴적되었다. ②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생토부스러기가 일부
혼재되어 있다. 내부토는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유수에 의한 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

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판단되지만, 하단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잔존
길이 250㎝, 너비 394㎝, 잔존 깊이 24㎝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
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주공 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장축 방향을 따라 남-북 방향
으로 설치되었으며, 등고선과 평행하다. 남쪽에 위치한 주공은 주공 상면에서 기와편 2점이 ‘ㄱ’자
형태로 직립하여 확인되었다. 기와편은 기둥 설치 후, 기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32~34㎝, 깊이 11~13㎝ 정도이다.
유물은 남쪽 주공에서 수습된 기와편 2점 외에 동벽에 접해서 분청사기 대접 1점이, 북쪽 바닥면
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1점, 토기 구연부편 1점, 그리고 남벽 인근 바닥면에서 토기 구연부편 1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32. 분청사기 대접 [도면 43-32, 사진 24-32]

주거지 동벽과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

체부 일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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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 1지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다. 굽은 직립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비스듬히 벌어져 올라가 구
연부와 이어지고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유약은 녹색을 띠
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과 굽 안쪽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7.4㎝, 저경 5.9㎝, 구경 19㎝, 두께 0.3~1㎝

33.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43-33, 사진 24-33]

주거지 북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
로 내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을 이룬 듯 하다. 유약은 녹갈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양호하
게 시유된 듯 하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침, 내저면에서 3곳의 태토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굽과 내저면에 받침을 달리하여 포개구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1㎝, 저경 5.7㎝, 두께 0.6~0.9㎝

34. 토기 구연부편 [도면 43-34, 사진 24-34]

주거지 북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암갈색, 속심은 회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
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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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 1지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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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였으며, 경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짧고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연부는 외반된 경부에서 수평상
으로 급하게 외반되었다. 구순은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성형은 점토띠를 테쌓기하였으며,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과정에서 생긴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에는 경부 이하에 횡방향으로 타날된
선문이 일부에서 확인된다. 유약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내외면에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잔고 6.3㎝, 복원 구경 24㎝, 두께 0.4~0.7㎝

35. 토기 구연부편 [도면 43-35, 사진 24-35]

주거지 남벽과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은 회

청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경부의 성형없이 점토띠를 내면에서 외면으로 말아 제작하였으
며, 구연부 내에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성형은 동체부와 구연
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 내외면 일부에서 접합흔이 관찰된다.
잔고 4.1㎝, 복원 구경 42㎝, 두께 0.6~1.2㎝

36. 암키와편 [도면 43-36, 사진 24-36]

주거지 남쪽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측단부가 남아 있다.

외면은 회흑색, 내면과 속심은 암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연질
소성이다. 외면에는 너비 약 6.5㎝ 내외의 고판을 이용한 타날흔이 관찰되나 정확한 문양은 확인할
수 없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마포흔 및 제작과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
는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 길이 11.3㎝, 잔존 너비 13㎝, 두께 2.1㎝

37. 암키와편 [도면 43-37, 사진 24-37]

주거지 남쪽 주공에서 출토되었다. 단부와 측단부가 모두 결실

된 상태로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
로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은 무문양으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어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함께 소지를 접합하였던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8.8㎝, 잔존 너비 11.8㎝, 두께 2㎝

(2) 竪穴遺溝
① 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44, 사진 25]
입지

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5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시대미상 9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었으며, 수혈유구 주변
으로는 동쪽으로 약 1.5m 거리에 조선시대 9호 굴립주건물지가, 남쪽으로 약 1.4m 거리에 조선시
대 2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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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수혈유구

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
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
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
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
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
구 중앙을 중심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
를 제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대미상 9
호 수혈유구와의 중복 관계를 확인하였
으며, 1호 수혈유구가 선행함을 확인하였
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
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
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부에는 황색·암황

도면 44. 1지점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38)

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63㎝, 잔존 너비 67㎝, 잔존 깊이 19㎝이다. 벽면은 비
스듬하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유물은 내부 내부토에서 분청사기 완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38. 분청사기 완 [도면 44-38, 사진 25-38]

유구 상부퇴적층인 황색 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

와 동체부 및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구연부와 이어진다. 구연
부는 직립되었으며,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굽과 굽 주변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덤
벙분청되었으며, 유약은 옅은 회색을 띤 듯 하나,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정확한 유색
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기고 4㎝, 저경 4.5㎝, 복원 구경 11.2㎝, 두께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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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5. 1지점 조선시대 2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39)

② 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45, 사진 26]
입지

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4.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1.5m 거리에 조선시
대 3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

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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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부에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
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06㎝, 너비 207㎝, 잔존 깊이 24㎝
이다. 유구의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
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면에는 유구 전반에 걸쳐 탄재가 얇게 퍼
져있었다.
유물은 동벽 인근에서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39. 암키와편 [도면 45-39, 사진 26-39]

2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암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중
복없이 선문이 교차타날되어 있는데, 일부는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거의 지워진 상태이다.
잔존 길이 5㎝, 잔존 너비 8.6㎝, 두께 1.8㎝

③ 3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46, 사진 27]
입지

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4.2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5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

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에
서 주공 2기가 함께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
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
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

부에는 암갈색·적갈색·암갈색·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
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61㎝, 너비 178㎝, 잔존 깊이 24㎝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
였다. 바닥면에는 유구 전반에 걸쳐 탄재가 얇게 퍼져있었다. 내부시설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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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부에서 주공 2기가 확인되었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으로 원형 주공은 직경 24
㎝, 잔존 깊이 12㎝이며, 타원형 주공은 길이 39㎝, 너비 47㎝, 잔존 깊이 23㎝이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④ 4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47, 사진 28]
입지

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3.6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5.4m 거리에 조선시
대 2호 수혈유구, 동남쪽으로 약 4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4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

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도면 46. 1지점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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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유구 내부

에는 흑갈색·적갈색·암적갈색·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
었으며, 최하층인 흑갈색 사질점토층에는 목탄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며, 규모는 길이 174㎝, 너비 191㎝, 잔존 깊이 28㎝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
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동벽 인근에서 뚜껑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40. 뚜껑편 [도면 47-40, 사진 28-40]

유구 남동쪽 벽면에 접하여 수습되었으며, 암적갈색 사질점토

층에서 출토되었다. 꼭지와 신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명갈색, 속심은 암회색과 명갈색을 띠
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연질소성이다. 꼭지는 단추형으로 중앙부
가 약간 오목한 형태이다. 성형는 꼭지와 신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외면에
서 접합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며, 정면은 물손질정면한 듯 하다.
잔고 2.9㎝, 손잡이 경 5.2㎝, 두께 0.7㎝

도면 47. 1지점 조선시대 4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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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1지점 조선시대 5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41)

⑤ 5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48, 사진 29]
입지

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4.5m 거리에 조
선시대 2호 주공열, 남동쪽으로 약 3.9m 거리에 시대미상 11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5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

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
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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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
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

는 암황색·적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
이 47㎝, 너비 68㎝, 잔존 깊이 12㎝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
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중앙부 바닥면에서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41. 암키와편 [도면 48-41, 사진 29-41]

5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회색

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어골문
이 타날되었으나, 정면 및 박리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면 역시 전체적으로 박리가 진행되어
있으며, 일부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과 함께 연철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 길이 12.8㎝, 잔존 너비 12.6㎝, 두께 2.5㎝

⑥ 6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49, 사진 30]
입지

6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1.8m 거리에 조선
시대 7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6호 수혈유구는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갈

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서쪽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
을 제토하였다.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유구

내부에서는 황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잔존 길이 209㎝, 너비 208㎝, 잔존 깊이 10㎝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
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유구의 하단부인 서
벽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으며,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서쪽 바닥면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1점, 반 1점, 구연부편 1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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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1지점 조선시대 6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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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42.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49-42, 사진 30-42]

유구의 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
으로 내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비스듬하게 구연부와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서 각각 5곳의 모래빚음받침
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5.6㎝, 저경 6.9㎝, 두께 0.4~1㎝

43. 분청사기 반 [도면 49-43, 사진 30-43]

유구의 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및 구

연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저부는 중앙부가 약
간 볼록한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비스듬히 사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급하게
외반되었으며, 상면은 약하게 곡면처리되어 있다. 성형은 저부, 동체부, 구연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하였는데,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면 내외면에는 손누름흔과 접합흔이 관찰되며, 동체부는 점토띠
를 테쌓기하여 내면에는 점토접합흔이 관찰된다. 구연부는 동체부와의 내면 경계지점에서 구연부
를 접합하였던 접합흔이 관찰된다. 유약은 녹색 및 갈색을 띠고 있으며, 바닥면을 제외하고 전체적
으로 시유가 양호하다. 저부 외면을 제외한 동체부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 관찰된다. 저부 바닥
면 2곳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11.3㎝, 저경 21.4㎝, 복원 구경 36.4㎝, 두께 0.7~0.9㎝

44. 분청사기 구연부편 [도면 49-44, 사진 30-44]

유구의 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

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
부는 저부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구연부로 이어지고 있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수평처리하였으며,
구순부는 각지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에서 凹凸과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초벌구이 상태로 출토되었다.
잔고 9.9㎝, 복원 구경 24㎝, 두께 0.5~1㎝

⑦ 7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50, 사진 31]
입지

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1.8m 거리에 조선
시대 6호 수혈유구, 남서쪽으로 약 1.6m 거리에 조선시대 8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7호 수혈유구는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

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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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1지점 조선시대 7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로 진행하였다. 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서쪽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
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을 제토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

는 목탄 및 할석립이 소량 혼재된 암황색 사질점토가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47㎝, 너비 178㎝, 잔존 깊이 8㎝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
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유물은 남벽 인근 바닥면에서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45. 암키와편 [도면 51-45, 사진 31-45]

유구의 남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
을 띠고 있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비
교적 정선되었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에 능형의 집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사방향의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8.7㎝, 잔존 너비 8㎝, 두께 1.8㎝

도면 51. 1지점 조선시대 7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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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8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52, 사진 32]
입지

8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1.6m 거리에 조
선시대 7호 수혈유구, 남쪽으로 약 2.2m 거리에 조선시대 9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8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한 형태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
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
을 기준으로 남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부

에는 목탄을 소량 포함한 암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가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
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나 부정형한 형태를 보이며, 규
모는 길이 74㎝, 너비 102㎝, 잔존 깊이 17㎝이다. 동벽과 북벽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
으며, 서벽과 남벽은 비스듬히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
며, 약간 깊은 편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서벽 인근에서 토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46. 토기 구연부편 [도면 52-46, 사진 32-46]

유구의 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암갈색 사질점토층 상면

에서 수습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갈색, 속심은 회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점질토를 사용하였으며, 정선되었다. 경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
부에서 경부의 성형없이 수평상으로 급하게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물손질로 인해 약하게 홈이 돌려
져 있다. 구순부는 양단을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기외면에는 횡선문이 일부 확인되나, 정면으로 인
해 대부분 지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약은 녹갈색을 띠며, 내외면에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잔고 4.9㎝, 복원 구경 35.1㎝, 두께 0.4~1㎝

⑨ 9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53, 사진 33·34]
입지

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2.2m 거리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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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2. 1지점 조선시대 8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46)

시대 8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9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5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유구

일부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
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
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
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
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
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

부토는 ⑥~①층, 총 6개 층으로 구분된다. ⑥~⑤층은 황색과 암갈색 사질점토로 유구 내부의 소
형 수혈에 퇴적되었으며, ④~①층은 암갈색과 암황색 사질점토로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
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58㎝, 너비 137㎝, 잔존 깊이 34
㎝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에서는 원형의 소형 수혈이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직경 64㎝, 깊
이 14㎝이다.
유물은 조질청자 저부편 1점, 토기 동체부편 1점, 대상파수부편 1점, 암키와편 1점 등 총 4점이 출
토되었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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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 1지점 조선시대 9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나. 遺物
47. 조질 청자 저부편 [도면 54-47, 사진 34-47]

내부수혈 상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비스듬하게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전체적으
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 2곳, 내저면 1곳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
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9㎝, 저경 4.7㎝, 두께 0.8~1.5㎝

48. 토기 동체부편 [도면 54-48, 사진 34-48]

유구의 남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선문으
로 추정되는 문양이 확인되나 정면으로 인해 정확한 문양은 파악할 수 없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성형은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잔고 9.5㎝, 두께 0.6~0.8㎝

49. 대상파수부편 [도면 54-49, 사진 34-49]

유구의 남동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외면과 속심은 회

백색, 내면은 흑회색을 띠고 있다. 성형은 파수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동체부 외면에서
내면으로 접합하여 외면에는 점토접합흔과 손누름흔,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에
는 횡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정면으로 지워져 있으며, 파수부에는 손누름흔과 정면흔이 관찰된다.
잔고 6.7㎝, 파수 길이 6.7㎝, 파수 두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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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암키와편 [도면 54-50, 사진 34-50]

유구의 남서쪽 벽면과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

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박리되었으나 흑회색,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은 무문양으로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정면흔은
관찰되지 않으며, 반원이 남아 있는 원형으로 추정되는 투공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전체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졌으나, 미약하게 가는 올의 마포흔과 젓가락식의 분할눈테흔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8.2㎝, 잔존 너비 11.3㎝, 두께 2.3㎝

도면 54. 1지점 조선시대 9호 수혈유구 출토유물(47~50)

Ⅳ. 조사내용

79

⑩ 10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55, 사진 35]
입지

10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3.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3.6m 거리에 시대미상
14호 수혈유구, 동쪽으로 약 3.5m 거리에 조선시대 5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0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4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

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
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 하단부인 서쪽과 남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

도면 55. 1지점 조선시대 10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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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
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
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
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유구 내

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잔존 평면형태는 방형이지만, 지형삭평
에 의해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순 없었다. 규모는 잔존 길이 136㎝, 잔존 너비 123㎝, 잔
존 깊이 7㎝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잔존 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하진 않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
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북서쪽 바닥면에서 토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51. 토기 구연부편 [도면 55-51, 사진 35-51]

유구 북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명갈색, 속심은 회흑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
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동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약
하게 내만하였으며,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경부의 성형없이 외반되었고, 상면에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문양이나 정면흔은 관찰
되지 않는다. 내면 역시 박리가 이루어져 있으나, 凹凸이 확인되어 물손질정면이 이루어진 듯 하다.
잔고 9.6㎝, 복원 구경 13㎝, 두께 0.4~0.5㎝

⑪ 1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56, 사진 36]
입지

1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23.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

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3.5m 거리에 조선시대 7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약 1.1m
거리에 조선시대 8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1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
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
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
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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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6. 1지점 조선시대 11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52)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부

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암황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
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44㎝, 너비 123㎝, 잔존 깊이 32㎝이
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중앙부 바닥면에서 토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52. 토기 동체부편 [도면 56-52, 사진 36-52]

유구의 동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은 회흑색과

적갈색, 속심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경질소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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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부 외면에는 횡선문을 타날하였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흔과 함께 횡침선이 돌려져 있다.
잔고 9.5㎝, 두께 0.7㎝

⑫ 1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57, 사진 37·38]
입지

1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0.6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6.8m 거리
에 조선시대 9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2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2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

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25~3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 방향의 ‘ㅡ’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하강조사를 진
행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
습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

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진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72㎝, 너비 458㎝, 잔존 깊이
22㎝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하
였으나 일부 요철면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길이 147㎝, 너
비 187㎝, 깊이 약 8㎝ 정도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성격을 살펴보면, 규모는 너비 4m 이상
으로 대형으로 내부에서 노지 혹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작업시설로 판단되는 수혈이 설
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거주의 목적보다는 공방과 같은 특수한 목적의 시설로 판단된다.
유물은 북벽 인근에서 백자 저부편 1점, 내부 수혈에서 백자 및 분청사기 저부편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53. 백자 저부편 [도면 57-53, 사진 38-53]

유구 북벽과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
로 내저면은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하게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회청색을 띠며, 굽
을 제외하고 기내외면에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서 각각 6곳의 모래빚음받
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굽과 내저면에 모래빚음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1㎝, 저경 7.6㎝, 두께 0.6~1.8㎝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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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7. 1지점 조선시대 12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53~55)

54. 백자 저부편 [도면 57-54, 사진 38-54]

유구의 내부수혈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

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
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연부에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회청색을 띠며,
굽 내면을 제외하고 기내외면에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빙열이 관찰된다. 굽
접지면에 6곳, 내저면에 5곳의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굽과 내저면에 모래빚음받침으
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4㎝, 저경 6.6㎝, 두께 0.5~1㎝

55.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57-55, 사진 38-55]

유구의 내부수혈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

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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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연부에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회녹색을 띠며, 전체적
으로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다. 굽 접지면과 굽 내저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받
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5㎝, 복원 저경 5.4㎝, 두께 0.5~0.7㎝

⑬ 13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58, 사진 39]
입지

1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2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2.4m 거리에
시대미상 17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전 및 방법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1번 트렌치 상단부에서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는 지표

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의 동쪽은 조사 경계와 맞닿아
있어 전체 형태를 확인하진 못하였으며, 내부에서는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
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의 돌출된 부
분을 기준으로 북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
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
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조성된 대지조성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황갈

색 사질점토와 소토 및 목탄이 다량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구는 조사 경계와 맞

도면 58. 1지점 조선시대 13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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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아 있어 전체 형태를 파악하진 못하였다. 규모는 잔존 길이 95㎝, 너비 195㎝, 잔존 깊이 7㎝이
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한 것으로 판단되나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단정할 순 없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에
서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서벽 인근에서 백자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56. 백자 저부편 [도면 58-56, 사진 39-56]

유구 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면은 오목하다. 유약은 옅은
회청색을 띠며, 굽 접지면과 굽 내면을 제외하고 기내외면에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다. 내저
면 4곳에서 태토빚음받침흔 관찰되어 번조시 태토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1㎝, 저경 6.3㎝, 두께 0.7~1.4㎝

⑭ 14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59, 사진 40]
입지

1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는 조선시대 1호 가마와 중복되어 있으며,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1.9m 거리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4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당시에 유구 주변에 형성된 노송군에 의해 유구

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
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
로 진행하였다. 조선시대 1호 가마와의 중복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마의 중앙을 중심으로 수혈유
구까지 ‘ㅡ’자로 구획하여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과 중복관계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14호 수혈유구가 선행함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
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
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목탄을 소량 포함한 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
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62㎝, 너비 216㎝, 잔존 깊이 19㎝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
지만, 유구 중앙부는 약간 오묵한 편이다. 유구의 동남벽 일부는 조선시대 가마 1호에 의해 파괴된
상태이며, 유구 하단부인 서벽은 지형삭평에 의해 가장 낮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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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9. 1지점 조선시대 14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57·58)

유물은 분청사기 저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57.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59-57, 사진 40-57]

유구 남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

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
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연부에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굽을 제외하고
기내외면 전체에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으나, 일부는 뭉쳐져 있다. 굽 접지면 4곳과 내저면
3곳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굽과 내저면에 공통적으로 모래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
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1㎝, 저경 7.1㎝, 두께 0.3~1.6㎝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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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59-58, 사진 40-58]

유구 남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초벌구이로 저부

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
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연부에 이어진 듯 하다.
굽 주변에서 모래흔, 내저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 저경 6.1㎝, 두께 0.5~0.9㎝

⑮ 15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60, 사진 41]
입지

1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0.0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5.3m 거리에 시대미상
23호 수혈유구가, 북동쪽으로 약 5.3m 거리에 시대미상 24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5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번 트렌치에서 유구 일부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25~30㎝ 정도의 표토
를 제거하자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유구의 서쪽과 남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
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
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
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
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흑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지만, 유구의 서쪽
과 남쪽 부분이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유구의 규모는 잔존 길이 251㎝, 잔존 너비 324
㎝, 잔존 깊이 7㎝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
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1기가 확인되었으며, 직
경 9㎝, 깊이 약 5㎝ 정도이다.
유물은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59. 암키와편 [도면 60-59, 사진 59]

유구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가 남아 있다. 내외

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연질소
성이다. 외면은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문양이나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 역시 박리가 이
루어져 마포흔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 길이 10.6㎝, 잔존 너비 12.3㎝, 두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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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0. 1지점 조선시대 15호 수혈유구 평면도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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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掘立柱建物址
① 1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61, 사진 42]
입지

1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2.0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0.6m 거리에 시대미상
9호 수혈유구와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가 중복되어 있으며, 남동쪽으로 약 0.95m 거리에 조선시
대 2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주공들의 평
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나, 타원형도 일부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
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
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

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2×3으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2칸의 구조이며, 주기둥 사이에 보
조기둥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08㎝, 너비 313㎝ 정도이다. 정
면 주공의 간격은 308㎝ 정도이며, 측면 주공간의 간격은 남쪽 주공열 160~190㎝, 북쪽 주공열
149~154㎝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에 가까우며, 타원형도 일부 확인되었다. 주공의 단면은 ‘

’자

형이며,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원형 주공의 규모는 28~37㎝이며, 잔존 깊이 6~22
㎝ 정도이다. 타원형 주공의 규모는 길이 63~84㎝, 너비 45~59㎝, 잔존 깊이 20㎝ 정도로 원형
주공에 비해 큰 편이다. 내부에는 암황갈색 사질점토와 암황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
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② 2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62·63, 사진 43]
입지

2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2.4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약 3.0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가, 서쪽으로 2.87m 거리에 2호·3호 굴립주건물지를 감싸는 목책열이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2번 트렌치에서 주공 일부가 확

인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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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1. 1지점 조선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1/40)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
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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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 1지점 조선시대 2·3호 건물지 및 외부주공열 평면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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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2×3으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2칸의 구조이며, 주기둥 사이와
건물지 내부에 보조기둥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439㎝, 너비
230㎝ 정도이다.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215㎝ 정도
이며, 측면 주공간의 간격은 남쪽 주공열 207~227㎝, 북쪽 주공열 136~272㎝ 정도로 차이가 큰
편이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며, 단면은 ‘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

다. 주기둥으로 사용된 주공의 규모는 직경 19~24㎝, 잔존 깊이 10~27㎝ 정도이며. 보조기둥의
규모는 직경 36~41㎝, 잔존 깊이 15~18㎝ 정도로 주기둥에 비해 큰 편이다. 주공 내부에서는 암
황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2호와 3호 건물지 서쪽으로는 건물지를 감싸듯 ‘

’ 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목책열이 확인되었다.

목책열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633㎝, 너비 1,853㎝ 정도이다. 북쪽과 서쪽 주공
열은 1열로 배치되었지만, 남쪽 주공열은 2열로 배치되어 차이를 보인다. 모두 25개의 주공이 확인
되었으며, 주공간의 간격은 34~306㎝ 정도로 일정하지 않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8~21㎝, 잔존 깊이 8~28㎝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암황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확인되었으며, 2호와 3호 건물지의 주공 내부토와 동일하다. 목주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③ 3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62·64, 사진 43·45]
입지

3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2.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3.0m 거리에 조선시대
2호 굴립주건물지가, 서쪽으로 3.37m 거리에 2호·3호 굴립주건물지를 감싸는 목책열이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2번 트렌치에서 주공 일부가 확

인되었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
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
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

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2×3으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1칸, 측면2칸의 구조이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400㎝, 너비 247㎝ 정도이다.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
한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247㎝ 정도이며, 측면 주공간의 간격은 남쪽 주공열 180~209㎝, 북
쪽 주공열 184~212㎝ 정도로 차이가 큰 편이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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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 1지점 조선시대 2호 굴립주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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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6번

주공만이 2단으로 굴광하여 벽 한쪽으로 기둥을 세운 후 채움토를 넣은 형태이다. 원형 주공의 규
모는 직경 15~18㎝, 잔존 깊이 7㎝ 정도이여, 타원형 주공의 규모는 길이 25~39㎝, 너비 19~26
㎝, 잔존 깊이 7~20㎝ 정도로 원형 주공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주공 내부에서는 암황색 사질
점토와 암황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등이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64. 1지점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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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5. 1지점 조선시대 4호 굴립주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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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65, 사진 46]
입지

4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0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1.6m 거리에 조선시
대 5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2.94m 거리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4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세장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주
공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원형이나, 타원형도 일부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
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
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

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4×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3칸, 측면 1칸의 구조이며, 건물지 내부에 보조
기둥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98㎝, 너비 874㎝ 정도이다.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250~340㎝ 정도이며, 측면
주공간의 간격은 298~330㎝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주기

둥으로 사용된 원형 주공의 규모는 직경 22~36㎝, 잔존 깊이 16~32㎝ 정도이다. 보조기둥으로
사용된 주공의 규모는 길이 78㎝, 너비 64㎝, 잔존 깊이 35㎝이며, 2단으로 굴광하여 벽 한쪽으로
기둥을 세운 형태이다. 경사면 상단부에 위치한 주공의 잔존 상태가 좀 더 양호한 편이다. 주공 내
부에서는 암황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⑤ 5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66, 사진 47-1]
입지

5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1.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1.2m 거리에 시대
미상 19호 수혈유구가, 남동쪽으로 1.7m 거리에 시대미상 20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5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
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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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1지점 조선시대 5호 굴립주건물지 평면도 및 단면도(1/40)

도면 67. 1지점 조선시대 1호 주공열 평면도 및 단면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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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1칸, 측면1칸의 4주식구조이다. 건물의 평면형
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48㎝, 너비 142㎝ 정도이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140~142㎝ 정도
이며, 측면 주공간의 간격은 148~150㎝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규모는

직경 13~17㎝, 잔존 깊이 8~12㎝ 정도이다. 경사면 상단부에 위치한 주공의 잔존 상태가 좀 더 양
호한 편이다. 주공 내부에서는 흑색 사질점토만이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4) 柱孔列
① 1號 柱孔列
가. 遺溝 [도면 67, 사진 47-2~4]
입지

1호 주공열은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98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공열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4.8m 거리에 조선시대 5호
수혈유구가, 남서쪽으로 약 4.3m 거리에 시대미상 11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방법

1호 주공열은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7번 트렌치에서 주공 일부가 확인되

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주공들이 일렬로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
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
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주

공열의 형태는 3개의 주공이 일렬로 배치된 형태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606㎝이며, 주공간의 간격은 290~310㎝ 정도이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규모

는 직경 37~47㎝ 정도이며, 잔존 깊이 10㎝ 내외로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주공 내부
에서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암적갈색 사질점토가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경사면 하단부에 위치한 3번 주공 내부에서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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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60. 암키와편 [도면 68-60, 사진 47-60]

주공 3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와 측단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암회색, 속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 사립과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
칠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은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문양이나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 역
시 박리가 이루어져 마포흔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 길이 6.3㎝, 잔존 너비 11.7㎝, 두께 2㎝

도면 68. 1지점 조선시대 1호 주공열 출토유물(60)

② 2號 柱孔列
가. 遺溝 [도면 69, 사진 48]
입지

2호 주공열은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공열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0.5m 거리에 조선시대 9호
수혈유구가, 남서쪽으로 약 4.7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주공열이 위치한다.
조사 전 및 방법

2호 주공열은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5번 트렌치에서 주공 일부가 확인되었

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주공들이 일렬로 확
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
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
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
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주공열의 형태는 3개의 주공이 일렬로 배치된 형태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규모
는 길이 547㎝이며, 주공간의 간격은 220~32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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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규모

는 직경 29~45㎝, 잔존 깊이 12~49㎝ 정도이며, 경사면 하단부에 위치한 3번 주공이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 주공 내부에서는 암적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공열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69. 1지점 조선시대 2호 주공열 평면도 및 단면도(1/60)

③ 3號 柱孔列
가. 遺溝 [도면 70, 사진 49]
입지

3호 주공열은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9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동쪽 경계와 접해있으며,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5.2m 거리에 조선시대 2호 주공열이, 서쪽으로 3.64m 거리에 조선시대 10호 수혈유
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호 주공열은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4번 트렌치에서 주공 일부가 확

인되었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형태로 주
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
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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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0. 1지점 조선시대 3호 주공열 평면도 및 단면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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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4

호 주공열은 주공의 규모가 타 굴립주건물지의 주공보다 작은 편이며, 기둥의 배치양상을 고려했을
때 건물지 보다는 목책시설로 판단되었다. 유구의 전체적인 형태는 5×5로 기둥을 배치한 장방형
의 형태이며, 내부에서도 주공 일부가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670㎝, 너비 585㎝ 정도이며, 장축
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103~210㎝ 정도이며, 측면 주공간의 간격
은 116~290㎝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목책시

설로 사용된 주공의 규모는 직경 17~29㎝, 잔존 깊이 16~44㎝ 정도이며,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주
공의 규모가 좀 더 큰 편이다. 목책시설 내부에서는 5기의 주공이 확인되었으며, 정형성 없이 산발적
으로 분포하는 양상이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8~37㎝, 잔존 깊이 10~26㎝
정도이다. 주공 내부에는 적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암적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공열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④ 4號 柱孔列
가. 遺溝 [도면 71, 사진 50]
입지

4호 주공열은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공열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1.7m 거리에 시대미상 17호
수혈유구가, 약 3.75m 거리에 조선시대 13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전 및 방법

4호 주공열은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주공들이 일렬로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
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
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조성된 대지조성부를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주공열의

형태는 5개의 주공이 일렬로 배치된 형태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규모는 길이
1,032㎝ 정도이며, 주공간의 간격은 240~295㎝ 정도이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규모

는 직경 24~25㎝, 잔존 깊이 11~23㎝ 정도이다. 주공 내부에서는 목탄 및 소토가 다량 포함된 암
갈색 사질점토와 암황갈색 사질점토, 흑갈색 사질점토 등이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공열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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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1. 1지점 조선시대 4호 주공열 평면도 및 단면도(1/80)

(5) 가마
① 1號 가마
가. 遺溝 [도면 72, 사진 51]
입지

1호 가마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6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가마는 시대미상 14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으며, 주변으
로는 북서쪽으로 약 3.1m 거리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약 4.1m 거리에 조선시대 12
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가마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

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14
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확인되었으며, 가마 시설로 판단되는 원형 수혈 3기가 함께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와의
중복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마의 중앙을 중심으로 수혈유구까지 ‘ㅡ’자로 구획하여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과 중복관계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14호 수혈유구가 선행함을 확인
하였으며, 이후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평면조사시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소토와 목탄 등이 다량 혼재되어 있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
방형이며, 유구의 상부구조와 하단부는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규모는 잔존 길이 131
㎝, 너비 96㎝, 잔존 깊이 19.5㎝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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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2. 1지점 조선시대 1호 가마 평면 및 입단면도(1/40), 및 출토유물(61)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는 현재 연소부만이 잔존한 상태이며, 경사면 상부에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성부 등
의 시설은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벽면과 바닥은 강하게 소결되었으며, 평면에서 확인
되는 소결면의 두께는 약 3~5㎝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할석 2매가 확인되었지만, 할석 외면에서
피열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외부토 유입시 함께 퇴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 외곽
으로는 소형 수혈 3기가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직경 22~24㎝, 잔존 깊이 10㎝ 내외이다. 수혈의
용도는 소성부가 시작되는 부분에 할석 등을 배치함으로서 둑을 조성해 인위적으로 불길을 조정한
시설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동벽 아래에서 조질청자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61. 조질 청자 저부편 [도면 72-61, 사진 51-61]

