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

주)

풍
림
산
업

學術調査報告 第97冊學術調査報告 第97冊

學術調査
報告

第97冊

- 여주우회도로개설구간내문화유적시·발굴조사보고서-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주) 풍 림 산 업

여
주
우
회
도
로
개
설
구
간
내

문
화
유
적
시·

발
굴
조
사
보
고
서



- 여주 우회도로 개설구간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

2008

京 畿 文 化 財 團
京 畿 文 化 財 硏 究 院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풍 림 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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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리 말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여주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여주시내 진입로의 고질적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여주군 홍문리와 대신면 가산리를 있는 총연장 9,816㎞의 여주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수
립, 2000년 1월 31일 (주)풍림산업과도급계약을체결하 다.
(주)풍림산업은 도로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공사계획 수립과 함께 공사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본연구원에의뢰하 다. 이에 본 연구원은조사단을구성하여 2001년 3월 15일부터동년 6월 30일까지해
당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 다. 지표조사 결과, 14개 지점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 유적·유물의 징
후가있는곳 12개소가확인되었다.
2005년 6월 15일에 시작된 시굴조사는 (주)풍림산업 공사구간에 직접 연관이 있는‘가업리 유물산포지

2’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가업리 유물산포지 2의 정확한 지번은 교리 360-5번지 일원으로, 시굴조사부터는
교리의지번을사용하 다.
시굴조사결과조선시대에해당하는수혈주거지를비롯하여토광묘와구상유구등총 30여기에이르는유

구가확인되었다. 한편 시굴조사중유적서쪽의월송3리 구간에서는지표상에회곽묘가노출되어있고주변
에서는토기·자기·기와편등이수습되어유적발견신고를하기도하 다.
발굴조사는시굴조사지도위원회의이후결정된 2개 지역에대한추가시굴조사와기존시굴조사지역에대

한발굴조사를병행하여 2005년 10월 13일부터실시하 으며, 3개 지역에대해 3차에걸쳐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006년 8월 10일현장조사를마무리하 다.
시·발굴조사는 발굴조사지역, 추가시굴1지역, 추가시굴2지역 등 총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진행하 으

나, 발굴조사지역과 추가시굴1지역은 구릉의 동서사면으로 연접한 지역임과 동시에 행정구역상으로도 같은
교리지번을 사용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교리유적으로 명명하 으며, 추가시굴2지역은 행정구역상 월송
리에해당하고교리유적과는 1㎞이상떨어진지역에해당하여월송리유적으로명명하 다.
시·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는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기·수혈유구 14기, 조선시대 주거지 3기, 조

선시대~근세시기의토광묘 52기·회곽묘 7기, 구상유구 3기등총 80기의유구가조사되었다.

조사단의구성은다음과같다.

조사단장 :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연구실장)
지도위원 : 지건길(문화재위원, 동아대학교초빙교수)

최병현(문화재위원, 숭실대학교사학과교수)
하문식(세종대학교역사학과교수)

책임조사원 : 김성수(기전문화재연구원조사3팀장)
조 사 원 : 故이학권(前기전문화재연구원연구원)

박현욱(기전문화재연구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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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변환경 및 역사적 배경

1. 자연·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이 위치하는 여주군은 京畿道의 동남쪽에 해당되며 북쪽으로는 양평군과 서쪽으로는 광주시·이
천시와도내시·군경계를이루고있으며, 남쪽으로는충청북도충주시·음성군, 동쪽으로는강원도원주시
와도계를형성하고있다. 동경 127°21’- 127°64’, 북위 37°08’- 37°26’에위치한다1).
여주군은 북동쪽의 백두대간에서 서향하는 한강기맥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사이

에 위치한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와 함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의 본류가 여주군내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다. 북서쪽과 남쪽지역은 해발 600m 내외의 저산성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해발
50m 내외의노년기구릉들이발달되어있다.
북동쪽의 산지는 성지봉(787m)-삼각산(539m)으로 이어지다가 삼각산을 기점으로 고래산(503m), 당산

(541m), 보금산(364m)의 세갈래로 남하한다. 남서쪽 산지는 독조봉(432m)-소학산(309m)-노성산
(269m)-철갑산(225m)-북성산(255m)으로 동북쪽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이외에 북서쪽에 앵자봉(670m)
과양자산(710m), 남동쪽에오갑산(503m), 옥녀봉(419m)이자리하고있다.
여주군의 수계는 북서류하는 남한강이 여주군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강유

역에는 충적대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농사와 취락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쪽의 지류로는
청미천, 신률천, 양화천, 복하천이있고, 북쪽산지에서발원하여유입되는지류로는금당천, 완장천이있다.
여주군일대의기반암은중생대쥬라기에형성된화강암과흑운모화강암, 세립질화강암으로이루어져있

다. 산골짜기의 저지대에는 제4기에 형성된 충적층이 곳곳에 발달되어 있으며, 이곳은 주로 논이나 밭으로
이용되고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곳은 행정구역상 여주읍 교리와 월송리에 해당하고, 여주읍에서 남서쪽으로 1~2㎞지

점에 위치한다. 한남정맥의 독조봉에서 뻗어내려온 지맥이 동쪽으로 이어져오다가 철갑산을 기점으로 북쪽
으로 방향을 틀어 북성산과 연하산으로 갈라지는데, 연하산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와 북성산
의 동쪽지맥 구릉하단부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가운데로는 소양천이 흐르는데 이를 경계로 교리와 월송리
가경계를이룬다.

2. 고고학적 환경

여주군은 남한강과 더불어 주변의 산악이 조화를 이루어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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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기전문화재연구원위촉연구원)
김태홍(기전문화재연구원위촉연구원)

조사보조원 : 황원남(기전문화재연구원위촉연구원)
이준우(한신대학교국사학과생)
최신명(한신대학교국사학과생)
박은 (여주대학학부생)
김봉순(여주대학학부생)

* (    )안은조사당시소속임

현장조사는 김성태 단장의 지휘 아래 김성수가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 으며, 현장조사와 행정처리는 故
이학권, 박현욱이 담당하 다. 유구실측은 유지은, 이준우, 황원남, 문지 (충북대학교 졸업생), 박은 , 김
봉순이 분담하 으며, 조사 전반에 따른 사진촬 은 故 이학권, 박현욱이 담당하 다. 이외에도 김훈, 이미
정, 손복실, 이재범 등이 현장조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민식(수원시 학예사), 구본만(여주군
학예사), 홍지윤(중앙문화재연구원연구원) 선생님등이현장을방문해많은격려를해주었다.
유물정리와 보고서간행에따른 편집, 교정, 교열은 박현욱 총괄하 으며, 원고는 박현욱, 임남진(경기문화

재연구원 위촉연구원)이 작성하 다. 작성한 원고는 김성수, 김 화, 김성태가 수정·보완하 으며, 윤근일
이최종교열하 다. 유물복원및실측은유지은, 오유정(경기문화재연구원위촉연구원), 성현화(충북대학교
대학원생), 박은 , 김봉순이 분담하 으며, 유구와 유물도면은 윤정인(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재학생), 백승
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재학생), 홍현진(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생), 송정은(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생)이 담당하 다. 출토유물의 사진촬 은 이재웅(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졸업생)이 수고하 다. 철기류
및목제류의복원및보존처리는본연구원보존과학실의김웅신, 이윤정, 남성훈, 양석우가담당하 다.
조사전반에걸친행정업무에있어이태준(풍림산업), 임병만(감리단), 이운재, 한철웅 등 담당자들의유기

적인 도움에 감사드리며, 이외에도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조사 기간동안 각종 업무를 분담하여 맡아주
신모든분들께고마운마음을전하는바이다.

※ 당초 현장조사를 맡았던 故 이학권 연구원은 사정상 조사중지 기간동안 이직을 하게 되었으나, 안타깝
게도 급성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여 본 보고서의 출간을 보지 못하 다. 지면으로나마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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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주군사편찬위원회, 2005, 『驪州郡史』제1권(자연과역사).
세종대학교박물관·여주군, 2004, 『여주군의역사와문화유적Ⅰ』.



