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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遺構와 遺物의 도면·사진·표 번호는 Chapter(Ⅰ~Ⅴ) 구분 없이 일련번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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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_遺物의 縮小比는 모두 1/3로 하였다.
4_遺物의 기고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계측하였고, 파편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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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고도)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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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調査槪要
본 보고서는 천안 입장 신두리 공장신축 부지내 발굴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이다. 유적명
은 지명에 따라 천안 신두리유적으로 명명하였다.
(주)한림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두리 91-6임 일원에 공장 신축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사업시행 전 사업예정지 일원에 대한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진
행 방향 검토를 위한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지표조사는 충청남도역사문화원에서 2013
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의 일정으로 전체사업면적인 37,133㎡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조사결
과 조사지역 내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토기편, 자기편 등의 유물이 수
습되었다. 이에 조사단에서는 원지형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지형을 중심으로 하여 25,185㎡에 대한
발굴(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지표조사의 결과에 따라 25,185
㎡에 대한 발굴(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연구소에 발굴(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문화재
청의 허가를 득하였다.
발굴(시굴)조사는 2014년 2월 17일부터 동년 2월 28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원지형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으며, 능선 정상부와 상단부에서 총 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청
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는 북서쪽 경계면에서 장방형 주거지 1기, 중심능선의 남동쪽 능선 상단
부에서 장방형 주거지 2기 및 원형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원삼국~백제시대 유구는 중심능선
의 북동쪽 정상부에서 토광묘 1기와 주구 1기, 중심능선의 중단부 정상부에서 (추정)분묘가 확인되
었다. 이에, 조사단에서는 1,058㎡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굴(시굴)조사결과에 따라, (주)한림건설은 정밀발굴조사를 (재)가경고고학연구소에 의뢰하였
으며, 조사는 총 면적 1,058㎡에 대하여 2014년 3월 19일부터 동년 3월 26일까지 실 조사일수 7일
간의 일정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수혈유구 1기, 원삼국~
백제시대 토광묘 2기, 주구 1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1기 등 총 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금번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와 원삼국~백제시대 유구는 발굴조사 전 사례가 많지 않
아던 조사지역과 주변지역의 고고학적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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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신두리유적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오 규 진(가경고고학연구소장)
책 임 조 사 원 : 박 대 순(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조

사

원 : 정 태 진(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천 승 현(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준

조 사 원 : 김 상 록(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박 상 일(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장 다 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김 라 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보고서 작성 중 Ⅰ장 조사개요, Ⅱ장 조사지역의 환경, Ⅲ장 조사경과 및 방법, Ⅳ장 조사내용은
김라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작성한 후 박대순(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이 보완·수정하
였으며, Ⅴ장 조사성과는 김라미와 박대순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유물의 정리 및 실측은 임민수·오현주(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담당하였고, 유구도면은 이
재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이 사진측량한 후 오경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종합하였다.
유물 전자도면은 오경미의 담당하에 장진희(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진행하였다. 유물사진촬
영은 문화재 전문작가인 오세윤씨를 섭외하여 진행하였다. 보고서의 전체적인 편집은 지민주(가경
고고학연구소 연구원)가 담당하였으며, 이를 류창선(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실장)·오규진(가경고
고학연구소 연구소장)이 교열·감수하였다.
현장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사업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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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調査地域의 環境

1. 天安의 自然·地理的 環境
천안시는 한반도의 중앙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북쪽으로 경기도 평택시, 서쪽으
로 충청남도 아산시, 남쪽으로 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 동쪽으로 충청북도 진천군과 접해 있다.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의 중심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래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상의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천안시의 전반적인 지형은 대치로 東高西低의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가
르는 차령산맥이 천안지역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으면서 천안의 중심을 관통한다. 대체
로 동부와 동남부는 덕유산, 위례산, 성거산, 흑성산과 광덕산, 망경산, 쌍령산 등의 비교적 높은
산지가 발달해 있는 반면 서부와 북부 및 시의 중앙부는 해발고도 100m 내외의 비교적 저평한 구
릉성 산지와 충적지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커다란 지형적 장애 없이 북쪽으로 경기도의 안성평
야, 서쪽으로는 곡교천변의 충적지를 따라 아산지역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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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천안시의 지리적 위치 및 조사지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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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는 입장천과 성환천이 천안지역의 북서부를 북류하여 안성천에 유입되며, 동쪽에는 병천
천이 광기천·산방천 등과 함께 동남류하여 미호천에 유입된다. 남부에서는 풍세천·무학천·
지장천 등이 북동류하여 곡교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하천 주변에는 풍세뜰·세교
뜰·기미뜰·마루뜰 등과 같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러나 천안시 일대는 동부 및 남부에 해발
400~600m의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서부에는 해발 100m 이내의 저평지가 분포되어 있기 때
문에 큰 하천은 존재하지 않으며, 천안시가지를 흐르는 최대 하천은 천안천이며, 원성천·구성천·
구룡천 등이 그 지류로 흐르고 있지만 유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반도는 차령산맥과 멸악산맥을 기준으로 남부와 중부, 북부로 구분되며, 천안지역은 중부지역
에 해당된다. 이러한 중부지방은 다시 중부서안, 중부내륙, 중부동안으로 구분되며, 조사지역은 중
부서안에 속한다. 천안지역에 가까운 서해는 수심이 얕아 쉽게 더워지고 식어서 기후에 큰 형향을
미치지 못하며, 해류가 발달하지 못하여 서안지역은 해양성 기후가 아니라 한서의 차이가 큰 대륙
성 기후가 나타난다. 따라서 천안지역은 계절풍 기후로 분류되며, 천안지역의 남부를 통과하는 차
령산맥이 남부의 온대에서 북부의 내대로 전이되는 점이성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천안지역은 남부
기후형과 중부기후형의 점이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천안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옥천지향사에 속하는 남부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고생대
이전의 경기지괴로 되어 있어 기반이 비교적 안정된 편이다. 천안의 동북부 산지는 선캄브리아기의
회색 화강편마암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차령산맥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의 조산운동으로 인해 대보
화강암이 관입되어 있다. 따라서 천안지역은 다양한 구조운동으로 인한 복잡한 지질구조를 보인다.

2. 天安의 歷史·考古學的 環境
천안지역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지는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적인 조사례가 드
물었을 때에는 소상히 알기가 어려웠지만, 현대에 들어 각종 개발사업과 지역발전에 따른 고고학적
조사가 현저하게 진행되어 많은 단서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舊石器時代의 遺蹟은 斗井洞遺蹟 C·D地區에서 제4기 충적층과 더불어 구석기 유물이 확인되었
으며,    1 최근 淸堂洞 舊石器遺蹟에서 제4기 충적층과 구석기시대 유물인 좀돌날 몸돌이 확인되었고,    2
인근의 용곡동유적에서 제4기 충적층과 후기구석기시대 유물이 확인되었다.    3 또한 최근 직산 수헐
리 유적    4과 인접한 아산 용두리 진터유적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보고되었다. 천안지역에서는 낮은
구릉성 단구의 지형적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구석기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1. 류기정·양미옥 2001, 『천안 두정동 유적(C·D지구)』, (財)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천안시경영개발사업소.
    2. (財)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004, 『천안 청당동 신도아파트 신축 부지내 시굴조사 약보고서』.
    3. 裵相勳 2006, 『天安 龍谷洞 遺蹟』, (財)忠淸文化財硏究院.
    4. 韓昌均·姜秉權, 2010, 『직산 수헐리 유적』, (財)忠淸文化財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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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石器時代 遺蹟은 현재까지 조사된 예가 많지 않으나 백석동 유통단지 예정부지 시굴조사에서
보습과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된바 있으며, 이후 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
다.    5 또한 인근의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와 명암리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천안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신석기시대 유적의 조사 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靑銅器時代 遺蹟은 아산지역과 함께 천안지역 전역에서 폭넓게 확인되고 있으며, 주로 주거지인
생활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전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淸堂洞遺蹟,    6 白石洞遺蹟,    7 雙龍洞遺蹟,    8
龍院里遺蹟,    9 斗井洞遺蹟, 佛堂洞遺蹟,    10 石谷里遺蹟,    11 云田里遺蹟,    12 龍井洞遺蹟,    13 新芳洞遺蹟    14
등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長方形 또는 細長方形 계통으로 공열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등이
출토되는 역삼동·흔암리형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특히 백석동유적은 여러 차례의 조사로 청동기
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대규모 취락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와 더불어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류와
석기류가 다량 확인되어 중서부지방 전기 주거지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에 해
당되는 유적으로는 두정리유적,    15 南館里遺蹟,    16 大興里遺蹟,    17 白石·業成洞遺蹟,    18 新芳洞遺蹟 등
이 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말각방형의 송국리형 주거지에 해당된다. 특히 남관리
유적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 5기가 확인되었으며, 용정리유적과는 풍서천을 경계로 마주한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유적으로는 신방동유적과 용곡동 두터골유적이 있다. 신방동유적은 Ⅰ지구
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9기와 수혈유구 50기, 조선시대 주거지 10기와 토광묘 19기 등이 확
인되었으며, Ⅱ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24기와 수혈유구 7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기,
토광묘 24기 등이 확인되었다. 용곡동 두터골유적은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11기와 수혈유구 10

    5. 吳圭珍外, 2009,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 (財)忠淸文化財硏究院.
    6. 徐五善·權五榮, 1990, 「淸堂洞發掘調査報告」, 『休岩里』 29·30合輯, 國立中央博物館.