가마의 연소부 동쪽 벽면에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

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직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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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편평하며, 완만한 사선으로 구연부에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녹
색을 띠며, 굽 접지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서 각
각 6곳의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1㎝, 저경 6㎝, 두께 0.6~0.7㎝

② 2號 가마
가. 遺溝 [도면 73, 사진 52]
입지

2호 가마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9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가마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3.0m 거리에 조선시대 11호 주
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호 가마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6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

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세장한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굴광선 내에서 소결흔 및 목탄, 할석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가마의 중앙을 중심으로 남
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 및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구조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서

는 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가 확인되었으며, 목탄 및 소토가 다량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세장한 타원형이며, 상부구조는 모두 유실되어 바닥만 남아 있는 상태로
구조 및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아궁이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57㎝, 너비 75㎝, 깊이 26㎝ 정도이다. 소성실
과의 경계벽면인 동벽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서벽은 비교적 비스듬히 굴착하여 이용하였
다. 내부에는 바닥에 탄재층이 쌓이고, 상면에 소결토 덩어리와 사질점토가 혼재되어 퇴적되었다.
아궁이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궁이 양쪽 벽에 판석을 세운 후 그 위에 이맛돌을 얹은 수적(竪積)식
아궁이로 판단된다.
소성실의 상부구조는 모두 유실되었으며, 바닥 흔적만이 잔존한 상태로 규모는 잔존 길이 305
㎝, 너비 164㎝, 잔존 깊이 5㎝ 이하이다. 바닥에서는 탄재 등의 흔적이 확인될 뿐 소결 흔적은 확
인되지 않았다.
가마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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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3. 1지점 조선시대 2호 가마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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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土壙墓
가. 遺溝 [도면 74, 사진 53]
입지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서

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
로 뻗어있는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해발
고도 20.96m 높이의 해당된다. 묘 주변
으로는 남쪽으로 4.2m 거리에서 시대
미상 22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방법

조사 전 지표상에

봉분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8번 트렌치에서 유구
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
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확인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상부가
좁고 하부가 넓은 형태이다. 조사는 묘
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의 유무 등을 파
악하기 위해 토광묘 중앙을 기준으로 서

도면 74. 1지점 조선시대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쪽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내부에는 목관을 안치하였던 흔적과 중앙
으로 함몰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내부토를 모두 제거
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묘는 단독장의 일단광식 토광묘이며, 내부에는 목관을 안치하였다. 묘광은 기반층인 적

갈색 풍화암반층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160㎝,
너비 78㎝이며, 잔존 깊이 32㎝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내부에는 목관을 안치하였는데, 관못이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구방식으로 제작된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은 묘광의 주축에 맞추어 중앙에 안치하였으며, 묘광과 관 사이에는 황
색과 암황색 사질점토를 충전하였다.
토광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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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時代未詳
(1) 竪穴遺溝
① 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75, 사진 54]
입지

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4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9.4m 거리에 시대미상
2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약 8.8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6번 트렌치 상단부에서 원형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는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
하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
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황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순차적으로 유입되어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
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지만 일부 부정형한 형태를 보이며, 규모는 길이 100

1호

2호

도면 75. 1지점 시대미상 1호 및 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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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비 94㎝, 잔존 깊이 5㎝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② 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75, 사진 55]
입지

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9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3.8m 거리에 조선시대 1
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
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북
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황갈색·암황갈색·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수평
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61㎝, 잔존 깊이 11㎝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
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③ 3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76, 사진 56]
입지

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5m 높이의 사면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1.6m 거리에 조선시대 1
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약 0.8m 거리에 시대미상 4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한 유구 형태가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
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의 장축 중앙부를
중심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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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서는 암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65㎝, 너비 107㎝, 잔존 깊이 11㎝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
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일부 요철면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④ 4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76, 사진 57]
입지

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3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0.8m 거리에 시대미상
수혈유구 3호가, 서쪽으로 약 0.5m 거리에 시대미상 6호 수혈유구, 그리고 남쪽으로 약 1.0m 거

3호

4호

도면 76. 1지점 시대미상 3호 및 4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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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시대미상 5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4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
심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서는 암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50
㎝, 너비 93㎝, 잔존 깊이 10㎝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
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⑤ 5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77, 사진 58]
입지

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

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2.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
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0m 거리에 시대
미상 5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5호 수혈유구는 시굴조

사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
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
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
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
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
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도면 77. 1지점 시대미상 5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73㎝, 너비 64㎝, 잔존 깊이 31㎝ 정도이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
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로는 주공 2기가 확인되었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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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18~20㎝, 깊이 약 10㎝ 정도이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⑥ 6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78, 사진 59]
입지

6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

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2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
으로는 서쪽으로 약 0.25m 거리에 시대미상 7호 수
혈유구가, 동쪽으로 약 0.5m 거리에 시대미상 4호 수
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6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

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
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
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
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
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
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
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도면 78. 1지점 시대미상 6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부

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소토 덩어리, 암갈색 사질점토, 진암갈색 사질점토 등이 순차적으로 퇴적
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58㎝, 너비 59㎝, 잔존 깊이 15㎝ 정도이다. 유
구의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
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⑦ 7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79, 사진 60]
입지

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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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
구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0.25m 거리에 시
대미상 6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약 1.4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및 방법

7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
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
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
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
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
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도면 79. 1지점 시대미상 7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
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
모는 직경 61㎝, 잔존 깊이 12㎝ 정도이다. 유구의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
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⑧ 8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0, 사진 61]
입지

8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3.6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8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
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장축 중앙을
중심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

부에서는 총 4개 층이 확인된다. 유구 양쪽 장벽 아래로 ④~③층인 암황적갈색 사질점토와 암황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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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유구 중앙
부에 ②~①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
갈색 사질점토가 'U'자형으로 퇴적되었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
모는 길이 145㎝, 너비 62㎝, 잔존 깊이
27㎝ 정도이다. 유구의 북벽과 남벽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동
벽과 서벽은 비스듬히 굴착하여 차이를
보인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
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
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80. 1지점 시대미상 8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⑨ 9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1, 사진 62]
입지

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으며, 수혈유구 주변으
로는 동쪽으로 약 1.5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가, 남쪽으로 약 1.4m 거리에 조선시대
2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9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
는 타원형에 가까우나 부정형한 형태이며,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조사는
먼저 탐색 트렌치를 통해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와의 선후 관계를 확인 후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
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
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조영

과정에서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 일부를 파괴하였다. 유구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
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197㎝, 너비
101㎝, 잔존 깊이 14㎝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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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81. 1지점 시대미상 9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⑩ 10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2, 사진 63]
입지

10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7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0.25m 거리에 조선시
대 2호 주거지가, 동쪽으로 약 0.6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주공열이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0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
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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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

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서는 총 4개 층이 확
인되었으며, 황갈색·암황갈색·암갈
색·진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
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
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
이 101㎝, 너비 72㎝, 잔존 깊이 22㎝이
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지만 바
닥에 가까울수록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
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

도면 82. 1지점 시대미상 10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⑪ 1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3, 사진 64]
입지

1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4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3.8m 거리에
조선시대 5호 수혈유구가, 북동쪽으로 약 4.4m 거리에 조선시대 2호 주공열이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1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한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
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흑갈색·암적갈색·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
의 평면형태는 ‘呂’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189㎝, 너비 74~149㎝, 잔존 깊이 25㎝ 정도이
다. 벽면은 유구의 상단부와 하단부인 동벽과 서벽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상대적
으로 북벽과 남벽은 비스듬히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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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3. 1지점 시대미상 11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⑫ 1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4, 사진 65]
입지

1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 북

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02m 높이의 사면부
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쪽
으로 약 0.25m 거리에 시대미상 13호 수혈
유구가, 남동쪽으로 약 1.5m 거리에 조선시
대 8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2호 수혈유구는 시

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
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

도면 84. 1지점 시대미상 1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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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
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부

에서는 목탄이 바닥면 전체에 퍼져서 확인되었으며, 목탄층 상부에 진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것
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70㎝, 잔존 깊이 9㎝ 정도이다. 유구의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
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⑬ 13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5, 사진 66]
입지

1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9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0.25m 거리에 시
대미상 12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3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도면 85. 1지점 시대미상 13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Ⅳ. 조사내용

119

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
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서는 암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82
㎝, 너비 136㎝, 잔존 깊이 10㎝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바닥은 남벽에서 유구
중앙으로 다소 비스듬히 떨어지는 양상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⑭ 14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6, 사진 67]
입지

1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
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08m 높이의 사
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2.5m 거리에 조선시대 5호
굴립주건물지가, 남쪽으로 약 3.65m 거리
에 조선시대 10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4호 수혈유구

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
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
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
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
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도면 86. 1지점 시대미상 14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
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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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서는 갈색 사질점토가 혼재된 암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
형이며, 규모는 길이 120㎝, 너비 85㎝, 잔존 깊이 23㎝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
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 내부에서는 길이 5~10㎝, 너비 9~19㎝ 규모의 할석 2매가 동벽 양쪽 모서리 부분에서 확인
되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⑮ 15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7, 사진 68]
입지

1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
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1.3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
는 남쪽으로 약 6.5m 거리에 조
선시대 9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5호 수

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
치한 13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유
구 일부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
방형에 가까운 부정형한 유구 윤
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도면 87. 1지점 시대미상 15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
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서는 암적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우나 부정
형한 형태를 보이며, 규모는 길이 186㎝, 너비 144㎝, 잔존 깊이 12㎝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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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
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⑯ 16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8, 사진 69]
입지

16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

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
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0m 높
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1.15m 거
리에 조선시대 8호 주거지가, 남쪽으
로 약 0.35m 거리에 조선시대 4호 주
공열이 각각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6호 수혈유

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2번
트렌치 상단부에서 장방형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지표에 퇴적
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먼

도면 88. 1지점 시대미상 16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저 대지조성부와의 선후 관계를 파악
하였으며, 조사결과 시대미상 16호 수혈유구가 선행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
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서는 암황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되지만, 지
형삭평에 의한 유실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잔존 길이 97㎝, 잔존 너비 151㎝, 잔존
깊이 9㎝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
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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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17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89, 사진 70]
입지

1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

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32m 높이의 사면
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
쪽으로 약 1.1m 거리에 조선시대 4호 주
공열이, 남동쪽으로 약 2.3m 거리에 시대
미상 13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7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
곽이 확인되었으며, 외부에서 주공 2개가
함께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
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
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
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토층단면에 대

도면 89. 1지점 시대미상 17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
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조성된 대지조성부를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흑

회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가운데 부분이 유구 안쪽
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규모는 길이 126㎝, 너비 72~89㎝, 잔존 깊이 12㎝이다. 벽
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하였
지만, 남쪽에 비해 북쪽이 좀 더 낮은 양상이다. 유구 남서쪽 하단부에서 주공 2기가 나란히 확인
되었다. 주공의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직경
21~23㎝, 깊이 약 5㎝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암황색 사질점토가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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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18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90, 사진 71]
입지

18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

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35m 높이의 사면부
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서
쪽으로 약 4.3m 거리에 조선시대 9호 주
거지가, 남쪽으로 약 5.75m 거리에 조선
시대 6호 굴립주건물지가 각각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8호 수혈유구

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
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도면 90. 1지점 시대미상 18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56㎝, 잔존 깊이 33
㎝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에 가까울수록 살짝 내만하는 양상을 보인
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유구 중앙에서 주공으로 추
정되는 소형 수혈이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너비 18㎝, 길이 24㎝, 깊이 7㎝ 정도이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⑲ 19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91, 사진 72]
입지

1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1.7m 거리에
조선시대 6호 굴립주건물지가, 남쪽으로 약 1.5m 거리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9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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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
으로 북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적갈색 사질점토과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94㎝, 잔존 깊이 10㎝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
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19호

20호

도면 91. 1지점 시대미상 19호 및 20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⑳ 20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91, 사진 73]
입지

20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1.15m 거리에 조
선시대 6호 굴립주건물지가, 동쪽으로 약 3.0m 거리에 시대미상 19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0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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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
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황색 사질점토와 암황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58
㎝, 잔존 깊이 41㎝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에서는 서벽에 인접하여 직경 12.6㎝, 깊이 약 15㎝ 규
모의 소형 수혈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으로 판단되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㉑ 2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92, 사진 74]
입지

2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동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
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24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
는 서쪽으로 약 5.2m 거리에 조선시대 12
호 주거지가, 남서쪽으로 약 6.8m 거리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1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9번 트렌치 상단
부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발굴조
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
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

도면 92. 1지점 시대미상 21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
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흑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순차적으로 유입되어 퇴적되었으며, 수
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73.5㎝, 너비 65.7㎝,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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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깊이 10㎝ 정도이다. 유구의 벽면은 상단부인 동벽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북벽
과 남벽은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㉒ 2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93, 사진 75]
입지

2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

앙부 남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
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0.82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
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4.2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토광묘
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2호 수혈유구

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
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
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도면 93. 1지점 시대미상 2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
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황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
모는 길이 137㎝, 너비 114㎝, 잔존 깊이 45㎝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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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23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94, 사진 76]
입지

2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0.16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3.0m 거리에
시대미상 24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약 5.26m 거리에 조선시대 15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

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
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
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북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서는 황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80㎝,
잔존 깊이 8㎝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
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94. 1지점 시대미상 23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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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24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95, 사진 77]
입지

2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0.56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3.2m 거리에
시대미상 23호 수혈유구가, 남서쪽으로 약 5.3m 거리에 조선시대 15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4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
의 하단부는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
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북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
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적갈색 점질토와 풍화암반토로 구성된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

서는 황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되지만, 하단
부가 유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잔존 길이 168㎝, 너비 175㎝, 잔존 깊이 10㎝ 정
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95. 1지점 시대미상 24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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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 조성부
가. 遺溝 [도면 96, 사진 78]
입지

대지조성부는 조사지역의 중앙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구릉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사

면 상부인 해발고도 23.8m 높이에 조성되었다. 유구 다수의 조선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이 분포
하고 있으며, 조성부 내부에는 조선시대 13호 수혈유구와 시대미상의 17호 수혈유구가 조성되었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1번 트렌치 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당시

뚜렷한 유구의 흔적은 없었으며, 탐색트렌치를 설치한 결과 인위적인 성토양상이 확인되었다. 발굴
조사에서는 시굴조사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상부 퇴적층을 모두 제거하여 대지조성부의 전
체적인 윤곽을 확인하였다. 조사는 조성층 중앙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대지조성 과정을 파악하
였으며, 대지조성면에서 인위적인 축조흔적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유구현황

대지조성부는 기존 기반층에 목탄과 소토가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를 10~30㎝ 두께

로 복토하여 대지를 조성하였다. 대체로 조사지역 밖으로 확장되는 양상으로 정확한 조성부의 범위
는 파악할 수 없었다.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대지조성부의 범위는 남-북 너비 15m, 동-서길이
8.5m 정도이다. 대지조성면 상부에서 조선시대와 시대미상의 수혈유구가 확인될 뿐 다른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지의 조성양상과 수혈유구의 존재 등으로 보아 대지조성부과 관련
된 시설은 조사지역 밖인 동쪽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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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6. 1지점 시대미상 대지 조성부 평면 및 토층도(1/100)

2. 2地點
1) 新石器時代
(1) 住居址
① 1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97, 사진 80·81]
입지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28.1m 높이의 구릉 정상부에 조영

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3.4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주거지가, 남서쪽으로 약
1.75m 거리에 시대미상 7호 수혈유구가 각각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3번 트렌치에서 유구 일부가 확인되었으

며, 내부에서는 흑갈색 부식토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5~10㎝ 정도의 표
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하단부는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
으며, 주거지 주변으로 다수의 주공이 함께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주

거지 중앙으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
사 시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주거지 내부토는 식물종자 등의 확인을 위해 부유법을 통해 시료를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풍화암반토의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

방형으로 판단되며, 규모는 잔존 길이 500㎝, 너비 537㎝, 잔존 깊이 15㎝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
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주거지의 남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이다.
내부시설은 노지와 주공이 확인되었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11㎝, 너비
89㎝, 깊이 17㎝ 정도이다. 노지의 바닥면과 벽면은 강하게 소결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다량의 목
탄과 소결토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거지 상단부의 양모서리에서 주공이 확
인되며, 하단부의 비슷한 위치에서 주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모서리 부분에 기둥을 세운 4주식
의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공은 총 14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 12기, 외부에 2기가 위치하
고 있다. 내부에서 확인되는 주공의 평면형태는 대체적으로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직경 22~44
㎝, 깊이 9~56㎝ 등으로 다양하다. 외부에서 확인되는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72~74㎝, 깊이는 25~35㎝이다. 주공의 배치 양상으로 보아 지붕시설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되지
만, 단편적이라 확신할 순 없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주거지 내부토는 모두 수습하였으며, 부유법을 실행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정하였다. 동정 결과, 참나무屬 졸참나무類와 황벽나무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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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7. 2지점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60)

량 검출되었으며, 감나무屬, 벼 등이 검출되었다.
유물은 노지 주변에서 토기 구연부편과 동체부편 2점, 주거지 북쪽 모서리 부근에서 토기 동체부
편 1점, 주거지 중앙부에서 미상석기 1점 등 총 4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62. 토기 구연부편 [도면 98-62, 사진 81-62]

주거지의 노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외면은 다갈색, 내면은 암갈색 또는 흑회색, 속심은 짙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다
량의 장석과 운모가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사선으로 올라온 듯 하며,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다. 내
외면 모두에서 정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고 4.5㎝, 두께 0.6~0.7㎝

63. 토기 동체부편 [도면 98-63, 사진 81-63]

주거지 노지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다갈색, 속심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다량의 장석과 운모가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
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은 무문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내면 역시 박리가 이루어져 있어 내외
면 모두 정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고 4.1㎝, 두께 0.7㎝

64. 토기 동체부편 [도면 98-64, 사진 81-64]

주거지의 북쪽모서리와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동

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면은 다갈색, 외면은 적갈색, 속심은 적갈색과 회흑색을 띠고 있다. 태토

도면 98. 2지점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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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량의 장석과 운모가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은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다. 내면 역시 박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에 유기물이 흡착되어 있다. 박리로 인해 내외면에서
정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고 5.6㎝, 두께 0.7~0.8㎝

65. 미상석기 [도면 98-65, 사진 81-65]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점판암재로 평면형태는

제형을 띠고 있다. 양면 모두 박락되어 마연흔 또는 사용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길이 7.7㎝, 너비 7.9㎝, 두께 0.7㎝

② 2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99, 사진 82·83]
입지

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6.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8.1m 거리에 조선시대 11
호 주거지가, 남동쪽으로 약 6.9m 거리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가 각각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2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6번 트렌치에서 유구 일부가 확인되었으

며,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
하자 장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남동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계획하였다.

주거지 중앙으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
조사 시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풍화암반토의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

방형이며, 규모는 잔존 길이 259㎝, 너비 353㎝, 잔존 깊이 20㎝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
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
용하였다. 주거지의 남동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이다.
내부시설은 노지와 주공이 확인되었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97㎝, 너비
62㎝, 깊이 1㎝ 정도이다. 노지의 바닥면은 강하게 소결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목탄과 소결토가 확
인되었다. 주공은 총 17기가 확인되었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대체적으로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직경 13~41㎝, 깊이 11~50㎝ 등으로 다양하다. 규모가 큰 주공은 주거지 가장자리로 배치되어 1
호 주거지와 같은 4주식 배치 형태를 보인다.
유물은 주공 내부에서 토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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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9. 2지점 신석기시대 2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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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66. 토기 동체부편 [도면 100, 사진 83-66]

주거지 북쪽에 조성된 주공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
두 흑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다량의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
칠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에는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되며, 내면은
박리되어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잔고 3.8㎝, 두께 0.7㎝

도면 100. 2지점 신석기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66)

2) 百濟時代
(1) 甕棺墓
가. 遺溝 [도면 101, 사진 84·85]
입지

1호 옹관묘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2.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옹관묘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2.6m 거리에 조선시대 12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호 옹관묘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

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묘광선 내에서 다량의 목탄
및 토기편이 노출되어 있어 옹관묘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일부 교란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 트렌치를 설치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평면하강조사를 통해 옹관을 노출하였다. 파손된 유물 조각들은 위
치별로 일괄 수습하였으며, 접합을 통해 유물을 복원하였다. 옹관에 대한 실측조사 후 옹관을 제거
하여 묘광의 축조 방식을 확인하였다.
유구현황

옹관묘는 백제시대 합구식 옹관묘이며,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묘광을

조성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유구의 동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묘
광의 규모는 잔존 길이 62.6㎝, 잔존 너비 100㎝, 잔존 깊이 30㎝ 정도이다. 옹관은 원저호와 평저
호를 이용하였으며, 파손된 토기편을 이용하여 맞닿은 부분을 보강하였다. 보강용으로 사용된 토기
편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던 토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묘광 내에서는 할석 2매가 확인되었
으며, 묘광과 관 사이에 돌을 괴어 관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 바닥과 옹관
내부에서는 다수의 목탄이 확인되었으며, 제의적 용도로 목탄을 바닥에 깔거나 관 속에 넣은 것으
로 판단된다.

Ⅳ. 조사내용

137

도면 101. 2지점 백제시대 옹관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나. 遺物
67. 대형호 [도면 102-67, 사진 85-67]

북쪽에 안치된 토기이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

하였다. 내외면은 회백색,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소
성이다. 저부는 원저이고,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오다가 중상위에서 최
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였다. 경부는 미약하게 남아 있어 정확한 형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잔존상태를 통해 내만한 듯 하다. 외면에는 경부 이하의 동체부에 너비 약 3.0㎝ 정도의 고판을 이
용하여 종방향, 사방향, 횡방향으로 승석문이 중복 타날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물손질정면 및 박리
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저부의 경우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중복 타날되어 격자문을 나타내고
있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 내면에서 손누름흔과 점토보
강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과 외면에서 점토띠 접합흔과 손누름흔이 부
분적으로 관찰된다. 내면 역시 부분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잔고 45.8㎝, 두께 0.7~1.1㎝

68. 대형호 [도면 103-68, 사진 85-68]

남쪽에 안치된 토기이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

원하였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
이다. 저부는 누른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사선으로 올라가다 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였다. 경부는 미약하게 남아 있어 정확한 형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잔존상태를 통해
약하게 외반한 듯 하다. 경부 이하의 동체부와 저부 외면에는 너비 약 2.3㎝ 정도의 고판을 이용하
여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선문이 중복타날되어 있으며, 중복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능형 및 사격자문
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 경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저부는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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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편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누름흔과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면 내
면에서 점토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되며,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
흔이 관찰된다. 경부와 동체부의 접합면 내외면에서는 점토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외면에
는 선문 타날 후 물손질정면으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경부까지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고, 경부
이하는 부분적으로 물손질정면하였다.
잔고 41.5㎝, 저경 18㎝, 두께 0.7~1㎝

69. 대형호 [도면 103-69, 사진 85-69]

옹관이 합구된 부분에 보강한 토기이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
선되었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선문을 타날한 후 정면하여 문양이 지워져
있으며, 일부는 박리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일부에 유기물이 흡착되어 있으며, 박리
가 이루어져 있으나 미약하게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성형은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이루어져 정확한 정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고 13.8㎝, 두께 0.7~0.9㎝

도면 102. 2지점 백제시대 옹관묘 출토유물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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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3. 2지점 백제시대 옹관묘 출토유물 2(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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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高麗時代
(1) 竪穴遺溝
① 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104, 사진 86]
입지

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
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0.9m
거리에 고려시대 2호 수혈유구가 위
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수혈유

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
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
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
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
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도면 104. 2지점 고려시대 1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중심으로 남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
거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평면조사 시 내
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
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서는 ①~⑤층,

총 5개 층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벽체 쪽에서 목탄 및 풍화암반토가 혼재된 갈색 사질점토(⑤층)
가 확인되었으며, 외부토 유입시 벽체 일부가 함께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중앙부로는 흑갈
색·암갈색·갈색 사질점토가 유입되어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
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88.5㎝, 잔존 깊이 38㎝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
하도록 굴착하였으며, 횡단면은 ‘U’자형으로 바닥은 오묵한 형태이다.
유물은 북벽에 접해 청자 대접 1점과 바닥면에서 암키와편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Ⅳ. 조사내용

141

나. 遺物
70. 청자 대접 [도면 105-70, 사진 86-70]

유구의 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상부퇴적층인 암갈색 사질

점토층에서 수습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면은 좁고 편
평하며, 동체부는 구연부까지 사선으로 이어진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둥그
렇게 처리하였다. 기신 내면의 중앙부에는 역상감된 국화문으로 추정되는 화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화문대 위쪽으로 1조의 음각선이 돌려져 있다. 유약은 녹색을 띠고 있으며, 굽과 굽 주변 일부를 제
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었으나 내외면에서 빙열이 관찰된다. 굽 접지면에만 모래받침

도면 105. 2지점 고려시대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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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받침과 함께 갑발을 사용하여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고 5.5㎝, 저경 4.3㎝, 구경 14.7㎝, 두께 0.3~0.4㎝

71. 암키와편 [도면 105-71, 사진 86-71]

유구 중앙에서 확인되었으며, 하부퇴적층인 흑갈색 사질점토

층에서 수습되었다. 한쪽 단부와 측단부가 남아 있다. 외면과 속심은 회색, 내면은 흑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원통와통을 사용하였으며, 내외면에서
소지 접합흔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횡방향의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거
의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빗질흔 및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단부는 깍기 후
손누름과 물손질정면으로 조정하였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 길이 20.3㎝, 잔존 너비 28.5㎝, 두께 2.6㎝

② 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106, 사진 87]
입지

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
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4m 높이의 경사면에 조영되었
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0.9m 거리에 고려시대 1호 수혈유
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호 수혈유

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51
번 트렌치에서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조
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

도면 106. 2지점 고려시대 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
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평면조사 시 내부시설의 파
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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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서는 ①~4층,

총 4개 층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벽체 주변에서 갈색 사질점토(④층)가 확인되었으며, 외부토 유입
시 벽체 일부가 함께 퇴적된 양상이다. 유구 중앙부로는 흑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유
입되어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21.5
㎝, 잔존 깊이 30㎝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
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서벽 아래에서 청자 접시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72. 청자 접시 [도면 107-72, 사진 87-72]

유구의 서쪽 벽

면에 접하여 확인되었으며, 하부퇴적층인 갈색 사질점
토층에서 수습되었다. 동체부와 구연부 일부를 제외하
고 완전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
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편평하
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구연부까지 이어진다. 구연부는

도면 107. 2지점 고려시대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72)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녹색을 띠고 있으며, 굽 접지면과 굽
내면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뭉쳐져 있다. 굽 접지면과 굽 내면
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4.2㎝, 저경 6㎝, 구경 15.4㎝, 두께 0.3~0.8㎝

4) 朝鮮時代
(1) 竪穴住居址
① 1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08, 사진 88·89]
입지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5.3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약 2.2m 거리에 조선시대 9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약 5.8m 거리에 조선시대 2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8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으

며, 내부에서 자기편이 관찰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
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북서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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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을 고려하여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④층, 총 4개 층으로 구분된다. 최하층은 암갈색 사질점토(④층)로

생토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주거지 바닥 전면에 퇴적되었다. 생토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점
으로 보아 외부토 유입시 벽체 등이 일부 유실되어 함께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암갈색 사질점토
상층으로 황갈색 사질점토(③층)와 갈색 사질점토(②층), 암갈색 사질점토(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를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

각방형이며, 주거지 상단부가 하단부에 비해 약간 좁은 제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332㎝, 너비
220~263㎝이며, 잔존 깊이 55㎝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
한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아궁이와 배연부가 접한 형태로 경사면 위쪽인
서벽에 조성되었으며,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다. 아궁이는 바닥면에 높이 12㎝, 길이
18㎝ 정도의 평평한 할석 2매를 봇돌로 사용하였으며, 상부에 길이 36㎝, 높이 14㎝ 정도의 평평한
할석을 이맛돌로 올렸다. 이맛돌 위에는 배연부와 접해 높이 9㎝, 너비 22㎝ 정도의 할석을 올렸는
데, 이맛돌 위에 여러 매의 할석을 올려 배연부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연부는 주거지 벽을
약 7㎝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을 약 75° 정도로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배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직경 6㎝ 정도이다. 아궁이 바닥면과 배연부 벽면은
약하게 소결되어 있으며, 아궁이 바닥에는 일부 목탄흔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아궁이 내부에서 분청사기 구연부편, 주거지 하단부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73. 분청사기 구연부편 [도면 109-73, 사진 89-73]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와 구연부 일부

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완만한 사선으로 구
연부로 이어지고 있으며, 구연부는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내면에는 원권선을
돌린 후 백토분장하였다. 유약은 녹회색으로 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었으나, 외면의
경우 박리된 상태이다.
잔고 6.2㎝, 복원 구경 17.9㎝, 두께 0.3~0.6㎝

74.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09-74, 사진 89-74]

주거지 동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 일부와 동

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형
태를 파악할 수 없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사선으로 구연부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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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회색을 띠며, 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으나, 부분적으
로 뭉쳐 있다.
잔고 6.3㎝, 복원 저경 4.8㎝, 두께 0.5~1㎝

75.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09-75, 사진 89-75]

주거지 동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의 형태를 띠고 있
다. 내적곡면으로 내저면은 편평하며, 동체부는 구연부까지 사선으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녹색을
띠고 있으며, 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과 굽 내저면에서만 모래받침
흔이 관찰되고, 내저면에서는 받침흔이 관찰되지 않아 갑발을 이용하여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잔고 2.2㎝, 저경 5.7㎝, 두께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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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9. 2지점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출토유물(73~75)

② 2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10, 사진 90·91]
입지

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5.5m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3.2m 거리에 조선시대 9호 수
혈유구가, 북쪽으로 약 5.8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각각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2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7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말각방형의 유구 윤

곽이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
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거지 남쪽 부분에 돌출된 부분이 확인되어 배연부를 가진 주거
지로 판단하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을 고려하여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주거지 내부 바닥층은 식물종자 등
의 확인을 위해 부유법을 진행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⑧층, 총 8개 층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폐기 이후 벽면을 따라 흑