Ⅱ. 주변환경 및 역사적 배경

1. 자연·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이 위치하는 여주군은 京畿道의 동남쪽에 해당되며 북쪽으로는 양평군과 서쪽으로는 광주시·이
천시와도내시·군경계를이루고있으며, 남쪽으로는충청북도충주시·음성군, 동쪽으로는강원도원주시
와도계를형성하고있다. 동경 127°21’- 127°64’, 북위 37°08’- 37°26’에위치한다1).
여주군은 북동쪽의 백두대간에서 서향하는 한강기맥과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사이

에 위치한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와 함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의 본류가 여주군내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다. 북서쪽과 남쪽지역은 해발 600m 내외의 저산성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해발
50m 내외의노년기구릉들이발달되어있다.
북동쪽의 산지는 성지봉(787m)-삼각산(539m)으로 이어지다가 삼각산을 기점으로 고래산(503m), 당산

(541m), 보금산(364m)의 세갈래로 남하한다. 남서쪽 산지는 독조봉(432m)-소학산(309m)-노성산
(269m)-철갑산(225m)-북성산(255m)으로 동북쪽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이외에 북서쪽에 앵자봉(670m)
과양자산(710m), 남동쪽에오갑산(503m), 옥녀봉(419m)이자리하고있다.
여주군의 수계는 북서류하는 남한강이 여주군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강유

역에는 충적대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농사와 취락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남쪽의 지류로는
청미천, 신률천, 양화천, 복하천이있고, 북쪽산지에서발원하여유입되는지류로는금당천, 완장천이있다.
여주군일대의기반암은중생대쥬라기에형성된화강암과흑운모화강암, 세립질화강암으로이루어져있

다. 산골짜기의 저지대에는 제4기에 형성된 충적층이 곳곳에 발달되어 있으며, 이곳은 주로 논이나 밭으로
이용되고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곳은 행정구역상 여주읍 교리와 월송리에 해당하고, 여주읍에서 남서쪽으로 1~2㎞지

점에 위치한다. 한남정맥의 독조봉에서 뻗어내려온 지맥이 동쪽으로 이어져오다가 철갑산을 기점으로 북쪽
으로 방향을 틀어 북성산과 연하산으로 갈라지는데, 연하산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와 북성산
의 동쪽지맥 구릉하단부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가운데로는 소양천이 흐르는데 이를 경계로 교리와 월송리
가경계를이룬다.

2. 고고학적 환경

여주군은 남한강과 더불어 주변의 산악이 조화를 이루어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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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기전문화재연구원위촉연구원)
김태홍(기전문화재연구원위촉연구원)

조사보조원 : 황원남(기전문화재연구원위촉연구원)
이준우(한신대학교국사학과생)
최신명(한신대학교국사학과생)
박은 (여주대학학부생)
김봉순(여주대학학부생)

* (    )안은조사당시소속임

현장조사는 김성태 단장의 지휘 아래 김성수가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 으며, 현장조사와 행정처리는 故
이학권, 박현욱이 담당하 다. 유구실측은 유지은, 이준우, 황원남, 문지 (충북대학교 졸업생), 박은 , 김
봉순이 분담하 으며, 조사 전반에 따른 사진촬 은 故 이학권, 박현욱이 담당하 다. 이외에도 김훈, 이미
정, 손복실, 이재범 등이 현장조사에 도움을 주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민식(수원시 학예사), 구본만(여주군
학예사), 홍지윤(중앙문화재연구원연구원) 선생님등이현장을방문해많은격려를해주었다.
유물정리와 보고서간행에따른 편집, 교정, 교열은 박현욱 총괄하 으며, 원고는 박현욱, 임남진(경기문화

재연구원 위촉연구원)이 작성하 다. 작성한 원고는 김성수, 김 화, 김성태가 수정·보완하 으며, 윤근일
이최종교열하 다. 유물복원및실측은유지은, 오유정(경기문화재연구원위촉연구원), 성현화(충북대학교
대학원생), 박은 , 김봉순이 분담하 으며, 유구와 유물도면은 윤정인(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재학생), 백승
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재학생), 홍현진(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생), 송정은(한신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생)이 담당하 다. 출토유물의 사진촬 은 이재웅(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졸업생)이 수고하 다. 철기류
및목제류의복원및보존처리는본연구원보존과학실의김웅신, 이윤정, 남성훈, 양석우가담당하 다.
조사전반에걸친행정업무에있어이태준(풍림산업), 임병만(감리단), 이운재, 한철웅 등 담당자들의유기

적인 도움에 감사드리며, 이외에도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조사 기간동안 각종 업무를 분담하여 맡아주
신모든분들께고마운마음을전하는바이다.

※ 당초 현장조사를 맡았던 故 이학권 연구원은 사정상 조사중지 기간동안 이직을 하게 되었으나, 안타깝
게도 급성 질환으로 유명을 달리하여 본 보고서의 출간을 보지 못하 다. 지면으로나마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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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주군사편찬위원회, 2005, 『驪州郡史』제1권(자연과역사).
세종대학교박물관·여주군, 2004, 『여주군의역사와문화유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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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고지도(大東輿地圖) 도면 2. 韓國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朝鮮總督府, 1919年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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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의삼국시대유적으로는산성과주거지, 고분 등이다수확인되었다. 대신면파사성에서는 6세기후반
에 속하는 신라토기와 초기 백제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상리·매룡리고분군20)과 하거리 방미기골고분21), 보
통리고분22) 등이 발굴조사 되었고, 금사리, 연라리, 내룡리, 이호리 등에서도 성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고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삼국시대 유물들이 출토되는 다수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
는데, 여주읍 멱곡리·연양리·우만리, 금사면 전북리, 흥천면 다대리·신근리, 대신면 천서리, 강천면 적금
리, 가남면태평리, 점동면도리등에서다수의유물들이출토되고있다23).
통일신라시대에해당되는유적으로는관방유적인파사성과대표적불교유적인고달사지24), 원향사지25) 등

이 조사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유물이 출토되는 유물산포지는 여주읍 연양리, 가남면 금당리, 점
동면삼합리등이있다26).
고려시대의 고고유적은 주로 사지와 고분, 가마터 및 다수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이중 주요 사지로

는앞서언급한고달사지와원향사지가있다. 한편 고분유적으로상교리상방하원분27)이 조사되었다. 이외에
도고려전기여주지역의생산유적으로최근발굴된북내면중암리고려백자유적28)이 있다.

3. 역사적 배경

여주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며, 남한강이 관통하는 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토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고려·조선시대에는 한강의 수운을 통
한 물자의 경유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으며, 동시에 한성의 배후지로, 생산에 있어서도 막대한 역할을
차지하 다.
이 지역과 관련된 고대국가 단계의 정치체는 마한(馬韓)이다. 마한은 54개로 구성된 소국으로 그중 하나

인 고리국(古離國)이 존재하 을 가능성이 논의되었다29). 고리국의 중심지는 현재의 흥천면(興川面) 일대로
비정하 는데, 이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남는다고할수있다.
문헌에 나타난 여주지역과 관련된 기록으로는『三國史記』에 술천군(述川郡)30) 및 성지매(省知買)31)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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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그일대는선사시대와역사시대에걸쳐많은유적들이분포하고있는지역으로추정되고있다.
현재까지 여주지역에서 확인된 구석기 유적은 총 8개 지역에 이르는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

되었다2). 여주읍 멱곡리에서 후기 구석기 유물이, 점동면 단현리에서는 몸돌·여러면석기·찍개· 개·톱
니날등이3), 능서면 왕대리 갱신세층에서격지가, 내양리와 백석리에서는 찍개·주먹도끼·여러면석기등의
유물이 각각 수습되어 보고된 바가 있다4). 특히, 2004년~2005년 연양리유적 발굴조사에서는 몸돌, 격지,
자갈돌연모, 찍개등의유물 1,782점과석기제작행위를유추할수있는흔적이확인되었다5).
신석기시대 유적은 아직 발굴조사된 것은 없지만,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관련 유물이 확인되기도