徐五善외, 1991, 「天安 淸堂洞 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松菊里Ⅳ』, 國立中央博物館.
徐五善·咸舜燮, 1992, 「天安 淸堂洞 第3次 發掘調査報告書」, 『固城貝塚』, 國立中央博物館.
한영희·咸舜燮, 1993, 『淸堂洞』, 國立中央博物館.
咸舜燮·김인홍, 1996, 『淸堂洞Ⅱ』, 國立中央博物館.
    7. 李南奭·李勳·李賢淑, 1997, 『白石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8. 成正鏞·李亨源·李吉成, 2002, 『天安 雙龍洞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9. 吳圭珍외 1999, 『天安 龍院里遺蹟』, (財)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10. 忠淸南道歷史文化院, 2004, 『天安 佛堂洞遺蹟』.
    11. 이홍종외, 2000, 『石谷里遺蹟』,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硏究所.
    12. 허의행·강병권, 2004, 『天安 云田里遺蹟』, (財)忠淸文化財硏究院.
    13. 張英美, 2008, 『天安 龍井洞遺蹟』, (財)忠淸文化財硏究院.
    14.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天安 新芳洞遺蹟』.
    15. 윤무병, 1967, 「천안 두정리의 수혈주거지」, 『美術資料』 8輯, 國立中央博物館.
    16. 李南奭, 1995, 『南館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17. 임상택, 1999, 『天安 大興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18. 李南奭·李賢淑, 2000, 『白石·業成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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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2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조사지역에서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유적
들은 확인된 유구의 시기와 양상면에서 조사지역과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靑銅器時代 후기유적으로는 천안과 접한 아산 장재리 대추리유적    19에서 단면원형점토대토
기 및 구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 등의 표식으로 하는 후기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인접한 아산지
역의 남성리 석관묘,    20 선장면 宮坪里유적    21 등에서도 동일시기의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마한 54개 소국 중 천안일원이 어느 소국에 해당하였는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
접한 아산 일원에는 운산일원으로 보기도 하는 염로국이 위치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천안 일
원의 臣雲新國, 예산 일원의 支侵國, 그리고 직산 일원의 目支國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22 3세기 전반경 마한지역에서는 많은 소국들이 통합되어 두 개의 주요 소국연맹체가 있었다.
하나는 伯濟國을 맹주로 하였고, 다른 하나는 目支國을 맹주로 삼았다. 전자의 활동무대는 한강하
류역과 경기북부지역이며, 후자는 충남 아산만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와 금강 이남의 소국들을 다스
렸다가, 이후 백제국의 팽창으로 목지국의 통합기반은 해체되었고 이후 영산강 유역의 소국들을 중
심으로 새로운 마한소국연맹체가 결성되어 상당기간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마한 소국들의 위치비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原三國時代의 유적은 주거유적과 분묘유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거유적은 斗井洞遺
蹟 과 長山里遺蹟,    24 龍院里遺蹟, 有利·獨井里遺蹟    25에서 장방형, 방형, 凸字形 주거지가 조사
    23

되었으며, 분묘유적으로는 청당동, 신풍리유적,    26 운전리유적 등에서 토광묘 및 주구토광묘가 다
수 확인되었다. 특히 두정동유적의 A·D지구에서는 평면형태가 장방형, 방형 주거지가 수기 확인
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부뚜막시설, 노지, 주공 등이 조성되었고, 장란형토기, 시루, 심발형토기, 철
부, 철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용정리유적에서는 고지자기 분석결과 A.D 340±15년으로 편년되는 원삼국시대 탄요 1
기가 조사되어 향우 주거유적과 분묘유적 외에 생산유적의 확인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한 54국 중 하나였던 백제가 주변 소국들을 병합하면서 점차 영토를 넓혀 나가다가 4세기 후
반경에는 마한의 제소국들을 모두 병합하게 되었다. 백제가 국가 단계로 접어드는 3세기 중후반까
지 중서부지역은 마한이 확고한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었고 목지국으로 대표되고 있었기 때문
에 3세기 후반 무렵 백제에 의해 병합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백제의 영역화 이후에도 국

    19. 박대순·민은숙·안성태 2009, 『牙山 장재리 대추리·연화동유적』,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 한병삼·이건무, 1977, 『남성리 석곽묘』, 국립중앙박물관.
    21. 이건무, 1999, 「아산 궁평리 출토 일괄유물」, 『고고학지』 제1권.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2. 이병도, 1936, 「三韓問題의 新考察」, 『震壇學報』 4.
    23. 이홍종외, 2000, 『天安 斗井洞遺蹟-A地區 發掘調査報告書-』, 高麗大學校埋藏文化財硏究所.
    24. 이강승외, 1996, 『天安 長山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25. 尹淨賢, 2011, 『天安 有利·獨井里·道林里遺蹟』,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6. 성정용, 2004, 『天安 新豊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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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으로 원삼국문화가 잔존하는 면을 통해 볼 때, 초기 백제의 영역화과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7 5세기 이후가 되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압박에 따라 수세에 몰
리게 되었으며, 결국 한강유역을 상실하여 충남 서북부 일원은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 위상이 부상
하게 되었으다. 웅진천도는 고구려의 남진에 따른 군사적 대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방세력
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28 백제는 남천 후 왕권강화와 더불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게 되
었다. 한편, 웅진 도읍기 동성왕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무령왕이 대내외적 안정된 기반을 토대
로 국력을 신장하였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중국과 활발한 교섭을 통해 선진문물의 도입을 단행하였
다. 백제 사비기에 들어오게 되면 지방제도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城을 중심으로 한 담로제의
기본은 유지하면서 지역의 중요성별로 方郡城制를 마련하였다.
삼국시대 이후 천안지역 관내에서 조사된 유적은 선사시대 유적에 비해 그 수량이 적은 편이며,
전술한 유적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된 예가 대부분이다. 三國時代 遺蹟은 백제시
대의 분묘군과 관방유적이 조사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龍院里,    29 화성리유적    30으로 대표된다. 화
성리유적은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중국 동진제 청자와 광구호, 파수부발, 원저단경호, 살포, 철
부, 철정, 꺾쇠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조성연대는 4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와
거의 동일시기에 조성된 용원리유적에서는 상당수의 토광묘와 함께 수혈식석곽분, 횡혈식석실분
등이 확인되어 재지세력인 각 지역 분묘 조성세력간의 관계와 성격 그리고 묘제의 변천과 계층적
관계상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백제의 威信財가 상당수 출토되어, 백제와 중국 간의 교류관
계와 백제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에 조사된 道
林里遺蹟에서는 석곽묘 6기와 석실분 3기가 조사되었으며, 백제 한성기에 해당되는 토기류와 철기
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재갈, 등자, 교구 등 다량의 마루가 공반되었으며, 성시구와 철촉, 대도, 철
모, 철준 등 무기류도 함께 확인되었다. 조영시기는 대략 4세기 중반·후반에서 5세기 초로 편년되
고 있으며, 다른 유적에 비해 한성백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천안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백
제의 영역확장 과정과 지방통치방식의 변화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큰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가 건국되던 초기 지방사회는 아직 백제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독자적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방세력들도 주변 세력으로부터의 방어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관방유적은 청룡
산성·직산 위례산성·성거산성과 토성인 사산성,    31 백석동 토성    32 등이 조사되었으며, 토성에서는

    27. 成正鏞, 2000,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領域化過程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 李南奭, 2002, 『熊津時代의 百濟考古學』, 서경.
    29. 李南奭, 2000, 『龍院里 古墳群』, 公州大學校博物館.