갈색 사질점토(⑧·⑥층)와 갈색 사질점토(⑦층)가 유입되어 벽체 주변에 퇴적되었으며, 외부토 유
입시 벽체 일부가 유실되어 함께 퇴적되었다. 주거지 중앙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⑤층)가 두껍게
퇴적되었으며, 'U'자형을 보인다. 상부에는 암갈색·황색·암황색 사질점토(④~①층)가 순차적으
로 퇴적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를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00㎝, 너비 319㎝이며, 잔존 깊이 55㎝이다. 주거지의 북벽과 남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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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동벽과 서벽은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여 이
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남서쪽 모서리 부분에 조성하였으며, 아궁이와 배연
부가 접한 형태이다. 아궁이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84㎝, 너비 66㎝, 깊이 18㎝ 정
도이다. 벽면에 인접하여 높이 15㎝ 정도의 봇돌을 배치하였으며, 봇돌 상부에 길이 47㎝, 너비 20
㎝ 정도의 판석을 이맛돌로 올렸다. 아궁이의 바닥면은 중앙부가 깊은 편이며, 배연부가 연결되는 부
분에는 약간의 단차를 두었다. 배연부는 벽면을 약 20㎝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을 약 62°
정도로 비스듬히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단면은 원통형으로 규모는 직경 약 18㎝ 정도이다. 아궁이와
배연부 벽면은 전체적으로 소결되었으며, 아궁이에는 목탄 및 탄재가 다량 퇴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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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과정에서 주거지 내부토는 수습하였으며, 부유법을 실행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정하였다. 동정 결과, 2호 주거지에서는 소량의 보리가 검출되었다.
유물은 인화분청 대접편 1점, 분청사기 저부편 2점, 토기 구연부편 1점, 토기 동체부편 1점 등 총
5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76. 인화분청 대접편 [도면 111-76, 사진 91-76]

주거지 북동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및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
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연부까지 이어지며, 구연
부는 직립한다. 구순부는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동체분 내면에는 원권, 대국화문, 우점문, 화문을
찍은 후 백토분장하였으며, 외면 역시 동체부 상위에 원권을 상하로 돌린 후 원권 사이에 우점문을
찍은 후 백토분장하였다. 유약은 퇴색되어 갈색을 띠고 있으며, 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시유된
듯 하나 대부분 박리된 상태이다. 내저면에는 태토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태토빚음받침으
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5.2㎝, 저경 5.7㎝, 복원 구경 17.9㎝, 두께 0.4~1.3㎝

77.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11-77, 사진 91-77]

아궁이와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물고기무늬를 선상감한 후 백토분장하였다. 유약은 옅은 청색을 띠며, 기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
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서는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5㎝, 저경 4.7㎝, 두께 0.6~0.9㎝

78.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11-78, 사진 91-78]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편
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사선으로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내저면에는 중앙에 대국화문과 우점
문, 원권을 찍은 후 백토분장하였으며, 외면에는 원권, 우점문을 찍은 후 백토분장하였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굽 내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내저면과 굽 안쪽에서 태토빚
음받침흔이 관찰되어 태토빚음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1.9㎝, 복원 저경 4.5㎝, 두께 0.6~0.8㎝

79. 토기 구연부편 [도면 111-79, 사진 91-79]

주거지 북쪽 바닥에서 약 30㎝ 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

으며, 상부퇴적층인 황색 사질점토층에서 수습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 및 대상파수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회백색,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
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외반되어 올라오다가 최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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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였다. 구연부는 경부의 성형없이 내만된 동체부에서 수평상으
로 급하게 외반되었다. 파수부는 대상으로 동체부 중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성형은 동체부와 구연
부, 파수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동체부와 구연부의 접합면에서 점토보강흔이 관찰된
다. 동체부는 점토를 테쌓기하여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파수부는 동체부의 외면에 접합하여
손누름흔과 점토 보강흔이 관찰되고, 파수부 외면에는 제작시 생긴 손누름흔과 물손질정면흔이 관
찰된다. 동체부 외면에는 파수부 접합 전, 구연부 이하에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으
며, 문양이 거의 지워져 있는 상태이다. 동체부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흔이 관찰되나 물손질
정면으로 인해 거의 지워져 있으며, 파수부와의 접합시 생긴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회전물
손질로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고 11.8㎝, 복원 구경 38㎝, 두께 0.5~0.8㎝

80. 토기 동체부편 [도면 111-80, 사진 91-80]

주거지의 북동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
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였으며, 짧게 경부를 형성한 듯
하다. 성형은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경부를 포함하여
동체부에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관찰되며, 회전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잔고 18.1㎝, 두께 0.6~0.9㎝

③ 3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12, 사진 92]
입지

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7.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2.6m 거리에 신석기시대 1
호 주거지가, 남동쪽으로 인접하여 시대미상 5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3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4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

인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상면에서는 일부 교란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을 고려하여 중앙부에 북서-남동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
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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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⑦층, 총 7개 층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바닥면에 명황색 사질점토

(⑦층)가 얇게 퇴적되었으며, 굳기가 약한 것으로 보아 바닥 다짐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
거지 상단부인 북서벽 하단으로 갈색 사질점토(⑥층)가 벽면을 따라 유입되었으며, 갈색 사질점토
(⑤층)가 주거지 전반에 두껍게 퇴적되었다. 토층층위상에서 ⑤층에서는 일부 교란흔(④·③층)이
확인되며, 이 후 황갈색 사질점토(②·①층)가 유입되어 퇴적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

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59㎝, 너비 269㎝이며, 잔존 깊이 46㎝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
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쪽에 가까울수록 완만하게 내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으며, 주거지 중앙부가 약간 오묵한 편이다. 유구
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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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유실되고 배연부만 잔존한다. 배연부는 경사면 상
단부인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하며, 벽면을 18㎝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이용하였으며, 벽면에서는 약한 소결흔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동쪽 바닥면에 접하여 토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81. 토기 저부편 [도면 113-81, 사진 92-81]

주거지 동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

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외면은 흑색을 내면과 속심은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
량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경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고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
로 올라간다. 외면에는 사방향으로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외면에서 점토 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외면에서 점토띠 접합흔과 손누름흔이 관
찰된다.
잔고 15.4㎝, 저경 26.1㎝, 두께 0.6~0.7㎝

도면 113. 2지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출토유물(81)

④ 4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14, 사진 93]
입지

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7.4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8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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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가, 남서쪽으로 약 5.1m 거리
에 조선시대 5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4호 주거지는 시굴조

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
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
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
지의 상부구조는 지형삭평 및 지속적
인 토지 이용에 의해 모두 유실된 상
태였으며, 아궁이 시설만 잔존한 상
태였다. 유구 내부에서는 다량의 탄
재와 소결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

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

도면 114. 2지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
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생토립이 포

함된 적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적황갈색·황적갈색·적갈색·암적갈색 사질점토가 유구 하단부
인 남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31㎝, 너비
89~96㎝, 잔존 깊이 10㎝ 정도이다.
주거지의 상부구조는 지형삭평 및 지속적인 토지 이용에 의해 모두 유실되어 내부시설인 아궁이
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바닥면에서 길이 10~17㎝, 너비 9~13㎝ 정도의 할석 4매가 확인되었는데,
외면에서 피열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폐기 후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 중앙부
와 남쪽 부분에서 직경 21~26㎝, 깊이 약 3㎝ 정도의 원형 주공 2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 토
기편이 매립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바닥 및 벽면은 소결된 상태이며, 소결면 상부에서는 목탄이 확
인되었다.
유물은 중앙부에 위치한 원형 주공 내에서 토기 저부편 1점이, 내부에서 확인된 할석 인근에서
구슬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82. 토기 저부편 [도면 115-82, 사진 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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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위치한 주공 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으나, 박리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안쪽이 약간 오목한 평저이고 동체부는 저부에
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
면의 내외면에서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선문이 타날되었으나, 정면으로 인
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외면 모두 박리되었으나,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고 6.3㎝, 저경 19.5㎝, 두께 0.45~8㎝

83. 구슬 [도면 115-83, 사진 93-83]

주거지 남쪽 할석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납석제로 흑색을 띠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통형으로 중앙에서 좌우 양단으로 가면서 줄어든다. 횡단면은 원형이며, 중앙
부에 원형의 구멍이 투공되어 있다. 지름은 0.2㎝이다.
길이 1.7㎝, 너비 11㎝, 투공 직경 3.25㎝, 두께 0.4~0.45㎝

도면 115. 2지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출토유물(82·83)

⑤ 5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16, 사진 94]
입지

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7.68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5.1m 거리에 조선시대
4호 주거지가, 남동쪽으로 약 7.4m 거리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5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

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남서쪽 일
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
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평면조사 시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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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④층, 총 4개 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벽체 주변 및 바닥면에 암적갈

색 사질점토(④층)가 얇게 퇴적되었다. 상층으로 황적갈색 사질점토(③층)가 유구 전반에 넓게 퇴
적되었으며, 유구 중앙부로 적갈색 사질점토(②·①층)가 유입되어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①층
과 ②층에서는 근대 교란에 의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

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37㎝, 잔존 너비 271㎝, 잔존 깊이 32㎝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
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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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남서쪽 부분은 근대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본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 양상을 고려했을 때 교란된 부분에
화덕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다.
유물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백자 접시편 1점, 백자 대접편 1점, 백자 저부편 1점, 토기 구연부편 1
점, 토기 동체부편 1점이, 동벽 인근에서 토기 저부편 1점 등 총 6점이 수습되었다.
나. 遺物
84. 백자 접시편 [도면 117-84, 사진 95-84]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가 부분적으

로 결실된 상태로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평굽에 가까운 오목굽
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사선으로 구연부와 이어진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회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 각각 5곳의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
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3.6㎝, 저경 5.8㎝, 구경 14.9㎝, 두께 0.3~1.5㎝

85. 백자 대접편 [도면 117-85, 사진 95-85]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를 제외한 동체

부의 1/3 정도가 결실된 상태로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
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어 있다. 동체부는 내저면에서 완만하게 사
선을 이루어 구연부와 이어진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약간 뾰족하게 처리되었
다. 유약은 백색을 띠며, 굽과 굽 주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었으나, 부분
적으로 박락되어 있다. 내저면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
음을 알 수 있다.
기고 8.5㎝, 저경 6.2㎝, 복원 구경 19㎝, 두께 0.5~1.4㎝

86. 백자 저부편 [도면 117-86, 사진 95-86]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
저원각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동체부는 완만한 사선을 이루어 구연부와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굽 내면을 제외하고 비교적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
다. 굽 접지면 6곳, 내저면 4곳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시 모래빚음받침으로 포개구
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5.8㎝, 저경 6.2㎝, 두께 0.4~1.6㎝

87. 토기 구연부편 [도면 117-87, 사진 95-87]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갈색, 속심은 흑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중위 부근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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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7. 2지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출토유물(84~89)

구연부는 경부의 성형없이 내만된 동체부에서 수평상으로 급하게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홈이 돌려
져 있다. 구순부는 양단을 각지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굵은 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박리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정면은 내면에서 박리가 이루어졌음에 불구하고 凹凸이 확인되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다.
잔고 5.9㎝, 두께 0.3~0.5㎝

88. 토기 동체부편 [도면 117-88, 사진 95-88]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동체

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저부는 평저로 추정되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사선을 이루
어 올라 간 듯 하다. 외면에는 격자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일부 관찰되나 박리 및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정확한 문양의 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내외면에서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잔고 4.3㎝, 두께 0.5~0.7㎝

89. 토기 저부편 [도면 117-89, 사진 95-89]

주거지 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

가 남아 있다. 외면은 흑회색,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약간 들린 평저로 동체부에 비해 매우 얇다. 동체부는 잔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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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저부에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
였으며, 접합면의 내외면에서 점토보강흔과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
하였으며, 내외면에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선문이 타날되었으
나, 박리로 인해 문양이 대부분 지워져 있는 상태이다. 내면에는 점토띠 접합시 생긴 손누름흔이 관
찰된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고 6.2㎝, 저경 10.6㎝, 두께 0.4~1.2㎝

⑥ 6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18, 사진 96]
입지

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7.4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7.4m 거리에서 조선시대
5호 주거지이, 동쪽으로 약 4.7m 거리에 조선시대 7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6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평면상에서 외부로 돌출된
배연부가 확인되어 주거지로 판단하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을 고려하여 중앙부에 남-북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
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⑦층, 총 7개 층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바닥면과 북벽 주변으로 암

갈색 사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가 얇게 퇴적되었으며(⑦~⑤층), 상층으로 생토립이 포함된 암갈
색 사질점토(④층)가 주거지 전반에 걸쳐 퇴적되었다. 이후 암갈색 사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은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자연적 퇴
적양을 보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

형이며, 규모는 길이 292㎝, 너비 279㎝이며, 잔존 깊이 46㎝이다.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
착하였으며,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아궁이와 배연부가 접한 형태이며, 아궁이는 대
부분 유실되어 봇돌 일부와 바닥의 소결흔적만이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타원형의 수혈식 아궁이
이며, 규모는 길이 83㎝, 너비 65㎝, 잔존 깊이 5㎝ 정도이다. 아궁이 내부에서는 봇돌로 추정되
는 할석 4매가 확인되었으며, 벽체에 인접한 봇돌의 규모가 좀 더 큰 편이다. 배연부는 아궁이에서
‘一’자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벽면을 약 15㎝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다.
유물은 화덕시설 주변에서 백자 저부편 4점, 뚜껑편 1점 등 총 5점이 출토되었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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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8. 2지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나. 遺物
90. 백자 저부편 [도면 119-90, 사진 97-90]

화덕시설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굽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을 이룬 듯 하다. 유약은 옅은 회청색을 띠고 있으며, 굽은 제외하고 양호하
게 시유된 듯 하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받침으로 포개구
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 복원 저경 5.6㎝, 두께 0.3~1.4㎝

91. 백자 저부편 [도면 119-91, 사진 97-91]

화덕시설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굽과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으로 올라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회청색을 띠며,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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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다. 굽 접지면에서 태토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태토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2㎝, 복원 저경 6.8㎝, 두께 0.8㎝

92. 백자 저부편 [도면 119-92, 사진 97-92]

화덕시설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굽과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오목하게 처리되었다.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으로 올라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회백색을 띠며, 굽
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빚음받침과 내저면에서 모래받침
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굽과 내저면에 받침을 달리하여 포개구이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5㎝, 복원 저경 5.9㎝, 두께 0.45~1㎝

93. 백자 저부편 [도면 119-93, 사진 97-93]

화덕시설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굽만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평굽이다.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게 처리되어 있다. 유약은 옅은 회
백색을 띠며, 굽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시유된 듯 하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서 각각 5곳의 모래
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을 이용하여 포개구이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1.95㎝, 저경 5.4㎝, 두께 1.5㎝

94. 뚜껑편 [도면 119-94, 사진 97-94]

화덕시설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손잡이와 개신부 일부가 남아

있다. 외면은 흑회색, 내면은 박리되어 회색, 속심은 회흑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꼭지의 형태는 단추형으로 정상부는 비교적 편평하며, 측단부가 잘록하
다. 개신부는 잔존상태를 통해 하부로 가면서 넓어지는 삿갓형으로 추정되며, 정두부에 꼭지가 부
착되어 있다. 성형은 꼭지와 개신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외면에서 접합흔
이 관찰된다. 꼭지의 상부에는 제작시 생긴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진행
된 상태이며, 정면은 물손질 한 듯하다.
잔고 5.7㎝, 꼭지 경 4.2㎝, 두께 1~3.2㎝

도면 119. 2지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출토유물(90~94)

Ⅳ. 조사내용

161

⑦ 7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20, 사진 98·99]
입지

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7.1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4.7m 거리에 조선시대 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7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

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에 가까운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남벽 부근
에서 다수의 할석이 확인되어 구들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과 내부시설을 고려하여 중앙부에 남-북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
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⑧층, 총 8개 층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바닥면 상부로 생토립이 포

함된 암갈색 사질점토(⑧층)가 퇴적되었으며, 주거지 북쪽과 남쪽에서 외부토가 유입되어 벽체 주
변으로 퇴적되었다(⑦~⑥층). 이후 북쪽에서 유입된 외부토가 주거지 벽체에서 중앙부로 순차적으
로 퇴적되었다(④~①층). 전반적으로 생토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석립도 일부 포함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

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287㎝, 너비 278㎝, 잔존 깊이 50㎝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구들시설이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 구들시설 상부로 원구조물로 이용되었던 할석들
이 무너진 상태였다. 이에 무너진 할석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구들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구들시설
은 주거지 남벽에 접하여 단을 주어 조성하였으며, 주거지 바닥면에 비해 15㎝ 정도 높다. 구들시
설의 평면형태는 '▽'자형이며, 주거지 벽면에서 아궁이까지 할석을 이용하여 방곽을 조성하였다.
방곽 안쪽으로는 줄고래를 설치하지 않고, 할석을 산발적으로 배치하여 허튼고래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궁이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75㎝, 너비 55㎝, 깊이 11㎝ 정도이다.
아궁이 양옆으로 봇돌이 확인되었으며, 이맛돌은 무너져 내려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 내부는 소
결되었으며, 바닥에서 탄재 등이 확인되었다. 배연부는 벽을 20㎝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
을 비스듬히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유물은 구들시설 주변에서 백자 저부편 1점, 원판형 석제품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95. 백자 저부편 [도면 120-95, 사진 99-95]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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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편평하다. 동
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으로 올라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회청색을 띠며, 굽 주변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 7곳, 내저면 6곳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
빚음받침을 이용하여 포개구이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2㎝, 저경 5.3㎝, 두께 2.25~1.3㎝

96. 원판형 석제품 [도면 120-96, 사진 99-96]

아궁이와 인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납석제로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납석을 원판형으로 깎아 제작한 것으로 양면과 측단면에서 깎기흔이 관찰된
다. 중앙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약 0.9㎝ 정도의 원형 구멍이 투공되어 있다.
지름 4.4~4.8㎝, 두께 0.7~0.85㎝

⑧ 8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21, 사진 100]
입지

8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6.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2.3m 거리에서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가, 남동쪽으로 약 1.3m 거리에 조선시대 9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8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하단부인 동쪽 일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을 고려하여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③층, 총 3개 층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중앙부에 암갈색 사질점토

(③·②층)가 퇴적되었으며, 주거지 하단부로 적갈색 사질점토(①층)가 퇴적되었다. ③~①층은 경
사면 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상단부인 서벽 부근은 식
재 교란에 의해 일부가 훼손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

형이며, 규모는 잔존 길이 330㎝, 너비 348㎝, 잔존 깊이 44㎝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
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주
거지의 동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이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경사면 위쪽인 남서쪽 모서리에 조성하였으며,
배연부와 아궁이가 접한 형태이다. 아궁이는 대부분 유실되어 소결흔적과 목탄흔적만이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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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별도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배연부는 벽을 약 23㎝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
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배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이며, 규모는 직경 43㎝ 정
도이다.
유물은 아궁이 주변에서 분청사기 동체부편 1점과 토기 구연부편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97. 분청사기 동체부편 [도면 121-97, 사진 100-97]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

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을 이루어 구연부
에 이어져 있으며, 구연부는 직립되었다. 구순부는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다. 내면에는 대국화문, 연
권문, 국화문, 연권문, 점열문 순으로 찍은 후 백토분장되었고, 외면에는 연권문, 화문, 번개무늬문
순으로 찍은 후 백토분장되어 있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잔고 2.9㎝, 복원 구경 11.6㎝, 두께 0.3~0.6㎝

98. 토기 구연부편 [도면 121-98, 사진 100-98]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외면은 녹갈색, 내면과 속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경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내경하다가 짧게 외반되었고, 구연부는
외반된 경부에서 수평상으로 급하게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양단을 뾰
족하게 처리하였다. 성형은 동체부와 경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내면에서 손누름흔
이 관찰된다. 유약은 녹갈색을 띠며, 외면의 경우 대부분 박리된 듯 하며, 내면은 시유되지 않았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고 4.5㎝, 복원 구경 15㎝, 두께 0.4~0.5㎝

⑨ 9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22, 사진 101-1·2]
입지

9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5.64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1.3m 거리에서 조선시
대 8호 주거지가, 남서쪽으로 약 5.4m 거리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9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트렌치들 사이에 위치하여 유구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남벽에서 외부로 돌출된 배연부가 확인되었다. 유구 하단부인
동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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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 층위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평면조사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
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⑦층, 총 7개 층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상단부인 서벽 아래로 생

토립이 일부 포함된 갈색 사질점토(⑦층)와 적갈색 사질점토(⑥층)가 퇴적되었으며, 외부토 유입시
벽체 일부가 유실되어 함께 퇴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층으로는 황갈색·암갈색·적갈색 사질
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⑤~①층).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

각방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잔존 길이 155㎝, 너비 233㎝, 잔존 깊이 37㎝ 정도이다. 벽면은 수
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
다. 유구의 동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아궁이가 대부분 유실되어 그 형태를 알 수 없
으며, 배연부만 잔존한 상태이다. 배연부 아래에서 소결면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화덕시설의 구
조는 구들 없이 아궁이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배연부는 벽을 20㎝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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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벽면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배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이며, 규모는 직경
41cm 정도이다. 배연부 벽면과 아궁이 바닥면에는 소결흔적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중앙부
에는 긴 타원형으로 목탄 및 탄재가 넓게 펼쳐져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토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99. 토기 동체부편 [도면 123-99, 사진 101-1]

9호 토실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정면으로 인해 일부 지워
져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흔 및 내박자흔과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도면 123. 2지점 조선시대 9호 주거지 출토유물(99)
잔고 4.2㎝, 두께 0.7~0.8㎝

⑩ 10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24, 사진 101-3·4]
입지

10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동

쪽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26.0m 높
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유구 주
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5.4m 거리
에 조선시대 9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0호 주거지는 시굴

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8번 트렌치
에서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
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 내부에서는 목탄
과 소결흔적이 일부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도면 124. 2지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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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
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상부구조물은 모두 유

실되어 아궁이만이 잔존한 상태이다. 유구 내부에서는 소결토와 목탄이 혼재된 적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95㎝, 너비 78㎝, 잔존
깊이 9㎝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면은 소결된 상태
로 고르지 못한 편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⑪ 11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25, 사진 102·103]
입지

1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6.44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3.0m 거리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1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남서쪽 일부
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을 고려하여 남-북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
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
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⑤층, 총 5개 층으로 구분된다.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된 암적갈

색·적갈색 사질점토(⑤~④층)가 주거지 하단부인 남쪽에 집중적으로 퇴적된 후 유구 중앙부와 상
단부에 암적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양상을 보인다(③~①층). 유수에 의한 자연퇴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

형이며, 규모는 길이 241㎝, 너비 259㎝이며, 잔존 깊이 34㎝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
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주거지의 남서벽은 시설 조성을 위해 2단으로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주거지의 남서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이다.
내부시설은 구들시설이 확인되었다. 구들시설은 아궁이와 고래, 배연부가 접한 형태였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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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지만, 고래와 배연부는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는 타원형의 수혈식 아궁이이며,
규모는 길이 80㎝, 너비 42㎝, 깊이 15㎝ 정도이다. 바닥면에 높이 15~16㎝, 길이 7~9㎝ 정도의
평평한 할석 2매를 세워 봇돌을 조성하였으며, 이맛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쪽에 위치한 봇돌은
작고 평평한 할석을 이용하여 아궁이 벽면과 봇돌 사이의 빈 공간을 보강하였다. 아궁이에는 불턱
을 조성하여 불길이 고래로 올라가도록 하였으며, 고래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할석 3매가 남서쪽에
서 확인되었다. 배연부는 남서쪽 벽면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는
전체적으로 소결되어 있으며, 아궁이 바닥에는 탄재가 두껍게 남아있었다.
유물은 백자 종지 1점, 토기 저부편 1점, 수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00. 백자 종지 [도면 126-100, 사진 103-100]

구들시설의 북쪽에 접하여 확인되었으며, 바닥에서 약 12

㎝ 떠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의 1/3 정도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

도면 125. 2지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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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구연부와 이어
지고 있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약간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유약은 옅은 회백
색을 띠고 있으며, 굽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서 5곳의 모래빚음
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4.8㎝, 저경 4.9㎝, 복원 구경 10.8㎝, 두께 0.3~1.4㎝

101. 토기 저부편 [도면 126-101, 사진 103-101]

구들시설의 북쪽에 접하여 출토되었다. 외면은 녹색, 외

면과 속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소성이다. 저부는 들린
평저를 하고 있으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오른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손누름흔, 외면에서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내외면에서 점토접합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유약은 녹색이나, 부분적으로 박락되어 갈색을 띤다.
잔고 3.6㎝, 복원 저경 19.8㎝, 두께 0.4~0.55㎝

102. 수키와편 [도면 126-102, 사진 103-102]

구들시설의 북쪽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

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비교적 정선되었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에
는 사방향의 집선문과 다중호문이 교차타날되어 있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대부분의 문양이 지
워져 있다. 내면은 정면 및 박리로 인해 마포흔은 관찰되지 않으며, 단부는 조정 후 긁기로 정면하
였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 길이 22㎝, 잔존 너비 6.8㎝, 두께 2.1㎝

도면 126. 2지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 출토유물(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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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12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27, 사진 104]
입지

1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5.9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3.0m 거리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2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9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남
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으며, 절개된 단면에서는 토기편이 관찰되었다.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
지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
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
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황갈색 사

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유실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
며, 규모는 잔존 길이 49㎝, 너비 296㎝, 잔존 깊이 20㎝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
지 않았다.
유물은 분청사기 저부편 1점, 토기 동체부편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03.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27-103, 사진 104-103]

북쪽 벽면에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오목하다. 동체부는 완만
하게 사선으로 올라간 듯 하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기외면 일부의 경우 유약이 박락되어 있다. 굽
접지면과 굽 내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9㎝, 복원 저경 5.8㎝, 두께 0.5~1.1㎝

104. 토기 저부편 [도면 127-104, 사진 104-104]

북쪽 벽면에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은 회

흑색, 속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
해 저부는 평저로 추정되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사선을 이루어 올라 간 듯 하다. 외면은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문양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
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보강토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를 테쌓기하였으며,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박리로 인해 정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고 4.6㎝, 복원 저경 25㎝, 두께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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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7. 2지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03·104)

⑬ 13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28, 사진 105]
입지

1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밀집한 주거군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

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5.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3.1m 거리에 시대미상 9호 수혈유구가, 남동쪽으로 약 4.1m 거리에 조선시대 14호 주거지가 위치
한다.
조사 전 양상

13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41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

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
었으며, 주거지 남쪽에서 내부시설로 판단되는 타원형의 수혈이 함께 확인되었다. 주거지 하단부인
남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으며, 타원형 수혈 내부에서는 목탄 및 소결흔적 등이
확인되어 아궁이로 판단하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에서 아궁이 중앙부까지 일직선으로 구획한 후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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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8. 2지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

방형이며, 하단부에 아궁이를 설치한 형태이다. 규모는 잔존 길이 378㎝, 너비 260㎝, 잔존 깊이
28㎝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수혈, 주공, 아궁이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42
㎝, 깊이 약 5㎝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토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주공의 규모는 직경 22~27
㎝, 깊이 약 17~31㎝ 정도이며, 배치에 있어 정형성을 보이진 않는다. 아궁이는 주거지 하단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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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 조성되었으며, 형태는 부정형하다. 규모는 길이 137㎝, 너비 114㎝, 잔존 깊이 23㎝ 정도이
다. 아궁이 주변으로 아궁이와 관련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두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벽면은 소결되었으며, 바닥에는 목탄이 얇게 퇴적된 상태였다. 내부에서는 기와편이 출토
되었다.
유물은 토기 구연부편 1점, 암키와편 3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05. 토기 구연부편 [도면 129-105, 사진 106-105]

주거지 북쪽 수혈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

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회흑색,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
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최상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듯 하며, 구연부는
경부의 성형없이 동체부에서 급하게 수평상으로 외반되었고, 상면에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양단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성형은 구연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흔과 손누름
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외면은 무문양이며,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고 8.4㎝, 복원 구경 40㎝, 두께 0.2~0.8㎝

106. 암키와편 [도면 129-106, 사진 106-106]

주거지 북쪽 수혈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은 암회색,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연질소성이다. 외
면은 무문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물손질정면하였다. 내면 역시 부분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가는 올의 마포흔과 빗질흔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2.8㎝, 잔존 너비 15.5㎝, 두께 2.6㎝

107. 암키와편 [도면 129-107, 사진 106-107]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외면은 암회색, 내면과 속심

은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질토이다. 연질소성이다. 외
면에는 화문과 사방향 및 종방향의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대부분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지워
져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연철흔 및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
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 길이 25.5㎝, 잔존 너비 17.4㎝, 두께 2㎝

108. 암키와편 [도면 130-108, 사진 106-108]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띤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사방향과 종방향의 다
방향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고, 단부는 타날되지 않
았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연철흔이 관찰되며, 단부는 조정 후 손누름 및 물손질로 마무리하
였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았다.
잔존 길이 18.6㎝, 잔존 너비 18.75㎝, 두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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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9. 2지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 출토유물 1(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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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0. 2지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 출토유물 2(108)

⑭ 14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31, 사진 107-1]
입지

1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밀집한 주거군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

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64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4.1m 거리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가, 남서쪽으로 약 3.9m 거리에 조선시대 15호 주거지가 위치
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4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북서쪽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으며, 하단부는 지형삭평에 의해 일부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
지의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암갈색 사

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57㎝, 너비 207
㎝, 잔존 깊이 7㎝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
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교란된 부분도 넓어 내부시설
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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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1. 2지점 조선시대 14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⑮ 15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32, 사진 107-2]
입지 1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밀집된 주거군의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

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68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1.3m
거리에 조선시대 16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약 2.7m 거리에 조선시대 17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5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동
쪽과 남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지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
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
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암황색 사

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잔존 길이 160
㎝, 잔존 너비 188㎝, 잔존 깊이 10㎝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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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주공 3기가 확인되었다. 주공은 북서벽에 인접하여 1기가 위치하며, 중앙부에 2기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원형이며, 원형주공의 규모는 직경 21~24㎝, 깊이 6~8㎝, 타원형
주공의 규모는 길이 32㎝, 너비 24㎝, 깊이 13㎝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황색
사질점토가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32. 2지점 조선시대 15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⑯ 16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33, 사진 108-1·2]
입지

1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밀집된 주거군의 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

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8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1.3m 거리에서 조선시대 15호 주거지가, 남동쪽으로 약 1.6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
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6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
까우며, 내부에서는 다량의 목탄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잔존상태와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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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유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
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
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
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

유구현황

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
다. 주거지의 상부구조물은 모두 유실
되어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궁이만 잔
존한 상태였다. 아궁이 내부에는 목탄
이 포함된 암황갈색 사질점토와 적황

도면 133. 2지점 조선시대 16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111㎝, 너비 81㎝, 잔존 깊이 18㎝
정도이다. 아궁이의 바닥면과 벽면은 소결되었다.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⑰ 17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34, 사진 108-3·4]
입지

1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3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1.0m 거리에 조선시대 18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약 1.1m 거리에 조선시대 19호 주거지와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7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42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

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
인되었다. 주거지의 서쪽 부부은 이장묘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잔존상태를 고려하여 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
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
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암황갈색 사질

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주
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70㎝, 너비 273㎝, 잔존 깊이 20㎝ 정도이다.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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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아궁이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중앙부에 위치하며, 바닥을 7cm 정도 굴착하여 조성
하였다. 교란에 의해 아궁이 상단부는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아궁이와 관련된 별도의 시설은 확인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궁이의 위치를 고려해보면, 파괴된 부분에 고래와 배연부 등의 구들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유물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기와편 3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09. 수키와편 [도면 134-109, 사진 109-109]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미구 기와로 미구부