하 다. 강천면 강천리에서는 토기편이 수습되고, 여주읍 연양리6)·상리7), 점동면 흔암리 등은 유적의 발굴
과정에서토기가조사되었지만관련유구는확인되지않았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여주 흔암리유적8)과 그 인근의 철울말9)과 멱곡리유적10)이 있다. 이 시기의 특징

적 유적인 고인돌은 6곳에서 17기가 조사 보고되었는데, 북내면 신접리11)·석우리, 여주읍 상거리, 흥천면
외사리, 강천면 도전리, 금사면 주록리에서 확인되었으며, 선돌은 점동면 처리, 북내면 석우리, 강천면 가야
리 등에서 확인되었다12). 이밖에 여주읍 교리·멱곡리13)·상리, 점동면 사곡리14)·도리15), 강천면 굴암리
16), 대신면 송촌리17), 북내면 내룡리·석우리, 점동면 삼합리 등에서는 무문토기편과 청동기시대 석기들이
확인되었다.
대신면의 파사성 내에서는 무문토기가 수습되었다18). 이밖에 북내면 석우리와 흥천면 외사리에서 선돌과

고인돌등이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유적은연양리유적이정식으로발굴조사되었다19). 연양리유적에서는주거지와야로시설(冶爐

施設) 등이조사되었는데, 이를통해볼때주변또는강안충적지에서대규모유적이발견될가능성이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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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1) 여주군사편찬위원회, 2005, 앞의책.
3) 이선복, 1988, 「新發見舊石器遺蹟紹介」『孫寶器博士停年紀念考古人類學論叢』, 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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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의삼국시대유적으로는산성과주거지, 고분 등이다수확인되었다. 대신면파사성에서는 6세기후반
에 속하는 신라토기와 초기 백제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상리·매룡리고분군20)과 하거리 방미기골고분21), 보
통리고분22) 등이 발굴조사 되었고, 금사리, 연라리, 내룡리, 이호리 등에서도 성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고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삼국시대 유물들이 출토되는 다수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
는데, 여주읍 멱곡리·연양리·우만리, 금사면 전북리, 흥천면 다대리·신근리, 대신면 천서리, 강천면 적금
리, 가남면태평리, 점동면도리등에서다수의유물들이출토되고있다23).
통일신라시대에해당되는유적으로는관방유적인파사성과대표적불교유적인고달사지24), 원향사지25) 등

이 조사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해당되는 유물이 출토되는 유물산포지는 여주읍 연양리, 가남면 금당리, 점
동면삼합리등이있다26).
고려시대의 고고유적은 주로 사지와 고분, 가마터 및 다수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이중 주요 사지로

는앞서언급한고달사지와원향사지가있다. 한편 고분유적으로상교리상방하원분27)이 조사되었다. 이외에
도고려전기여주지역의생산유적으로최근발굴된북내면중암리고려백자유적28)이 있다.

3. 역사적 배경

여주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며, 남한강이 관통하는 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토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고려·조선시대에는 한강의 수운을 통
한 물자의 경유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으며, 동시에 한성의 배후지로, 생산에 있어서도 막대한 역할을
차지하 다.
이 지역과 관련된 고대국가 단계의 정치체는 마한(馬韓)이다. 마한은 54개로 구성된 소국으로 그중 하나

인 고리국(古離國)이 존재하 을 가능성이 논의되었다29). 고리국의 중심지는 현재의 흥천면(興川面) 일대로
비정하 는데, 이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남는다고할수있다.
문헌에 나타난 여주지역과 관련된 기록으로는『三國史記』에 술천군(述川郡)30) 및 성지매(省知買)31)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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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그일대는선사시대와역사시대에걸쳐많은유적들이분포하고있는지역으로추정되고있다.
현재까지 여주지역에서 확인된 구석기 유적은 총 8개 지역에 이르는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

되었다2). 여주읍 멱곡리에서 후기 구석기 유물이, 점동면 단현리에서는 몸돌·여러면석기·찍개· 개·톱
니날등이3), 능서면 왕대리 갱신세층에서격지가, 내양리와 백석리에서는 찍개·주먹도끼·여러면석기등의
유물이 각각 수습되어 보고된 바가 있다4). 특히, 2004년~2005년 연양리유적 발굴조사에서는 몸돌, 격지,
자갈돌연모, 찍개등의유물 1,782점과석기제작행위를유추할수있는흔적이확인되었다5).
신석기시대 유적은 아직 발굴조사된 것은 없지만,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과정에서 관련 유물이 확인되기도

하 다. 강천면 강천리에서는 토기편이 수습되고, 여주읍 연양리6)·상리7), 점동면 흔암리 등은 유적의 발굴
과정에서토기가조사되었지만관련유구는확인되지않았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여주 흔암리유적8)과 그 인근의 철울말9)과 멱곡리유적10)이 있다. 이 시기의 특징

적 유적인 고인돌은 6곳에서 17기가 조사 보고되었는데, 북내면 신접리11)·석우리, 여주읍 상거리, 흥천면
외사리, 강천면 도전리, 금사면 주록리에서 확인되었으며, 선돌은 점동면 처리, 북내면 석우리, 강천면 가야
리 등에서 확인되었다12). 이밖에 여주읍 교리·멱곡리13)·상리, 점동면 사곡리14)·도리15), 강천면 굴암리
16), 대신면 송촌리17), 북내면 내룡리·석우리, 점동면 삼합리 등에서는 무문토기편과 청동기시대 석기들이
확인되었다.
대신면의 파사성 내에서는 무문토기가 수습되었다18). 이밖에 북내면 석우리와 흥천면 외사리에서 선돌과

고인돌등이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유적은연양리유적이정식으로발굴조사되었다19). 연양리유적에서는주거지와야로시설(冶爐

施設) 등이조사되었는데, 이를통해볼때주변또는강안충적지에서대규모유적이발견될가능성이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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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기록과『新增東國輿地勝覽』의천녕현(川寧縣)32)의 기록이확인된다. 이를통해현재금사면(金砂面) 이
포지역(利浦地域)을 중심으로‘술천국(述川國)’또는‘술천성(述川城)’이 위치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이 술천성의 존재 및 위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논의가 있어왔는데 흥천면(興川面)일대33), 능서면(陵西
面)일대34) 등으로추정하기도한다.
천녕현의 고호(古號) 던 술천군으로 표현되던 여주지역은 3세기대에 이르면 백제의 향하에 놓이는데,

『삼국사기』백제본기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 온조왕(溫祚王) 40년(22) 및 초고왕(肖古王) 49년(214)에 말갈
(靺鞨)이 술천성·술천을 공격해 왔다는 기사35)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온조왕 대부터 백제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생각된다.
이외에 오늘날의 여주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여주읍과 관련된 기록으로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신라에 의해

설치된 골내근정(骨乃斤停) 또는 골내근현(骨乃斤縣)이 있다. 한산주 관할의 소천군(沂川郡)의 현인 황효
현(黃驍縣)은고려조에들어와서는다시황려현(黃驪縣)으로개칭되었는데, 그 본래의명칭이고구려의골내
근현으로오늘날여주읍의옛지명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마한연맹·백제초기또는한성백제기의여주지역에는오늘날의이포부근의술천군과여주읍부근

의골내근현등적어도 2개이상의정치체가존재하 을것이다.
4세기 이후 삼국의 각축과정에서 여주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고구려 다. 광개토왕 때에는

잠시 고구려의 토 다가 다시 백제에 속하기도 하 으나, 427년 평양천도를 단행한 장수왕(長壽王)은 본
격적인 공세를 취하여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하면서 여주지역도 고구려의 토에 속하여 골내
근현이되었다.
그 뒤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때인 진흥왕(眞興王) 11년(550)부터 평안도와 함

경도 일부까지도 점유한 진흥왕 23년(562)까지는 신라의 토에 속하 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지방군단인
10정(十停)의 하나인 골내근정을 여주에 설치하게 된다. 무열왕(武烈王) 7년(660)에는 천령군에 술천성을
축조하여고구려방비의제2선으로삼았다. 경덕왕(景德王) 때에는황효라고치고기천(沂川)의 현으로삼
았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서 전국적인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졌는데 경덕왕 16년(757)에 9주(州) 5소경(小

京) 체제를 기본으로 하 다. 여주군은 한주(漢州)에 소속되었으며, 그 명칭이 각각 골내근현은 황효현으로,
술천군은 소천군으로 개명되었다. 즉, 통일신라시기의 여주지역에는 황효현과 소천군이라는 두 군현이 자리
잡게되었다36).
고려 태조 23년(940)에 경덕왕때에 개명되었던 소천군과 황효현은 각각 천녕군과 황려현으로 다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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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三國史記』卷37, 志6, 地理4.
32) 『新增東國輿地勝覽』卷7, 驪州牧.
33) 千寬宇, 1979, 『古朝鮮史·三韓史硏究』一潮閣.