서울大學校博物館, 2001, 『龍院里遺蹟 C地區 發掘調査報告書』.
    30. 金吉植 외, 1991, 『天安花城里百濟墓』, 國立公州博物館.
    31. 成周鐸·車勇杰, 1994, 『蛇山城』,百濟文化開發硏究院.
    32. 李南奭, 1998, 「天安 白石洞 土城」, 『韓國上古史學報』 28, 韓國上古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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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海東地圖의 천안군 고지도

도면 3. 海東地圖의 목천현 고지도

판축양상과 영정주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위례산성은 1997년 최초로 시·발굴조사    33
되어 2010년 2차 정밀발굴조사    34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례산성은 그동안 백제산성으로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통일신라시대에 석축산성으로 조성된 이래 고려시대에 토성으로 개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영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문
무왕 초기 현 온양 일원을 중심으로 한 일원에는 湯井州가 설치되고 總管이 파견되었다. 이후 문무
왕 17~8년(677~678)경부터 신문왕 7년(787)에 걸친 시기에 새로운 지방행정제도인 9州 5小京制
를 완성하였다. 이 때 공주에 熊川州를 두었고 경덕왕 16년(757)에 다시 熊州로 개명하였으며 탕정
주는 湯井郡이 되었고 공주의 熊津都督部 관할지역이 되었다.
統一新羅時代 遺蹟으로는 목천토성    35을 비롯하여 용정리유적에서는 점토, 할석, 판석을 혼용한

    33. 任孝宰 외, 1997, 『天安 慰禮山城』, 서울大學校人文學硏究所.
    34.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10, 『천안 위례산성 발굴조사 약보고서』.
    35. 尹武炳, 1984, 『木川土城』, 忠南大學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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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시설이 조성된 수혈주거지 1기도 확인되었다. 이외에 용곡동 두터골유적,    36 청수동유적,    37 두남
리유적    38 등에서 석곽묘들이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무덤은 천안지역의 낮은 구릉사면부에서 소
규모의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대부분 7세기 후반에서 8
세기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러한 무덤들은 세부적인 축조방식과 구조에 있어 기존의 백제적 요
소와 함께 신라적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신라에 의해 통일된 이후 지방통치방식과 신라인들이
구백제지역으로의 이주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려는 통일신라 말 후삼국의 통일과정에서 호족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할 수 없
는 정치적 난관이 존재했으나 광종~성종대를 거치면서 왕권이 안정되고 제도와 문물이 정비되었
고 혜종~문종대를 거치면서 귀족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초기에 천안을 비롯한 경주·상
주·안주 등지에 大都督部를 두기는 했지만, 州·府·郡·縣 등 각 행정단위별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없어 호족세력의 반자치구조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성종 2년에 12牧을 설치하고 지방
관이 파견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성종 14년에는 다시 唐式에 따라 대
개편을 단행하여 전국을 5都護府 10州節度使 10都制로 전환하였다.
高麗·朝鮮時代 遺蹟은 대부분 분묘유적으로 남산리 고려묘    39와 양곡리 분청사기 요지,    40 용곡
동 눈돌,    41 성정동유적,    42 삼봉리·군서리·판정리유적    43 등이 있으며, 최근 쌍용동 용암유적,    44 용
곡동 두터골유적    45 등지에서도 주거유적의 발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 문헌기록과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천안지역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생산유적도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기와가마는 최근 발굴조사된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에서 반지하식 기와가마 10기가 확
인되었다. 천안시 병천면 일대에서는 봉항리, 매곡리, 관성리 안터에서 토기·자기요지가 보고되었
으며, 목천면에서는 유왕골, 서흥리, 교촌리, 시산리 요지가 있고, 광덕면에서는 지장리 보산원리,
만복동에서 토기·자기요지가 보고되었다.    46

    36. 나건주·최하영, 2008,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37. 박대순·정화영, 2007, 『천안 청주동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38. (재)백제문화재연구원, 2009, 『천안 두남리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39. 李漢祥, 1995, 『天安 南山里 高麗墓』, 國立公州博物館.
    40. 李南奭·徐程錫, 1997, 『天安 陽谷里 粉靑沙器窯址』, 公州大學校博物館.
    41. 박형순·강병권, 2006, 『天安 龍谷洞 눈돌遺蹟』, (財)忠淸文化財硏究院.
    42. 최상철, 2008, 『천안 성정동유적』, (財)忠淸文化財硏究院.
    43. 배상훈, 2007, 『천안 삼봉리·군서리·판정리유적』, (財)忠淸文化財硏究院.
    4 4. 윤정현·이인호, 2009, 『天安 雙龍洞 龍岩遺蹟』, (財)忠淸文化財硏究院.
    45. 나건주·최하영, 2008, 『천안 용곡동 두터골유적』, (財)忠淸文化財硏究院.
    46. 백제개발연구원, 1997, 『고분과 요지』. 공주대학교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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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遺蹟의 立地와 環境
천안 신두리유적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두리 91-6임 일원이며, 천안시의 최북단에 위치한
다. 조사지역이 속한 신두리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남동쪽에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하여 위례산·성거산으로 이어지는 동남부의 높은 산지가 자리하고, 서쪽에는 개부
고개라 불리우는 해발 137m높이의 독립구릉이 형성되어 있다. 그 주변으로 해발 50m내외의 저산
성 구릉지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동남부 산지에서 발원한 한천·입장천이 북서쪽방향의 저지
대로 흐르다가 북서류하여 안성천에 합류된다. 한천과 입장천 양안에는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
다. 이렇듯, 조사지역 및 그 주변 일원은 동남쪽으로 높은 배후산지가 자리하고, 저산성 구릉지대
가 곳곳에 분포하며, 그 사이로 지천들이 흐르면서 넓은 곡간지를 형성하여 사람이 살기에 매우 유
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사지역이 속한 천안의 북부지역은 서부의 도심에 비해 도시개발이
활발하지 않아 이제까지 정식으로 발굴조사된 유적들은 거의 없으나, 저산성 구릉지 일대에 곳곳에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들이 분포하는 양상으로 보아 천안 북부지역 일대에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적극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지역은 신두리 내에 분포하는 저산성 구릉지대로 북동-남서방향으로 뻗은 해발 55m높이의
구릉 정상부와 구릉 말단부에서 북쪽방향으로 이어지는 사면부로 나뉜다. 북동쪽 방향으로 저산성
구릉지대가 연결되고 있으며, 서쪽에 개부고개가 가깝게 위치한다. 조사지역 능선의 남쪽에는 위
례산에서 발원한 입장천이 지형의 곡면을 따라 서류하다 한천과 합류된 후 북쪽방향으로 곡류한다.
하천 양안에는 넓은 충적지가 발달해 있으며, 현재는 논경작 및 포도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
사지역 일원에 대해 시계별 지형도 판독으로 지형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조사지역은 최근까지 큰
형질변경 없이 원지형이 유지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제시대 이후 조사지역의 주변 부락의
규모와 소로 및 다리들의 위치들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조사지역 능선은 파평
윤씨 선산으로서 사면 곳곳에 비교적 큰 규모의 분묘가 밀집조성되었으며, 묘역 형성과정에서 부분
적인 삭평 및 교란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조사지역 능선과 연결되는 북쪽 사면부 일
원은 1990년대 이후 인삼밭 및 포도밭 경작행위에 의해 대체로 약 1~2m이상 삭평되어 원지형이
모두 유실된 상태였다.
조사지역 및 주변 지질을 살펴보면, 조사지역 북서쪽에 연접해 있는 구릉지는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온양편마암이며, 이를 중생대 쥐라기에 중립질흑운모로 구성된 화강암이 관입하여 현재 조
사지역의 지형 기반을 형성하였다. 능선 남서쪽 일원에는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충적층이 발달되
어 있다. 조사지역 및 주변 지형분포는 동-서방향의 중심능선을 기준으로 경사가 급한 남사면은
산악지로 분류되고, 조사지역을 포함한 북사면은 경사가 완만한 저산성 구릉지, 그 하단 저지대로
연접되는 부분은 선장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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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지역 주변지역 유적 현황표

(※내용은 도면 5와 동일함)

NO.

유적명

시대

성격

비고

1

유리 유물산포지

청동기

산포지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천안시문화유적분포지도

2

신두리 유물산포지

조선

산포지

″

3

용정리 유물산포지

조선

산포지

″

4

모전리 유물산포지1

조선

산포지

″

5

모전리 유물산포지2

조선

산포지

″

6

삼곡리 고분

삼국(백제)

분묘유적

″

7

삼곡리 유적

청동기~조선

생활/분묘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11, 천안 삼곡리 유
적

8

모전리 유물산포지4

삼국

산포지

″

9

천안 대원강업(주)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초기철기~원삼국

생활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12,
천안 대원강업(주)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10

모전리 유물산포지3

조선

산포지

″

11

오목리 유물산포지

조선

산포지

″

조사지역

0

1

2

3km

도면 4. 조사지역 주변 일제시대 지형도(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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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계
세계측지계

좌표계 타원체 원 점 도엽번호
TM GRS80 중부원점 367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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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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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m

도면 5. 조사지역 주변 유적 현황표(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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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사업범위
시굴조사범위
발굴조사범위

0

100

200

300m

도면 6. 조사지역 일원의 1970년대 중반 상황(1977년 촬영)

도면 7. 조사지역 일원의 1990년대 상황(1997년 제작)

도면 8. 조사지역 일원의 2011년 제작 세부 지형도

삽도 1. 조사지역 일원의 1980년대 후반 상황(1989년 촬영)

도면 9. 조사지역 일원 지형분포도

도면 10. 조사지역 일원 지질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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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調査經科 및 方法

1. 發掘調査 現況과 方法
금번 조사는 주식회사 한림건설에서 시행 중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두리 91-6임
일원 공장 신축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선행조사는 충청남도역사문화원에서 2013년 5월 20
일부터 6월 8일까지의 일정으로 전체사업면적인 37,133㎡에 대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47 조사
지역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뻗은 구릉 정상부와 양 사면부에 해당한다. 남사면은 경사가 매우 급하
여 유적의 입지로서 양호하지 않았으나, 경사가 완만한 북쪽사면부 일원은 무문토기편과 함께 고
려·조선시대 토기편이 확인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상정되었다. 따라서 조사지역내 구릉 정상
부와 북사면 일원 25,185㎡ 면적에 대한 발굴(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도면 11. 지표조사 지역 및 발굴(시굴)조사 필요 범위도