와 양 측단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점
질토로 거칠다. 경질소성이다. 미구일체형 와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구부는 두께가 얇고 길
며, 미구와 언강은 곡면으로 언강과 등기와 사이는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청
해파상문과 선문이 중복타날되어 있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으며, 단부는 문양
이 완전히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측단면의
분할면에 접해 젓가락식의 분할눈테흔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31.35㎝, 잔존 너비 19.2㎝, 두께 2.2㎝, 미구 두께 1.8㎝

110. 수키와편 [도면 135-110, 사진 109-110]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미구 기와로 미구부

와 양 측단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 혼
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경질소성이다. 미구일체형 와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구부는 두
께가 얇고 길며, 미구와 언강은 곡면으로 언강과 등기와 사이는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어
골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확인되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거의 지워져 있으며, 단부는 문양
이 완전하게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함께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
로 두었다.
잔존 길이 22.5㎝, 잔존 너비 13.9㎝, 두께 1.8㎝, 미구 두께 1.2㎝

111. 암키와편 [도면 135-111, 사진 109-111]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단부와 측단부가 모두

결실되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에는 능형으로 추정되는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박리되어 정확
한 문양의 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내면은 완전하게 박리되어 마포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잔존 길이 11.8㎝, 잔존 너비 10.6㎝, 두께 2㎝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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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4. 2지점 조선시대 17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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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18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36, 사진 110]
입지

18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28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1.0m 거리에 조선시대 17
호 주거지가, 남서쪽으로 약 2.5m 거리에 조선시대 19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8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42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

인되었으며, 내부에서 백자편이 관찰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하단부
인 남동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부에 북서-남동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
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⑤층, 총 5개 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토는 주거지 북서쪽에서 유입

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바닥면 상부에 퇴적된 암황갈색 사질점
토(⑤층)에는 다량의 생토립과 목탄이 혼재되어 있으며, 상층에서도 소량의 목탄과 소토립이 확인
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358㎝, 너비 397㎝, 잔존 깊이 65㎝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
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북서쪽 벽면에 접하여 화덕시설의 일부인 배연부가 잔존하였으며, 중앙부에서 수혈,
주공 등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아궁이는 유실되었으며, 배연부도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배
연부는 주거지 벽면을 13㎝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이용하였
다. 배연부 벽면은 약하게 소결되었다. 주거지 중앙부에서는 타원형 수혈 1기, 원형 주공 4기 등이
확인되었다. 타원형 수혈은 길이 71㎝, 너비 53㎝, 깊이 약 7㎝ 정도의 규모이며, 내부에서 기와편
이 출토되었다. 원형 주공은 직경 30~56㎝, 깊이 약 2~9㎝ 정도의 규모이며, 중앙부에 위치한 주
공 내부에서는 길이 38㎝, 너비 32㎝ 규모의 평평한 할석 1매가 확인되었다. 중앙부에 위치한 주공
은 위치와 내부에서 확인된 할석의 존재를 고려했을 때, 중심기둥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물은 타원형수혈 내부에서 기와편 1점과 인접하여 백자 대접 1점이 수습되었으며, 남벽 하단에
서 백자 대접 1점, 원형 주공 내부에서 기와편 1점, 동쪽 바닥면에서 기와편 1점 등 총 5점이 출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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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6. 2지점 조선시대 18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나. 遺物
112. 백자 대접 [도면 137-112, 사진 110-112]

타원형수혈과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

부 1/2 정도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
저원각으로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구연부쪽으로 올라가
며,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회백색을 띠며, 굽과 굽
주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8.9㎝, 저경 6.2㎝, 구경 20.7㎝, 두께 0.15~1.3㎝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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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백자 대접 [도면 137-113, 사진 110-113]

주거지 남벽과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1/2 정도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
각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다.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구연부쪽으로 올라가며, 구연부
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회백색을 띤다. 굽 접지면과 굽 내면
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었으며, 빙열이 관찰된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 5곳에
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7.4㎝, 저경 5.5㎝, 복원 구경 15.1㎝, 두께 0.25~1.15㎝

114. 수키와편 [도면 137-114, 사진 111-114]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미구

기와로 미구부와 한쪽 측단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
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경질소성이다. 미구일체형 와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구부는 두께가 얇고 길며, 미구와 언강은 곡면으로 언강과 등기와 사이는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종주어골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내
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함께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
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측단면의 분
할면에 접해 젓가락식의 분할눈테흔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6㎝, 잔존 너비 9.1㎝, 두께 1.8㎝, 미구 두께 1.2㎝

115. 수키와편 [도면 137-115, 사진 111-115]

주공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와 양 측단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
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사방향과 종방향의 집선문이 중복타날되어 있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
해 문양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고 단부는 문양을 완전하게 지웠다. 내면에는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마포흔이 관찰되지 않으며, 단부는 조정 후 손누름 및 긁기로 정면하여 마무리하였다. 기와의 분할
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
대로 두었다. 측단면의 분할면에 접해 젓가락식의 분할눈테흔이 관찰된다. 한편 단부 바닥에서 모
래받침이 확인되어 번와 시 모래받침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길이 19.8㎝, 잔존 너비 14㎝, 두께 2.5㎝

116. 암키와편 [도면 138-116, 사진 111-116]

타원형수혈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와 양 측단부

가 남아 있다. 외면은 암갈색과 회색, 내면과 속심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된 점
질토로 거친 편이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에는 화문으로 추정되는 문양과 사방향의 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물손질정면과 박리로 인해 정확한 문양을 파악할 수 없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박리가 이루
어져 있으나, 일부에서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된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
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 길이 23.8㎝, 잔존 너비 29.6㎝, 두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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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7. 2지점 조선시대 18호 주거지 출토유물 1(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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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8. 2지점 조선시대 18호 주거지 출토유물 2(116)

⑲ 19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39, 사진 112]
입지

19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2.5m 거리에 조선시대 18
호 주거지가, 북쪽으로 약 1.1m 거리에 조선시대 17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19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장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상단
부인 북쪽 부분은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었으며, 하단부인 남쪽 부분은 교란과 지형삭평
에 의해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와의 선행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부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조
선시대 19호 주거지가 후행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사는 후행하는 조선시대 19호 주거지부터 진행
하였다. 주거지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
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구조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
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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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세석립 및 목

탄이 소량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단일층으로 퇴적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
로 추정되지만, 하단부가 대부분 유실되어 명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잔존 길이 170㎝, 너비
353㎝, 잔존 깊이 22㎝ 정도이며,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벽면은 비교적 비
스듬히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 2기가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각기 북동쪽 모서리 부분과 서벽 중앙부에
위치한다. 북동쪽 모서리에 위치한 아궁이는 바닥을 10㎝ 정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서는
봇돌로 추정되는 높이 약 14㎝, 길이 10㎝ 정도의 할석 1매가 확인되었다. 아궁이의 규모는 길이
78㎝, 너비 56㎝, 깊이 약 10㎝ 정도이다. 배연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아궁이 내부는 약하게 소
결되었다. 서벽에서 확인되는 화덕시설은 아궁이와 배연부가 접한 형태이며, 아궁이는 대부분 유실
되어 소결흔적만이 확인되었다. 배연부는 벽을 20㎝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은 비스듬
히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배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이며, 규모는 직경 50㎝ 정도이다. 아궁이의 소
결상태를 고려해 볼 때, 2기의 화덕시설을 동시에 사용했을 가능성은 낮으며, 북동쪽 모서리에 위
치한 아궁이는 보조의 용도 혹은 서벽에 위치한 아궁이 폐기 후 임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유물은 분청사기 대접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17. 분청사기 대접 [도면 139-117, 사진 112-117]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를 제

외하고 완전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중앙부를 제외하고 편평하다.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구연부쪽으로 올라가
며,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약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굽과
굽 주변의 일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내저면 4곳에서 태토빚음받침흔이 관
찰되어 번조 시 태토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7.6㎝, 저경 5㎝, 구경 18.2㎝, 두께 0.3~0.8㎝

118. 분청사기 대접 [도면 139-118, 사진 112-118]

주거지 북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으로
추정된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다.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구연부쪽으
로 올라가며,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약간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내면의 기신부에
는 부정형하게 원권문을 돌린 후 백토분장하였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굽과 굽 주변의 일부를 제외
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내저면에서 태토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태토빚음받
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8.9㎝, 복원 저경 5.6㎝, 복원 구경 20.2㎝, 두께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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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9. 2지점 조선시대 19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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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20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40, 사진 113]
입지

20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 경계와 인접하여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

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3.0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20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서쪽과 남쪽 부분
은 지형삭평에 의해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북동쪽에 돌출된 부분을 배연부로 판단하여, 화덕시설의 퇴적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돌출부는 내부시설이 아닌 교
란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적색 점

토덩어리가 다량 혼재된 암황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
장방형으로 추정되지만, 지형삭평에 의한 유실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잔존 길이 164
㎝, 잔존 너비 350㎝, 잔존 깊이 18㎝ 정도이며,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벽
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주거지 양모서리 부분에서 분청사기 완편 1점, 분청사기 동
체부편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19. 분청사기 완편 [도면 140-119, 사진 113-119]

주거지 북쪽 벽면에 접하여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원
각으로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연부는 직립이
며,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굽 접지면과 내면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
하게 시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박락되었다.
기고 3.7㎝, 복원 저경 4.9㎝, 복원 구경 10.1㎝, 두께 0.4~0.8㎝

120. 분청사기 동체부편 [도면 140-120, 사진 113-120]

주거지 남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내면과 외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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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0. 2지점 조선시대 20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19·120)

데, 내면의 경우 암회색, 외면의 경우 녹색을 띠고 있으며,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내면에서 빙열이
관찰된다.
잔고 3.9㎝, 두께 0.3~0.7㎝

㉑ 21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41, 사진 114]
입지 2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3.2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2.7m 거리에 조선시대 5
호 수혈유구가, 남동쪽으로 약 0.6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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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

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3호 굴립주
건물지의 일부를 파괴하고 조영되었다. 주거지의 북쪽 벽면을 따라 다수의 할석이 확인되어 내부에
구들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부에 남서-북동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
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⑥층, 총 6개 층으로 구분된다. 내부 퇴적양상은 자연퇴적이 주를

이루며, 주거지 북동쪽에서 외부토가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바닥면
으로 ⑥~④층이 확인되었으며, 목탄 및 소토가 혼재된 것으로 보아 퇴적시 아궁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층으로 ③~①층이 벽체에서 중앙부로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①층인 암황
색 사질점토층은 최근 교란행위 후 재퇴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타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85㎝, 너비 375㎝, 잔존깊이 30㎝ 정도이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구들시설이 확인되었다. 구들시설은 주거지 상단부인 북서벽을 따라 조성되었으며,
아궁이와 구들장 일부가 유실되었을 뿐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구들의 형태는 2줄의 고래를 조
성하여 이어지다가 1줄로 합쳐지는 형태이다. 구들의 규모는 길이 122㎝, 너비 171㎝, 잔존깊이 15
㎝ 정도이며, 고래의 간격은 29~31㎝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고래는 할석을 일렬로 배치하여 조성
하였으며, 상부에는 평평한 판석을 올려 구들장으로 이용하였다. 고래의 경사도는 4~6° 정도로 완
만하게 오르며, 구들개자리 또는 굴뚝개자리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는 주거지 중앙
부에 위치하며, 고래와 연결되어 있다. 아궁이는 굴착 없이 바닥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주변
으로 점토를 둘러 조성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아궁이 양옆으로 높이 약
9~13㎝, 길이 8~20㎝ 정도의 평평한 할석 2매를 세워 봇돌로 이용하였다. 아궁이 내부에서는 수
키와가 확인되며, 수키와를 이용하여 불턱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연부는 고래가 합쳐지는
북쪽 모서리 부분에 조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아궁이 주변에서 백자 저부편 1점, 기와편 2점이, 주거지 중앙부에서 백자 대접편 1점,
백자 저부편 2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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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1. 2지점 조선시대 21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나. 遺物
121. 백자 대접편 [도면 142-121, 사진 114-121]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

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내저원각으로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
듬히 벌어져 구연부와 이어지고 있으며,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
다. 유약은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잔고 6.8㎝, 복원 구경 18.7㎝, 두께 0.3~0.9㎝

122. 백자 저부편 [도면 142-122, 사진 114-122]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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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히 벌어져 구연부와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회백색을 띠고 있으며, 굽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었고, 내외면에서 빙열이 관찰된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서 각각 6곳의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으로 포개구
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5.5㎝, 저경 6.5㎝, 두께 0.4~1㎝

123. 백자 저부편 [도면 142-123, 사진 114-123]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

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도립삼각형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히 벌어져 구연부와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회
백색을 띠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었고 빙열이 전체적으로 관찰된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침흔과 모래받침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3㎝, 저경 7.7㎝, 두께 0.3~0.5㎝

124. 백자 저부편 [도면 142-124, 사진 114-124]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

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
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히 벌어져 구연부와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회백색
을 띠고 있으며, 굽 주변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침흔
과 모래받침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8㎝, 저경 6.7㎝, 두께 0.4~1.1㎝

125. 수키와 [도면 142-125, 사진 114-125]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미구 기와로 미구부 및 단부와

양 측단부가 완전하게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경질소성이다. 미구일체형 와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구부는
두께가 얇고 짧으며, 미구와 언강은 곡면으로 언강과 등기와 사이는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외면에
는 사방향과 횡방향의 집선문이 중복 타날되어 있으며, 중앙부에 정확한 문양을 파악할 수 없는 원
형의 문양이 집선문 위로 타날되어 있다. 타날된 문양은 전체적으로 물손질정면되었으며, 양 단부
는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완전하게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되며, 물손질정
면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단부는 손누름 조정 후 긁기로 마무리하였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
로 두었다. 한편 단부 바닥에서 모래가 확인되고 있어 번와 시 모래받침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길이 32.1㎝, 너비 13.9㎝, 두께 2.3㎝, 미구 두께 1.3㎝

126. 수키와편 [도면 143-126, 사진 114-126]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와 양 측단부가 남

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
다. 경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사방향과 횡방향의 집선문이 중복 타날되어 있으며, 중앙부에는 정확
한 문양을 파악할 수 없는 원형의 문양이 집선문 위로 타날되어 있다. 타날된 문양은 전체적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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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정면되었으며, 단부는 정면으로 인해 문양이 미약하게 남아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
이 관찰되며,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단부는 손누름으로 조정 후 긁기로 마
무리하였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
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한편 단부 바닥에서 모래가 확인되고 있어 번와 시 모래받침
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길이 19.7㎝, 너비 14.1㎝, 두께 2.2㎝

㉒ 22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44, 사진 116]
입지

2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2.4m 거리에 조선
시대 23호 주거지가, 북동쪽으로 약 3.5m 거리에 조선시대 2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22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북쪽 부분
은 이장묘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으며, 내부에서는 목탄흔적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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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
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구조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
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③층, 총 3개 층으로 구분된다. 토층조사시 아궁이 내부의 소결면

과 목탄이 확인되었다. 내부 퇴적양상은 자연퇴적이 주를 이루었으며, 주거지 북서쪽에서 외부토가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아궁이 주변으로 퇴적된 ③층과 ②층은 퇴적당시 아궁이의 영향
을 받아 목탄 및 소토립 등이 다량 포함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92㎝, 너비 240㎝, 잔존 깊이 15㎝ 정도이다. 주거
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거의 직교한다. 벽면은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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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바닥면에는 작은 할석들이 산포해 있어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다. 화덕시설은 아궁이와 배연부가 접한 형태이며, 배연부 일부
는 이장묘에 의해 파괴되었다. 아궁이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71㎝, 너비 46㎝, 깊
이 9㎝ 정도이다. 아궁이 주변으로 할석 여러 매가 흩어져 확인되었지만, 정형성을 보이지 않아 시
설에 의한 흔적으로 판단되진 않았다. 배연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이지만, 아궁이에서 연소
부와 연도부를 거쳐 배연부로 이어지는 흔적은 확인되었다. 아궁이와 연소부, 연도부 벽면은 소결
되었으며, 아궁이 내부에서는 목탄과 탄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백자 동체부편 1점, 기와편 2점이, 동벽 하단에서 기와편 1점 등 총 4
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27. 백자 동체부편 [도면 145-127, 사진 116-127]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동체부는 사선방향으로 비스듬히 구연부로 이어지
며,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회색을 띠고 있으며, 내외
면에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잔고 6.7㎝, 복원 구경 18㎝, 두께 0.3~0.5㎝

128. 수키와편 [도면 145-128, 사진 117-128]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미구부와 한쪽 측단

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미세한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
로 정선되었다. 경질소성이다. 미구일체형 와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구부는 두께가 얇고 길
며, 미구와 언강은 곡면으로 언강과 등기와 사이는 사선으로 처리하였다. 외면 일부에는 횡방향의
선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관찰되나 정면으로 인해 정확한 문양은 파악할 수 없다. 내면은 박리되
어 마포흔과 정면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와의 분할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와도를 그어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면은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잔존 길이 7.4㎝, 잔존 너비 5㎝, 두께 2㎝, 미구 두께 1.3㎝

129. 암키와편 [도면 145-129, 사진 117-129]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띤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며, 경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사선방향과 횡방향
의 집선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되며, 전체적으
로 정면에 의해 마포흔이 지워져 있다. 단부는 조정 후 손누름과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한편 단부
바닥에서 모래가 확인되고 있어 번조 시 모래받침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길이 16.7㎝, 잔존 너비 11.5㎝, 두께 2.4㎝

130. 암키와편 [도면 145-130, 사진 117-130]

주거지 북동쪽 벽면과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내외

면과 속심 모두 회청색과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경질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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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외면에는 선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일부에서 희미하게 확인된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
흔이 관찰되며, 전체적으로 물손질정면 되었다. 단부는 조정 후 손누름과 물손질로 정면하여 마무
리하였다. 한편 단부 바닥에서 모래가 확인되고 있어 번와 시 모래받침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길이 20.2㎝, 잔존 너비 14.8㎝, 두께 2.2㎝

㉓ 23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46, 사진 117]
입지

2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4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2.4m 거리에 조
선시대 22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약 1.7m 거리에 조선시대 24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23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서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 중앙을 기준으로 남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
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 구조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
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적황색 사질

점토와 암황색 사질점토, 적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주
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교란에 의해 일부가 파괴된 상태였다. 규모는 길이 241㎝, 너비 236
㎝, 잔존 깊이 27㎝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
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토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31. 토기 구연부편 [도면 146-131, 사진 117-131]

동쪽 벽면에 접하여 출토되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경질소성이다. 경부는 내만된 동체
부에서 짧게 외반되었으며, 구연부는 외된된 경부에서 수평상으로 급하게 외반되었고, 상면에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의 경우 상단은 뾰족하게 하단은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갈색으로 내외
면에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잔고 2.9㎝, 복원 구경 23㎝, 두께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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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6. 2지점 조선시대 23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31)

㉔ 24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47, 사진 118]
입지

2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34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1.7m 거리에 조선시
대 23호 주거지가, 남동쪽으로 약 3.9m 거리에 조선시대 25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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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6번 트렌치 중단부에서 유구 일부가 확인

되었으며, 내부에 화덕시설과 관련된 할석이 관찰되어 주거지로 판단하였다. 발굴조사에서는 트렌
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유구 윤곽이 확인되
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주거지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서 외부로 돌출된 배연부가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장축방향을 고려하여 남-북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
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
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⑧층, 총 8개 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토는 자연퇴적이 주를 이루며,

주거지 북쪽과 남쪽에서 외부토가 동시에 유입되어 벽체 쪽에서 중앙부로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토층층위 형태는 전체적으로 'U'자형을 보인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외부토가 동시에 유입
된 것으로 보아 당시 주거지의 주변 지형은 경사면이 거의 없이 평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

각장방형이며, 서벽은 약간 돌출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327㎝, 너비 214㎝, 잔존 깊이 26㎝ 정도
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서벽의 돌출
된 부분은 2단으로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
하였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동남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화덕시설은 아궁이
와 배연부가 접한 형태이며, 아궁이와 배연부의 방향은 사면 하단부로 향한다. 아궁이의 규모는 길
이 67㎝, 너비 42㎝ 정도이며, 주거지 바닥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연
부는 주거지 벽을 약 40㎝ 정도 돌출시켜 조성하였으며, 벽면은 비스듬히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배
연부의 횡단면은 원통형이며, 규모는 직경 43㎝ 정도이다. 배연부의 벽면과 아궁이 바닥면은 소결
되었으며, 소결면 주변으로 목탄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아궁이 주변에서 확인되었으며, 분청사기 완 1점, 백자 대접편 1점, 분청사기 저부
편 1점, 분청사기 동체부편 1점, 백자 접시 저부편 1점, 토기 저부편 1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32. 분청사기 완 [도면 147-132, 사진 119-132]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를 제외하고

완전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
은 약간 오목하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이 벌어져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연부는 직립이며, 구
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굽과 굽 주변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
되었다.
기고 3.5㎝, 저경 4.1㎝, 구경 11㎝, 두께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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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분청사기 대접편 [도면 147-133, 사진 119-133]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및 구

연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
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오목하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이 벌어져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내면의 중상위에는 원권문을 돌린 후 백토분
장하였다. 유약은 갈색을 띤다. 굽 접지면과 굽 내면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었으나, 내
면은 전체적으로 외면은 일부에서 유약이 박락되어 있다. 내저면 4곳에서 태토빚음받침흔이 관찰
되어 번조 시 태토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8.6㎝, 저경 5.5㎝, 복원 구경 19.6㎝, 두께 0.4~0.7㎝

134.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47-134, 사진 119-134]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
은 오목하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이 벌어져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녹갈색을 띠며,
굽 주변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내저면 3곳에서 태토빚음받침흔이 남아있다.
잔고 4.2㎝, 저경 5.5㎝, 두께 0.3~0.7㎝

135.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47-135, 사진 119-135]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
은 약간 오목하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이 벌어져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갈색을 띠
며, 굽 접지면과 굽 주변을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내저면 2곳에서 태토빚음받침
흔,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굽과 내면에 받침을 달리하여 포개구이로 번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2㎝, 저경 4.4㎝, 두께 0.4~0.9㎝

136.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47-136, 사진 119-136]

주거지 북쪽 벽면에 접하여 확인되었으며, 바닥에서

약 8㎝ 떠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이용하였다.
저부는 잔존상태를 통해 평저로 추정되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비스듬히 사선으로 올라간 듯 하다.
유약은 녹색을 띠며, 내외면에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잔고 7.5㎝, 복원 저경 22.2㎝, 두께 ㎝

137. 토기 저부편 [도면 147-137, 사진 119-137]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

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 듯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에서 종선문과 사방향의 선문이 관찰된다. 저부와 동
체부 외면의 일부를 제외하고 다갈색의 유약이 시유되었다
잔고 5㎝, 복원 저경 16㎝, 두께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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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 25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48, 사진 120-1]
입지

2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8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3.9m 거리에 조
선시대 24호 주거지가, 동쪽으로 약 2.0m 거리에 조선시대 2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25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북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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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과 잔존상태를 고려하여 남-북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
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
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황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토층상에서 교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54㎝, 너비 301㎝, 잔존 깊이 18㎝ 정도이다. 유구의 벽면은 바
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지만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부시설은 타원형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은 주거지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 인접하여 위치
하며, 규모는 길이 64㎝, 너비 33㎝, 깊이 약 12㎝ 정도이다. 내부 바닥면에서 목탄이 소량 확인되
었지만, 소결흔적과 같은 불사용과 관련된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아궁이
와 같은 화덕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㉖ 26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49, 사진 120-2]
입지

2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5.3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0.6m 거리에 시대
미상 16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약 2.0m 거리에 조선시대 25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6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지 중앙
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
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

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
이 254㎝, 너비 284㎝이며, 잔존 깊이 18㎝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
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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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9. 2지점 조선시대 26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유물은 주거지 중앙부 바닥면에서 백자 구연부편 1점, 토기 저부편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38. 백자 구연부편 [도면 150-138, 사진 120-138]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

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내저면에서 사
선으로 비스듬히 벌어져 구연부로 이어졌으며,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
리하였다. 유약은 회백색을 띠며,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잔고 2.4㎝, 복원 구경 5.8㎝, 두께 0.25~0.7㎝

139. 토기 저부편 [도면 150-139, 사진 120-139]

주거지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
며, 접합면의 외면에서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무문이며, 내면에서 회전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잔고 3.2㎝, 복원 저경 14㎝, 두께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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㉗ 27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51, 사진 121]
입지

2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약 2.3m 거리에 조선시
대 25호 주거지가, 남서쪽으로 약 3.4m 거리에 조선시대 28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27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6번 트렌치에서 유구 일부가 확인되었으

며, 확장조사를 통해 말각방형의 전체 형태를 확인하였다. 발굴조사에서는 주변의 다른 시설을 확인
하기 위해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관련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우며, 주거지 북쪽 부분
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남동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

였다. 주거지의 장축방향과 잔존상태를 고려하여 남-북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
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아궁이 시설의 유무 및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출토되
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퇴적양상

주거지 내부토는 ①~⑦층, 총 7개 층으로 구분된다. ⑦층은 암황색 사질점토층으로 북

벽 하단 일부에서만 확인되었으며, 기반토와 유사하다. 전체적인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주거지 상
단부를 중심으로 1차 퇴적이 이루어졌으며(⑦~⑤층), 2차 퇴적은 경사면을 따라 암갈색 사질점토
(④층)와 갈색 사질점토(③층)가 유입되어 하단부에 퇴적되면서 이루어졌다. 이후 상층으로 암황색
사질점토(②층)와 황갈색 사질점토가(①층) 수평으로 퇴적되었다. 인위적 작용 없이 자연퇴적이 주
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

각방형이며, 상단부인 북벽은 약간 돌출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331㎝, 너비 290㎝, 잔존 깊이 43
㎝ 정도이다.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북벽은 2단으로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바
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화덕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화덕시설은 아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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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배연부가 접한 형태이며, 아궁이와 배연부의 방향은 사면 하단부로 향한다. 아궁이의 평면형태
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19㎝, 너비 88㎝, 깊이 약 13㎝ 정도이다. 아궁이는 수혈식 아궁이이
며, 배연부에 접하여 높이 8㎝, 길이 22㎝ 정도의 할석 2매를 세워 봇돌로 이용하였다. 조사당시
아궁이 상면에서 이맛돌 및 구조물로 추정되는 여러 매의 할석이 확인되었지만, 외부토 유입과 토
압에 의해 이미 원구조를 잃고 붕괴된 상태였다. 아궁이에서 배연부로 여러 매의 할석을 세우고 비
스듬하게 경사를 주어 불길 및 연기가 자연스럽게 배연부로 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연부는 주거
지 벽을 돌출시켜 조성하지 않고, 모서리 부분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궁이와 배연부
벽면은 소결되었으며, 아궁이 바닥에는 목탄 및 탄재가 두껍게 남아있었다.
유물은 아궁이 내부에서 토기 구연부편 1점이, 아궁이 주변에서 토기 구연부편 2점, 기와편 1점
이, 그리고 주거지 상단부에서 토기 저부편 3점 등 총 7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51. 2지점 조선시대 27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210

나. 遺物
140. 토기 구연부편 [도면 152-140, 사진 122-140]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

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갈색,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으나, 내외면의 경우 박리되어 부분적으로 회
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질토로 정선되었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최상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였다.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급하게
수평상으로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성형은 구연
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흔과 손누름흔이 미약하게 관
찰된다. 동체부 외면은 무문양이며, 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다.
잔고 6.9㎝, 복원 구경 37.6㎝, 두께 0.4~0.5㎝

141. 토기 구연부편 [도면 152-141, 사진 122-141]

아궁이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박리되어 회색을 띠고 있으며,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
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중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였다. 구연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급하게 수평상으로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홈이 돌려져 있
다. 구순부는 양단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성형은 구연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접합
면의 내면에서 손누름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은 무문양이며, 내면의 凹凸을 통해 회
전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다.
잔고 6.3㎝, 복원 구경 39.2㎝, 두께 0.35~0.5㎝

142. 토기 구연부편 [도면 152-142, 사진 122-142]

아궁이 동쪽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흑회색 및 적갈색, 내면은 회흑색, 속심은 흑색을 띠
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구연부와
의 경계부에서 동 최대경을 이루고 있다. 구연부는 동체부에서 급하게 수평상으로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의 경우 상단은 뾰족하게 하단은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성형은 구
연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였으며, 접합면의 외면에서 미약하게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동체
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였으며,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흔과 손누름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외면에
는 구연부 이하에 횡방향으로 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박리 및 정면으로 인해 거의 지워져 미약하
게 확인되며, 흑반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박리되었으나, 내면의 凹凸을 통해 회전물손질로 정면
한 듯 하다.
잔고 11.1㎝, 복원 구경 42.2㎝, 두께 0.5~0.8㎝

143. 토기 저부편 [도면 152-143, 사진 122-143]

주거지 북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하부 퇴적층인 암황

색 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회청
색, 속심은 보라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다. 저부는 약간
들린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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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점토 보강흔, 외면에서 점토띠 접합흔
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횡방향
의 선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확인되나 정면으로 인해 정확한 문양은 파악할 수 없다. 내면에는 동
심원상의 내박자흔이 관찰되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지워져 정확한 문양의 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저부 바닥면에서는 모래받침흔이 관찰되고 있어 번조 시 모래받침을 이용하여 번조한 듯 하다.
잔고 10.9㎝, 복원 저경 26.6㎝, 두께 0.6~1.1㎝

144. 토기 저부편 [도면 152-144, 사진 122-144]

주거지 북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하부 퇴적층인 암황색

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박리되어
명갈색을 띠고 있으며,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저
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
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외면에서 점토 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
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외면에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박리되어 문양의 존
재유무는 파악할 수 없으며, 내면에서 凹凸이 미약하게 확인되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다.
잔고 4.7㎝, 복원 저경 20.2㎝, 두께 0.3~0.7㎝

145. 토기 저부편 [도면 153-145, 사진 122-145]

주거지 북쪽에서 확인되었으며, 상부 퇴적층인 암황색

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박리되어
회색,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
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
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외면에서 점토 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
쌓기하여 내외면에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사방향의 태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정
면 및 박리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내외면 모두 박리되었으나, 내면의 凹凸을 통해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14.7㎝, 복원 저경 18.4㎝, 두께 0.3~0.5㎝

146. 암키와편 [도면 153-146, 사진 122-146]

아궁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가 남아 있다. 내

외면은 갈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이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은 박리
가 심하게 이루어져 문양의 존재유무는 알 수 없으며,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이 관찰되나 역시
박리가 이루어져 있다.
잔존 길이 14.9㎝, 잔존 너비 10.9㎝, 두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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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3. 2지점 조선시대 27호 주거지 출토유물 2(145·146)

㉘ 28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54, 사진 123]
입지

28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4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3.4m 거리에 조
선시대 27호 주거지가, 남동쪽으로 약 2.6m 거리에 조선시대 29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8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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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동쪽 일부분은 교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
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지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
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
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
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