노중국, 1997, 「진국·마한의형성과한성시대의백제」『경기도역사와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34)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誕生』, 서경문화사.
35)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第1, 溫祚王 40年 9月, “靺鞨來攻述川城”.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第1, 肖古王 49年 10月, “靺鞨以勁騎來侵至于述川”.
36) 『高麗史』卷56, 志10, 地理1 楊廣道驪州牧黃驪縣

『高麗史』卷56, 志10, 地理1 廣州牧川寧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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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위치도(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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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기록과『新增東國輿地勝覽』의천녕현(川寧縣)32)의 기록이확인된다. 이를통해현재금사면(金砂面) 이
포지역(利浦地域)을 중심으로‘술천국(述川國)’또는‘술천성(述川城)’이 위치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이 술천성의 존재 및 위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논의가 있어왔는데 흥천면(興川面)일대33), 능서면(陵西
面)일대34) 등으로추정하기도한다.
천녕현의 고호(古號) 던 술천군으로 표현되던 여주지역은 3세기대에 이르면 백제의 향하에 놓이는데,

『삼국사기』백제본기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 온조왕(溫祚王) 40년(22) 및 초고왕(肖古王) 49년(214)에 말갈
(靺鞨)이 술천성·술천을 공격해 왔다는 기사35)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온조왕 대부터 백제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생각된다.
이외에 오늘날의 여주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여주읍과 관련된 기록으로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신라에 의해

설치된 골내근정(骨乃斤停) 또는 골내근현(骨乃斤縣)이 있다. 한산주 관할의 소천군(沂川郡)의 현인 황효
현(黃驍縣)은고려조에들어와서는다시황려현(黃驪縣)으로개칭되었는데, 그 본래의명칭이고구려의골내
근현으로오늘날여주읍의옛지명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마한연맹·백제초기또는한성백제기의여주지역에는오늘날의이포부근의술천군과여주읍부근

의골내근현등적어도 2개이상의정치체가존재하 을것이다.
4세기 이후 삼국의 각축과정에서 여주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고구려 다. 광개토왕 때에는

잠시 고구려의 토 다가 다시 백제에 속하기도 하 으나, 427년 평양천도를 단행한 장수왕(長壽王)은 본
격적인 공세를 취하여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점령하면서 여주지역도 고구려의 토에 속하여 골내
근현이되었다.
그 뒤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때인 진흥왕(眞興王) 11년(550)부터 평안도와 함

경도 일부까지도 점유한 진흥왕 23년(562)까지는 신라의 토에 속하 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지방군단인
10정(十停)의 하나인 골내근정을 여주에 설치하게 된다. 무열왕(武烈王) 7년(660)에는 천령군에 술천성을
축조하여고구려방비의제2선으로삼았다. 경덕왕(景德王) 때에는황효라고치고기천(沂川)의 현으로삼
았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서 전국적인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졌는데 경덕왕 16년(757)에 9주(州) 5소경(小

京) 체제를 기본으로 하 다. 여주군은 한주(漢州)에 소속되었으며, 그 명칭이 각각 골내근현은 황효현으로,
술천군은 소천군으로 개명되었다. 즉, 통일신라시기의 여주지역에는 황효현과 소천군이라는 두 군현이 자리
잡게되었다36).
고려 태조 23년(940)에 경덕왕때에 개명되었던 소천군과 황효현은 각각 천녕군과 황려현으로 다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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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三國史記』卷37, 志6, 地理4.
32) 『新增東國輿地勝覽』卷7, 驪州牧.
33) 千寬宇, 1979, 『古朝鮮史·三韓史硏究』一潮閣.

노중국, 1997, 「진국·마한의형성과한성시대의백제」『경기도역사와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34)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誕生』, 서경문화사.
35)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第1, 溫祚王 40年 9月, “靺鞨來攻述川城”.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第1, 肖古王 49年 10月, “靺鞨以勁騎來侵至于述川”.
36) 『高麗史』卷56, 志10, 地理1 楊廣道驪州牧黃驪縣

『高麗史』卷56, 志10, 地理1 廣州牧川寧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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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고려시대지방제도의정비는성종(成宗)대에 이르러단행되기시작하 다. 성종 2년(983)에 전국의
대읍(大邑) 12개주에 목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10년(991)과 14년(995)에 지방제도의 개편이 이
루어졌다. 이때 목사가 파견된 12목은 양주(楊洲),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해주
(海州), 진주(晉州), 상주(尙州), 전주(全州), 나주(羅州), 승주(昇州), 황주(黃州) 으며, 뒤에 이루어진 조
치는 10도제(道制)의실시및별호제(別號制)의채택, 군사적지방관의다수파견등이었다.
먼저 10도제의 시행으로 오늘날 여주지역은 중원도로 편성되었다. 한편 995년에는 12목에 절도사(節度

使)를 파견하여 지방조직에 군사적 측면을 강화하 는데, 이러한 개편에 따라 12목의 명칭도“군(軍)”으로
개명되었다.
현종 3년(1012)에 성종대 설치한 12절도사를 폐지하고 대신에 5도호부·75안무사를 설치하여 지방제도

의개편을일단마무리지었다. 이 과정에서여주지역은각각천녕현은광주목에, 황려현은원주목의임내(任
內), 즉 지방관이파견되지않은채속현으로편성되었다.
1018년의 전국적인 지방제도 정비과정에서 각각 광주목과 원주목으로 나뉘어 관할되던 여주지역은 조선

시대수령(守令)의전신에해당하는감무(監務)가파견되면서 의(永義)라는명칭으로부르게되었다.
충렬왕(忠烈王) 31년(1305)에는 여흥으로 고치고 원종비(元宗妃) 순경태후(順敬太后)의 내향이라 하여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어 지군사(知郡事)를 두었다. 우왕(禑王) 14년(1388)에 군에서 부로 승격되어 황려라
하 다가공양왕(恭讓王) 1년(1389)에 우왕을폐위시켜이곳으로보내면서다시여흥군으로강등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태종 1년(1401)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내향이라고 하여 다시 부로 승격되

었고, 음죽현의 어서이촌(於西伊村)이 여흥군에 병합되었다. 1413년 안성, 양지, 음죽이 충청도로부터 경기
좌·우도에 합치될 때 경기도에 예속되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예종 1년(1469) 세종의 릉이 천장되면서
천령현을 폐하여 여흥에 병합, 여주목으로 확대·승격이 이루어졌다. 이때 판관을 두어 여주로 고쳤다. 당시
여주의 인구규모는『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951호(戶) 2,378구(口) 다. 여흥도호부(與興都護府)가
538호, 1,144구, 천녕현이 413호, 1,234구로구성되어있었다37).
1530년 간행된『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여주목 관내 설치된 역원(驛院)과 진(津)으로는 신진역(新

津驛)·안평역(安平驛)·양화역(楊花驛) 등의 3개역을, 원으로는 초계원(草溪院)·가로개원(加老介院)·파
장원(破場院)·신원(新院)·복천원(福川院)·보통원(寶通院)·자천원(子川院)·보제원(寶濟院)의 8개원과
이포진(梨浦津)이있었다.
여주목은관원이본래목사(牧使)·판관(判官)·교수(敎授) 각 1명으로구성되었는데, 연산군대에이르러