삽도 2. 지표조사지역 전경(남서에서) 및 수습유물

    47.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13.6, 『천안 입장면 신두리 공장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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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試掘調査
시굴조사는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의 일정으로 면적 25,185㎡에 대하여 실시하였
다. 조사지역은 지형상 북동-남서방향으로 뻗은 구릉 정상부와 구릉 말단부에서 북쪽방향으로 연
결되는 사면부로 구분된다. 조사는 지형상을 고려하여 '一' Tr. 6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표토층
과 교란층을 제거하고 토층과 평면상에서 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되는 층까지 굴토하여 진행하였다.
Tr.에서 유구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나 일부만이 노출되어 명확한 성격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능
한 범위에서 평면확장조사하였으며, 유구의 성격이 모호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탐색 pit를 설치하
여 조성시기 및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였다.
시굴조사결과, 북동-남서방향으로 발달한 중심능선 정상부 및 사면 상단부에서 청동기시대~백
제시대에 조성된 유구 7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는 북서쪽 경계면에서 주거지 1기, 중심능선의 남동쪽 능선 상단부
에서 주거지 2기 및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백제시대 유구는 중심능선의 북동쪽
정상부에서 토광묘와 주구 등 분묘관련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능선 중단부와 정상부에서는 시기미
상의 추정분묘가 확인되었다.

도면 12. 발굴(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및 발굴조사 필요범위(S=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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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유구는 북쪽 경계면쪽 능선 정상부에 설치한 5번 Tr.에서 주거지 1기가 노출되었으
며, 중심능선의 남서쪽 상단부에 설치한 34번 Tr.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수혈유구 1기가 확
인되었다. 5번 Tr.의 남동사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북서사면은 근래 포도밭 조성시 1m정도 삭평된
상태로서 주거지 잔존범위에 한하여 원지형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결과, 유구의 바닥
면에서 노지로 추정되는 소결면과 목탄층이 확인되었으며, 그 주변에서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원삼국~백제시대 유구는 조사지역 중심능선의 북동쪽 능선 정상부에 설치한 6번 Tr.에서 토광
묘 1기, 남동사면 상단부에 설치한 1번 Tr.에서 주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중심능선의 중앙에 형성
된 능선 정상부의 16~18Tr.에서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6번 Tr.내의 토광묘는 표토를 제거하
자,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한 장방형의 묘광선과 함께 부장유물 3점이 노출되었다. 토광묘의
규모는 잔존길이 196㎝, 너비 75㎝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
성하였다. 부장유물은 회흑색 연질 원저단경호 1점과 회흑색 연질 소호 2점으로 원삼국~백제시대
에 조성된 것으로 토광묘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6번 Tr.에서 남동쪽 사면부로 약 20m이격된 거리
에서 주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16번 Tr.일대에서 확인된 추정 분묘는 유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편평하게 대지
면을 조성한 점, 토층이 풍화암반 파쇄토로 토층들이 수평을 이루고, 대지면 상층에 조성한 흑갈색
사질점토내에 목탄이 포함되어 있는 양상이 자연적인 퇴적층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주변 유구 양상으로 보아 분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삽도 3. 시굴조사 후 조사지역 모습(항공사진, 위가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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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도 4. 5번 Tr.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토층단면

삽도 5. 6번 Tr. 원삼국~백제시대 토광묘 전경 및 유물 노출세부

삽도 6. 16번~18번 Tr. 원삼국시대 (추정)분묘 전경(남에서)

삽도 7. 1번 Tr. 원삼국시대 주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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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發掘調査
1) 調査方法
조사지역은 지형상 북동-남서방향으로 뻗은 구릉 정상부 및 사면 일부에 해당하며, 남서쪽, 중
앙, 북동쪽 등 총 3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조사단은 차후 자료정리의 편의를 위해 남서쪽 지역부터
1지역~3지역으로 명명하였으며, 조사순서도 여기에 맞추어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먼저 발굴(시굴)조사 당시 확인한 유구 현황을 참조하여 주변 일대에 대한 제토를 실
시하였다. 그리고 유적의 퇴적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조사경계면 기준토층을 설정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는 제토를 통하여 평면상에서 유구를 확인한 후, 내부조사에 임하는 순서로 진행하였
다. 특히, 수목 아래에 존재하는 유구는, 제토와 벌목을 병행하여 유구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였다.

2) 遺蹟의 堆積環境
금번 사업구간의 지형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뻗은 중심능선은 산악지, 북쪽으로 이어지는 북쪽
서사면은 대체로 저산성 구릉지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세부지형을 살펴보면, 중심능선은 능선
의 발달방향에 따라 북동쪽부터 3개의 정상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앙의 정상부가 해발고도 55m
로 가장 높다. 발굴조사 지역은 이 3개의 정상부 일원에 해당하며, 남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1지역
만 정상부에서 남서쪽 사면부로 약간 치우쳐 있다.
제토결과, 표토층 아래에 바로 풍화암반토가 드러났으며, 이는 오랫동안 풍화 및 침식이 심하게
진행된 결과로 모재층이 풍화되어 화강암풍화층이 형성된 후 지속적인 후대 경작행위에 의한 원지
형이 훼손된 결과로 보인다.

삽도 8. 조사지역 유적배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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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천안 신두리유적 유구 분포현황도(S=1/1,800)

도면 14. 천안 신두리유적 1지점 유구 분포현황도(S=1/300)

도면 15. 천안 신두리유적 3지점 유구 분포현황도(S=1/500)

20

Ⅳ. 調査內容
1. 1地點
1) 靑銅器時代
(1) 竪穴住居址
가. 遺溝 [도면 16, 사진 1~3]
입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해발고도 47.7m 높이의 북동-남서 방향 구릉 정상부 말단 사면부에

위치한다. 남서쪽으로 약 5m 지점에 청동기시대 1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주거지는 시굴조사 당시 34번 Tr. 상단부에서 확인되었으며, 표토층을 약 15㎝ 정도

제거하자 장방형 형태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남벽쪽은 나무 식재에 의해 교란되었으며, 하
단부는 지형삭평으로 인해 상당부분 결실된 상태로 잔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잔존상태를 감안하여 북동-남서 단축방향으로 2개의 토층둑을 구획하고

탐색 Tr.를 설치하여 내부퇴적양상을 파악하였다. 평면하강조사는 파악된 토층을 기준으로 내부토
를 순차적으로 제거하였으며, 내부시설의 유무 및 유물의 공간분포 및 배치양상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북벽에 인접하여 소토와 목탄립이 혼입된 적황갈색 사질점토가 3㎝ 미만의 두께로 확인되었
으며, 이를 제거하자 저장공 및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에 내부 시설에 대한 조사는 2분법을 적용하
여 내부퇴적양상 및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출토유물은 GPS측량하여 출토위치와 양상을 기록한 후
순서대로 수습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내부퇴적토는 암적갈색, 황갈색, 적황갈색 사질점토 등이 확인되었다. A-A'토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4층은 주거지 내부시설인 벽구 내부토로 확인되었다. 2~3층은 암적갈색 사질
점토 및 암반 부스러기가 포함된 층으로 벽가에 비스듬히 퇴적된 상태로 주거지 폐기 직후 자연풍
화에 의해 벽면이 붕괴되어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1층은 암적갈색 사질점토 및 소량의 목탄이
포함된 유기물 포함층이다. 소량의 목탄이 혼입되어 있으나, 화재의 흔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외부
유입토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주거지 내부에서 소량의 목탄만 확인될 뿐 넓은 범위
에 거쳐 소토 및 탄화목재, 벽체 함몰토, 토기의 폐기 행위 등과 같은 인위적인 폐기 요소가 확인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연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풍화암반토인 기반층을 굴착하여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조성하였

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3°-W이다. 벽면은 잔존 깊이가 낮지만 수
직에 가깝다. 바닥면은 부분적인 요철이 존재하나 비교적 수평하게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주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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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1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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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길이 693㎝, 잔존너비 128㎝, 잔존깊이 19㎝이다.
내부시설은 벽구시설 1기, 저장공 3기가 확인되었다. 벽구시설은 북동장벽에 조성되었다. 평면
형태는 벽면과 평행한 ‘-’자형이며, 단면은 바닥이 좁은 ‘U'자형이다. 규모는 길이 약 253㎝, 너비
15㎝내외이다. 저장공은 북동장벽과 북단벽에 치우쳐서 2개, 북동장벽과 동벽에 치우쳐서 1개가
각각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28~33㎝, 깊이 3㎝내외로 낮은 편이다.
유물

유물은 북단벽 저장공에서 정치된 상태로 호형토기 1점, 유구 중앙에서 북서쪽으로 약 20㎝

정도 떨어진 바닥면에서 발형토기 1점 등 모두 2점이 수습되었다.
나. 遺物
1. 발형토기 [도면 17-1, 사진 4-1]