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54㎝, 잔
존 너비 268㎝이며, 잔존 깊이 19㎝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주거지 중앙부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2점이, 서벽 모서리 부분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1점
이, 그리고 동벽 하단에서 토기 저부편 1점, 토기 동체부편 1점 등 총 5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54. 2지점 조선시대 28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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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147.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55-147, 사진 123-1]47

주거지 동쪽 벽면에 접하여 확인되었으며, 상부 퇴

적층인 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
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중앙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편평
하다.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히 올라가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갈색을 띠며, 굽
을 제외하고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나, 외면의 경우 부분적으로 박락되어 있다. 내저면에서 태토빚
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태토빚음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2㎝, 복원 저경 5.6㎝, 두께 0.3~0.4㎝

148.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55-148, 사진 124-148]

주거지 중앙에서 확인되었으며, 상부 퇴적층인 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중앙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편평하나 소성 시 일부가 부풀
러져 올라온 상태이다. 유약은 옅은 갈색을 띠며, 굽을 제외하고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다. 내저면
에서 태토빚음받침흔, 굽 접지면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내저면과 굽에 받침을 달
리하여 포개구이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5㎝, 복원 저경 5.4㎝, 두께 0.5㎝

149.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55-149, 사진 124-149]

주거지 중앙에서 확인되었으며, 상부 퇴적층인 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히 구연
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녹색을 띠며, 굽과 굽 주변을 제외하고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나
외면 일부는 박락되어 있다. 굽 주변에서 태토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태토빚음받침으로 번
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8㎝, 복원 저경 5.1㎝, 두께 0.4~0.5㎝

150. 토기 저부편 [도면 155-150, 사진 124-150]

주거지 남동쪽 벽면에 접하여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

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외면은 회흑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세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약간 거친편이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
서 수직에 가까운 사선으로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
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점토 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외면
에서 점토띠 접합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외면 하단부에서는 ‘W’자형의 압문이 미약하게 관찰되
며, 저부 바닥면에서 탄착흔이 일부 관찰된다. 저부 내면 및 동체부의 凹凸을 통해 회전물손질로 정
면한 듯 하다.
잔고 5.2㎝, 복원 저경 21.9㎝, 두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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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5. 2지점 조선시대 28호 주거지 출토유물(147~151)

151. 토기 저부편 [도면 155-151, 사진 124-151]

주거지 남동쪽 벽면에 접하여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외면은 회갈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
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사선
으로 벌어져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
면에서 점토 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
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외면에는 격자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미약하게 관찰되나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정확한 문양의 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동체
부 내면의 凹凸을 통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다.
잔고 12.4㎝, 복원 저경 21.5㎝, 두께 0.4~1㎝

㉙ 29號 住居址
가. 遺溝 [도면 156, 사진 124]
입지

29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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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고도 22.28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주거지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2.6m 거리에 조
선시대 28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약 1.0m 거리에 시대미상 18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9호 주거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6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
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하단부인 남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주거지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주거지의 중
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황갈색 사

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되
며, 하단부는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되었다. 규모는 잔존 길이 235㎝, 너비 334㎝, 잔존 깊이 13㎝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
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56. 2지점 조선시대 29호 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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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燒成遺構
가. 遺溝 [도면 157, 사진 125]
입지

1호 소성유구는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7.26m 높이의 사면 상단부에 조영되었다. 소성유
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4.5m 거리에 시대미상
5호 수혈유구기, 남쪽으로 약 8.5m 거리에 조선시
대 8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소성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4번 트렌치 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5~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
곽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목탄이 확인되었으며,
벽체 일부는 소결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
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 부
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
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퇴적양상

내부토는 ①~⑥층, 총 6개 층으로 구분

된다. 유구 중앙부 바닥면으로 흑색 점질토의 탄재
층(⑥층)이 얇게 퇴적되었으며, 상층으로 생토립 및

도면 157. 2지점 조선시대 1호 소성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소토가 혼재된 암황색 점질토(⑤층)가 퇴적되었다.
이후 북쪽에서 외부토가 유입되었으며, 남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④~②층).
유구현황

소성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동-서 방향의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77㎝, 너비 87㎝, 잔존 깊이 19㎝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
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의 바닥면과
벽면 일부는 강하게 소결되었으며, 탄재 및 목탄흔적이 소결면 상부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동서 방향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에서 소결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불을 피우는 행위는 유
구 일부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성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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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竪穴遺構
① 1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58, 사진 126]
입지

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6.5m 높이의 사면 상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2.3m 거리에 조선시
대 8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7번 트렌치 에서 타원형의 유

구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정에서는 트렌치 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
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북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
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
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황색·

적갈색·암황색·황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북동-남서 방향
의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83㎝, 너비 54㎝, 잔존 깊이 28㎝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
깝게 굴착하였으나, 바닥쪽에 가까울수록 조금씩 내만하는 양상을 보인다.
수혈 내부의 바닥면에서는 주공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주공의 형태는 방형으로 길이
26~27㎝, 너비 28~33㎝ 정도이며, 깊이 6~7㎝이다.
유물은 유구 상단부인 동벽 인근에서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58. 2지점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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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152. 암키와편 [도면 158-152, 사진 126-152]

유구의 북서쪽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단부와 측단

부가 모두 유실되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
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문양이나 정면흔을 확인할 수 없다. 내면에
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대부분 지워져 있다.
잔존 길이 10.7㎝, 잔존 너비 8.8㎝, 두께 3.5㎝

② 2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59, 사진 127]
입지

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6.88m 높이의 사면 상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약 4.25m 거리에
조선시대 2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45번 트렌치 에서 확인되었으

며,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다소 부정형한 형태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
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
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
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암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긴 장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316㎝, 너비 117㎝, 잔존 깊이 42㎝ 정도이다. 유구 상단부인 북벽을 제외한 나머지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북벽은 비교적 비스듬히 굴착하였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유구 하단부에서 백자 저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53. 백자 저부편 [도면 159-153, 사진 127-153]

유구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곳 바닥에서 약 20㎝

정도 떠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
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
히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청색을 띠며, 굽을 제외하고 양호하게 시유되었다. 굽 접
지면 3곳, 내저면 7곳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포개구이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2㎝, 복원 저경 6.2㎝, 두께 0.6~1.3㎝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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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백자 저부편 [도면 159-154, 사진 127-154]

153번 유물과 나란하게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
저면은 약간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이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회색을
띠며, 굽을 제외하고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 5곳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
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을 이용하여 포개구이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4㎝, 복원 저경 6.4㎝, 두께 0.4~1.3㎝

도면 159. 2지점 조선시대 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53·154)

③ 3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60, 사진 128]
입지

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4.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조선시대 19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으며, 수혈유구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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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북쪽으로 약 1.1m 거리에 조선시대 17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반원형의 유구형태가 확인되었다. 조사는 먼저 중
복된 조선시대 19호 주거지와의 선후관계 파악을 위해 유구의 중앙을 중심으로 탐색트렌치를 설치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가 선행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선시대 19호 주거지의
조사를 완료 후 3호 수혈유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트렌치를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
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

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판단되지만, 조선시대 19호 주거지에 의해 유구 하단부가 파
괴되어 반원형의 형태만 잔존한다. 유구의 규모는 잔존 길이 135㎝, 너비 166㎝, 잔존 깊이 32㎝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에 가까울수록 완만하게 내만하는 양상
을 보인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60. 2지점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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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61, 사진 129]
입지

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8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0.7m 거리에
조선시대 5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4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43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확인하였다. 유
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판단되지만, 유구 하단부인 동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
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
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
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황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반원형으로 유구의 동쪽 부분이 지형삭평
에 의해 유실된 상태이다. 규모는 잔존 길이 215㎝, 너비 266㎝이며, 잔존 깊이 10㎝ 정도이다. 벽
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하였
으나 일부 요철면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유구 중앙부 바닥면에서 토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55. 토기 구연부편 [도면 161-155, 사진 129-155]

유구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

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 및 대상파수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흑회색, 속심은 회색
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소성이다.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외반
되어 올라오다가 최상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였다. 구연부는 경부의 성형없이 내
만된 동체부에서 수평상으로 급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양단을 약간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파수
부는 대상형으로 동체부 중위에 위치하고 있다. 성형은 동체부와 구연부, 파수부를 별도로 제작하
여 접합하였으며, 동체부와 구연부의 접합면 내면에서 점토접합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외면에서 손누름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또한 파수부 접합 이전에 돌려진 횡
침선이 동체 상위와 파수부 주변에서 확인된다. 파수부는 동체부의 외면에 접합하여 접합흔과 보강
토흔이 관찰되며, 파수부 외면에는 제작시 생긴 손누름흔과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내면
에는 파수부와의 접합시 생긴 손수름흔이 관찰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고 16.3㎝, 복원 구경 35㎝, 두께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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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5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62, 사진 130]
입지

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9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0.7m 거리에
조선시대 4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5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43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다. 발

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
되었다. 유구의 동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일부 유실되었으며, 남쪽 부분은 조선시대 3호 굴립
주건물지에 의해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
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
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
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황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88㎝, 잔존
너비 263㎝, 잔존 깊이 13㎝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의 동벽은 지형삭평에 의해 일부
유실되었으며, 남벽은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에 의해 파괴된 상태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유구 중앙부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1점, 서벽 부근에서 토기 동체부편 1점 등 총 2점이 출토
되었다.
나. 遺物
156.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62-156, 사진 130-156]

유구 중앙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
로 내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이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갈색을
띠며, 굽 접지면과 내면을 제외하고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다.
잔고 3.7㎝, 저경 5.3㎝, 두께 0.4~0.9㎝

157. 토기 동체부편 [도면 162-157, 사진 130-157]

유구 서쪽 벽면과 접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동체

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
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박리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 있다. 내
면은 전체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정면흔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잔고 4.9㎝, 두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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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2. 2지점 조선시대 5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56·157)

⑥ 6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63, 사진 131]
입지

6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0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1.0m 거리에 조
선시대 7호 수혈유구가, 동쪽으로 약 0.85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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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6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51번 트렌치에서 장방형의 형태

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
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
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
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흑갈색·

갈색·암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다. 유구의 양장벽으로 흑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1
차적 퇴적을 이룬 후 유구 중앙부로 암갈색 사질점토가 유입된 양상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동서 방향의 장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05㎝, 너비 52㎝, 잔존 깊이 18㎝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동벽에 인접하여 동이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58. 동이 저부편 [도면 163-158, 사진 131-158]

유구 동벽과 인접한 바닥에서 약 5㎝ 정도 떠 있는 상

태로 출토되었다. 저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
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로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내
면에 회전물손질흔과 동체부와의 접합과정에서 생긴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잔고 0.8㎝, 두께 0.8㎝

도면 163. 2지점 조선시대 6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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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7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64, 사진 132]
입지

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3.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1.0m 거리에 조
선시대 6호 수혈유구가, 남서쪽으로 0.9m 거리에 조선시대 25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7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
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
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
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

점토와 소토 및 목탄이 혼재된 암황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

도면 164. 2지점 조선시대 7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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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경사면 아래쪽이 좀 더 좁은 제형이다. 규모는 길이 182㎝, 너비 199
㎝, 잔존 깊이 30㎝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오목한 형태로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유구 상단부인 북벽에 인접하여 분청사기 구연부편 1점, 토기 구연부편 1점, 토기 저부편
1점이, 중앙부에서 조질청자 저부편 1점, 토기 동체부편 1점, 기와편 1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59. 분청사기 구연부편 [도면 165-159, 사진 132-159]

유구 북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

부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내저곡면으로 동체부는 비스듬히 사선
으로 벌어져 구연부와 이어지며,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
약은 녹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된 듯 하나, 내외면 일부가 박락되어 있다.
잔고 3.7㎝, 복원 구경 14.8㎝, 두께 0.3~0.5㎝

160. 조질청자 저부편 [도면 165-160, 사진 132-160]

유구 중앙 하층 퇴적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 상면에

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
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편평하며, 동체부는 비스듬히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녹색을 띠고 있으며, 굽 접지면과 굽 내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었
고, 내외면에서 빙열이 관찰된다. 굽 접지면과 동체부 외면 및 내저면에서 각각 4곳씩 모래빚음받
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으로 포개구이하여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4㎝, 저경 4.8㎝, 두께 0.4~0.7㎝

161. 토기 구연부편 [도면 165-161, 사진 132-161]

유구 북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면은 회색, 외면과 속심은 명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
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잔존상태를 통해 동체부는 중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한 듯 하다. 구
연부는 내만된 동체부에서 경부의 성형없이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무문이며, 내면에서 凹凸이 확인되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다.
잔고 5.4㎝, 복원 구경 41.4㎝, 두께 0.4~0.7㎝

162. 토기 저부편 [도면 165-162, 사진 132-162]

유구 북서쪽에서 암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수습되었

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간 듯 하다. 외면은 박리가 심
하게 이루어져 있어 문양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
였으며, 접합면의 내외면에서 손누름과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
져 있으며, 내면의 凹凸을 통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다.
잔고 4.4㎝, 복원 저경 27.5㎝, 두께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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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토기 동체부편 [도면 165-164, 사진 132-163]

유구 중앙에서 확인되었으며, 하층 퇴적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 상면에서 출토되었다.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은 흑회색, 내면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은 박리로 인해 문양 등은 확인되지 않는
다. 내면에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
졌으며, 내면의 凹凸을 통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다.
잔고 8.8㎝, 두께 0.45~0.65㎝

164. 암키와편 [도면 165-164, 사진 132-164]

유구 중앙에서 확인되었으며, 하층 퇴적층인 황갈색 사질

점토층 상면에서 출토되었다. 한쪽 단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
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이나 비교적 정선되었다. 연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어골문이 타날
되어 있으나, 물손질정면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워져 있다. 내면에는 가는 올의 마포흔과 일부에
서 빗질흔이 추정되는 사선문이 관찰된다.
잔존길이 5.9㎝, 잔존 너비 7.5㎝, 두께 1.7㎝

⑧ 8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66, 사진 133]
입지

8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9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2.2m 거리에 시대미상
24호 수혈유구가, 동쪽으로 약 3.6m 거리에 시대미상 23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8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6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
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
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
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양장벽으로

명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외부토 유입시 벽체 일부가 무너져 함께 퇴적된 것
으로 판단된다. 상층으로 암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
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북 방향의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98㎝, 너비 66㎝, 잔
존 깊이 24㎝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
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유구 하단부인 남벽에 인접하여 토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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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165. 토기 저부편 [도면 166-165, 사진 133-165]

유구 남쪽 벽면에 접하여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

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외면은 암회색, 내면과 속심은 회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
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박리로 인해 대부분 지워진 상태이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
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접합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
쌓기하였으며,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외면은 박리되었으며, 내면에서 凹
凸이 확인되어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다.
잔고 7.1㎝, 복원 저경 15㎝, 두께 0.4~0.5㎝

도면 166. 2지점 조선시대 8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65)

⑨ 9號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67, 사진 134]
입지

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5.3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2.2m 거리에 조선시대 1
호 주거지가, 남서쪽으로 약 3.2m 거리에 조선시대 2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9호 수혈유구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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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북
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암황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67㎝, 너비 59㎝,
잔존 깊이 18㎝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9호 수혈유구는 조선시대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 사이에
위치하며, 동시기로 파악되는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부속시설(저장시설)로 이용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유물은 북쪽 바닥면에서 분청사기 저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66.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67-166, 사진 134-166]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도면 167. 2지점 조선시대 9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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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듬히 사선으로 올라가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내면에는 국화문, 원권문, 국화문, 원권문 순
으로 찍은 후 백토분방하였다. 유약은 녹갈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
지면에서 모래받침흔, 내면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굽과 내면에 받침을 달리하여
포개구이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3.2㎝, 저경 5㎝, 두께 0.6~0.8㎝

167. 분청사기 저부편 [도면 167-167, 사진 134-167]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곡면으로 내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완만하게 곡선으로 벌어져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동체부 내면에는 중위에 원권문을 돌린 후 백
토분장하였다. 유약은 녹갈색을 띠며,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에서 모래받
침흔이 남아있다.
잔고 5.8㎝, 저경 5.1㎝, 두께 0.4~1㎝

(4)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68, 사진 135]
입지

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5.0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건물지와 인접하여 조선시대 15호 주거
지, 북쪽으로 약 1.8m 거리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

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2기의 적심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
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
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적심을 조성하였다. 현재는 적심 2기만

이 남아있어 건물의 전체 형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적심은 해발고도 24.9~25.0m 사이에 조성되었
으며, 적심간의 거리는 4.65m 정도이다. 남쪽에 위치한 적심은 교란에 의해 일부 파괴된 상태였다.
적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84~85㎝, 너비 80~102㎝, 잔존 깊이
14~23㎝ 정도이다. 잔존 상태가 양호한 북쪽 적심을 기준으로 축조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심 바닥면에 할석을 깔아 평평하게 수평을 맞혔으며, 적심 중앙 부분에 목주를 수직으로 세운 후
목주와 적심의 빈 공간은 할석을 이용해 메운 형태이다. 목주의 규모는 직경 35㎝ 내외로 판단된
다. 남쪽에 위치한 적심은 교란에 의해 적심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내부에서도 일부의 할석만이 확
인되어 축조방식을 알 수 없었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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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8. 2지점 조선시대 건물지 평면 및 입단면도(1/60)

(5) 屈笠柱建物址
① 1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69, 사진 136]
입지

1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4.9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인접하여 조선시대 16
호 주거지가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2m 거리에 조선시대 15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

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
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
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

태는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4주식 구조이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12㎝, 너비 130㎝ 정도이다. 정면 주공의 간격은 120~130㎝ 정도이며, 측면 주공간
의 간격은 112~116㎝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5~24㎝, 잔존 깊이 6~11㎝ 정도이다. 단면은 ‘

’

자형이며,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암황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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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9. 2지점 조선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② 2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70, 사진 137]
입지

2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4.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3.5m 거리에 조선
시대 22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4.2m 거리에 조선시대 23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

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주공 일
부는 교란에 파괴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
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
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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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

태는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1칸, 측면1칸의 4주식 구조로 추정되며, 주기둥 외에 주공 1기가
돌출되어 확인되었다. 남동쪽 모서리 주공은 교란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건물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00㎝, 너비 347㎝ 정도이다. 건물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9~38㎝, 잔존 깊이 19~21㎝ 정도이다. 단면은 ‘

’

자형이며,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암적갈색 사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70. 2지점 조선시대 2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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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1. 2지점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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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71, 사진 138·139]
입지

3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9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조선시대 4호 굴립주건물지가 중
복하여 위치하며, 고려시대 1호·2호 수혈유구, 조서시대 19호 주거지 등이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51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

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
로 주공열이 확인되었으며, 건물지를 감싸듯 배치되어있는 구시설이 함께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
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
사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
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

태는 4×2로 주기둥을 배치한 정면 3칸, 측면 1칸의 구조이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건물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일렬의 중심기둥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87㎝,
너비 707㎝ 정도이다. 건물의 남쪽으로는 외부로 돌출되어 설치된 주공 2기가 확인되었으며, 출입
구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건물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거의 직교한다.
건물지에 배치된 기둥을 배치양상과 용도에 따라 주기둥과 중심기둥으로 구분하였다. 주기둥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4~31㎝, 잔존 깊이 20~40㎝ 정도이다. 중심기둥의 평면형태
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2~40㎝, 잔존 깊이 8~18㎝ 정도이다. 단면은 ‘

’자형이며, 벽은 수

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암황색 사질점토와 암적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외부에서는 건물을 감싸듯 배치된 구(溝)시설이 확인되었다. 구시설은 ‘ㅁ’자형으로 건물
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형삭평에 의한 유실과 주거지 조영에 따른 파괴
로 인해 현재는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전체 규모는 잔존 길이 930㎝, 잔존 너비 1,176㎝ 정도이
며, 내부 폭은 115~153㎝, 잔존 깊이는 15~23㎝ 정도이다. 구(溝)시설은 배수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구시설 내부에서 백자 저부편 3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168. 백자 저부편 [도면 172-168, 사진 139-168]

동쪽 구의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가 남

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
면은 편평하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청색을 띠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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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었으나, 외면 일부에 유약이 뭉쳐져 있으며, 내면에서 빙열이 관찰된
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 6곳에서 모래빚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을 이용하여 포
개구이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2.95㎝, 저경 6㎝, 두께 0.4~1.5㎝

169. 백자 저부편 [도면 172-169, 사진 139-169]

북쪽 구의 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어 구연부로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청색
을 띠며, 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 9곳에서 모래빚
음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빚음받침을 이용하여 포개구이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잔고 5.8㎝, 저경 6.2㎝, 두께 0.5~1㎝

170. 백자 저부편 [도면 172-170, 사진 139-170]

북쪽 구의 서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원각으로
내저면은 비교적 편평하며, 동체부는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구연부에 이어진 듯 하다. 유약은 옅은
청색을 띠며, 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으나, 외면 일부는 뭉쳐져 있다. 굽
접지면과 내저면에서 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받침을 이용하여 포개구이로 번조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잔고 2.3㎝, 저경 5.2㎝, 두께 0.3~1.2㎝

도면 172. 2지점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 출토유물(168~170)

④ 4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73, 사진 140]
입지

4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가 중
복하여 위치하며, 남동쪽으로 2.95m 거리에 조선시대 5호 굴립주 건물지가, 남서쪽으로 2.9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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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3. 2지점 조선시대 4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거리에 조선시대 2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4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

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
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
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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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3×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2칸, 측면 1칸의 구조이며, 건물의 남서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
정되는 주공은 교란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68㎝,
너비 816㎝ 정도이다. 정면 기둥간의 간격은 370~430㎝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건물의 장축방향
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32~45㎝, 잔존 깊이 9~23㎝ 정도이다. 단면은 ‘

’

자형이며,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암황색 사질점토와 회황색 사질점토, 암
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⑤ 5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74, 사진 141]
입지

5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2.7m 거리에 조선
시대 4호 굴립주건물지가, 남쪽으로 약 7.7m 거리에 조선시대 6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5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

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ㄱ’자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열의 배
치상태로 보아 현재 이장묘에 의해 교란된 서쪽으로 확장되어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
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현재 건물지는 ‘ㄱ’

자 형태만이 잔존하지만, 원형태는 3×2 혹은 3×3으로 주기둥을 배치하고 주기둥 사이와 건물지
내부에 보조기둥을 설치한 형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하는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
모는 길이 95㎝, 너비 467㎝ 정도이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214~256㎝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 자형으로 벽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

다. 규모는 직경 19~41㎝, 잔존 깊이 7~12㎝ 정도이다. 주공 내부에서는 암황색 사질점토의 단일
층만이 확인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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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4. 2지점 조선시대 5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⑥ 6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75, 사진 142]
입지

6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4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2.7m 거리에 조선시
대 27호 주거지가, 북쪽으로 약 1.4m 거리에 조선시대 26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6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

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
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4주식 구조이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450㎝, 너비 410㎝ 정도이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400~450㎝이며, 측면 주공간의
간격은 370~410㎝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타원형 주공의 규모는 길이 49~73㎝, 너비 43~51㎝, 잔존 깊이 12~22㎝ 정도이다. 원
형 주공의 규모는 직경 35㎝, 잔존 깊이 15㎝이다. 주공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황색 사질
점토,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과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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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5. 2지점 조선시대 6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⑦ 7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76, 사진 143]
입지

7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남서쪽 경계와 인접하여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

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0.7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5.1m 거리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가, 남쪽으로 약 6.3m 거리에 조선시대 8호 굴립주건물지가 위
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7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

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일부 주공열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배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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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6. 2지점 조선시대 7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로 보아 조사지역 밖인 남서쪽으로 보다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
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
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잔존 상태로 보아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4주식 구조로 추정되며, 규
모는 너비 456㎝이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48~59㎝, 잔존 깊이 16~27㎝ 정도이다. 단면은 ‘

’자

형이며,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
되었으며, 2번 주공에서는 목주의 흔적이 확인된다. 주공의 중앙에 목주를 수직으로 세운 후 점성
이 강한 사질점토를 채웠으며, 목주의 크기는 직경 27㎝ 정도로 판단된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⑧ 8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77, 사진 144]
입지

8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남서쪽 경계와 인접하여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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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0.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4.7m 거리에 조선시대 6호 토광묘가, 북쪽으로 약 6.3m 거리에 조선시대 7호 굴립주건물지가 위
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8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

표에 퇴적된 약 20~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일부 주공열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배치상태
로 보아 조사지역 밖인 남서쪽으로 보다 확장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
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
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잔존 상태로 보아 4×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4칸, 측면 1칸의 구조로 추정되며, 규모는
너비 560㎝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40~48㎝, 잔존 깊이 20~40㎝ 정도이다. 단면은 ‘

’

자형이며,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암황갈색 사질점토와 황색 사질점토, 암
황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77. 2지점 조선시대 8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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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9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78, 사진 145]
입지

9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2.8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약 1m 거리에 시대미상
31호 수혈유구가, 서쪽으로 약 0.4m 거리에 시대미상 30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9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번 트렌치에서 주공 1기가 확인되

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주공열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배치상태로 보아 유구 하단부의 교란된 부분에 주공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
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
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
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잔존 상태로 보아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4주식 구조로 추정되며, 규
모는 너비 274㎝이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

다. 타원형 주공의 규모는 길이 39.7㎝, 너비 35.5㎝, 잔존 깊이 20㎝이며, 원형 주공의 규모는 직
경 30㎝, 잔존 깊이 25㎝이다.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황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목
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78. 2지점 조선시대 9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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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10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79, 사진 146]
입지

10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건물지와 인접하여 시대미상 31
호 수혈유구와 시대미상 34호 수혈유구 등이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0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번 트렌치에서 주공 일부가 확인

도면 179. 2지점 조선시대 10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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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
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3×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2칸, 측면 1칸의 구조이며, 주기둥 사이에 보조기둥을 건물 내
부에 중심기둥을 배치한 양상이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55㎝, 너비 650
㎝ 정도이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270~360㎝ 정도이며, 측면 주공간의 간격은 355~372㎝ 정
도로 차이를 보인다. 건물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규모는

직경 35~45㎝, 잔존 깊이 12~21㎝ 정도이다. 주공 내부에는 암황색 사질점토와 암황갈색 사질점
토, 황갈색 사질점토, 황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과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⑪ 11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80, 사진 147]
입지

11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2.1m 거리에 조
선시대 12호 굴립주건물지가, 남쪽으로 약 4.1m 거리에 시대미상 36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1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6번과 7번 트렌치에서 주공 일부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
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
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3×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2칸, 측면 1칸의 구조이며, 주기둥 사이에 보조기둥을 배치한
양상이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594㎝, 너비 796㎝ 정도이다. 정면 주공간
의 간격은 345~445㎝ 정도이며, 측면 주공간의 간격은 270~304㎝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주기둥으로 사용된 주공의 규모는 직경 38~70㎝, 잔존 깊이 9~18
㎝ 정도이며, 보조기둥으로 사용된 주공의 규모는 직경 20~48㎝, 잔존 깊이 11~16㎝ 정도이다.
보조기둥보다 주기둥의 규모가 큰 편이다. 주공 내부에는 암황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와 황
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다. 일부 주공에서는 목주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중앙에 수
직으로 기둥을 세운 후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를 채운 형태로 목주의 직경은 20~35㎝ 정도이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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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0. 2지점 조선시대 11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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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12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81, 사진 148]
입지

12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5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2.1m 거리에 조
선시대 11호 굴립주건물지가, 남동쪽으로 약 3.4m 거리에 시대미상 36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2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
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
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4주식 구조이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도면 181. 2지점 조선시대 12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Ⅳ. 조사내용

253

며, 규모는 길이 249㎝, 너비 357㎝이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350㎝ 정도로 일정한 편이며, 측
면 주공간의 간격은 220~249㎝ 정도로 차이를 보인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규모

는 직경 39~44㎝, 잔존 깊이 9~38㎝ 정도이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암황갈색 사질점토,
황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으며, 명확한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⑬ 13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82, 사진 149]
입지

13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0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약 4.1m 거리에 조선
시대 14호 굴립주건물지가, 북쪽으로 약 4.6m 거리에 시대미상 36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3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주공열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배치상태로 보아
유구 하단부의 교란된 부분에 주공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

도면 182. 2지점 조선시대 13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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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상당히 낮
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잔존 상태로 보아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4주식 구조로 추정되며, 규
모는 너비 367㎝이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규

모는 길이 59~69㎝, 너비 50~60㎝, 잔존 깊이 11㎝ 정도이다.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황
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⑭ 14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83, 사진 150]
입지

14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9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4.1m 거리에 조선
시대 13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4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ㄱ’자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배치
상태로 보아 유구 하단부의 교란된 부분으로 유구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
결과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
는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잔존 상태로 보아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4주식 구조로 추정되며, 주
기둥 사이에 보조기둥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254㎝, 너비 265㎝이다. 정면 주공간의 간격은 111~150㎝ 정도이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규모

는 직경 42~68㎝, 잔존 깊이 14㎝ 내외이다. 내부에는 적갈색 사질점토,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황
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다. 4번 주공에서는 목주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주공의 중앙에 수직
으로 기둥을 세운 후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운 형태로 목주의 직경은 26㎝ 정도이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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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3. 2지점 조선시대 14호 굴립주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⑮ 15號 建物址
가. 遺溝 [도면 184, 사진 151]
입지

15호 굴립주건물지는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19.22m 높이의 사면 최하단

부에 조영되었다. 건물지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3.0m 거리에 시대미상 39호 수혈유구가 위치
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5호 건물지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약 20㎝ 정도의 경작층을 제거하자 장방형의 형태로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주공의 잔존상
태와 목주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을 중심으로 1/2로 나누어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조사결과 상
당히 낮은 깊이에서 바닥이 확인될 정도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후 조사는 토층
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56

유구현황

건물지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주공을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는 2×2로 기둥을 배치한 정면 1칸, 측면 1칸의 4주식 구조이다. 건물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며, 규모는 길이 209㎝, 너비 152㎝이다.
주공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은 ‘

’ 자형으로 벽은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평평하다. 규모는

직경 25~31㎝, 잔존 깊이 11㎝ 내외이다.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
으며,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공 1기는 형태만 확인될 정도로 거의 유실된 상태였다.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84. 2지점 조선시대 15호 굴립주 건물지 평면 및 단면도(1/40)

(6) 土壙墓
① 1號墓
가. 遺溝 [도면 185, 사진 152]
입지

1호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북서쪽 경계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뻗

어있는 해발고도 27.7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토광묘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4.2m
거리에 시대미상 2호 수혈유구가, 남동쪽으로 약 3.7m 거리에 시대미상 3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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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토광묘는 시굴조사 당

시 지표상에 봉분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발
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
으며, 제토면에서 유구 내부의 백자사발이 확인
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토광
묘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단부인 동쪽 부분의 내부
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
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
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1호묘는 단독장으로 목관을 안치한 토

광목관묘로 판단되나 유실이 심하여 확신할 순 없
다. 묘광은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

도면 185. 2지점 조선시대 1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여 조영하였다. 지표에서부터 약 10㎝ 깊이에서
바닥면이 노출될 정도로 상부구조는 모두 유실된 상태였으며, 남서쪽 부분 역시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규모는 잔존 길이 141㎝, 너비 95㎝, 잔존 깊이 12㎝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부에는 목관을 안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잔존 깊이가 얕아 확인하기 어렵다. 관못이 출토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구방식을 통해 목관을 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의 남벽에 감실
이 위치하며, 백자 대접 1점과 옹기 호 1점이 확인되었다. 감실은 토광묘 내부를 굴착한 후 내부의
벽을 파내는 식으로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상부구조가 유실되어 평면상에서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遺物
171. 백자 대접 [도면 186-171, 사진 152-171]

옹기 호의 뚜껑형태로 출토되었다. 굽 일부를 제외하고 완

전하게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내저곡
면으로 바닥면은 오목하며, 동체부는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고 구연부는 직립되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유약은 회백색을 띠며, 굽 접지면과 굽 내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
로 시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뭉쳐 있어 불량한 편이다. 내외면에서 빙열이 관찰된다. 내저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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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받침흔이 관찰되어 번조 시 모래받침으로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고 8.3㎝, 저경 8.3㎝, 구경 18㎝, 두께 0.6~0.9㎝

172. 옹기 호 [도면 186-171, 사진 152-172]

감실에서 출토되었다. 완전하게 남아 있다. 내외면 모두 암

갈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고, 동체부는 저부
에서 사선으로 완만하게 벌어져 올라오다 견부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였다. 구연부는 경부의
성형없이 동체부에서 외반되었으며, 상면에 홈이 돌려져 있다. 구순부는 둥그렇게 처리하였다. 성형
는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외면에서 접합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는 내면과 외면에서 회전물레질흔이 관찰되어 물레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외면의 중
위에 약하게 2條의 段이 형성되어 있다. 저부 바닥면에서는 사절흔이 관찰된다. 저부를 제외한 외면
과 내면에는 흑갈색을 띠는 유약이 양호하게 시유되었으나, 내면의 경우 유약이 박락되어 있다.
기고 14.1㎝, 저경 11.1㎝, 구경 11.4㎝, 두께 0.2~1㎝

도면 186. 2지점 조선시대 1호 토광묘 출토유물(171·172)

② 2號墓
가. 遺溝 [도면 187, 사진 153]
입지

2호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북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6.48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토광묘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4.25m 거리에 조
선시대 2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호 토광묘는 조사 전 지표상에서 봉분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굴조사 과정

에서 설치한 46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10~15㎝ 정도의 표토
를 제거하여 전체 형태를 확인하였다. 묘광의 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우며, 상부가 넓고 하부가 좁
은 두광족협의 형태이다. 조사는 토광묘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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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진행하였다. 토광묘의 중앙을 기준
으로 하단부인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
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
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2호묘는 단독장으로 목관을 안치

한 일단광식의 토광목관묘이다. 묘광은 기
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타
원형에 가깝다. 토광묘의 내부토는 ①~⑤
층, 총 5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⑤층 적갈
색 사질점토와 ④층 황갈색 사질점토는 토
광묘 내부에 목관 안치 후 묘광과 관 사이
를 채워 넣은 충전토이며, ③~①층인 암갈
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는 목관 붕
괴 후 목관 상부토가 함몰되어 유입된 외부

도면 187. 2지점 조선시대 2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토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53㎝, 너비
51~70㎝, 잔존 깊이 40㎝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
하여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고르지 못한 편이다.
토광묘 내부에서 관못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안치된 관은 관못을 사용하지 않는 결구방식으
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관은 묘광의 주축에 맞추어 중앙에 안치하였다.