여주목의 쇠퇴를 이유로 판관 1명을 폐지하 다38). 또한 일시나마 진관(鎭管), 즉 거진(巨鎭)이 설치되었음
을보여주는기록이있다.
조선시대후기에나타난여주의인구규모는『輿地圖書』에따르면주내면(州內面)을 비롯하여모두 14개면

의총인구는 6,142호(戶)에 남자가 14,518구(口), 여자가 11,503구(口)로 조선전기에비해거의 6.5배 정
도의성장이이루어지고있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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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世宗實錄地理志』卷, 地理, 與興都護府, 川寧縣.
38) 『新增東國輿地勝覽』卷7, 驪州牧官員.
39) 『輿地圖書』京畿道驪州坊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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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고려시대지방제도의정비는성종(成宗)대에 이르러단행되기시작하 다. 성종 2년(983)에 전국의
대읍(大邑) 12개주에 목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10년(991)과 14년(995)에 지방제도의 개편이 이
루어졌다. 이때 목사가 파견된 12목은 양주(楊洲),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해주
(海州), 진주(晉州), 상주(尙州), 전주(全州), 나주(羅州), 승주(昇州), 황주(黃州) 으며, 뒤에 이루어진 조
치는 10도제(道制)의실시및별호제(別號制)의채택, 군사적지방관의다수파견등이었다.
먼저 10도제의 시행으로 오늘날 여주지역은 중원도로 편성되었다. 한편 995년에는 12목에 절도사(節度

使)를 파견하여 지방조직에 군사적 측면을 강화하 는데, 이러한 개편에 따라 12목의 명칭도“군(軍)”으로
개명되었다.
현종 3년(1012)에 성종대 설치한 12절도사를 폐지하고 대신에 5도호부·75안무사를 설치하여 지방제도

의개편을일단마무리지었다. 이 과정에서여주지역은각각천녕현은광주목에, 황려현은원주목의임내(任
內), 즉 지방관이파견되지않은채속현으로편성되었다.
1018년의 전국적인 지방제도 정비과정에서 각각 광주목과 원주목으로 나뉘어 관할되던 여주지역은 조선

시대수령(守令)의전신에해당하는감무(監務)가파견되면서 의(永義)라는명칭으로부르게되었다.
충렬왕(忠烈王) 31년(1305)에는 여흥으로 고치고 원종비(元宗妃) 순경태후(順敬太后)의 내향이라 하여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어 지군사(知郡事)를 두었다. 우왕(禑王) 14년(1388)에 군에서 부로 승격되어 황려라
하 다가공양왕(恭讓王) 1년(1389)에 우왕을폐위시켜이곳으로보내면서다시여흥군으로강등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태종 1년(1401)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내향이라고 하여 다시 부로 승격되

었고, 음죽현의 어서이촌(於西伊村)이 여흥군에 병합되었다. 1413년 안성, 양지, 음죽이 충청도로부터 경기
좌·우도에 합치될 때 경기도에 예속되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예종 1년(1469) 세종의 릉이 천장되면서
천령현을 폐하여 여흥에 병합, 여주목으로 확대·승격이 이루어졌다. 이때 판관을 두어 여주로 고쳤다. 당시
여주의 인구규모는『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951호(戶) 2,378구(口) 다. 여흥도호부(與興都護府)가
538호, 1,144구, 천녕현이 413호, 1,234구로구성되어있었다37).
1530년 간행된『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여주목 관내 설치된 역원(驛院)과 진(津)으로는 신진역(新

津驛)·안평역(安平驛)·양화역(楊花驛) 등의 3개역을, 원으로는 초계원(草溪院)·가로개원(加老介院)·파
장원(破場院)·신원(新院)·복천원(福川院)·보통원(寶通院)·자천원(子川院)·보제원(寶濟院)의 8개원과
이포진(梨浦津)이있었다.
여주목은관원이본래목사(牧使)·판관(判官)·교수(敎授) 각 1명으로구성되었는데, 연산군대에이르러

여주목의 쇠퇴를 이유로 판관 1명을 폐지하 다38). 또한 일시나마 진관(鎭管), 즉 거진(巨鎭)이 설치되었음
을보여주는기록이있다.
조선시대후기에나타난여주의인구규모는『輿地圖書』에따르면주내면(州內面)을 비롯하여모두 14개면

의총인구는 6,142호(戶)에 남자가 14,518구(口), 여자가 11,503구(口)로 조선전기에비해거의 6.5배 정
도의성장이이루어지고있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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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世宗實錄地理志』卷, 地理, 與興都護府, 川寧縣.
38) 『新增東國輿地勝覽』卷7, 驪州牧官員.
39) 『輿地圖書』京畿道驪州坊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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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적의 현상 및 조사방법

1. 현상

교리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360-5임 지역과 교리 330번지의 논·밭 일대에 해당
하며, 월송리 유적은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71-16 일원으로 시·발굴조사의 진행은 앞서 머리말에서 밝히
바와같이발굴조사지역, 추가시굴1지역, 추가시굴2지역등 3개지역으로나누어순차적으로진행하 다.
교리유적은 2001년도지표조사시‘가업리유물산포지2’로명명된 2,700㎡에달하는유물산포지와그서

쪽으로연접한사면말단부및좁은곡간부그리고하천변에펼쳐진넓은들판에해당한다.
조사지역은여주시내에서남쪽으로약 1km 떨어진 곳에당산에서북쪽으로뻗어내린 3개의 가지능선중

하나인 65m내외의얕은구릉이남북으로뻗은지형의동-서사면과사면말단부에서서북쪽의조사지역을감
싸흐르는소양천사이의장군들로불리우는들판에해당한다. 조사지역은 크게가지능선의동-서 사면과 장
군들의 두개 지역으로 대별되는데 가지능선 사면에는 수목들이 무성히 자라있고, 동사면의 햇볕이 잘드는
곳에는근래의분묘들이다수산재해있는상태 다. 이 곳의 토양은화강암풍화토가기반토로그위에명갈
색 사질 점토층, 표토층의 순으로 덮여 있으며, 비교적 그 깊이는 얕은 편이다. 지표조사 시 확인된 유물은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도기 및 자기편 50점 정도로, 이 시기의 주거지 및 분묘들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장군들은 현재 대부분이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대가 주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소양천의 하
상레벨과 비슷하여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이 천변으로 길게 쌓여 있다. 또한 교리 유적의 중앙부에 해
당하는 좁은 곡간부는 개간을 통해 논으로 경작하기 위한 농로가 개설되어 구릉사면의 말단부가 일부 삭토
되었으며, 농로가 끝나는 지점에 개사육을 위한 축사가 위치해 가건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
는상태 다.
교리 유적의 남쪽으로는 당산의 가지능선이 에워싸고 있는 제비골과 그 옆을 흐르는 제비골천이 위치하고

동쪽으로는원주방향으로연결되는도로가뻗어있으며동남쪽으로여주대학이위치해있다.
월송리유적은지표조사당시‘월송3리분묘군’에해당하며, 여주읍에서남서쪽약 2km 지점에위치한다.