북단벽 저장공에서 출토되었다. 유실이 심하여 구연부와 동체부 및

저부가 잔존하며, 도상복원하였다. 내면은 적갈색, 외면은 흑갈색, 속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동체
부 외면의 상위에는 흑반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태토는 운모와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
칠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다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약하게 내
만하여 구연부로 이어지고 있다. 구연부는 짧고 약하게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하였
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손누름
흔, 외면에서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에 의한
凹面과 점토띠 접합흔 및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공열은 구순에서 0.7∼1.0㎝ 정도 아래에 있으며,
횡방향으로 2.3∼2.6㎝ 정도 간격을 두고 외면에서 내면으로 투공하였다. 공열 아래쪽에는 약 3.0
㎝ 정도 아래쪽에는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동체부 내외면 모두 부분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추정 기고 37.7㎝, 저경 7.8㎝, 구경 26㎝, 두께 0.6~1.2㎝ 좌표-N 479956.015, E 218082.5227, Z 47.6763

2. 호형토기 저부편 [도면 17-2, 사진 4-2]

유구 중앙에서 북서쪽으로 약 20㎝정도 떨어진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갈색을 띠고 있
다. 내면 일부에서 흑반이 관찰된다. 태토는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저부는 평저이
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다 동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한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 내외면에서 점토 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
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외면에서 점토띠 접합에 의한 凹面과 내면에서 손누름흔
이 관찰된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박리되어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으며, 내면 역시 박리가 이루어졌
으나, 일부에서 목리조정흔이 관찰된다.
잔고 24㎝, 저경 9.6㎝, 두께 0.8~1.2㎝, 좌표-N 479957.4826, E 218082.2368, Z 47.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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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1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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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竪穴遺溝
가. 遺溝 [도면 18, 사진 5]
입지

청동기시대 수혈유구는 해발고도 46.9m 높이의 북동-남서 방향 구릉 정상부 말단 사면부에

위치한다. 북동쪽으로 약 5m 거리에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 남서쪽으로 약 15m 거리에 시대미상
1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수혈유구는 기존 시굴조사 당시 34번 Tr. 확인되었으며, 표토층을 약 10~15㎝ 정도

제거하자 말각방형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경사면 아랫부분은 지형삭평으로 인해 결실된 상태로 잔
존상태는 양호하지 않았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잔존상태, 내부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구의 중앙

부에 경사면 방향을 따라 토층둑을 구획하고, 탐색Tr.를 설치하였다. 평면하강조사는 토층 조사에
서 파악한 층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하였으며, 내부시설 및 유물의 배치양상 등을 파악하는데 주
력하였다. 내부에서 확인된 목탄범위에 대해서는 2분법을 적용하여 내부퇴적양상 및 구조를 파악
하였으며, 출토유물은 GPS 측량하여 출토위치와 양상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수혈유구의 내부토는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최하층에는 경사 방향을 따라 갈색 사

질점토가 유입되었으며, 상층에는 연갈색 사질점토가 수평퇴적된 양상이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적갈색 풍화암반토인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방향은 N-12°

-W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벽면은 잔존 깊이가 낮지만 수직에 가
깝다. 바닥면은 수평하게 정지하였다. 규모는 길이 300㎝, 잔존너비 190㎝, 잔존깊이 18㎝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동단벽에 인접하여 목탄과 피열범위가 확인되었다. 피열범위
의 분포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80㎝, 너비 74㎝, 두께 7㎝이다. 남쪽으로 목탄이 주로 분
포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피열흔이 확인된다. 목탄 및 피열흔의 양상으로 보아 노지로 추정되나,
피열흔의 범위가 넓고 소결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임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

남동단벽에 인접한 바닥면에서 무문토기 저부편 1점이 확인되었다.

나. 遺物
3.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18-3, 사진 5-3]

저부로 추정되며 일부가 남아 있다. 내외면과 속심 모두 적

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잔존상태를 통해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부로 추정된다.
잔고 2.3㎝, 두께 1.8㎝ 좌표-N 479948.5291, E 218080.2604, Z 46.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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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1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 출토유물(3)

2) 時代未詳
(1) 竪穴遺構
가. 遺溝 [도면 19, 사진 6]
입지

시대미상 수혈유구는 해발고도 44.2m 높이의 북동-남서 방향 구릉 정상부 말단 사면부 에

조성되었다. 북동쪽으로 약 15m 떨어진 거리에 청동기시대 1호 수혈유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수혈유구는 기존 시굴조사 당시 34번 Tr. 중간부분에서 확인되었으며, 표토층을 약

10~15㎝ 제거하자 평면 원형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교란의 흔적 및 유구의 성격을 파악
할 수 있는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성격과, 잔존상태, 내부퇴적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능선 방향에 따라 2

분법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유구의 중앙부에 북서-남동 방향의 ‘一’자 토층둑을 구획한 후 토층단
면을 통해 내부퇴적양상을 파악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평면하강하여 수혈유구의 구조적 특징을 파
악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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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토는 1~3층까지 총 3개의 층으로 확인되었으며, 층위 성격에 따라 2단계로 구

분된다. 최하층인 2~3층은 황
갈색 사질점토층으로 폐기 이후
수혈의 벽면을 따라 퇴적된 상태
로서폐기 이후 유입된 층이며, 1
층은 적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후대 나무 식재에 의한 교란된
층으로 판단되었다.
유구현황

수혈유구는 적갈색 풍

화암반토인 기반층을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다. 규모는 직경 122㎝,
깊이 31㎝이다.
내부시설 및 출토유물은 확인
되지 않았다.

도면 19. 1지점 시대미상 수혈유구 평면 및 입단면

2. 2地點
1) 原三國~百濟時代
(1) 土壙墓
가. 遺溝 [도면 20·21, 사진 7~10]
입지

토광묘는 조사지역의 구릉 상부 평탄지에 위치하며, 2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고도 약

54m 높이에 조성되었다. 약 74m 거리의 구릉 상부에 백제시대 토광묘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토광묘는 기존 시굴조사 과정에서 설치한 16~17번 Tr.에 걸쳐 확인되었다. Tr. 조사

당시 Tr. 벽면에서 발형토기와 매장주체부 묘광 단면선이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의 상부에는 봉토
로 추정되는 성토층이 잔존하였는데, 주변 포토 밭 경작지 조성으로 인해 지형이 절토되면서 대부
분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봉토와 매장주체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봉토에 대한 조사는 시굴조사에서 구

획한 ‘+’자형태의 탐색Tr.를 통해 봉토의 잔존상태와 조성양상을 파악하였다. 매장주체부에 대한
조사는 매장주체부 상부에 덮인 봉토층을 제거하였으며, 매장주체부 평면형태를 파악하였다. 토광
묘는 암황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장방형의 형태로 묘광의 윤곽이 확인되었으며, 잔존상태와 내부구

Ⅳ.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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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자 형태의 둑을 구획하고 탐색Tr.를 설치하였
다. 이후 파악된 층위양상을 토대로 4분법의 평면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면조사는 목관상부토 제거
후 목관의 형태와 유물 부장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충전토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묘광의 축조
양상을 파악하였다.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GPS를 통해 출토위치와 양상을 기록한 후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잔존하는 봉토의 평면형태는 북-남쪽으로 약간 긴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N-2°-E이

다. 전반적인 층위는 크게 풍화암반토층, 구지표층, 1차 성토층, 2차 성토층, 후대 교란층으로 구분
되는데, 토광묘는 1차 성토층을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잔존 규모는 북-남쪽 길이 585㎝, 동-서쪽
너비 439㎝이며, 2차 성토층은 대부분 훼손되어 북-남쪽 길이 617㎝ 범위내에서만 확인된다.
층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3개의 층으로 구분되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하층에는 풍화암반상면에 황갈색 사질점토의 자연퇴적토와 구지표층이 확인된다. 구지표층은
암회색 사질점토로 구성되며, 최초 토층조사시 목탄립과 재가 일부분 확인되고 있어 유구 내부토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성토층을 제거한 후 구지표층을 살펴본 결과, 부
분적으로만 목탄립과 재가 나타나며 구지표층으로 판단되는 층 자체가 풍화암반 생토층과 마찬가
지로 경사면 하단부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어 유구 내부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성토층
은 구지표층 바로 상층에 위치하며, 황갈색, 암황색, 갈색 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덮어 조성하였으
며, 조성 두께는 약 20㎝ 내외로 굳기가 상당히 강한 편이다. 매장주체부는 성토층을 굴착하고 조
성되었다. 2차 성토층은 갈색, 황갈색, 갈색 사질점토를 약 20~25㎝의 두께로 덮어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상면에는 교란층이 확인되는데 이 교란행위로 인해 성토층이 상당부분 교란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광묘는 1기만 확인되었다. 내부토층양상은 목관상부토(1층)와 충전토(2층)로 구분된다. 충전토
는 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되며, 입자가 작고 굳기가 강한편이다. 그리고 충전토 안쪽으로 황색 사
질점토로 이루어진 목관상부토가 존재한다. 목관상부토는 충전토와 거의 유사한 토질을 보이고 있
고 관과 묘광 사이에 충전한 후 거의 유사한 흙으로 목관상부에 성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광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북동쪽에 해당하는 절반가량은 지형훼손으로 결실된
상태였다.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까우며,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 그대로 이용하였다. 토광묘는
충전토와 목관 상부토가 확인되고 있어 목관을 안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목관은 북서쪽에 치우
쳐 안치하였고, 남동벽과 목관 사이에 유물을 부장하였다. 또한 유물이 부장된 공간을 채우고 있는
내부토와 목관과 벽면을 충전한 내부토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관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S-18°-E이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184㎝, 너비 112㎝, 깊이
7㎝이며, 목관의 규모는 잔존길이 118㎝, 너비 85㎝, 깊이 7㎝이다.
유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한 부장칸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목관과 묘광의 남동쪽 단벽 사이