③ 3號墓
가. 遺溝 [도면 188, 사진 154]
입지

3호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 경계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

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3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토광묘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3.2m 거리에 조선시대 2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호 토광묘는 조사 전 지표상에서 봉분의 흔적은 없었으며, 발굴조사 과정

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토
광묘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토광묘의 중앙
을 기준으로 하단부인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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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3호묘는 단독장의 일단광식 토광묘이며,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 직

장토광묘로 판단된다. 묘광은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토층
단면상에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적갈색·암갈색·적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복
토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유구의 하단부인 남쪽 부분이 약간 넓은
편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216㎝, 너비 69㎝, 잔존 깊이 26㎝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
과 직교한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유구 내부에 요갱을 설치하여 부장한 옹기 호 1점이 출토되었다. 요갱의 평면형태는 원형
이며, 규모는 직경 25㎝, 깊이 5㎝ 정도이다.
나. 遺物
173. 옹기 호 [도면 188-171, 사진 154-173]

구연부 일부를 제외하고 완전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굽은 오목굽이다. 동체부는 완만하게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오다 중위에서 최
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였다. 구연부는 경부의 성형없이 동체부에서 약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둥
그렇게 처리하였다. 외면에는 동중위와 구
연부 사이에 우점문과 원권문을 배치한 후
백토분장하였다. 유약은 갈색을 띠며, 내
외면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시유되어 있
다. 굽 접지면과 굽 내면에서 모래받침흔
이 관찰된다.
기고 11.7㎝, 저경 5.3㎝, 구경 10.2㎝, 두께 0.5~1.2㎝

도면 188. 2지점 조선시대 3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73)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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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號墓
가. 遺溝 [도면 189, 사진 155]
입지

4호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에 위

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4.45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토광
묘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3.7m 거리에 조선시
대 13호 수혈유구가, 동쪽으로 약 6.5m 거리에 조
선시대 2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4호 토광묘는 조사 전 지표

상에서 봉분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굴조사 과정에
서 설치한 50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
거하자 장방형의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토광묘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
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토광묘의 중
앙을 기준으로 하단부인 남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
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4호묘는 단독장의 일단광식 토광묘이며,

도면 189. 2지점 조선시대 4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을 그대로 안치한 직장
토광묘로 판단된다. 묘광은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장벽인 북서벽과
남동벽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단벽은 바닥쪽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토층단면상에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암적갈색·암갈색·적갈
색 사질점토 등을 순차적으로 복토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세
장한 형태이다. 규모는 길이 201㎝, 너비 52㎝, 잔존 깊이 40㎝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
과 거의 직교한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이용하였으나 고르지 못한 편이다.

⑤ 5號墓
가. 遺溝 [도면 190, 사진 156]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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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32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토광
묘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7.2m 거리에 조선
시대 6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5호 토광묘는 조사 전 지

표상에서 봉분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굴조사에
서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에서는 지표에 퇴적
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
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토광묘의 잔존상태
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
으로 진행하였다. 토광묘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단
부인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
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5호묘는 단독장의 일단광식 토광묘이

며, 내부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직장

도면 190. 2지점 조선시대 5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토광묘로 판단된다. 묘광은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
부에서는 적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으며,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평
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유구 상단부인 동쪽 부분이 하단부에 비해 조금 넓은 편이다. 규모는 길이
155㎝, 너비 65㎝, 잔존 깊이 10㎝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거의 평행하다. 바닥은 생
토면을 정지하여 이용하였으나 고르지 못한 편이다.
부장된 유물은 없었다.

⑥ 6號墓
가. 遺溝 [도면 191, 사진 157]
입지

6호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0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토광묘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7.2m 거리에 조선시
대 5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6호 토광묘는 조사 전 지표상에서 봉분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굴조사 과정에

서 설치한 61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토광묘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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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토광묘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단부인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토층단
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
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6호묘는 단독장의 일단광식 토광묘이

며, 내부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직장
토광묘로 판단된다. 묘광은 기반층인 적갈색 풍
화암반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영하였
다. 내부에는 적갈색·암황갈색·황갈색 사질점
토 등을 순차적으로 채웠으며, 목관의 흔적은 확
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네모서리 부분은 비교적 둥근편이다. 유구의 규
모는 길이 150㎝, 너비 57㎝, 잔존 깊이 30㎝ 정
도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거의 직교한
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도면 191. 2지점 조선시대 6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이용하였다.
부장된 유물은 없었다.

⑦ 7號墓
가. 遺溝 [도면 192, 사진 158]
입지

7호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

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1.06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토광묘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4.0m 거리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7호 토광묘는 조사 전 지

표상에서 봉분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굴조사 과
정에서 설치한 62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토광묘의 잔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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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2. 2지점 조선시대 7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토광묘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단
부인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7호묘는 단독장의 이단광식 토광묘이며, 내부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직장토

광묘로 판단된다. 묘광은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영하였
다.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명황색 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채웠으며,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거의 직교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3㎝, 너비 54㎝, 잔존 깊이 30㎝ 정도이며, 내광의 규모는 길이 171㎝, 너비 30㎝ 정도이
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토광묘 내부에 부장된 유물은 없다.

⑧ 8號墓
가. 遺溝 [도면 193, 사진 159]
입지

8호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1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토광묘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4.0m 거리에 조선시
대 7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8호 토광묘는 조사 전 지표상에서 봉분의 흔적은 없었으며, 시굴조사 과정

에서 설치한 36번 트렌치에서 장방형의 묘광 윤곽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는 지표에 퇴
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토광묘의 잔존상태와 내부시설,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토광묘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단부인 남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
의 내부토를 제거하였다.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으며, 유물에 대해서는 출토 상태와 위치 등
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8호묘는 단독장의 일단광식 토광묘이며, 내부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직장토

광묘로 판단된다. 묘광은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영하였
다. 내부에는 적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복토하였으며, 목관의 흔적은 확인
되지 않았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세장한 형태이다. 규모는 길이
150㎝, 너비 33㎝, 잔존 깊이 10㎝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바닥은 생토면
을 정지하여 이용하였으나 고르지 못한 편이다.
유물은 유구 중앙부 바닥면에서 동전 1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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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174. 동전 [도면 193-174, 사진 159-174]

묘 중앙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치우친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常
平通寶이다. 양쪽 면에 0.45㎝ 정도의 폭으로 주연
이 돌려져 있다. 한쪽 면에는 주연부와 방격공 사이
에 上, 下, 右, 左 순으로 ‘常, 平, 通, 寶’의 글자를
배치하였다. 이면 역시 上, 下, 右, 左 순으로 ‘均,
五, 當, 五’의 글자를 배치하였다.
지름 2.9㎝, 구멍크기 0.7㎝, 두께 0.15㎝

도면 193. 2지점 조선시대 8호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1/40), 출토유물(174)

5) 時代未詳
(1) 竪穴遺溝
① 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194, 사진 160]
입지

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북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7.8m 높이의 사면 최상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약 4.2m 거리
에 시대미상 2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9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한 형태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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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황색 사

질점토와 황회색 사질점토, 암황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
한 형태이며, 남-북 방향의 긴 구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규모는 길이 470㎝, 너비 206㎝이며, 잔
존 깊이 49㎝ 정도이다. 유구의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횡단면은
넓은 ‘U’자형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94. 2지점 시대미상 1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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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195, 사진 161]
입지

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의 북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구
릉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뻗어있
는 해발고도 27.9m 높이의 사
면 최상단부에 조영되었다. 수
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4.2m 거리에 시대미상 1호 수
혈유구가, 남쪽으로 약 1.4m 거
리에 시대미상 3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호 수

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
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
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
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
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
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도면 195. 2지점 시대미상 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중앙을 중심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
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암황색 사질점

토와 황색 사질점토가 바닥쪽으로 두껍게 퇴적되었으며, 상층으로 암황색 사질점토와 황색 사질점
토가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33㎝, 너비 148㎝이
며, 잔존 깊이 50㎝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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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196, 사진 162]
입지

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구릉 정
상부에서 북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7.8m 높이의 사면 최상단
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
으로는 북쪽으로 약 1.4m 거리에
서 시대미상 2호 수혈유구가, 서
쪽으로 약 3.5m 거리에 조선시대
1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호 수혈

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
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
토를 제거하자 장방형의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
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
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
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

도면 196. 2지점 시대미상 3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
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경사면 상단부인 북쪽에서 남쪽으로 적갈색 사질점토가 강한 퇴적을 이뤘으며, 상층으로 암황색 사
질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 황갈색 사질점토 등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
형이며, 규모는 길이 205㎝, 너비 125㎝이며, 잔존 깊이 42㎝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
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쪽에 가까울수록 조금씩 내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
여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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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197, 사진 163]
입지

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

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27.76m 높이의 구릉 정상부에 인
접하여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
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6.0m 거리
에 시대미상 3호 수혈유구가 위치
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4호 수혈유

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
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한 형태의 유구 윤
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을 파악

도면 197. 2지점 시대미상 4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하기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
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북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갈색 사

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북쪽 부분
이 남쪽 부분보다 넓은 편이다. 규모는 길이 170㎝, 너비 56~108㎝, 잔존 깊이 30㎝ 정도이다. 바
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⑤ 5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198, 사진 164]
입지

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7.54m 높이의 사면 최상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0.4m 거리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북동쪽으로 약 4.5m 거리에 시대미상 6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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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4번 트렌치에서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내부에
서 목탄과 소토덩어리 일부가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
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
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
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
거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
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

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
하여 조영하였다.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최하층에 목탄이 소
량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도면 198. 2지점 시대미상 5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퇴적되었으며, 상층으로 기반
층과 유사한 성격의 적갈색 사질점토와 목탄 및 소토가 일부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68㎝, 너비 135㎝, 잔존 깊이 16㎝ 정도
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조사 시 상당히 낮은 깊이에서 유구의 바닥면이 노출될
정도로 상부구조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⑥ 6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199, 사진 165]
입지

6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7.2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4.5m 거리에 시대미상
5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6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는 소량의 목탄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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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
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
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토는 ①~⑦층, 총

7개 층으로 구분된다. 유구의 동벽 아래로 목탄 및 세사립이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⑦층)가 퇴적
되었으며, 이후 ⑥~①층인 암적갈색·황갈색·황적갈색·적갈색·암적갈색·암갈색 사질점토 등
이 경사면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긴 타원형
이며, 규모는 길이 197㎝, 너비 150㎝이며, 잔존 깊이 31㎝ 정도이다. 유구의 벽면은 수직에 가깝
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99. 2지점 시대미상 6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⑦ 7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0, 사진 166]
입지

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쪽의 구릉 정상부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해발고도 27.95m 높이

에 해당된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1.7m 거리에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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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수혈유구는 시굴조

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
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
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 내
부에서는 소량의 목탄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
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내부 퇴적양상 등을 파악
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
앙을 중심으로 남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
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
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

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①
~⑨층, 총 9개의 층이 확인되었다. 남서벽 아래
로 암적갈색 사질점토(⑨층)과 얇게 퇴적되었으
며, 상층으로 생토와 유사한 성격의 적갈색 사질
점토(⑧층)가 퇴적되었다. 남동벽 아래로는 암갈
색 사질점토(⑦층)가 퇴적되었으며, 벽체 하단에

도면 200. 2지점 시대미상 7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퇴적된 층들은 외부토 유입시 벽체 일부가 유실되어 함께 퇴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유구 중
앙부로 ⑥~①층인 암적갈색·연적갈색·적갈색 사질점토 등이 사방에서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
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91㎝, 잔존 깊이 26㎝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
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오목한 형태로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신석기시대 1호 주거
지와 인접하여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부속시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유물이 출토되
지 않아 동시기로 상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⑧ 8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1, 사진 167]
입지

8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7.0m 높이의 경사면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5.75m 거리에 조선시대 2
호 수혈유구가, 남동쪽으로 약 8.7m 거리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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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6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서쪽 부분은 이장묘에 의한 교란으로 파괴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내부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
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암적갈색·암

갈색·암황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으며, ③~①층은 수평적 퇴적양상
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서쪽 부분은 이장묘에 의해 파괴된 상태이다. 규모는
잔존 길이 137㎝, 너비 184㎝, 잔존 깊이 40㎝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201. 2지점 시대미상 8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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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9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2, 사진 168]
입지

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동쪽

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5.33m 높이의 사
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
는 남서쪽으로 약 3.1m 거리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9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40번 트렌치
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발굴
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다소 부정형한
형태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도면 202. 2지점 시대미상 9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
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
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황갈색 사

질점토와 암황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긴 타원형에 가까우
나 유구 중앙을 기점으로 급격히 좁아져 다소 부정형한 형태를 보인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147㎝,
너비 119㎝, 잔존 깊이 27㎝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
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⑩ 10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3, 사진 169]
입지

10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5.1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5.8m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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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미상 11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0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유구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
는 반원형이며, 유구 하단부인 서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조사결과 낮은 깊이에서 바닥면이 노출될 정
도로 상부구조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이후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
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적갈색 사

질점토와 황적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나 유실에 의해 반원형의 형태는 잔존하며, 규모는 잔존 길이 222㎝, 너비 250㎝, 잔존 깊이
22㎝ 정도이다. 벽면은 잔존상태가 양호한 동벽과 북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수직에 가깝
게 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
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203. 2지점 시대미상 10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276

⑪ 1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4, 사진 170]
입지

1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

어있는 해발고도 24.3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5.8m
거리에 시대미상 10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1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
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
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적갈색·

암갈색·적갈색·암황갈색 사질점토 등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55㎝, 잔존 깊이 17㎝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
며, 바닥은 약간 오목한 형태로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204. 2지점 시대미상 11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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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1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5, 사진 171]
입지

1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5.3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3.4m 거리에 조선
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2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
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
로 남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암황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
이 139㎝, 너비 185㎝, 잔존 깊이 18㎝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
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남벽에 인접해 할석 2매가 확인되었지만, 정
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205. 2지점 시대미상 1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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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13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6, 사진 172]
입지

1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4.4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쪽으로 약 3.6m 거리에
조선시대 4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3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반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서쪽 부
분은 이장묘와 중복되어 있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장묘와 접한 부분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
거하여 퇴적양상과 내부 시설 파악에 주력하였다. 유구 내부의 바닥흙은 수습하여 부유법을 진행하
였다.

도면 206. 2지점 시대미상 13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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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토의 퇴적양상은

벽체 붕괴토와 외부 유입토로 구분된다. 수혈 바닥면에서 확인되는 회갈색 사질점토(⑫층)와 회색
사질점토(⑪층)는 기반토인 풍화암반토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는 유구 폐기 후 벽체 일부가 붕
괴되면서 바닥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유구는 벽체의 일시적 붕괴, 유실 없이 자연퇴적과
정을 거쳤던 것으로 판단된다(⑩~①층).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판단되며, 규모는 직경 133
㎝, 잔존 깊이 156㎝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
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이용하였다. 유구의 형태와 규모로 보았을 때 저장혈로 판단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유구 내부의 바닥 흙은 수습하였으며, 부유법을 실행하여 시료를 채취하였
다. 채취된 시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정하였다. 동정 결과, 수혈유구에서는 소량의 밀과 대두
屬 1점이 검출되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⑭ 14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7, 사진 173]
입지

1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87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4.0m 거리에
시대미상 15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 14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 내부의 바닥 흙은 수습하여 부유
법을 진행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토의 퇴적양상은

벽체 붕괴토와 외부 유입토로 구분된다. 수혈 바닥면 가운데에 암황갈색·황갈색·적황갈색·적갈
색 사질점토가 볼록하게 퇴적되었다(⑦~④층). 이는 유구 폐기 후 단면 플라스크 형태에 의해 외
부 유입토가 바닥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퇴적된 양상으로 파악된다. 이후 벽체가 일부 붕괴되어 벽
면 가장자리에 함몰되었으며(③층), 벽체 붕괴 후 다시 외부에서 외부토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①층).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트형이다. 규모는 직경 154㎝, 잔존
깊이 80㎝ 정도이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의 형태와 규모로
보았을 때 저장혈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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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 과정에서 유구 내부의 바닥 흙은 수습하였으며, 부유법을 실행하여 시료를 채취하였
다. 채취된 시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정하였다. 동정 결과, 수혈유구에서는 소량의 밀이 검출
되었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207. 2지점 시대미상 14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⑮ 15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8, 사진 174]
입지

1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서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51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4.0m 거리에
시대미상 14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5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Ⅳ. 조사내용

281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중심으
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

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
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77㎝, 잔존 깊이 6㎝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굴착한

도면 208. 2지점 시대미상 15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구의 잔존상태가 불량하
여 명확하진 않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⑯ 16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09, 사진 175]
입지

16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남쪽

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
는 해발고도 22.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
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0.6m
거리에 조선시대 26호 주거지가, 동쪽으로 약
1.4m 거리에 조선시대 4호 굴립주건물지가 위
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6호 수혈유구는 시굴조

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
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
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

도면 209. 2지점 시대미상 16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
을 기준으로 남서쪽 부분의 내부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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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유구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96㎝, 잔존 깊이 32㎝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
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⑰ 17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0, 사진 176]
입지

1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

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
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99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
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3.1m
거리에 조선시대 6호 굴립주건물지
가, 남동쪽으로 약 1.3m 거리에 시
대미상 20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7호 수혈유

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
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
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

도면 210. 2지점 시대미상 17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
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
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토는 ①~⑤층, 총

5개 층으로 구분된다. 벽체 아래로 점성이 강하며 생토립이 일부 포함된 황갈색 사질점토(⑤층)가
퇴적되었으며, 유입 당시 벽체 일부가 붕괴되어 함께 퇴적되었다. 이후 경사방향을 따라 갈색 사
질점토(④층)와 암갈색 사질점토(③층)가 유구 중앙부로 유입되었으며, 그 상부로 암갈색 사질점토
(②층)와 갈색 사질점토(①층)가 퇴적되었다. ①~②층은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
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27㎝, 잔존 깊이 50㎝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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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⑱ 18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1, 사진 177]
입지

18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

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
발고도 22.04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
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0m
거리에 조선시대 29호 주거지가, 남쪽으로 약
1.0m 거리에 시대미상 19호 수혈유구가 위치
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8호 수혈유구는 시

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6번 트렌치에서 원
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
에서는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
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유구
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도면 211. 2지점 시대미상 18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암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12㎝, 잔존 깊이
15㎝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⑲ 19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2, 사진 178]
입지

284

1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99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0m 거리에 시대미상
18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약 1.0m 거리에 시
대미상 23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19호 수혈유구는 시굴조

사 과정에서 설치한 36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원
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
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
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

도면 212. 2지점 시대미상 19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갈색 사

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73㎝, 잔존 깊이 5㎝
이다. 유구의 잔존 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
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
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⑳ 20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3, 사진 179]
입지

20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

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1.8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
유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1.3m 거리에 시
대미상 17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약 1.1m 거
리에 시대미상 21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0호 수혈유구는 시굴조
도면 213. 2지점 시대미상 20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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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정에서 설치한 53번 트렌치에서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
하여 유구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

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구의 평면형
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11㎝, 잔존 깊이 15㎝ 정도이다. 북벽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
였지만, 나머지 벽면은 비교적 완만하게 굴착하여 이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중앙부가 약간 오묵하다.
유구 내부 바닥면에서 길이 13~26㎝, 너비 10~17㎝ 정도의 할석 6매가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확인되는 할석의 배치는 정형성을 보이지 않아,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혈유구
가 저장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내부에 안치되는 저장물의 받침대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존
재한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㉑ 2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4, 사진 180]
입지

2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

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
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6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
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1m
거리에 시대미상 20호 수혈유구가,
동쪽으로 약 2.4m 거리에 시대미상
22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1호 수혈

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
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

도면 214. 2지점 시대미상 21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

286

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
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

점토와 적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으며, 수평적 퇴적양상을 보인다. 유
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134㎝, 너비 144㎝, 잔존 깊이 15㎝ 정도이다. 유구의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
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㉒ 2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5, 사진 181]
입지

2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면 215. 2지점 시대미상 2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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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1.48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2.4m 거리에 시대미상
21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2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
의 하단부인 동쪽 부분은 지형삭평에 의해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
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황갈색 사

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하단부가 유실된 상태지만 말각방형으로 판
단되며, 규모는 잔존 길이 182㎝, 너비 228㎝, 잔존 깊이 11㎝ 정도이다. 유구의 서벽은 비교적 수
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남벽과 북벽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
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㉓ 23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6, 사진 182]
입지

2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

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
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0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
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1.0m
거리에 시대미상 19호 수혈유구가,
북서쪽으로 약 3.6m 거리에 조선시
대 8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3호 수혈유

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36
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유구 일부가
반원형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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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6. 2지점 시대미상 23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갈색 사질

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45㎝, 잔존 깊이 5㎝
정도이다. 유구의 상부구조는 모두 유실된 상태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㉔ 24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7, 사진 183]
입지

2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8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2.2m 거리에 조선시대
8호 수혈유구가, 남서쪽으로 약 1.0m 거리에 시대미상 25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4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도면 217. 2지점 시대미상 24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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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 내부
에서 작은 할석들이 확인되었으며, 벽 주변으로 피열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
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
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갈색 사

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
며, 규모는 길이 154㎝, 너비 190㎝, 잔존 깊이 18㎝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
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의 상단부인 북벽 일부와 서벽에서는 강한 피열흔적이 확인되었으며, 벽체 아래 일부에서는
목탄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북벽 모서리에 인접하여 길이 21㎝, 너비 15㎝ 정도의 할석 1매가
확인되었으며, 외면은 불에 의해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다. 유구 내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흔적들은
유구 내 일정 공간에서 취사 혹은 난방의 용도로 불을 이용한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㉕ 25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8, 사진 184]
입지

2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

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1.7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
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1.0m 거리에 시대
미상 24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5호 수혈유구는 시굴조

사 과정에서 설치된 60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
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
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
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

도면 218. 2지점 시대미상 25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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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갈색 사

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62㎝, 너비 46㎝,
잔존 깊이 5㎝ 정도이다. 유구는 잔존깊이 5㎝ 이하로 상부구조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바닥면
은 전체적으로 소결되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㉖ 26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19, 사진 185]
입지

26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

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
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42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
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5.8m 거리에 시
대미상 27호 수혈유구가, 북쪽으로 약
3.7m 거리에 시대미상 26호 수혈유구
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6호 수혈유구

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
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
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
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

도면 219. 2지점 시대미상 26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
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황갈색 사

질점토와 암적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며, 규
모는 길이 141㎝, 너비 109㎝, 잔존 깊이 12㎝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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㉗ 27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0, 사진 186]
입지

2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

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
도 21.5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
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5.8m 거리에 시대
미상 26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7호 수혈유구는 시굴조

사 과정에서 설치된 36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타
원형의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당시에는 토광묘로
추정하였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
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
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
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
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도면 220. 2지점 시대미상 27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적갈색 사질

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동-북서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
이 107㎝, 너비 54㎝, 잔존 깊이 25㎝ 정도이다. 벽면은 전체적으로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지만,
유구 하단부인 남동벽만 비스듬히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
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시굴조사 당시에는 유구의 형태·규모·장축방향 등을 고려하여 토광묘로
추정하였지만, 조사결과 토층양상 및 내부 흔적들이 토광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㉘ 28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1, 사진 187]
입지

28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03m 높이의 사면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4.2m 거리에 조선시대
8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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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된 55번 트렌치 상단부에서 확인

되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
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
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
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
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동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
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
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

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
였으며, 내부에는 암적갈색·암황갈
색·적갈색·암갈색 사질점토가 순차

도면 221. 2지점 시대미상 28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
는 남-북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123㎝, 너비 83㎝, 잔존 깊이 32㎝ 정도이다. 벽면
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㉙ 29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2, 사진 188]
입지 2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

고도 20.27m 높이의 사면 최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15.7m 거
리에 조선시대 8호 굴립주건물지가, 북쪽으로 약 14.8m 거리에 조선시대 7호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29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2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유구 상면에
서는 현대 교란에 의한 시멘트 흔적이 일부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
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
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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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

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
으며, 내부에는 적갈색·황적색·황
갈색·명황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
서-북동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며, 규
모는 길이 244㎝, 너비 114㎝, 잔존
깊이 18㎝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
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
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
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
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㉚ 30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3, 사진 189]
입지

도면 222. 2지점 시대미상 29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30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동쪽에 위

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어있
는 해발고도 22.9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
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동쪽으로 약
0.25m 거리에 조선시대 9호 굴립주건물지가,
남쪽으로 약 3.2m 거리에 시대미상 31호 수혈
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0호 수혈유구는 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
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
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먼
저 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 부분의 내부토
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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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3. 2지점 시대미상 30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황색·

흑황색·암황색·흑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80㎝, 너비 48㎝, 잔존 깊이 28㎝ 정도이다.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직경
22~33㎝ 정도의 굴광 흔적이 확인되었다. 주공으로 판단되지만 퇴적층위상에서 목심의 흔적은 확
인되지 않았으며, 목심이 제거된 후 외부토가 유입되어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㉛ 31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4, 사진 190]
입지

31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도면 224. 2지점 시대미상 31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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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약 3.2m 거리에 시대
미상 30호 수혈유구가, 남쪽으로 약 0.4m 거리에 조선시대 10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1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에는 암황회색·

암황색·갈색·암황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
면형태는 동-서 방향으로 긴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300㎝, 너비 162㎝, 잔존 깊이 40㎝ 정도이
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㉜ 32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5, 사진 191]
입지

32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동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35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유구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4.0m 거리에
조선시대 10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도면 225. 2지점 시대미상 32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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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2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장타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
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남기고 평면 하
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암황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긴 장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622㎝, 너비 107㎝, 잔존 깊이 8㎝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히 내만하도록 굴착하
였으며, 횡단면은 ‘U’자형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㉝ 33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6, 사진 192]
입지

3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동

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
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8m 높이의 사
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
로는 남쪽으로 약 0.9m 거리에 시대미상
34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3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
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타원형의 유구 윤
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
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

도면 226. 2지점 시대미상 33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준으로 동쪽 부분의 내부 내부토를 제거
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암갈색·

갈색·암황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87
㎝, 너비 66㎝, 잔존 깊이 22㎝ 정도이다. 벽면은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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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오목한 형태로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㉞ 34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7, 사진 193]
입지

34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동쪽

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78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
는 북쪽으로 약 0.9m 거리에 시대미상 33
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4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
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0㎝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한 형태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혈유구 중앙에 ‘ㅡ’자 토층둑을 구
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

도면 227. 2지점 시대미상 34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면조사 시 내부시설 파악에 주력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토는 ①~⑨층, 총

9개 층으로 구분되며, 퇴적양상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⑨~⑦층으로 흑색+암갈색·암
갈색·흑색 사질점토가 북쪽에서 유구 내부로 유입되어 퇴적된 단계이며, 2단계는 ⑥~②층으로 황
갈색·흑갈색·갈색·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 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입되어 퇴적된 단계이다.
3단계는 ①층으로 ⑨~②층 퇴적 후 한차례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후 황갈색 사
질점토(①층)가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나 일부 부정형한 형
태이며, 규모는 길이 277㎝, 너비 170㎝, 잔존 깊이 77㎝ 정도이다. 남벽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
였으며, 남벽을 제외한 나머지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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㉟ 35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8, 사진 194]
입지

35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88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3.4m 거리
에 조선시대 11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5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한 형태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
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서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
토를 제토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황갈색 사

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경사방향을 따라 유입되어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한
형태이며, 규모는 길이 155㎝, 너비 228㎝, 잔존 깊이 10㎝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228. 2지점 시대미상 35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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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9. 2지점 시대미상 36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㊱ 36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29, 사진 195]
입지

36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2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시대미상 37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으며,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3.5m 거리에 조선시대 12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6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