서쪽의북성산(北城山, 255m)에서동쪽으로뻗어내린구릉말단부해발약 70~74m의두구릉과그사이의
곡간부로 소산말골의 상단부 동·서쪽 사면과 윗귀안골의 서사면에 해당한다. 구릉 능선부에는 수목이 울창
하게자라있으며, 구릉 남사면으로는근래의분묘들과함께사면의하단부완경사면에는최근까지도경작이
이루어진 밭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도로공사를 위해 벌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장비 사용으로 인해 표토
면이 훼손되고, 그 아래에 있던 회곽묘가 지표에 노출되어 유적발견신고를 하기도 하 는데, 조사지역의 서
쪽능선은이미표토가제거된상태이었고동쪽능선은벌목후표토를일부정리한상태로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동쪽에는 남-북방향으로 소양천이 흐르며, 천변으로는 이천시 가남면으로 향하는 331번 지방

도로가 지나간다. 조사지역과 인접하여 북동쪽으로는 한성아파트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여주 자 농업고등
학교와여주공설운동장이자리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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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여지도서』에는 각 면리의 명칭이 등장하는데, 방면(方面)으로는 주내면(州內面)을 비롯하여 근동면
(近東面)·점양면(占梁面)·소개곡면(召開谷面)·가서곡면(加西谷面)·수계면(首界面)·길천면(吉川面)·
여곡면(與谷面)·금사면(金砂面)·개군산면(介軍山面)·대송면(大松面)·등신면(等神面)·북면(北面) 등
14개 면으로구성되어있었다. 그리고각면을구성하고있는동리로서는주내면이상동(上洞)을비롯하여 6
개리로구성되어있었고, 근남면은신진동을비롯하여 9개리, 점량면은도리(道里)를비롯하여 13개리, 근남
면은 귀곡리(貴谷里)를 비롯한 7개리, 소개곡면은 흑석리(黑石里)를 비롯하여 16개리, 가서곡면은 소단리
(所丹里)를 비롯하여 3개리, 수계면은 본동(本洞)을 비롯하여 8개리, 금사면은 하이포리(下梨浦里)를 비롯
하여 15개리, 개군산면은부동(釜洞)을 비롯하여 12개리, 대송면은 본동(本洞)을 비롯하여 6개리, 등신면은
재가동(才佳洞)을 비롯하여 7개리, 북면은배동(杯洞)을 비롯하여 6개리로구성되어있었다. 모두합하면총
120개의동리가분포하고있었다.
이외에 역·원과 진으로 조선전기의 신진역(新津驛)·안평역(安平驛)·양화역(楊花驛) 등의 3개 역은 변

함이 없으나 원에 대한 항목은 누락되어 있다. 반면에 흔암진(欣巖津)·단암진(丹岩津)·관진(官津)·어양
진(漁楊津)·양화진(楊花津)·이포진(梨浦津)·귀미포진(龜尾浦津)·앙덕진(仰德津) 등 8개 진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역원이 육로이동을 위한 시설이었다면, 진은 수로이동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변
화상을보여주는것이다.
이후 여주는 1895년 목에서 군으로 강등, 충주부의 속군이 되었다가 1896년 경기도로 환원되어 3등군으

로 되었다. 1914년 부·군·면이 폐합될 때 원주의 지내면(地內面)과 서면(西面)이 여주군에 편입되었고,
주내면이여주면으로개칭되었으며, 북내·강천·흥천·능서·금사·개군·가남·점동·대신등 10개 면이
되었다. 이후 1963년 1월 1일 개군면이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70년 12월 16일 금사면 산북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9년 산북면으로 승격, 분리되었다. 1992년에는 북내면 오학출장소 설치로 여주군에는 1
읍, 9면, 1출장소의행정구역으로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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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의북성산(北城山, 255m)에서동쪽으로뻗어내린구릉말단부해발약 70~74m의두구릉과그사이의
곡간부로 소산말골의 상단부 동·서쪽 사면과 윗귀안골의 서사면에 해당한다. 구릉 능선부에는 수목이 울창
하게자라있으며, 구릉 남사면으로는근래의분묘들과함께사면의하단부완경사면에는최근까지도경작이
이루어진 밭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도로공사를 위해 벌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장비 사용으로 인해 표토
면이 훼손되고, 그 아래에 있던 회곽묘가 지표에 노출되어 유적발견신고를 하기도 하 는데, 조사지역의 서
쪽능선은이미표토가제거된상태이었고동쪽능선은벌목후표토를일부정리한상태로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동쪽에는 남-북방향으로 소양천이 흐르며, 천변으로는 이천시 가남면으로 향하는 331번 지방

도로가 지나간다. 조사지역과 인접하여 북동쪽으로는 한성아파트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여주 자 농업고등
학교와여주공설운동장이자리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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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여지도서』에는 각 면리의 명칭이 등장하는데, 방면(方面)으로는 주내면(州內面)을 비롯하여 근동면
(近東面)·점양면(占梁面)·소개곡면(召開谷面)·가서곡면(加西谷面)·수계면(首界面)·길천면(吉川面)·
여곡면(與谷面)·금사면(金砂面)·개군산면(介軍山面)·대송면(大松面)·등신면(等神面)·북면(北面) 등
14개 면으로구성되어있었다. 그리고각면을구성하고있는동리로서는주내면이상동(上洞)을비롯하여 6
개리로구성되어있었고, 근남면은신진동을비롯하여 9개리, 점량면은도리(道里)를비롯하여 13개리, 근남
면은 귀곡리(貴谷里)를 비롯한 7개리, 소개곡면은 흑석리(黑石里)를 비롯하여 16개리, 가서곡면은 소단리
(所丹里)를 비롯하여 3개리, 수계면은 본동(本洞)을 비롯하여 8개리, 금사면은 하이포리(下梨浦里)를 비롯
하여 15개리, 개군산면은부동(釜洞)을 비롯하여 12개리, 대송면은 본동(本洞)을 비롯하여 6개리, 등신면은
재가동(才佳洞)을 비롯하여 7개리, 북면은배동(杯洞)을 비롯하여 6개리로구성되어있었다. 모두합하면총
120개의동리가분포하고있었다.
이외에 역·원과 진으로 조선전기의 신진역(新津驛)·안평역(安平驛)·양화역(楊花驛) 등의 3개 역은 변

함이 없으나 원에 대한 항목은 누락되어 있다. 반면에 흔암진(欣巖津)·단암진(丹岩津)·관진(官津)·어양
진(漁楊津)·양화진(楊花津)·이포진(梨浦津)·귀미포진(龜尾浦津)·앙덕진(仰德津) 등 8개 진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역원이 육로이동을 위한 시설이었다면, 진은 수로이동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변
화상을보여주는것이다.
이후 여주는 1895년 목에서 군으로 강등, 충주부의 속군이 되었다가 1896년 경기도로 환원되어 3등군으

로 되었다. 1914년 부·군·면이 폐합될 때 원주의 지내면(地內面)과 서면(西面)이 여주군에 편입되었고,
주내면이여주면으로개칭되었으며, 북내·강천·흥천·능서·금사·개군·가남·점동·대신등 10개 면이
되었다. 이후 1963년 1월 1일 개군면이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70년 12월 16일 금사면 산북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89년 산북면으로 승격, 분리되었다. 1992년에는 북내면 오학출장소 설치로 여주군에는 1
읍, 9면, 1출장소의행정구역으로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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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교리 유적은 해발 약 62m를 기점으로 남북방향으로 연결된 구릉부를 포함하여 동-서로 사면을 이루는 지
역과 하천변의 넓은 논지역으로 대별된다. 구릉 사면의 조사는 정상부를 따라 기준선을 정하고 능선과 직교
하게 트렌치를 설치하 으며, 트렌치의 길이는 2×20m를 기본으로 하여 지형에 따라 2×10m, 2×15m 트
렌치를혼용하여설치하 다. 또한 구릉사면하단부에는지형의흐름에따라능선과직교하게폭 2m의 트렌
치를 8m 간격으로 3개 설치하여, 총 19개의 트렌치를 설치하 다. 하천변의 넓은 논지역은 2×20m트렌치
를 40m 간격으로 넓게 설치하여 층위 및 유구 확인작업을 하 다. 유적과 유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구 집도가 높은 곳은 일부 확장하여 조사하 으며, 시굴조사 후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논지역은
제외하고구릉사면부와하단부는시굴트렌치를중심으로전면제토하여유구선을탐색하 다.
월송리 유적은 해발 약 74m와 70m의 두 구릉과 그 사이의 계곡부에 해당하는데 동쪽 구릉의 동-서사면

과서쪽구릉의동사면이해당된다. 시굴트렌치는동쪽구릉의정상부를따라기준선을정하고능선과직교하
게 트렌치를 설치하 으며 2×20m 트렌치를 기본으로 지형 및 유수를 고려하여 2×10m, 2×15m, 2×
40m 크기로 총 22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하 다. 한편 동편 구릉의 일부는 지역이 협소하여 전면제토하여 유
구탐색을 실시하 다.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는 기존의 정상부를 따라 능선과 직교하게 설치된 시굴트렌치
(10m 간격)를 따라전면제토를실시하 다. 조사지역은지형의변화가심하고구릉정상부에서아래로내려
갈수록급격히퇴적층이두꺼워지는데, 특히 동쪽구릉에는지표에서확인되지않았던깊은골짜기가형성되
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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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로 정면되어있다. 소성도는 낮으며 내외면에 부분적으로 박리되어 있고 평저이다.  복원 구경 13.8㎝,
현재높이 5.8㎝, 기벽두께 0.4~0.7㎝
③저부편(도면 8-3, 사진 5-⑦)
회청색경질저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섞인점토이다. 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있으며평저이다.