의 공간에서 심발형토기 1점, 평저단경호 1점이 모두 바닥에 정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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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遺物
4. 평저단경호 [도면 21-4, 사진 10-4]

동체부 및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이다. 내외면 모두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고 경질소성되었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오다 견부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내만하였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부는

도면 20. 2지점 원삼국~백제시대 토광묘 추정 봉토 범위 및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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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2지점 원삼국~백제시대 토광묘의 매장주체부 평면 및 입단면도, 출토유물(4•5)

30

수평상으로 외반되었다. 구순부에 약하게 홈이 돌려져 있으며, 상단은 둥글게 하단은 각지게 처리
하였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외면에서 점토보강흔
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외면에서 점토띠 접합흔과 손누름흔 및
점토띠 접합에 의한 凹面이 관찰된다. 경부와 동체부는 별도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
면에서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외면은 무문이다. 구연부와 경부는 회전물손질정면하였고, 동체부 내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12.6㎝, 저경 9㎝, 구경 12㎝, 두께 0.6㎝, 좌표-N 480017.7312, E 218167.9406, Z 54.1146

5. 심발형토기 [도면 21-5, 사진 10-5]

동체부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전하게 남아 있다. 내

외면은 적갈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부 내면은 검게 그을려 있다. 태토는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며, 연질소성되었다. 저부는 평저이고,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
고 있으며, 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였다. 구연부는 경부의 성형없이 외반되었
으며, 구순부는 양단 모두 각지게 처리하였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
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손누름흔, 외면에서 점토보강 후 물손질정면흔이 확인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외면은 전체적
으로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에 승문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타날되어 있다. 구연부 내
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저부 바닥면에는 4.0∼
4.2㎝ 정도 크기의 방형 물레축흔이 관찰된다.
기고 10㎝, 저경 8㎝, 구경 12㎝, 두께 0.8㎝, 좌표-N 480017.8237, E 218167.8138, Z 54.1114

3. 3地點
1) 靑銅器時代
(1) 竪穴住居址
가. 遺溝 [도면 22, 사진 11~13]
입지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동쪽 경계면에서 확인되었으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내려오

는 해발고도는 46.0m 높이의 능선 상단부에 위치한다. 남서쪽으로 약 30m 떨어진 지점에 원삼국
시대 토광묘, 남동쪽으로 약 21m 떨어진 지점에 원삼국시대 주구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주거지는 기존 시굴조사 당시 설치한 5번 Tr.에서 확인되었으며, 북동쪽 경계 외곽으

로 확장된다. 과수원 조성으로 원지형이 약 1m 정도 삭평된 상태이며, 장축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약 8m 정도만 잔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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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3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평면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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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조사는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잔존상태, 내부 퇴적층위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구 중

앙에 ‘+’자 형태의 둑을 구획하고 탐색Tr.를 설치하였다. 또한,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남서장
벽에 대응하는 북동장벽을 확인하기 위해 남서-북동 방향의 탐색Tr.를 조사경계 외곽으로 연장하
여 확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조사경계에 인접한 지점에서 주거지 벽면이 확인되어 주거지
의 대략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부조사는 토층 조사에서 파악한 층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면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출토유물은 GPS 측량을 실시하고 출토위치와 양상을 기록한 후 순서
대로 수습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내부퇴적토는 암갈색과 적갈색 계열, 흑갈색 사질점토층 등으로 구분된다. 최하층에

는 목탄과 모래가 포함된 사질점토를 이용항 약 5㎝ 정도 두께로 다짐하였다. 대체로 하층에는 바
닥면을 중심으로 황적갈색과 암적갈색 사질점토가 얇게 퇴적되었고, 상부에는 암갈색과 흑갈색 사
질점토가 비교적 두껍게 퇴적된 양상이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탄화목재, 벽체 함몰토, 토기의 폐기
행위 등과 같은 인위적인 폐기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기된 이후 자연적인 퇴적이 이
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현황

주거지는 적갈색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방향은 N-29°-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벽면은 수직으로 굴착하였다. 주거지
의 원래 바닥면은 요철이 매우 심하고 동쪽방향으로 경사져 있으나, 인위적으로 목탄과 모래가 섞
인 흙을 약 5㎝ 내외의 두께로 깔아 생활면을 조성하였다. 주거지의 규모는 잔존 길이 약 800㎝,
너비 360㎝, 잔존 깊이 60㎝이다.
내부시설은 노지, 벽구, 주공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북서쪽의 잔존부 경계에 걸친 상태로 토광식
노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바닥에는 10㎝ 적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고,
그 위에 목탄립이 다량 혼입된 소토면이 노출되었다. 규모는 길이 약 90㎝, 너비 약 80㎝, 깊이 약
20㎝이다. 벽구는 남서장벽에 인접한 바닥면에 조성되었으며, 너비는 약 15㎝ 내외, 깊이는 10㎝
미만이다. 평면형태는 벽면을 따라 ‘-’자형이며, 단면은 바닥이 넓은 ‘U'자형이다. 주공은 남서벽에
근접하여 1개, 주거지 중앙에 1개 등 2개가 확인될 뿐 정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주공의 평면형태
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34~35㎝, 잔존깊이 8~18㎝이다. 주공 내부에는 적갈색~암적갈색 사질
점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목주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편이 주거지 중앙에서 1점, 북서벽 토층 둑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나. 遺物
6. 적색마연토기 저부편 [도면 23-6, 사진 13-6]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면

은 흑회색, 외면은 적갈색,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저부는 평저이
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
였으며, 접합면 외면에서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문양이나 정면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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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지 않는다.
잔고 5.8㎝, 저경 3.6㎝, 두께 0.2~1.5㎝, 좌표-N 480076.501, E 218263.3326, Z 46.0768

7. 무문토기 저부편 [도면 23-7, 사진 13-7]

내외면과 속심 모두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외면 일부에서

흑반이 관찰된다. 태토는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저부는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
서 사선으로 올라간 듯 하다. 전체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정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도면 23. 3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출토유물(6•7)

2) 原三國~百濟時代
(1) 土壙墓
가. 遺溝 [도면 24, 사진 14]
입지

토광묘는 남서쪽 경계면에 근접하여 확인되었으며, 해발고도 48.4m 높이의 구릉 정상부 평

탄면에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약 21m 거리에 원삼국시대 주구가, 북동쪽으로 약 33m 떨어진 거리
에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토광묘는 시굴조사 당시 6번 Tr.에서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말각장방형의 형태의

묘광 윤곽과 토기 2점의 구연부가 확인되었다. 묘광의 북서쪽은 지형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으며,
남동쪽 일부는 나무 식재에 의해 교란되어 전체적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한 편이었다.
조사방법

조사는 묘의 잔존상태와 관곽 및 격벽시설 등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에 ‘+’자 형태

둑을 구획하고 탐색Tr.를 설치하였다. 이후 파악된 층위양상을 토대로 4분법의 평면조사를 진행하
였다. 평면조사는 목관상부토 제거 후 목관의 형태와 유물 부장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후 충전토
를 제거하여 전체적인 묘의 축조 양상을 파악하였다. 출토유물은 GPS 측량하여 출토위치와 양상을
기록한 후 순서대로 수습하였다.
유구현황

토광묘 내부퇴적토는 크게 A-A' 토층을 기준으로 목관상부토(1~4층), 충전토(5층)로 구

분된다. 충전토는 황색 사질점토로 굳기와 점성이 강하다. 목관 안쪽에는 황갈색 및 황색 사질점토
로 이루어진 목관상부토가 존재하며, 목관상부토는 충전토와 거의 유사한 토질을 보인다. 장축 및
단축에서 목관흔으로 판단되는 층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목관상부토로 판단되는 층위와 충전토
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내부에 목관이 안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유물이 부장된 내부
잔고 2.6㎝, 복원 저경 7㎝, 두께 0.2~1.5㎝ 좌표-N 480078.0489, E 218260.0381, Z 4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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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와 목관과 벽면을 충전한 내부토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관을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한 후, 일시에
묘광 내부를 충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은 황갈색 사질점토 및 풍화암반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장축방향은 E-79°-N로 등고
선방향과 직교하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고, 바닥은 별다
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이용하였다. 규모는 잔존 길이 196㎝, 너비 85㎝, 잔존 깊이 14㎝이다. 목관
의 평면형태는 묘광과 함께 서쪽 단벽이 유실된 상태이나 잔존상태로 보아 ‘ㅁ’자형으로 판단되며,
꺾쇠와 같은 결구제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목판을 결구하여 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목관 규모는 잔존길이 118㎝, 너비 66㎝, 잔존깊이 12㎝이다.
유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한 부장칸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목관과 묘광의 동쪽 단벽 사이의