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한 형태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
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에
동-서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내부시설의 파
악에 주력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암황갈

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우나 부정형한 형태이
며, 규모는 길이 265㎝, 너비 220㎝, 잔존 깊이 10㎝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
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구의 상부구조는 거의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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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였으며, 동벽 일부는 시대미상 37호 수혈유구에 의해 파괴되었다. 내부에서는 수혈 2기가
확인되었다. 북벽 모서리에 위치한 수혈은 타원형이며, 길이 37㎝, 너비 32㎝, 깊이 약 12㎝ 정도
이다. 남벽 하단에 위치한 수혈은 원형이며, 직경 66㎝, 깊이 약 15㎝ 정도이다. 내부수혈은 퇴적
양상 및 규모를 보아 저장공으로 판단된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㊲ 37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30, 사진 196]
입지

37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부

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쪽으
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2.03m 높이의 사
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시대미상 36호
수혈유구와 중복되어 있으며, 수혈유구 주
변으로는 서쪽으로 약 3.5m 거리에 조선
시대 12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7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
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
이 확인되었다. 시대미상 36호 수혈유구
와 중복되었으며, 37호 수혈유구가 시대미
상 36호 수혈유구 일부를 파괴하였다. 조
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도면 230. 2지점 시대미상 37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
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북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
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다. 내부토는 ①~⑤층, 총

5개 층으로 구분된다. 토층양상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조성과정과 폐기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수혈 굴착 후 바닥에 생토립이 다량 포함된 암황색 사질점토(⑤층)를 10㎝ 정도의 두께로 평평
하게 매립한 후 상단에 목주를 세웠으며, 목주 외곽으로 암황갈색 사질점토(④층)를 채워 넣어 고
정한 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 폐기 후 목주가 제거 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빈자리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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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사질점토와 흑갈색 사질점토 등이 유입되어 퇴적되었다(③~①층).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며, 규모는 직경 87㎝, 잔존 깊이 50㎝ 정도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
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토층양상으로 보아 주공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㊳ 38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31, 사진 197]
입지

38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

부 동쪽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동
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21.52m 높
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
구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7.9m 거리
에 시대미상 1호 주공군이, 서쪽으로 약
9.5m 거리에 조선시대 13호 굴립주건물
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8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20
㎝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원형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

도면 231. 2지점 시대미상 38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
해 2분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토층단면에 대한 기록을 남긴 후 나머지 부분의 내부토를 제거하여 유구의 전체 형
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는 황갈색 사

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97㎝, 잔존 깊이 11㎝ 정도이다. 벽면은 바닥쪽으로 완만하게 내경하도록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생
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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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2. 2지점 시대미상 39호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도(1/40)

㊴ 39號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232, 사진 198]
입지

39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동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해발고도 19.03m 높이의 사면 하단부에 조영되었다. 수혈유구 주변으로는 북동쪽으로 약 3.1m 거
리에 조선시대 15호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39호 수혈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된 17번 트렌치 하단부에서 유구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표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말각방형
의 유구 윤곽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분법
으로 진행하였다. 수혈유구 중앙에 남서-북동 방향의 ‘ㅡ’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평면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 시 내부시설의 파악에 주력하였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영하였으며, 내부에서는 암갈색

사질점토의 단일층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81㎝,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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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잔존 깊이 6㎝ 정도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하였다. 수혈유
구가 위치한 지역은 논경작지로 개간되면서 지형삭평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유구의 잔존상태
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2) 住居址
가. 遺溝 [도면 233, 사진 199]
입지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구릉 정상부에 해당되는 해발고도 28.0m 높이

에 조성되었다. 유구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조선시대 수혈유구가 다수 분포하였으며, 남동쪽으로
7.0m 거리에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가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유구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23번 트렌치 중간부분에서 확인되었으며,

당시 부정형한 형태를 띠고 있어 정확한 유구의 성격은 알 수 없었다. 이에 발굴조사에서는 트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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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층단면을 기준으로 약 15㎝ 두께로 퇴적된 층을 제거하여 전체적인 유구의 윤곽을 확인하였다.
제토결과,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유구의 윤곽선 일부와 내부시설로 판단되는 수혈과 주공이 확인되
어 주거지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는 주거지의 내부시설만이 잔존하고 있어 2분법을 적용하여
내부시설의 성격 및 퇴적양상을 파악하는 주력하였다.
주거지는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 남서쪽 벽면의 흔적이 일부 확인될 뿐 정확한 형태를 파

유구현황

악할 수 없었다. 내부시설로 주공 1개와 수혈 3개가 확인되었다. 주공은 주거지의 북쪽에서 확인되
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61㎝, 너비 50㎝, 깊이 23㎝이다. 내부에는 목주 흔적
이 확인되었으며, 목주와 주공 사이에는 적갈색 사질점토를 채웠다. 수혈유구는 모두 부정형한 편
으로 중앙에 위치한 수혈은 깊이가 5㎝ 정도가 남아있을 정도로 유실이 심한 편이다. 남쪽에 위치
한 수혈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규모는 길이 112㎝, 너비 63㎝이며, 깊이는 27㎝ 정도가 잔존하였
다. 내부에는 황갈색과 적갈색 사질점토가 북쪽에서 유입되어 퇴적된 상태였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3) 柱孔群
가. 遺溝 [도면 234, 사진 200]
입지

주공군은 조사지역의 서쪽지역에 위치하였으며, 구릉의 동쪽사면 하단부에 해당되는 해발고

도 22.0m 높이에 조성되었다. 주공군 주변으로는 북서쪽으로 인접하여 시기미상의 36·37호 수혈
유구가, 남서쪽에는 13호 굴립주건물지가 각각 위치하였다.
조사 전 양상 및 조사방법

조사 전 상부에 퇴적된 약 15㎝ 정도의 표토를 제거하자 부정형한 형태로 배

치된 6개의 주공 흔적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각 주공별로 2분법을 적용 내부 퇴적양상 및 목주의
흔적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퇴적토를 제거하여 주공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유구현황

주공은 기반층인 적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에 가

까우며, 크기는 다양하게 확인된다. 일부 주공에서 목주의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구
조물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공의 배치형태가 다소 부정형한 편이고, 수습된 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설의 구조과 시기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주변으로 굴립주건물지와 수혈유구 등
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시설로 판단된다.
구분

평면형태

A
B
C
D
E
F

원형
타원형
원형
원형
원형
원형

규모(㎝)
(지름ⅹ깊이)

40ⅹ13
43ⅹ14ⅹ
36ⅹ12
38ⅹ18
68ⅹ13
35ⅹ15

특징
황색과 암갈색 사질점토 퇴적
목주 지름 22㎝, 암황갈색 사질점토 채움
황색과 암갈색 사질점토 퇴적
황갈색과 암갈색 사질점토 퇴적
암황갈색과 황적갈색 사질점토 퇴적
목주 지름 17㎝, 황갈색 사질점토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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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調査成果

본 보고서는 서산시 예천동 434-1번지 일원에 대한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신화건영 시행)의
유적조사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서, 전체 발굴조사지역은 12,510㎡이고 2014년 1월 6일부터 동년 2
월 7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였다.
유적 일원의 기본 지형은 부춘동에 위치한 해발 187m 내외의 부춘산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미
구릉 능선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둔당천과 청지천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이전의 지형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구지형도를 검토한 결과, 1910년대에는 유적 동쪽에
정상부가 확연하게 확인되고 구릉지를 중심으로 양안에 논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지형상의 변화가 확인되며, 약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건축물과 경작지
조성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이루어졌음이 관찰된다.
확인된 유구의 분포상황은 우선 Ⅰ지점에서는 서사면 전반에 걸쳐 유구가 분포하며 조사 외부지
역으로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동쪽의 미구릉 능선 주변에도 유구가 분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Ⅱ지점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미고지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주능선 및 동향사면 주변으로
유구가 집중되어 있고 일부 동향사면 하단에도 분포해 있다.
조사결과, 유구는 Ⅰ지점 64기, Ⅱ지점 109기로서 전체 유구 기수는 173기에 달한다. 우선 Ⅰ지
점에서는 조선시대 주거지 12기, 굴립주건물지 5기와 함께 수혈유구, 주공열 및 가마, 토광묘 등이
확인되었고, 또한 시기미상의 수혈유구 및 대지조성부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Ⅱ지점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즉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와 백제시대 옹관묘 1기
를 필두로 하여 조선시대 주거지 29기가 조사되었으며, 이외 건물지, 굴립주건물지, 수혈유구, 소
성유구, 토광묘 및 시기미상의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삽도 9. 서산 예천동 지장골유적의 입체조감도(위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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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적상황과 관련하여 조사성과를 다루는 본 장에서는 최근 고고자료의 축적에 따라 서해
연안 일대의 문화상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사례가 많지 않지만 신석기시대 주거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확인된 유구들의 중심을 이루는 조선시대 주거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新石器時代 住居址와 周邊 環境
본 유적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구로는 주거지 2기가 있으며, Ⅱ지점의 북서쪽 미고지 부근과
여기에서 남주하는 능선 상단부에 위치해 있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평면 장방형으로 확인되고 잔존 깊이가 최대 20㎝ 정도로
얕은 점에서 본다면 주변 삭평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바로 인접해 위치한
기둥흔적들은 주거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삭평과정에서 사면 아래의 바닥면까지
도 유실된 상태이다.
표 3. 서산 예천동 지장골유적 신석기시대 유구 일람표

규모

번호 평면형태
장변(cm)

단변(cm)

깊이(cm)

면적(㎡)

내부시설

바닥

출토유물

1

(장방형)

(500)

537

15

(22.44)

토광형노지,
주공

생토

토기편

2

(장방형)

(259)

353

20

(8.59)

토광형노지,
주공

생토

토기편

1호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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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외부 주공
(추정 2단 굴광)
외부 주공

2호 주거지

1) 주거지 구조와 유물
신석기시대 주거지에서 확인된 내부시설로는 노지(爐址)와 주공(柱孔)이 있다. 우선 1호 주거지
의 노지는 평면 타원형(111×89㎝)이고 깊이 17㎝ 정도로 굴광된 무시설식 토광형이다. 표면에는
강한 소결흔적이 남아 있고 내부에서 다량의 목탄과 소결토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2호 주거지의 노
지도 평면 타원형(97×62㎝)으로 깊이 10㎝ 정도로 얕게 굴광되어 있는 무시설식 토광형 노지이
다. 표면에는 강한 소결흔이 남아 있고 내부에서 역시 목탄과 소결토가 확인되어, 1호 주거지와 동
일한 양상을 띠는데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다.
다음 주공의 경우 1호 주거지에서는 바닥면 모서리에 1개씩 위치해 있고 사면 아래의 유실부분에
각각 1개씩 떨어져 위치해 있다. 그리고 잔존 바닥면에 수기의 주공이 남아 있는데 모서리에 위치한
기둥에서 노지 방향을 향하는 축선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다. 한편 사면 위쪽 외부에도 각각 1개씩
기둥흔적이 남아 있으며 보조기둥과 모서리에 위치한 기둥의 축선을 따라 위치한 양상이다. 2호 주
거지에서는 대체로 모서리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지만 1호 주거지에 비해 정형성이 다소 떨어진다.
출토유물은 노지 주변과 바닥면에서 수습되었고 대부분 문양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런데 표면박
락이 심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1호 주거지의 노지 근처에서 수습된 토기편(63)은 다치구(多齒具)를
사용해 표면을 긁듯 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2) 서산 일원 신석기시대 유적
금번 유적과 관련하여 서산지역에서는 기지리, 대죽리, 왕정리, 웅도리, 휴암리 등지에서 신석
기시대 유적들이 확인되었으며 크게 패총, 주거지 그리고 산포지 형태로 확인되었는데, 패총은 바
다와 인접한 해안지역에 분포하고 해발 3~10m에 위치하는 대죽리패총Ⅰ을 제외하면 모두 해발
20m 정도의 구릉에 위치한다(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000, 안덕임·임혜연 2001).
유물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대죽리패총Ⅰ에서 출토된 토기는 구분계와 다치횡주어골문계 중 후
자가 우세하고 이중구연문토기도 발견되어 남부지방과의 관련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대전 송촌
동·청주 봉명동·영동 금정리의 출토례와 함께 이중구연토기의 발생과 전개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연대측정 결과에서는 BP 4,530±60년경으로 확인되었다(서광수·조경
수 2000). 그리고 대죽리패총Ⅱ에서는 대체로 반란형의 토기 저부가 출토되었지만 평저도 일부 출
토되었고, 문양은 다치횡주어골문이 우세하며 종주어골문·구연단사선문·사선문·무문 등도 있
다. 이외 금강식토기편도 발견되어 충청 내륙지방과의 관련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패총의 연대는
BP 4,140±60 및 4,170±60년경으로 측정되었다. 다음 다소 내륙이라 할 수 있는 해미 휴암리(
尹武炳 外 1990)에서는 부석유구(敷石遺構)가 조사되어 시도·연대도·욕지도와 같은 매장시설이
나 주거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성격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여기에서는 구분계
와 다치어골문계 중 구분계가 우세한 편으로 위의 유적들과는 차이가 있다.

Ⅴ. 조사성과

309

서산 기지리유적(역사문화연구원)

서산 기지리유적(공주대박물관)

0

0

10cm

10cm

1-1호 주거지
1호 주거지

2-1호 주거지
2호 주거지

1-2호 주거지

서산 왕정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1-1호 주거지
1-3호 주거지

도면 236. 서산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주거지 현황

많은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서산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상이 점차 비춰지고 있었는데, 본 유적
과 인접해 위치한 기지리유적(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07)이 조사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서산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충남 서북부의 신석기시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조사구역의 1호 주거지와 공주대
박물관 조사구역의 Ⅰ-1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한쪽 벽선이 호선을 이루는 4주식(4柱式) 형
태이고, 특히 Ⅰ-1호 주거지는 네 隅柱 안쪽의 노지방향으로 각기 보조기둥이 인접해 위치해 있어
금번조사 유적의 1호 주거지와 같은 구조이다. 그리고 Ⅰ-2·3호 주거지의 경우 4주식이면서 한쪽
면에 출입구 시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주거지 평면형태 상에서 본 유적의 주거지와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삭평이 많이 되어 출입구 시설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완전한 개체는 아니지만 왕정리유적(中央文化財硏究院 2012)의 Ⅰ-1호 주거지에서는 구연
부에 한정하여 시문된 단사선문 토기편이 출토된 바 있다. 당진 유곡리 아랫말유적(嘉慶考古學硏究
所 2013)의 소위 서해안식 주거지, 즉 출입구시설이 있는 2단굴광식의 신석기시대 주거지에서 단
사선문이 시문된 구연부편들이 출토되는 상황과 삭평된 것을 감안할 때, 서산 왕정리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경우도 아랫말유적과 같이 출입구시설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요컨대 주변 일대의 신석기시대 상황은 대부분 동일계 문양이 시문되는 양상이 우세한 편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본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편(63) 역시 편이 작아 정확한 양상을 알 수는 없지만, 다
치구를 이용해 시문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면서 긁듯이 시문되어 있는 점에서 기지리유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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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의 연구성과에서 이러한 시문방법과 문양은 중기 후반에 이르러 삼부위 구분시문 방법이 붕
괴되기 시작하면서 동체부는 무문화가 진행되고 동일계 어골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보
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후기에 이르게 되면 동일계 문양 시문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분계는 소멸하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林尙澤 1999).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본 유적의 주거지는 신석기시대 중기~후기의 전환되는 시기를 전후
로 점유되었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3) 주거지의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
한편 본 유적이 위치한 서산을 포함한 충남 서북부 일원의 지형은 현재와는 다른 경관이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인접한 평택(안중읍 화양리) 고습지 환경분석에서는 해발 3~3.5m대에서 염수환경
(鹽水環境) 속에 담수환경이 복합되어 있는데, 담수규조류 역시 염도가 높은 호수에 서식하는 종류
로 확인되어 해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4m대에 이르는 상부에서 확인된 해면동물
체는 98% 이상이 해안선을 따라 생성된 조간대 지역에 서식하는 종류로서 담수환경으로의 전이에
따라 사라진 것으로 이해된다(류은영 외 2007). 그리고 구한말~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지에 남아
있는 지명 중 바닷물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지명들은 해발고도 10m 내외 이내에 위치해 있는 점
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당진에는 고래원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고래가 조수를 따라 들어왔다
하고 서산지역에서는 대호지 상류의 명천리 일대인 명천포(鳴川浦)에서 육로가 개통되기 전 인천
으로 가는 상선과 사람들이 머물렀으며, 서산 시가지 동쪽에 위치한 청지천 상류에는 벌촌(筏村)과
배시동(排時洞)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조수가 드나들 때 소금을 굽던 곳으로 배시동 안에까지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특히 서산 귀밀리 일원의 주교(舟橋)와 개삼포(開三浦)에는 40~50톤급의
화물운반선이 드나들었고 1940~50년대에는 20톤급 이상의 동력화물선이 정기운항을 했을 정도
로, 근대까지도 현재와는 아주 다른 경관이었던 것으로 비춰진다.
이외 인접한 주요 하천별 가장 내륙에 위치한 지명으로는 당진천의 감골느티나무, 대호지의 단교
(丹橋), 서산 가로림만의 굴포(堀浦), 태안 부남호의 통천(桶川) 등이 남아 있다. 한편 조수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수운과 관련된 지명들은 훨씬 내륙까지 침투해 있는 양상으로 삽교천 상류역인
홍성읍 장성리 등지까지도 수운과 관련된 지명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습지환경 분석이나 수운·조수와 관련된 지명들을 토대로 한 연안환경을 볼 때,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일원은 현재보다 상당히 복잡한 해안선을 이루고 있었으며 나아가 조석차가 심했을 것
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안 환경과 여기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주거지를 중첩해 보면 휴암리유
적을 제외한 유적 대부분이 만조시 바다로 둘러싸이거나 해안선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양상을 띠고 있어 후행하는 시기와는 주거지 입지에서 차이가 확인되며, 입지조건에 있어서도 연안
환경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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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海水(潮水) 영향 범위
14

13

海水(潮水) 관련 지명
기타 수문관련 지명

12

4

9
16
6

대산

7
10

15

당진

2

1

태안

11

합덕

17

서산

21
해미

3

5

20
19

8

100m
300m
700m

홍성

18

1.서산 예천동유적 2.서산 왕정리유적 3.서산 기지리유적군 4.서산 대죽리패총군 5.서산 휴암리유적 6.서산 대산리유적
7.서산 웅도패총 8.서산 간월도패총 9.당진 가곡리유적군 10.당진 우두리(Ⅱ)유적 11.당진 석우리,소소리유적 12.당진
초락도리패총 13.당진 대난지도패총 14.당진 교로리패총 15.당진 기지시리유적 16.당진 유곡리(아랫말,대창말)/동곡리(
벌후)유적 17.당진 율사리유적 18.홍성 송월리유적 19.홍성 도청이전신도리 2-4지점 20.태안 달산리유적 21.태안 남
산리유적

도면 237. 충남 서북부 일원의 환경조건과 신석기시대 유적의 분포

2. 朝鮮時代 住居址, 그리고 聚落의 形成
금번 유적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유구는 모두 102기로서 Ⅰ·Ⅱ지점에서 각기 39기와 63기가 확
인되었다. 이중 주거지는 모두 41기가 확인되었고 21기의 건물지 및 굴립주건물지도 조사되었는
데, 주거지의 경우 평면형태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편, 취사·
난방시설의 설치와 구조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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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산 예천동 지장골유적 조선시대 유구 일람표

호수

평면형태

Ⅰ-1

원형

규모(cm)

취사·난방

장변

단변

깊이

화덕

321

306

21

○

Ⅰ-2

타원형

505

438

43

○

Ⅰ-3

원형

308

285

27

○

Ⅰ-4

말각방형

217

200

13

Ⅰ-5

말각방형

(287)

261

14

Ⅰ-6

장방형

400

(179)

8

말각방형

438

289

23

말각장방형

406

296

47

Ⅰ-9

방형

381

319

35

Ⅰ-10

말각방형

445

329

18

○
○

방형

317

301

56

원형

394

250

24

인화
분청

분청

백자

기와

○

○

비고

○
○

○

조질청자

○

Ⅰ-7

Ⅰ-11

청자

중앙 소결흔

Ⅰ-8

Ⅰ-12

온돌

주요 출토유물

○

중앙 소결흔
○

○

○

조성면 고도 동일
○
○

○

○

어골문계 기와

○

Ⅱ-1

말각방형

332

263

55

○

Ⅱ-2

말각방형

319

300

55

○

Ⅱ-3

말각방형

269

259

46

○

Ⅱ-4

타원형

131

96

10

Ⅱ-5

말각방형

337

271

32

Ⅱ-6

원형

292

279

46

Ⅱ-7

원형

287

278

50

Ⅱ-8

방형

348

330

44

○

Ⅱ-9

말각방형

233

155

37

○

Ⅱ-10

(유실)

○
○

○
아궁이 잔존
○

○

○
○

○

조성면 고도 차이

○
아궁이 잔존
고래시설 추정

Ⅱ-11

원형

259

241

34

○

○

○

조성면 고도 차이
차륜문+수파문 기와

Ⅱ-12

(말각방형)

296

(49)

20

Ⅱ-13

장방형

378

260

28

Ⅱ-14

장방형

207

157

7

Ⅱ-15

방형

188

160

10

Ⅱ-16

(유실)

○

차륜문+수파문 기와

(○)

○

부뚜막시설 2기
조성면 고도 차이
차륜문+수파문 기와
차륜문+수파문 기와

Ⅱ-17

말각방형

273

270

20

Ⅱ-18

타원형

397

358

65

○

Ⅱ-19

말각장방형

353

(170)

22

○

Ⅱ-20

말각장방형

350

(164)

18

Ⅱ-21

타원형

375

285

30

Ⅱ-22

타원형

292

240

15

Ⅱ-23

방형

241

236

27

Ⅱ-24

타원형

234

214

26

Ⅱ-25

말각방형

301

254

18

Ⅱ-26

말각방형

284

254

18

Ⅱ-27

말각방형

331

290

43

Ⅱ-28

말각방형

268

254

19

Ⅱ-29

말각방형

334

235

13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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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거지를 취사·난방시설의 위치와 구조에 따라 구분을 하면 모두 세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난방기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온돌시설의 유무와 함께 취사시설의 위치와 구조
에 따라 구분된다.

(1) 주거지의 구조
우선 A유형 주거지는 고래시설 없이 취사시설만 존재하는 주거지로서, 부뚜막시설이 긴 벽체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예(A1유형), 짧은 벽
체쪽 모서리에 위치하는 예(A2유형), 짧
은 벽체 방향이나 모서리에 2개의 부뚜막
시설을 갖춘 예(A3유형), 그리고 주거지
내부에 소결토나 목탄이 집중되어 있는

A1a

A1b

예(A4유형)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B
유형의 주거지는 주거지 내부에 온돌시설
을 갖추어 난방이 가능한 주거지들로서,
난방공간과 작업공간의 조성 고도면이 같

A2b
A2a

은 예(B1유형)와 높이차를 두어 구분한
예(B2유형)로 구분된다. 다음 C형 주거지
는 1기에 불과한데, 주거지 외부공간에 화
구가 위치해 있는 점으로 보아 B그룹과
마찬가지로 온돌시설이 존재했던 것으로

A3

A4

추정된다. 그렇지만 B그룹보다 주거지 활
용에 있어 전체공간을 난방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고 난방공간과 작업공간이 완전
히 분리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B1

B2

그런데 주거지에서 난방시설의 유무는
주거 구조와 공간 활용면에서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조선시대 15세기 이
후 무렵에서야 온돌시설이 보급되었고 그
이전에는 벽체에 부뚜막시설이 설치되었
던 것으로 보고 있다(이호열 1991). 그리
고 보급 초에는 주거지 내부에 위치해 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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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점차 온돌시설과 아궁이 조성면이 분리되는 구조로 변화해 나아가게 되었는데(임영호·정여
선 2007), 본 유적에서는 Ⅱ-11호 주거지와 같이 높이차를 두고 난방공간과 작업공간을 구분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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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확인된다. 즉 처음에는 단순히 취사시설로서의 부뚜막시설이 벽체에 조성되다가 기존 주거형
태에 온돌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난방공간과 작업공간의 분리 및 높이차가 발생하면서 주거지 구조
와 공간 활용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표 5. 조선시대 주거지 분류표

분류

평면형태

취사·난방시설
취사

난방

주거지 예

a

각진 타원형

벽 중앙

-

Ⅰ-7, Ⅱ-9

b

타원형

벽 중앙

-

Ⅰ-1·3, Ⅱ-6

a

각진 타원형

벽 모서리

-

Ⅰ-11
Ⅱ-1·2·3·8·27

b

타원형

벽 모서리

-

Ⅰ-2·10, Ⅱ-24

-

Ⅱ-19

-

Ⅰ-4·5, Ⅱ-22

비고

1

A

2

3

장방형

벽
모서리(2개)

4

각진 타원형 주거지 내부

1

각진 타원형

-

온돌시설(내부)

Ⅰ-8

난방·작업공간의 조성고도 동일

2

타원형

-

온돌시설(내부)

Ⅱ-7·11·(17)·21

난방·작업공간의 조성고도 차이

장방형

-

온돌시설(외부)

Ⅱ-13

난방·작업공간의 완전 격리

B

C

(2) 주거지간의 관계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나타나는 주거지들간의 공간배치상 전체적인 관계 구조를 살펴보면 군집
형성이 확인되는데, 주거지간 XY좌표 거리를 이용하여 비유사성을 측정하는 MDS 분석을 사용하
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개체간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해 2차원에 표현하였으며 주거지간 거리가
멀수록 유사성이나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즉 Ⅰ지점에 위치한 주거지 중 9·10호 주거지
는 다른 주거지와는 먼 거리로 나타나고 이외에는 A·B군으로 비교적 집중되어, 각기 주거지간 유
사도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Ⅱ지점에서는 1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군
집(D군집)으로 나타나면서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분포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절대좌표상의
직선거리 관계를 통해 상호 인식수준이나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본 것으로, 이러한 군집
양상이 고고자료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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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 군집과 출토유물
Ⅰ지점에서는 주거지 군집이 A~C군집으로 나타난다. 그중 A군집은 조사구역 북쪽에 대상(帶
狀)으로 열을 이루어 밀집 분포해 있는 모습으로서, 주거지 내에서는 조질청자(Ⅰ-2호; A2a형)와
함께 분청사기만이 출토되었다. 분청자는 모래받침에 죽절굽 형태를 띠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
른 주거지나 군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청자류가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다음 B군집은 조사구역의
중·남부에 길게 분포해 있으면서, 분청자와 백자류가 출토되고 있으며 죽절굽 외에 직립·오목굽
형태가 보인다. 그리고 A군집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서 중앙에 문양구획대가 마련되어 있는
어골문계 기와가 출토되기도 한다(Ⅰ-11호; A2b형). 백자 역시 죽절굽과 오목굽 형태로 기물 적재
방법은 분청자와 동일하게 태토나 모래받침을 사용했다. B군집과 바로 붙어 하단에 위치한 C군집
은 앞서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백자만 출토되었고 다른 군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평굽
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기수가 적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B군집과 별개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
다고 판단된다.
다음 Ⅱ지점의 D군집은 유구 분포에 있어서 4개 정도로 다시 세분될 여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D·E군집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D군집은 미구릉부 정상부근부터 하단일원까지 넓게 분포해 있
으면서 대체로 동향사면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고, E군집은 미고지 동쪽의 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유물상을 보면 D군집에서는 분청자와 백자가 출토된다. 이중 분청자는 B군집과 동일한 양상인데,
특히 인화분청자(Ⅱ-2호; A2b형)가 소량 확인되었고 태토나 모래받침 흔적이 없어 갑발을 사용해
번조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기들도 있다. 그리고 백자에서는 C군집에서와 같이 평굽이 확인된다.
또한 D군집에서는 연화문 혹은 차륜문과 함께 청해파문과 비슷한 수파문이 복합시문된 기와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한편 E군집은 1기의 주거지만 속하는데 죽절굽 형태의 분청자만 출토되었다. 그
러나 소량의 유물 출토상황이나 기수가 적기 때문에 D군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청자는 15세기

316

I지점
5

25m

3

28m

1

4
6

7

8

2

E

9
11

12

10

1

13
2

14
20

16
17

25
27

28

A

18

D

19
21
24

22
23

15

4
3

26

5

6

29

7

20m

8

9

20m

C

B

10
12
11

II지점
20m

도면 240. 조선시대 주거지 군집별 분포 상황

표 6. 조선시대 주거지 군집별 출토유물의 양상

군집

주거지

A

Ⅰ-1·2·4·5·6호

B

Ⅰ-3·7·8·11·12호

C

Ⅰ-9·10호

D

Ⅱ-2·3·4·5·6·7·8·9·10
11·12호
Ⅱ-13·14·20호
Ⅱ-15·16·17·18호
Ⅱ-19·20·21·22·23·24·25·26
·27·28·29호

E

Ⅱ-1

비고
조질청자+ ▶조질청자
분청사기
분청사기
+백자
백자

분청사기
+백자

분청사기

▶분청사기-모래받침, 죽절굽
▶분청사기-태토·모래받침, 죽절·직립·
오목굽

중앙구획대+어골문

▶백자-태토·모래받침, 죽절·오목굽
▶백자-모래받침, 죽절·오목·평굽

▶분청사기-태토·모래받침, 죽절·오목굽,
(갑발)인화분청자 소량

차륜문+수파문

▶백자-태토·모래받침, 죽절·오목·평굽

▶ 분청사기-죽절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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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까지도 제작되었고 분청자는 그 유행시기를 대체로 15~16세기로 보는데(이경복·전경아 2004)1
, 인화분청자 역시 15세기대에 유행하다가 16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점차 쇠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16세기대에는 분청자와 백자가 공반되면서 죽절굽이나 직립굽 형태가 나타나며, 17세 이후에
는 오목굽 형태의 백자가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朴漢宰 2007). 여기에서는 죽절굽과 직립
굽의 백자가 유행되던 시기를 16~17세기 초, 오목굽 백자가 유행하는 시기를 17세기 이후로 구분
했다. 이에 견주어 본다면 금번 유적은 15~16세기대를 중심으로 하여 점유되면서 일부 17세기 초
반까지도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본 유적의 유물 출토상황과 주거지의 군집 양상 및
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선시대 주거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주거지 군집과 유형간의 관계에 있어서 A군집에서는 A유형의 주거지만이 확인되는데 Ⅰ지
점 북쪽 일원의 해발 24m 정도까지 위치해 있다. 그리고 Ⅰ지점 중남부의 B군집에서는 B1유형이
보이고 Ⅱ지점의 D군집에서는 모든 유형의 주거지들이 확인되며 해발 22~27m에 위치한다. 이외
C·E군집의 경우에도 A유형만 확인된다.
여기에 더해 출토유물 상황을 고려하면 Ⅰ지점에서는 북쪽 일원에서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사면
하단부까지 주거지가 조성되는 모습으로, C군집에서는 백자만 출토되고 있어 17세기 초반 무렵까지
도 Ⅰ지점의 주거생활이 존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Ⅱ지점에서는 동향사면에서 분청자만
출토된 E군집을 필두로 하여 남·동사면에 D군집이 분포한다. 이를 좀더 세분해 보면 상단부에 위
치한 D군집에서만 인화분청자(Ⅱ-2·8호)가 출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단부의 D군집에서는 부뚜
막시설이 난방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외부에 존재하는 주거지가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다. 달리 달
하면 Ⅱ지점은 15세기부터 지속적으로 Ⅰ지점에 비해 선호되었던 곳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주거
지 평면 형태의 변화를 A유형→ B유형(1→2형)→ C유형으로의 주거지 구조변화를 상정해 볼 수 있
겠는데, 이것은 Ⅱ지점 일원이 전체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이용되었지만, 중단부 일원에서 다양한 구
조의 주거지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좀더 선호되었던 위치나 고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4) 취락의 입지와 형성 요인
본 유적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주거지 조성 고도는 Ⅰ지점에서 20~24m에 걸쳐 분포하는 반면,
Ⅱ지점에서는 22~27m에 분포하고 24~26m 정도에 여러 구조의 주거지들이 위치해 있다. 그런데
주거지들이 대개 동향사면에 위치하면서, 그 중에서도 남주하는 미능선의 동쪽 바로 측면을 따
라 다양한 주거구조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서산 일원의 자연환경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앞서 유적 일원의 직접적인 조수 영향 범위와 지명 분포에서 보면, 둔당천
하류 주변에는 예전에 다리 밑에서 배를 대고 새우젓 등을 판매했었다고 하는 주교(舟橋; 배다리)