저경 14.0㎝, 잔존높이 3.4㎝, 기벽두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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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신라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7, 사진 3·4)

조사지역의 능선정상부에서 서쪽으로 70m정도 떨어진 남쪽 경계면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기의 수혈주거
지이다. 해발고도는 50~51m에해당되며중복없이단독으로위치한다. 동쪽으로 13m정도떨어져 1호수혈
과 2호수혈이, 북서쪽으로 28m, 22m정도떨어져 3호수혈과 4호수혈이각각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0°-E로 동-서 방향으로 지형의 흐름에 따라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길이 343㎝, 너비 260㎝, 최대깊이 31㎝이다. 풍화암반층을굴토하여만들었으며, 벽면은
대체로수직에가깝게처리하 다. 바닥은풍화암반층을그대로정지하여만들었으며전체적으로편평하다.
주거지의내부토는Ⅰ층-명갈색사질점토, Ⅱ층-갈색사질점토, Ⅲ층-갈색사질점토(소량의목탄이전체적으

로 포함), Ⅳ층-갈색사질점토, Ⅴ층-암갈색사질점토 등 크게 5개층으로 구분되며, 역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의 퇴적양상을 나타낸다. 유구의 내부토는 대체로 갈색 계열의 사질점토
이며주거지생활면과관련되는Ⅲ층에는목탄이포함되어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거지의 장축방향의 양쪽벽, 동벽과 서벽에 각각 1개씩의 기둥구멍과 중앙에서 동

쪽벽쪽으로 치우친 원형의 노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동벽과 서벽의 기둥구멍은 각각 38×28×10㎝, 29×
28×10㎝의규모로내부에는점성이있는사질토가채워졌으며, 목심은확인되지않았다. 난방및취사와관
련된노지는동벽에치우쳐주거지바닥면보다 5~10㎝가량깊게파서조성하 다. 노지내부는제일아래목
탄층과 위쪽으로 소토층이 얇게 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는데 노지는 전체적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원형
의 노지 외곽에는 1매의 불먹은 할석(16×12×6㎝)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사용당시에는 부뚜막시설이
있었으나 폐기시 그 정형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노지 내부에서는 바닥면과 동체 바깥면이 심하게 피
열된연질의완이출토되어취사활동을추측할수있다.
유물은회청색경질완, 흑갈색연질완, 경질호편, 인화문蓋편등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완(도면 8-1, 사진 5-①)
경질의 회청색 완이며 구연부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외면에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어 있으

며 태토는 백색의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평저이며 저부 외면에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있
다.  구경 11.7~13.9㎝, 높이 5.2㎝
②완(도면 8-2, 사진 5-②)
흑갈색의 연질의 완으로 도면복원 하 다. 완형은 아니나 기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잔존상태는 양호

하다. 태토는 백색사립이 섞인 점토이며, 속심은 황색이다. 구연부는 외반하 으며 내면과 외면 모두 회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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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1호 주거지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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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로 정면되어있다. 소성도는 낮으며 내외면에 부분적으로 박리되어 있고 평저이다.  복원 구경 13.8㎝,
현재높이 5.8㎝, 기벽두께 0.4~0.7㎝
③저부편(도면 8-3, 사진 5-⑦)
회청색경질저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섞인점토이다. 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있으며평저이다.

저경 14.0㎝, 잔존높이 3.4㎝, 기벽두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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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신라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7, 사진 3·4)

조사지역의 능선정상부에서 서쪽으로 70m정도 떨어진 남쪽 경계면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기의 수혈주거
지이다. 해발고도는 50~51m에해당되며중복없이단독으로위치한다. 동쪽으로 13m정도떨어져 1호수혈
과 2호수혈이, 북서쪽으로 28m, 22m정도떨어져 3호수혈과 4호수혈이각각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0°-E로 동-서 방향으로 지형의 흐름에 따라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길이 343㎝, 너비 260㎝, 최대깊이 31㎝이다. 풍화암반층을굴토하여만들었으며, 벽면은
대체로수직에가깝게처리하 다. 바닥은풍화암반층을그대로정지하여만들었으며전체적으로편평하다.
주거지의내부토는Ⅰ층-명갈색사질점토, Ⅱ층-갈색사질점토, Ⅲ층-갈색사질점토(소량의목탄이전체적으

로 포함), Ⅳ층-갈색사질점토, Ⅴ층-암갈색사질점토 등 크게 5개층으로 구분되며, 역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의 퇴적양상을 나타낸다. 유구의 내부토는 대체로 갈색 계열의 사질점토
이며주거지생활면과관련되는Ⅲ층에는목탄이포함되어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거지의 장축방향의 양쪽벽, 동벽과 서벽에 각각 1개씩의 기둥구멍과 중앙에서 동

쪽벽쪽으로 치우친 원형의 노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동벽과 서벽의 기둥구멍은 각각 38×28×10㎝, 29×
28×10㎝의규모로내부에는점성이있는사질토가채워졌으며, 목심은확인되지않았다. 난방및취사와관
련된노지는동벽에치우쳐주거지바닥면보다 5~10㎝가량깊게파서조성하 다. 노지내부는제일아래목
탄층과 위쪽으로 소토층이 얇게 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는데 노지는 전체적으로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원형
의 노지 외곽에는 1매의 불먹은 할석(16×12×6㎝)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사용당시에는 부뚜막시설이
있었으나 폐기시 그 정형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노지 내부에서는 바닥면과 동체 바깥면이 심하게 피
열된연질의완이출토되어취사활동을추측할수있다.
유물은회청색경질완, 흑갈색연질완, 경질호편, 인화문蓋편등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완(도면 8-1, 사진 5-①)
경질의 회청색 완이며 구연부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외면에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어 있으

며 태토는 백색의 사립이 포함되어 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평저이며 저부 외면에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있
다.  구경 11.7~13.9㎝, 높이 5.2㎝
②완(도면 8-2, 사진 5-②)
흑갈색의 연질의 완으로 도면복원 하 다. 완형은 아니나 기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잔존상태는 양호

하다. 태토는 백색사립이 섞인 점토이며, 속심은 황색이다. 구연부는 외반하 으며 내면과 외면 모두 회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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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동체부편(도면 8-4, 사진 5-⑤)
회청색 경질의 동체부편이며 외면에 평행타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자연시유되어 있다. 태토

는고운점토이며내면에는회전물손질로정면되어있다.  길이 9.9㎝, 너비 7.8㎝, 두께 0.5㎝
⑤인화문蓋편(도면 8-5, 사진 5-⑥)
회청색 경질의 蓋편이며 외면에 인화문(점열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잔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전체 구

경은파악할수없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잔존높이 2.4㎝, 기벽두께 0.4㎝
⑥호구연부편(도면 8-6, 사진 5-④)
회청색 경질의 호 구연부편으로도면복원 하 다. 태토에는 백색의 사립이 섞여 있으며, 소성은 비교적 양

호하다. 구연부는 외반하고내외면에는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복원 구경 20.4㎝, 잔존 높이 13.2㎝, 기
벽두께 0.7㎝
⑦호구연부편(도면 8-7, 사진 5-③)
회청색 경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도면복원 하 다. 속심은 적갈색이며 태토에는 백색의 사립이 섞여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어 있으며 경부에는 2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복원 구경
16.6㎝, 잔존높이 12.1㎝, 기벽두께 0.6㎝