공간에 심발형토기 1점과 원저호 1점, 단경호 1점을 부장하였다. 원저호를 중심으로 북쪽에 단경
호, 남쪽에 심발형토기 등 세 점 모두 바닥에 정치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도면 24. 3지점 원삼국~백제시대 토광묘 평면 및 입단면도

Ⅴ. 조사성과

35

나. 遺物
8. 단경호 [도면 25-8, 사진 15-8]

동체부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회색,

속심은 다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질토로 거친 편이다. 경질소성이다. 저부는
누른 평저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곡선으로 올라가다 동 중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
만하였다. 경부는 짧게 외반하였으며, 구연부는 급하게 외반되었다. 구순부는 양단을 각지게 처리
하였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손누름흔과 점토띠 접합에 의한 凹
面이 관찰된다. 경부와 동체부는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외면은 무문이다. 구연부와 경부는 회전물손질정면하였고, 동체부 내외면은 물손질정면
하였다.
기고 15.4㎝, 복원 구경 11㎝, 두께 0.5~0.8㎝, 좌표-N 480048.6967, E 218239.0752, Z 48.4104

9. 원저단경호 저부편 [도면 25-9, 사진 15-9]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 있다. 내면은 회갈색과 회청

색, 외면은 흑회색, 속심은 회흑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질토를 사용하였다. 저부는 원저
이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완만하게 곡선으로 벌어져 올라간 듯 하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부를 별도
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
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점토띠 접합에 의한 凹面과 점토띠 접합흔 및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
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세선문이 타날되어 있고, 저부에는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중복 타날되어
있는데, 타날된 문양은 물손질정면과 박리로 지워져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내면 역시 전체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내박자흔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잔고 12.8㎝, 두께 0.5~0.8㎝, , 좌표-N 480048.713, E 218239.5312, Z 48.4029

10. 심발형토기 [도면 25-10, 사진 15-10]

저부와 동체부 및 구연부 일부가 남아 있어 도상복원하였다.

내외면은 적갈색, 속심은 갈색을 띠고 있다. 구연부 내면은 검게 그을려 있고 외면 일부에서 흑반
이 관찰된다. 태토는 장석이 다량 혼입된 점질토로 거칠다. 연질소성이다. 저부는 평저이고, 동체
부는 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약하게 내만하였다. 구연
부는 경부의 성형없이 외반되었으며, 구순부는 양단 모두 각지게 처리하였다. 성형은 저부와 동체
부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접합면의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손누름흔, 외면에서 접합흔
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점토띠를 테쌓기하여 내면에서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동체부 내외면은 부분
적으로 박리가 이루어져 있으며, 외면은 무문으로 처리한 듯 하다.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듯 하며,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정면하였다.
기고 10㎝, 저경 7㎝, 복원 구경 11㎝, 두께 0.4~0.9㎝ , 좌표-N 480048.5662, E 218239.1635, Z 48.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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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3지점 원삼국~백제시대 토광묘 출토유물(8~10)

(2) 周溝
가. 遺溝 [도면 26, 사진 16]
입지

주구는 남동쪽 경계면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해발고도 45.5m

의 경사면에 조성되었다. 서쪽으로 약 21m 거리에 원삼국시대 토광묘가, 북쪽으로 약 21m 거리에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위치한다.
조사 전 양상

주구는 기존 시굴조사 당시 1번 Tr. 상단부에서 확인된 유구이며, 표토층을 약 15㎝

제거하자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눈썹형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지형훼손에 의해 경사면 하위로
Ⅴ. 조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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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양쪽 끝자락이 모두 결실된 상태였으며,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방법

조사는 주구와 관련된 매장주체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잔존 주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등고

선 방향과 직교하는 탐색Tr.를 확장하여 설치하였으나,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아 주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구에 대한 조사는 내부의 퇴적층위 양상을 파악하고, 내부 퇴적토를 제거하
여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내부퇴적 양상

주구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약 12㎝ 깊이에서 유구의 바닥

면이 노출된 정도로 상부가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후대 교란구덩이와 함께 지형
훼손이 심하여 주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유구현황

주구는 황적갈색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양 모서리가 짧게 굴

절된 ‘눈썹형’이다. 규모는 최대길이 240㎝, 너비 66㎝, 최대깊이 12㎝ 정도가 잔존하였다. 장축방
향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 N-51°-E이다.
유물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26. 3지점 원삼국~백제시대 주구 평면 및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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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調査成果
금번 보고서는 (주)한림건설에서 시행하는 천안 입장 신두리 공장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 결과이다. 유적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신두리 91-6임 일원에 위치한다.
조사면적은 전체 1,058㎡이며, 현장조사는 2014년 3월 19일부터 동년 3월 26일까지 현장조사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발굴조사결과, 조사지역 남서쪽에 해당하는 1지점에서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기, 수혈유구 1
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1기 등 3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 중앙부에 해당하는 2지점에서 원삼국
~백제시대 토광묘 1기, 조사지역 북동쪽에 해당하는 3지점에서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기, 원삼
국~백제시대 토광묘 1기, 주구 1기 등 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각 시대별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구는 지형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져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수혈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모두 장방형 계통이다. 장축방향을 살펴보면, 1지점 수혈주거지는 능선의 방향과 일치하도
록 배치되었으며, 3지점 수혈주거지는 능선의 방향과 직교하도록 조영되었다. 내부시설의 경우 1지
점 1호 주거지는 하단부 결실로 인하여 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3지점 1호 주거지는 가운데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무시설식 노지 1개가 설치되어 있다. 벽구는 벽면에 인접하여 너비 15㎝의 규모로
설치되었다. 이 밖에 주공·저장구덩이 시설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바닥시설은 1지점 수혈주거지
의 경우 적갈색 풍화암반토인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3지점 수혈주거지는 일부 바닥면에
점토 다짐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공열+단사선문이 시문된 발형토기 1점과 발형토기 저부편 3점 등
총 4점이 확인되었다.
신두리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무시설식 노지가 설치되었고, 구연
하부에 공열문과 단사선문이 시문된 토기들이 공반되는 이른바 역삼동·흔암리유형에 해당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역삼동·흔암리유형의 주거지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평면에 토광형 또는 무시설
식의 노지, 그리고 주공식 기둥배치방식을 표식으로 한다. 토기는 공열토기(구순각목토기) 혹은 적
색마연토기로만 구성되거나(역삼동식토기) 이중구연 및 단사선이 결합(흔암리식 토기)하거나 혹은
공반되는 것 양자를 포함하며, 석기는 (혈구)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이단경석촉, 반월형석도 등
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형원, 2002 ; 나건주, 2006). 이러한 주거지의 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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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 양상은 천안·아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전기인 역삼동·흔암리유형과도 일맥상
통하고 있는 양상이며, 천안지역의 경우 청당동유적, 백석동유적, 쌍용동유적, 불당동유적, 운전리
유적, 신방동유적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청동기시대 수혈유구는 평면형태 말각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300㎝, 잔존너비 190㎝, 최대깊이
약 18㎝이다. 내부에서 무문토기편만이 확인되어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다.
천안~아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시기는 3단계로 구분된다. 시기구분의 기준은 각 연구자에 따라 세부
적인 차이는 있으나 유물상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期는 가락동식 토기의
영향이 보이는 단계, 2期는 흔암리식 토기상을 보이는 단계, 3期는 역삼동식 토기상을 보이는 단계로

표 2. 천안 신두리유적 청동기시대 유구 일람표[()는 잔존치]

지점

성격

평면
형태

규모(㎝)
길이×너비×깊이

1

수혈주거지

장방형

693×(128)×(19)

벽구, 저장공

발형토기, 호형토기

3

수혈주거지

장방형

(800)×(360)×60

노지, 벽구, 주공

적색마연토기편

1

수혈유구

말각방형

300×(190)×(18)

장방형

무문토기 저부편

내부시설

주요유물

도면 27. 신두리유적•운전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일괄(유구 S:1/40, 유물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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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다(나건주, 2010).    48 이를 참고로 할 때 신두리유적은 주거지에서 출토된 발형토기가 흔
암리식과 역삼동식이 혼재된 2期의 출토유물과 유사한 양상으로 청동기시대 전기 중엽에 조성되었던
주거지로 판단된다.