1. 여기에서는 청자 유행기(15세기 초), 분청자 유행기(15~6세기), 분청자와 백자 혼용기(16세기 이후), 그리고 백자 유행기(17~18세기)

로 구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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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선시대 주거지의 군집별 주거지 유형과 유물 양상

군집

주거지 유형 및 주거지

유물 특징

A

A유형(Ⅰ-1·2·4·5호), 이외 Ⅰ-6호

조질청자+분청사기

E

A유형(Ⅱ-1호)

분청사기

B

A유형(Ⅰ-3·7·11호), B1유형(Ⅰ-8호), 이외 Ⅰ-12호

분청사기+백자(오목굽), 어골문계 기와

D

A유형(Ⅱ-9·6·1·2·3·8·19·21·22·24·27),
B1유형(Ⅱ-7·17), B2유형(Ⅱ-11호), C유형(Ⅱ-13호),
이외 Ⅱ-4·5·10·12·14·15·16·17·18·20·2
3·25·26·28·29호

C

A유형(Ⅰ-10호), 이외 Ⅰ-9호

구 분

분청사기(인화)+백자(오목굽·평굽), (갑발),
차륜문+수파문 기와

백자(오목굽·평굽)

주 요 유 물

구 분

주 요 유 물

1
94

A1a

14

3

벽체 중앙(장벽) 부뚜막시설
평면 타원형

9

16

A1b

90

벽체 중앙(장벽) 부뚜막시설
평면 말각타원형

2

15

73

23

79

133
74
132

A2a

A2b

135

142
29

24

벽체 모서리(단벽) 부뚜막시설
평면 타원형

6
140

벽체 모서리(단벽) 부뚜막시설
평면 말각타원형

22

118

76

97

30

78

127

A3

A4

벽체 모서리 부뚜막시설 2개
평면 말각장방형

121

130

13

내부 소결(노지) 흔적
평면 말각장방형

117

31

129

125
105

B1

C

B2
95

내부 부뚜막+고래시설
(조성면 높이 동일)
평면 말각타원형

19

100

20

내부 부뚜막+고래시설
(조성면 높이 구별)
평면 말각타원형

외부 부뚜막+내부 고래시설
평면 말각타원형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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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또한 청지천 상류일원에는 조수가 드나들 때 소금을 구어내던 곳이라는 벌
촌(筏村; 벗말)과 조수가 중심부까지 들어와 배가 드나들던 곳이라는 배시동리(排時洞里; 배상골)
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 청지천 유역과 둔당천 하류역은 조수간만의 차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
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릉지대 중에서도 저고도 일원은 조수나 지하수위 변화 등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이에 따라 비교적 높은 고도의 구릉지대가 점차 선호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북서해풍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변 환경 조
건이 주거지 입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인문환경적인 측면에서 본 유적의 조선시대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입지조건은 어
떠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서산지역은 본래 백제 기군으로 통일신라~고려시대에는 부성군이
라 칭했다가2 충렬왕 10년(1284) 정인경(鄭仁卿)3의 공로로 인해 지서산군사로 승격되었으며, 1308
년 서주목, 1309년 서령부 및 지서주사로 격이 변했다. 이후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지금과 같
은 서산군이 되었으며 속현으로 지곡현을 두었다.4 그리고 서산지역은 삼국시대부터 대중외교 창구
로서 이용되고 이후에도 『新增東國輿地勝覽』 해미현 고적조의 기사를 통해 해상교통로로서도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짐작된다.5 즉 중국 사신들이 왕래하면서 거치는 고만도정(高蠻島亭)이 선박
운행상 불편하므로 정해현 내에 안흥정(安興亭)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고려시대 이
후에는 삼남지방의 조세미를 개경과 한양으로 운송하는 조운로의 중요 경유지 중의 하나로서 지리
적 중요성이 높았다. 고려 초부터 수로에 인접한 곳에 12조창을 두었는데 차령이북에는 연안을 따
라 아주(아산)의 하양창(河陽倉), 부성(서산 팔봉면)의 영풍창(永豊倉; 水豊倉),6 태안의 안흥창(安
興倉)을 두거나,7 서산 포구에 상평곡 25만석을 저장할 수 있는 상평창(上平倉)을 설치하기도 하는
등,8 남·서해안 일원에서 서울로 운송하기 위한 중간 지점이면서 동시에 주요 물류보관이 되는 지
점으로 이용되었다. 그중 부성의 영풍창은 정종대(1034~1046)에 설치한 것으로 순성진이 있던 팔
2.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洪州牧 瑞山郡. 本百濟基郡 新羅改爲富城郡 高麗因之. 仁宗二十一年癸亥 置縣令 忠烈王十年甲申 以邑人大

護軍鄭仁卿之功 陞爲知瑞山郡事. 忠烈王末年戊申 陞爲瑞州牧 忠宣王二年庚戌 汰諸牧 降爲瑞寧府 後又降爲知瑞州事. 本朝太宗十三年
癸巳 例改爲瑞山郡 屬縣一. 地谷縣 本百濟知六縣 新羅改爲地育縣 爲富城郡領縣 高麗改今名.
3. 정인경에 대해서는 『輿地圖書』 忠淸道 瑞山郡 人物 중 조선시대 인물인 鄭臣保를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정신보는 중

국 浙江人으로 송나라 말 벼슬을 하다가 원나라가 되자 간월도로 와서 살다가 대사동으로 옮겨 살면서, 덕산의 吳永老 딸과 혼인하여
정인경을 낳았다. 한편 《混定編錄》에서는 鄭仁洪 관련 상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인경의 아들로서 정신보를 언급하면서 절강성
의 浦江人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가 송나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원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 海西地方으로 귀양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삼국시대에도 그랬지만, 고려시대에도 서산일원이 중국과의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4. 『輿地圖書』 忠淸道 瑞山郡 建置沿革에서 숙종 21년(1695)에는 노비가 주인을 살해해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39년(1713)에서야 다시

군으로 복구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이유로 승강이 반복되었다.
5. 『新增東國輿地勝覽』 海美縣 古蹟條. 安興亭 在縣東十一里 高麗文宗三十一年 羅州道祭告使大府少卿李唐鑑奏中朝使命往來高蠻島亭

稍隔水路船泊不便 請於洪州管下貞海縣地創置一亭 以爲迎送之所制徔之.
6. 조선시대 永豊倉面은 근대 지형도상에서 서산 팔봉면 일원으로서 가로림만으로 흘러드는 초입에 해당한다.
7. 『練藜室記述』 別集11 政敎典故 漕運條. 각 倉에는 判官을 두었으며 州郡의 租稅를 각기 부근의 倉에 보관하였다가 익년 2월에 배로

京倉까지 운반하였다.
8. 『經世遺表』 地官修制 常平倉條例. 湖西地域에는 서산 포구와 강경 일원의 恩津江 어구에만 상평창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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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면 진장리 굴포와 가까운 어송리 창개(倉浦)에 있었다.
이처럼 서산지역은 삼국시대 이후 꾸준히 대중외교나 수운에 있어 지리적 중요성이 높았다. 이
러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서산지역의 내륙 교통로 역사 교통망을 형성했다. 조선시대 서산 일원
을 관통하는 주요 교통로로서는 제6대로가 있는데, 소사에서 1차 분지하여 평택→ 신례원→ 비인
을 경유하면서 서해안 지역을 지나가고 있으며, 이중 신례원에서 2차 분지하여 선천→ 덕산→ 대치
→ 해미→ 서산→ 태안으로 대로가 이어진다.9 이것은 대치로(大峙路; 덕산→ 해미)→ 대교로(大橋
路; 해미→ 서산)→ 대로(大路; 서산→ 태안)로 이어지는 관도(官道)이자 역도(驛道)였다. 그 흔적으
로 대교로에는 안흥정, 몽웅역(夢熊驛), 대교장(大橋場), 저주원(猪走院) 등의 교통·경제관련 시설
들이 존재했었고 태안대로상에는 풍전역(豊田驛)10이 있었는데, 일제지형도상 풍전리의 역리(驛里)
로 남아 있다. 이 풍전역은 일대에서 가장 큰 역시설로서 고려시대에 처음 설치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에 딸려 설치되었는데, 왜구로 없어졌던 것을 여미현으로 옮겨 두면
서 득웅역(得熊驛)이 내속되었다. 이 지점에서 현 부석면으로 나아가는 교통로가 분지한다.11 그리
고 지역 교통로로는 서산로(瑞山路; 대산)가 주요 교통로 역할을 했고 해미에서는 여미로(餘美路;
당진), 거무익로(去無益路; 결성)가 있었다. 여미로와 관련하여 해미일원에는 고려의 안흥정이 위
치해 있고 보원사지나 마애삼존불과 같은 주요 불교유적이 가야산 북록간에 위치해 있으며, 여미
리고분군이나 부장리고분군과 같은 주요 유적이 위치해 있는 점에서 현 서산시 일원에서 백제 여
촌현을 잇는 교통로 역시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산반도로 이어지는 서산로는 백제 무왕 34
년(633)년에 창건되었다(한글학회 2006)고 전해지는 해월암(三吉寺)과 함께 지육현성으로서 비정
되는 부성산성이 존재하고 있어 고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주요 교통로라 할 수 있다.
이외 교통로로서는 영풍창면(永豊倉面)의 해창(海倉)으로 이어지는 지역소로, 그리고 화변면(禾邊
面)으로 이어지는 지역소로가 있었다.
위와 같은 교통로 양상은 충남 서북부 일원에 위치한 각 지역들간의 거리 관계에서도 확인되는
데, 동서방향으로 태안↔서산↔해미↔덕산↔예산↔신창↔온양·아산이 선형을 이루면서 상호 거
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12 그리고 이 횡축을 따라 6대로에서 분지한 1·2차 지선이 통과하고
여러 역원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국가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의 도로 인식이 같은 양상을 띤다.
지속적인 자연·인문환경적 요소가 교통로의 형성이나 지역 중심지(결절지)의 형성에 있어 일요인
이 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선형 거리 관계를 이루는 경로는 누대에 걸쳐 형성된 결과로

9. 『林園十六志』 倪圭志5 八域程里表.
10. 이외 冷井院, 猪走院, 芒峙院 등이 있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폐지되었으며, 위치를 알 수 없다(『輿地圖書』 忠淸道 瑞山郡 驛院條).
11. 조선시대 교통·통신 수단은 驛·院·津·館·烽燧 등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역시설이었다. 이때의 교통 의미는 행정·군

사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도로에는 매 30리마다 驛을 두고 역정과 마필을 두어 공문서의 전달, 관리의 출
장과 숙식제공, 官物의 수송 따위의 사무를 맡게 하였다.
12. 다차원척도 통계분석법(MDS Alscal법)은 비유사성 정도를 측정하여 거리로서 개체간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상호 인식관계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즉 개체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성이나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Ⅴ. 조사성과

321

1.5

당진
1.0

면천
0.5

온양

여미로
대
로

서산

대
교
로

예산

덕산

아산

0.0

태안

신창

해미

거
무
익
로

-0.5

홍성

대흥

-1.0

결성
-1.5

-3

-2

-1

0

1

2

3

도면 242. 조선시대 충남 서북부 일원의 상대거리 관계 (MDS)

표 8. 조선시대 서산군의 인구분포 상황 (輿地圖書 기준)

구분

마을 수

인구분포현황

주요마을
戶

口

男

女

男/女

戶/里

口/戶

栗串面

3

中村里·九萬里

135

529

279

250

1.12

45

3.91

銅巖面

9

大橋里·炭洞里

226

836

478

358

1.34

25.1

3.7

安眠眠

6

承彦里·古場里

424

1,371

711

660

1.07

70.7

3.23

聖淵面

15

坪村里·日豪里

555

1,726

993

733

1.36

37

3.11

大寺洞面

8

邑內里·南院里

308

911

475

436

1.09

38.5

2.96

大山面

9

竹葉里·金生洞·令田里

740

2,142

1,160

982

1.18

82.2

2.90

冬音巖面

17

鞍峙里·葛洞里

505

1,378

7044

674

1.05

29.7

2.73

馬山面

7

葛馬串里·不毛洞里

397

1,063

585

478

1.22

56.7

2.68

永豊倉面

4

墻北里·於隱洞里

189

499

256

243

1.05

47.3

2.64

文峴面

11

方吉里·松峙里

460

1,193

659

534

1.23

41.8

2.59

禾邊面

10

大頭里·漆田里·牛川里

552

1,423

742

681

1.09

55.2

2.58

仁政面

7

公須洞里·毛其大里

324

824

433

391

1.11

46.3

2.54

郡內面

4

驛里·路下里

322

815

404

411

0.98

80.5

2.53

地谷面

14

黑店里·大鳥串里

513

1,268

714

554

1.29

36.6

2.47

蘆旨面

11

麻田里·牛山里

513

1,161

633

528

1.20

46.6

2.26

豆峙面

6

木果洞里·紅川里

171

353

155

198

0.78

28.5

2.06

吾山面

4

德之川里·獐洞里

130

386

203

183

1.11

32.5

1.71

563,76

487.88

1.13

47.07

2.74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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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4 1,051,65

3.91
3.7
70.7

3.23
3.11

45
80.5

46.6
32.5
25.1
36.6 28.5
46.3

2.26

82.2
37
38.5

55.2
29.7 56.7
41.8 47.3

평균 호수

2.06

1.71
2.96

2.47

2.9

2.53
2.54

2.73
2.58

2.59 2.64

2.68

평균 성원

도면 243. 조선시대 서산일원의 면별 호수와 성원율

서 최적경로화 된 노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성이 반영되어 있는 교통로들 중에서 본 유적은 태안으로 이어지는 태안대로의 시작
지점 남쪽에 인접해 위치해 있고 화변면 소로가 분지해 나가며, 주변으로는 율곶면·군내면·대사
동면 등의 면단위가 있었다. 그 중 『輿地圖書』에서 율곶면(栗串面)은 현 서산시와 인접한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평균 호구는 45호 정도이지만 평균 성원율은 3.91명으로 서산 관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북쪽에 면한 군내면(郡內面)의 경우 평균 호수는 80.5호 아주 높은
데 평균 성원율은 2.53명으로 율곶면보다 1.5명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또한 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대사동면(大寺洞面)의 경우에는 평균 호수(38.5)와 성원율(2.96)이 율곶면보다 낮지만 군내면에 비
하면 1명 정도의 성원이 더 많았던 상황이다.13 이것은 서산군의 치소와 붙어 있는 지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인접해 있는 대사동면의 경우도 율곶면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면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유적이 위치한 일원은 태안 대로·해창 소로·화
변면 소로 등이 모이는 곳 주변으로서 교통량이 집중하는 지역이면서, 상위 행정치소가 인접해 있
어 유동량을 포함한 인구가 집중될 수 있는 요인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본 유적 주변에 위치한 예천동유적군 중 역사문화원 조사지역의 Ⅱ지역에서 고려시대 건물
지 5동과 기와가마 4기 등이 조사되었는데, 온돌·적심시설 등이 확인되었고 화형청자·상감청자
등 고려 후~말기에 사용되었던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조선시대 주거지 24기도 조사된 바가 있다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08). 그리고 백제문화재연구원 조사지역에서 원삼국시대 이후 대단위

13. 『輿地圖書』 忠淸道 瑞山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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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묘역의 조성된 예(百濟文化財硏究院 2010)가 있는데, 본 유적과 이들을 포함한 예천동일원의
유적군으로 넓게 본다면 적어도 원삼국시대 이후 주요 생활공간으로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현 태안군에서 내륙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본 유적주변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서 가구당 구성원율, 교통로 상황, 그리고 수문지리 등 여러 요소들이 금번 유적을 포함한 예천동
유적군이 형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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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전경(1)위가 동, 1지점 전경(2)위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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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1지점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북서에서, 조사 중 전경(2)북서에서, 토층단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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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1지점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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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1지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서에서, 조사 중 전경(2)서에서, 토층단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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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1지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주공 토층단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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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1지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출토유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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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1지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중 전경(3)서에서

332

4

1

2

3

4

5

사진 8. 1지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화덕시설 모습(2), 아궁이 토층단면(3), 내부수혈 모습(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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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1지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유물 출토상태(1·2), 출토유물(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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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1지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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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1지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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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1지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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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1지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북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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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1지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아궁이(1), 주공(2) 토층단면, 출토유물(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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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1지점 조선시대 8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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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1지점 조선시대 8호 주거지 구들시설 모습(1), 아궁이 세부모습(2), 주공 토층단면(3·4), 출토유물(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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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1지점 조선시대 9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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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1지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중 전경(3)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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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1지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서에서, 아궁이 모습(2), 토층단면(3), 내부수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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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1지점 조선시대 10호 주거지 출토유물(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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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1지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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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1지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 화덕시설 모습(1), 주공 토층단면(2), 출토유물(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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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1지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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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1지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 출토유물(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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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1지점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출토유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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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1지점 조선시대 2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출토유물(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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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1지점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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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1지점 조선시대 4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조사 후 전경(2)서에서, 유물 출토상태(3), 출토유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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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1지점 조선시대 5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출토유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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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1지점 조선시대 6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출토유물(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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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1지점 조선시대 7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출토유물(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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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1지점 조선시대 8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조사 후 전경(2)서에서, 토층단면(3), 출토유물(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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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1지점 조선시대 9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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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1지점 조선시대 9호 수혈유구 유물 출토상태(1·2), 출토유물(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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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1지점 조선시대 10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조사 후 전경(2), 유물출토상태(3), 출토유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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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1지점 조선시대 1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북서에서, 출토유물(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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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1지점 조선시대 12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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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1지점 조선시대 12호 수혈유구 내부수혈 모습(1), 토층단면(2), 출토유물(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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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1지점 조선시대 13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출토유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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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0. 1지점 조선시대 14호 수혈유구와 1호 가마 중복상태(1), 조사 후 전경(2)서에서, 출토유물(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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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1지점 조선시대 15호 수혈유구 토층단면(1), 조사 후 전경(2)서에서, 출토유물(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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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1지점 조선시대 1호 건물지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7(4), 주공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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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1지점 조선시대 2·3호 건물지 및 외부 주공열 전경(1)위가북, 2호 건물지 조사 후 전경(2)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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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1지점 조선시대 2호 건물지 주공1 토층단면(1), 주공2(2), 주공4(3), 주공5(4), 주공6(5), 주공7(6), 주공8(7), 주공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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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1지점 조선시대 3호 건물지 조사 후 전경(1)서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3(4), 주공4(5), 주공5(6), 주공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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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1지점 조선시대 4호 건물지 조사 후 전경(1)위가 동,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5(4), 주공6(5), 주공7(6), 주공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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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7. 1지점 조선시대 4호 건물지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1호 주공열 조사 후 전경(2)남에서, 주공1 토층단면(3), 주공3(4),
출토유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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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 1지점 조선시대 2호 주공열 조사 후 전경(1)남에서, 주공2 토층단면(2), 주공3(3), 3호 주공열 조사 후 전경(4)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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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9. 1지점 조선시대 3호 주공열 주공2·3 토층단면(1), 주공4(2), 주공6(3), 주공8(4), 주공12(5), 주공14(6), 주공18(7), 주공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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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0. 1지점 조선시대 4호 주공열 조사 후 전경(1)위가 동,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3(4), 주공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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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1지점 조선시대 1호 가마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출토유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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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 1지점 조선시대 2호 가마 조사 전 전경(1)서에서, 조사 후 전경(2)서에서, 연소실 토층단면(3), 토층세부(4), 소성실 토층
단면(5), 연소실 모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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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1지점 조선시대 1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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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4. 1지점 시대미상 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1

사진 55. 1지점 시대미상 2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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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6. 1지점 시대미상 3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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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 1지점 시대미상 4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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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8. 1지점 시대미상 5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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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9. 1지점 시대미상 6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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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0. 1지점 시대미상 7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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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1. 1지점 시대미상 8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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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 1지점 시대미상 9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1

사진 63. 1지점 시대미상 10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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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4. 1지점 시대미상 1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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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5. 1지점 시대미상 12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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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6. 1지점 시대미상 13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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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7. 1지점 시대미상 14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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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8. 1지점 시대미상 15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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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9. 1지점 시대미상 16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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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0. 1지점 시대미상 17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주공 토층단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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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1. 1지점 시대미상 18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북서에서, 조사 후 전경(2)북서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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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2. 1지점 시대미상 19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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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3. 1지점 시대미상 20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74. 1지점 시대미상 21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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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5. 1지점 시대미상 22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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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6. 1지점 시대미상 23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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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7. 1지점 시대미상 24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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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8. 1지점 시대미상 대지조성부 전경(1)북서에서, A-A`토층단면 세부(2·3), B-B`토층단면 세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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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9. 2지점 전경(1)위가 서, 동쪽 하단부 일대 전경(2)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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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0. 2지점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노지 모습(3), 토층단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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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1. 2지점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출토유물(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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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2. 2지점 신석기시대 2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주공 토층단면(3), 노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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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3. 2지점 신석기시대 2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남에서, 주공 밀집상태(2·3), 노지 모습(4), 출토유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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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4. 2지점 백제시대 옹관묘 조사 전 전경(1)남에서, 조사 후 전경(2)남에서, 옹관 안치상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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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5. 2지점 백제시대 옹관묘 남쪽 옹 제거 후 모습(1), 토층단면(4·5), 출토유물(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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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6. 2지점 고려시대 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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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7. 2지점 고려시대 2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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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8. 2지점 조선시대 1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북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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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9. 2지점 조선시대 1호 주거지 화덕시설 모습(1), 배연부 세부(2), 출토유물(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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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0. 2지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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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1. 2지점 조선시대 2호 주거지 화덕시설 모습(1), 배연부(2), 출토유물(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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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2. 2지점 조선시대 3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동에서, 화덕시설 모습(4), 출토유물(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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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3. 2지점 조선시대 4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서에서, 출토유물(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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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4. 2지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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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5. 2지점 조선시대 5호 주거지 출토유물(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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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6. 2지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북에서, 화덕시설 모습(4), 유물 출토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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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7. 2지점 조선시대 6호 주거지 출토유물(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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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8. 2지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동에서

서산 예천동유적_사진

405

1

2

95

사진 99. 2지점 조선시대 7호 주거지 구들시설 모습(1), 구들장 제거 후 모습(2), 출토유물(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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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0. 2지점 조선시대 8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동에서, 출토유물(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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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1. 2지점 조선시대 9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99), 10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3)남동에서,
토층단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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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2. 2지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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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3. 2지점 조선시대 11호 주거지 구들시설 모습(1), 아궁이 세부(2), 출토유물(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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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4. 2지점 조선시대 12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에서, 출토유물(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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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5. 2지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동에서, 아궁이 모습(4), 유물 출
토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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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6. 2지점 조선시대 13호 주거지 출토유물(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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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7. 2지점 조선시대 14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북동에서, 15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2)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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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8. 2지점 조선시대16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17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2)남동에서, 토층단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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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9. 2지점 조선시대 17호 주거지 출토유물(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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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0. 2지점 조선시대 18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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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1. 2지점 조선시대 18호 주거지 출토유물(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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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2. 2지점 조선시대 19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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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3. 2지점 조선시대 20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서에서, 출토유물(119·120)

420

1

2

3

4

5

사진 114. 2지점 조선시대 21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서에서, 구들시설 모습(4), 구들장
제거 후 모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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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5. 2지점 조선시대 21호 주거지 출토유물(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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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6. 2지점 조선시대 22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화덕시설 모습(3), 출토유물(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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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7. 2지점 조선시대 22호 주거지 출토유물(128~130), 23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남에서, 출토유물(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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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8. 2지점 조선시대 24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에서, 화덕시설 모습(4), 유물 출토
상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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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9. 2지점 조선시대 24호 주거지 출토유물(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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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0. 2지점 조선시대 25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동에서, 26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2)남동에서, 출토유물(13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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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1. 2지점 조선시대 27호 주거지 조사 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북동에서, 화덕시설 모습(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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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2. 2지점 조선시대 27호 주거지 출토유물(140~146)

서산 예천동유적_사진

429

1

2

147

사진 123. 2지점 조선시대 28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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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124. 2지점 조선시대 28호 주거지 출토유물(148~151), 29호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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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5. 2지점 조선시대 소성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동에서

432

1

2

152

사진 126. 2지점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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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7. 2지점 조선시대 2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남에서), 출토유물(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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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8. 2지점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3)남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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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9. 2지점 조선시대 4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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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0. 2지점 조선시대 5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56·157)

2

158
1

사진 131. 2지점 조선시대 6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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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2. 2지점 조선시대 7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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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133. 2지점 조선시대 8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6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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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4. 2지점 조선시대 9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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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5. 2지점 조선시대 건물지 조사 후 전경(1)위가 서, 적심 모습(2), 토층단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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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6. 2지점 조선시대 1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남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3(4), 주공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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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7. 2지점 조선시대 2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남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3(4), 주공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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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8. 2지점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1)동에서, 조사 후 전경(2)위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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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9. 2지점 조선시대 3호 굴립주건물지 주공1 토층단면(1), 주공4(2), 주공6(3), 주공12(4), 주공14(5), 주공16(6), 출토유물(1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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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0. 2지점 조선시대 4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위가북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3(3), 주공5(4), 주공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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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1. 2지점 조선시대 5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5(4), 주공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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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2. 2지점 조선시대 6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3(4), 주공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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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3. 2지점 조선시대 7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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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4. 2지점 조선시대 8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동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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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5. 2지점 조선시대 9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3(4), 주공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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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6. 2지점 조선시대 10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동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3(3), 주공7(4), 주공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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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7. 2지점 조선시대 11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북동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3(3), 주공6(4), 주공7(5), 주공9
(6), 주공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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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8. 2지점 조선시대 12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북동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3(4), 주공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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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9. 2지점 조선시대 13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남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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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0. 2지점 조선시대 14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주공2 토층단면(2), 주공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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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1. 2지점 조선시대 15호 굴립주건물지 조사 후 전경(1)동에서, 주공1 토층단면(2), 주공2(3), 주공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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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2. 2지점 조선시대 1호 토광묘 조사 전 전경(1)남서에서, 조사 후 전경(2)남서에서, 유물 출토상태(3·4), 출토유물(171·172)

2

1

사진 153. 2지점 조선시대 2호 토광묘 조사 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조사 후 전경(2)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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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4. 2지점 조선시대 3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73)

1

2

사진 155. 2지점 조선시대 4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1

사진 156. 2지점 조선시대 5호 토광묘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454

2

1

2

사진 157. 2지점 조선시대 6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58. 2지점 조선시대 7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2

174
1

사진 159. 2지점 조선시대 8호 토광묘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출토유물(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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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0. 2지점 시대미상 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61. 2지점 시대미상 2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62. 2지점 시대미상 3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토층단면(2)

1

사진 163. 2지점 시대미상 4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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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4. 2지점 시대미상 5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65. 2지점 시대미상 6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66. 2지점 시대미상 7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67. 2지점 시대미상 8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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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8. 2지점 시대미상 9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69. 2지점 시대미상 10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70. 2지점 시대미상 1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1

사진 171. 2지점 시대미상 12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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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2. 2지점 시대미상 13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73. 2지점 시대미상 14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74. 2지점 시대미상 15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75. 2지점 시대미상 16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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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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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6. 2지점 시대미상 17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77. 2지점 시대미상 18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78. 2지점 시대미상 19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1

사진 179. 2지점 시대미상 20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460

2

1

2

사진 180. 2지점 시대미상 2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81. 2지점 시대미상 22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82. 2지점 시대미상 23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동에서, 조사 후 전경(2)남에서

1

2

사진 183. 2지점 시대미상 24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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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4. 2지점 시대미상 25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85. 2지점 시대미상 26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86. 2지점 시대미상 27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1

사진 187. 2지점 시대미상 28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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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188. 2지점 시대미상 29호 수혈유구 조사 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89. 2지점 시대미상 30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90. 2지점 시대미상 31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91. 2지점 시대미상 32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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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2. 2지점 시대미상 33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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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193. 2지점 시대미상 34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1

2

사진 194. 2지점 시대미상 35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북동에서, 토층단면(2)

1

사진 195. 2지점 시대미상 36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에서, 토층단면(2)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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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6. 2지점 시대미상 37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동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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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7. 2지점 시대미상 38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조사 후 전경(2)남동에서

1

2

사진 198. 2지점 시대미상 39호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조사 후 전경(2)남동에서

1

2

사진 199. 2지점 시대미상 주거지 조사 후 전경(1)북동에서, 주공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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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 2지점 시대미상 주공군 조사 후 전경(1)북동에서, 주공A 토층단면(2), 주공B(3), 주공E(4), 주공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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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蹟所在地番
調査面積
遺構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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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0㎡
時 代

類型 및 基數

신석기시대

2기

重要遺物
토기 구연 및 동체부편
미상석기
분청사기 구연 및 저부편

수혈주거지
조선시대

41기

시대미상

1기

건물지

조선시대

1동

굴립주건물지

조선시대

20기

토기 구연 및 저부편
조질 청자 저부편

수혈유구

고려시대

2기

조선시대

24기

백자 저부편
청자 대접, 청자 접시
암키와편
분청사기, 암키와편
꼭지편,
조질 청자 저부편

시대미상

63기

주공렬

조선시대

4기

주공군

시대미상

1기

가마

조선시대

2기

소성유구

조선시대

1기

대지조성부

시대미상

1기

옹관묘

백제시대

1기

대형호

토광묘

조선시대

9기

옹기호, 동전

암키와편

조질 청자 저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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