2. 원삼국~백제시대
원삼국시대~백제시대 유구는 토광묘 2기, 주구 1기 등 모두 3기의 분묘관련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와 유물이 빈약하고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나, 대략적인 구조와 유물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신두리유적 토광묘는 모두 구릉지 능선의 정상부 평탄지상에 입지하고 있다. 조사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구릉 정상부 평탄지상에 조영되어 해발고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천의 지류인 입장
천과 한천 주변의 충적평야지대가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해당한다.
2기의 토광묘는 구릉지 능선상에 형성된 소규모 평탄지상에 평면형태 장방형의 매장주체부를 조
성하고, 관정이나 꺾쇠가 출토되지 않아 결구방식의 목관을 사용하였던 점에서 공통된 양상을 보인
다. 그러나 2지점 토광묘는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기 위한 성토층이 확인되고 있어 조성방식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적양상을 통해 2지점 토광묘의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전체퇴적층은 풍화암반토층, 구지표층,
1차 성토층, 2차 성토층, 후대 교란층의 순서로 구분된다. 최초 풍화암반토 상면의 구지표층을 정
지하고 갈색의 사질토를 성토하여 대상부를 조성한 후 평면형태 장방형의 묘광을 조성하였는데, 벽
표 3. 천안 신두리유적 원삼국시대 분묘유구 일람표[()는 잔존치]

지점

규모(㎝)
길이×너비×깊이

성격

주요유물

봉분

주구

묘광

목관

2

토광묘

(587)×(440)×
7~20

-

(184)×112×7

(118)×85×7

3

토광묘

-

-

(196)×85×14

(800)×(360)×60

3

주구

-

(240)×66×12

-

-

심발형토기,
평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원저단경호,
단경호
-

    48. 천안 아산만지역 전기 청동기시대 편년 기준(나건주 2006)
분기

토기문양구성

옹형•호형토기

발형토기

대부발•호

1기

흔암리식+일부 가락동식
요소 혼재

경부가 길며 직립구연

이중구연•퇴화이중구연+단사선

높고 좁은 대각

2기

흔암리식과 역삼동식 혼재

경부가 길며 직립구연
경부길이가 짧아지기 시작

퇴화이중구연+단사선
단순구연+단사선

대각의 높이가 낮아짐

3기

역삼동식

경부가 짧아지며 외반구연화

단순구연

낮은 대각, 평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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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깊이가 낮고 1차 성토층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평면형태 ‘ㅁ’자형의 결구식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잔존규모는 120cm 내외에 폭이 66~85cm 내외로서 결구형태
를 파악되지 않으나 별도의 부장칸은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매장주체부 상부에
재차 성토하여 봉토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전체적인 성토규모와 평면형태는 확인할 수 없으
나, 잔존범위 내에서 1차 성토층은 북-남쪽 길이 585㎝, 동-서쪽 너비 439㎝, 2차 성토층은 대부
분 훼손되어 북-남쪽 길이 617㎝ 정도만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의 장축방향은 2기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면부에 조성된 주구토광묘
등과는 달리 정상부 평탄지상에 조성된 지형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모두 토기만 확인되었는데, 남동벽과 목관 사이에서 심발형토기·단경소호·원저호
가 바닥에 정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2지점 1호 토광묘에서는 평저의 단경소호와 심발형토기, 3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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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토광묘에서는 심발형토기와 말각평저의 단경소호, 원저호가 공반출토되었다. 2지점 토광묘에서
원저단경호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신두리유적의 부장유물은 천안 청당동, 아산 명암리 밖지므레,
천안 신풍리, 청원 송대리, 청주 송절동유적 등과 같이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가 세트로 부장되
는 충청 내륙지역의 양상과 단경소호류를 중심으로 하여 기종구성이 다양해지는 양상이 반영된 것
으로 이해된다.
출토유물 중 심발형토기는 표면박리가 심하지만 무문 1점과 승문 1점이 확인되고 있으며, 구경
11~12cm, 기고10~11cm로 소형에 해당한다. 기형은 무문토기와 같이 굽이 비교적 뚜렷하고 굽 주
변으로 손누름 자국이 남아 있다. 구연은 형태가 뚜렷하게 외반되었으며, 종방향의 목리조정흔이
확인된다. 기존 연구성과(박순발,2001)를 바탕으로 보면 중서부지역에서 승문의 출현은 격자문의
소멸과 함께 등장하며, 백제의 진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 이외에 평저와 말각평저 또는 원저의 단경소호가 추가되는 양
상이 확인된다. 특히 호류에서 평저의 원저를 기본으로 하던 기존양상에 비해 이질적인 요소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종의 변화상은 천안지역 일원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조상기,
2015) 등을 고려할 때 용원리, 화성리 유적의 사례와 같이 백제의 영향이 보다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고려할 때 금번 신두리유적의 토광묘는 이전시기
천안지역 일원의 주구토광묘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4세기 전반경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신두리 유적 토광묘의 현상은 입지와 매장주체부 장축방향의 비규칙성,
그리고 조성위치 등 기존 주구토광묘 등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2지점
토광묘는 성토 후 매장주체부를 지상식으로 조성하였고, 3지점 토광묘 또한 풍화암반토 상면의 황
갈색 사질점토층부터 풍화암반토까지 굴착하였으나 깊이가 낮아 매장주체부를 지상식이나 반지하
식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축조한 분묘는 주변의 천안 두정동유적에서 확인된 분구묘를
참고할 수 있는데, 목관을 사용하지만 외부의 표식시설을 강조하지 않으며, 개별무덤은 집적이 아
닌 산포된 형태로 지상에 특별한 표식 없이 안치하기도 하고, 매장시설도 목관이나 옹관을 사용하
지만 지상에 두고 흙을 덮을 따름인데 별도의 부장시설을 마련하지 않는다거나 매장시설 장축의 부
정형성, 매납유물의 빈약상 등을 나름의 묘제특성으로 보고 있다(이남석,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두리 유적의 토광묘는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산포된 형태의 多葬, 분구조성을 위한 주
구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분묘의 입지와 (반)지상식 매장주체부, 빈약한 부장유물
과 조성시기 등에서 여러모로 두정동 분구묘와 부합되는 점이 있어 두정동 분구묘의 속성이 일부
공유 또는 결여되면서 조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종합하면, 기존 천안지역에서 조사된 천안 운전리(주구토광묘)·신풍리(주구토광묘+토광묘)·
화성리(토광묘)·용원리(주거지+토광묘+수혈식 석곽묘+횡혈식 석실묘)·두정동(분구묘)·청당동
(주구토광묘) 등의 조사례를 기준으로 할 때, 신두리유적 토광묘는 천안 북부지역 일대에서 토광묘

Ⅴ. 조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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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9. 중서부지역 토광묘 분포현황(이남석, 2014)

가 점차 소멸되고 석곽·석실 등으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해되며, 동일구릉지
대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천안 도림리유적에서 4세기 중반~후반경에 조성된 석실분이 조영되고 있
는 점은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시대미상
시대미상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남서쪽에 해당하는 1지점의 북동-남서방향인 주능선의 사면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벽면과 바닥은 나무 식재에 인한 교란 등으로 일정하지 않
다. 잔존깊이 또한 불량하며 유물 역시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다. 다만, 주변
의 청동기시대 생활유구들이 인접해있고, 청동시대 수혈과 유사한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보이는 것
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와 관련된 수혈유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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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 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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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1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조사 전 전경(1)서에서, A-A' 토층단면(2), B-B' 토층단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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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1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조사 중 모습(1)서에서, 1번 유물 출토모습(2), 2번 유물 출토모습(3), 노지 노출 모습(4), 노지 단
면조사 모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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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1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조사 후 전경(1)서에서, 북서쪽 주공군 조사 후 모습(2), 북서쪽 주공군과 벽구시설 모습(3),
북동쪽 주공 토층단면(4), 북동쪽 주공 조사 후 모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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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1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출토유물 일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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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1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서에서, 토층단면(2), 목탄 범위 단면조사 모습(3),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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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1지점 시대미상 수혈유구 조사 후 전경(1)남서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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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2지점 원삼국시대 토광묘 전경(1)남동에서, 조사 중 전경(2)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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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2지점 원삼국시대 토광묘 성토층 토층단면(1), 북단면 토층단면(2), 매장주체부 노출 전경(3)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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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2지점 원삼국~백제시대 토광묘 토층둑 제거 후 전경(1)동에서, 부장유물 노출 후 전경(2), 유물세부(3•4), A-A’ 토층단
면(5), 목질흔 세부(6), B-B’ 토층단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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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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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2지점 원삼국~백제시대 토광묘 구지표 제거 후 모습(남에서), 출토유물 일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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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3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조사 중 전경(1)남동에서, B-B’ 토층단면(2), A-A’토층단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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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3지점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조사 중 전경(1)북서에서, 배수로 토층단면(1), 남서벽 주공 토층단면(2), 중앙 주공 토층단면
(3), 노지 토층단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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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3지점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수혈주거지 조사 후 전경(1)북서에서, 유물 출토모습(2), 남서벽 주공 조사 후
모습(3), 출토유물 일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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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3지점 원삼국~백제시대 토광묘 유물 노출 전경(1)북에서, 조사 중 전경(2), A-A’토층단면(3), B-B’토층단면(4), 유물 세
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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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3지점 원삼국~백제시대 토광묘 출토유물 일괄(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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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3지점 원삼국~백제시대 주구 조사 후 전경(1)남동에서, 토층단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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