2. 수혈유구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9, 사진 6)

조사지역의 서측 구릉하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50~52m에 해당된다. 서남쪽으로 통일신라 1호 주
거지가북쪽으로약 3m거리에 2호수혈유구가자리하고있다. 시굴조사탐색트렌치에서유구의일부가확인
되었다. 내부조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진 지형대로 동-서, 폭 20㎝의 둑을 남긴후 남쪽부터 조사를
진행하 다. 표토 아래 30㎝정도 하강하자 유구의 남측에서 경질옹의 저부편이 확인되었고, 100㎝ 정도의
깊이에서고배대각편이출토되었다. 유구의바닥면에서도경질옹의저부편이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220㎝, 단축 217㎝, 깊이 130㎝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에 가깝다. 내

부에는 황갈색마사토, 명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명갈색마사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전체적인 퇴적양
상은사면상부인동쪽에서서쪽으로의퇴적양상을보인다.
바닥면은생토면을편평하게정지하 으며별다른시설은없다.
최하층에서확인된경질옹과바닥면사이에는회색니질토가일부쌓여있었는데, 토기의내용물내지는당

시의유기물질이섞여있을가능성이있어미생물조사를하 으나특이사항은검출되지않았다.
유물은 유구의 상층, 중층, 하층에서 각 1점씩이 출토되었으며, 상층과 하층에서는 경질옹 저부편 각 1점

씩이중간에서는고배대각편 1점이출토되었다.

4140

도면 8. 1호 주거지 출토유물(①·②완, ③저부편, ④동체부편, ⑤뚜껑편, ⑥·⑦호 구연부편)

1

2

3

4

5

6

7



④동체부편(도면 8-4, 사진 5-⑤)
회청색 경질의 동체부편이며 외면에 평행타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자연시유되어 있다. 태토

는고운점토이며내면에는회전물손질로정면되어있다.  길이 9.9㎝, 너비 7.8㎝, 두께 0.5㎝
⑤인화문蓋편(도면 8-5, 사진 5-⑥)
회청색 경질의 蓋편이며 외면에 인화문(점열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잔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전체 구

경은파악할수없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잔존높이 2.4㎝, 기벽두께 0.4㎝
⑥호구연부편(도면 8-6, 사진 5-④)
회청색 경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도면복원 하 다. 태토에는 백색의 사립이 섞여 있으며, 소성은 비교적 양

호하다. 구연부는 외반하고내외면에는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복원 구경 20.4㎝, 잔존 높이 13.2㎝, 기
벽두께 0.7㎝
⑦호구연부편(도면 8-7, 사진 5-③)
회청색 경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도면복원 하 다. 속심은 적갈색이며 태토에는 백색의 사립이 섞여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어 있으며 경부에는 2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복원 구경
16.6㎝, 잔존높이 12.1㎝, 기벽두께 0.6㎝

2. 수혈유구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9, 사진 6)

조사지역의 서측 구릉하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50~52m에 해당된다. 서남쪽으로 통일신라 1호 주
거지가북쪽으로약 3m거리에 2호수혈유구가자리하고있다. 시굴조사탐색트렌치에서유구의일부가확인
되었다. 내부조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진 지형대로 동-서, 폭 20㎝의 둑을 남긴후 남쪽부터 조사를
진행하 다. 표토 아래 30㎝정도 하강하자 유구의 남측에서 경질옹의 저부편이 확인되었고, 100㎝ 정도의
깊이에서고배대각편이출토되었다. 유구의바닥면에서도경질옹의저부편이확인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220㎝, 단축 217㎝, 깊이 130㎝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에 가깝다. 내

부에는 황갈색마사토, 명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명갈색마사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전체적인 퇴적양
상은사면상부인동쪽에서서쪽으로의퇴적양상을보인다.
바닥면은생토면을편평하게정지하 으며별다른시설은없다.
최하층에서확인된경질옹과바닥면사이에는회색니질토가일부쌓여있었는데, 토기의내용물내지는당

시의유기물질이섞여있을가능성이있어미생물조사를하 으나특이사항은검출되지않았다.
유물은 유구의 상층, 중층, 하층에서 각 1점씩이 출토되었으며, 상층과 하층에서는 경질옹 저부편 각 1점

씩이중간에서는고배대각편 1점이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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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확인된다.  잔존높이 3.0㎝
③옹저부편(도면 10-3, 사진 6-⑥)
경질의 옹으로 저부와 동체 일부만 남아있다. 외면과 내면의 색조는 회청색.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 포함된

점토이다. 저부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으며 박리되어 약해진 상태이다. 내면에 내박자흔이 뚜렷이 남아있
다.  두께 0.7㎝

2) 2호 수혈

(1) 유구(도면 11, 사진 7)

조사지역의 서측 구릉하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50~53m에 해당된다. 서남쪽으로 통일신라 1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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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옹저부편(도면 10-2, 사진 6-⑦)
경질의 옹으로 저부와 동체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 으며, 속심은 적갈색이다. 내

외면의색조는회흑색이며. 외면에는타날문이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물손질흔적과지두흔이무질서하게
남아있다.  잔존높이 12㎝, 두께 1~1.7㎝
②대각편(도면 10-1, 사진 6-⑤)
경질의토기대각편으로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외면과내면의색조는회청색이고전체적인잔

존상태가불량하여기형은알수없다. 대각에한줄의대가돌아가며회전물손질흔적이있고내면에접합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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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1호 수혈 출토유물

2

1

3

도면 9. 1호 수혈 평·단면도

Ⅰ. 황갈색 마사토, 다량의 세석립
Ⅱ. 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목탄, 다량의 석립 포함
Ⅲ. 명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사질점토, 세석립 포함
Ⅳ. 명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석립
Ⅴ. 명갈색 사질점토
Ⅵ. 명황갈색 마사토
Ⅶ. 명갈색 사질점토, 점성약함
Ⅷ. 명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Ⅸ, 명황갈색 마사토, 점성 약함
Ⅹ. 명갈색 사질점토
ⅩⅠ. 갈색 사질점토
ⅩⅡ. 갈색 사질점토, 점성약함, 소량의 명황갈색 마사토 포함
ⅩⅢ. 황갈색 마사토
ⅩⅣ. 명갈색 마사토, 소량의 갈색 사질점토 포함



이확인된다.  잔존높이 3.0㎝
③옹저부편(도면 10-3, 사진 6-⑥)
경질의 옹으로 저부와 동체 일부만 남아있다. 외면과 내면의 색조는 회청색.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 포함된

점토이다. 저부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으며 박리되어 약해진 상태이다. 내면에 내박자흔이 뚜렷이 남아있
다.  두께 0.7㎝

2) 2호 수혈

(1) 유구(도면 11, 사진 7)

조사지역의 서측 구릉하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50~53m에 해당된다. 서남쪽으로 통일신라 1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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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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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다.  잔존높이 12㎝, 두께 1~1.7㎝
②대각편(도면 10-1, 사진 6-⑤)
경질의토기대각편으로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외면과내면의색조는회청색이고전체적인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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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1호 수혈 출토유물

2

1

3

도면 9. 1호 수혈 평·단면도

Ⅰ. 황갈색 마사토, 다량의 세석립
Ⅱ. 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목탄, 다량의 석립 포함
Ⅲ. 명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사질점토, 세석립 포함
Ⅳ. 명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석립
Ⅴ. 명갈색 사질점토
Ⅵ. 명황갈색 마사토
Ⅶ. 명갈색 사질점토, 점성약함
Ⅷ. 명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Ⅸ, 명황갈색 마사토, 점성 약함
Ⅹ. 명갈색 사질점토
ⅩⅠ. 갈색 사질점토
ⅩⅡ. 갈색 사질점토, 점성약함, 소량의 명황갈색 마사토 포함
ⅩⅢ. 황갈색 마사토
ⅩⅣ. 명갈색 마사토, 소량의 갈색 사질점토 포함



3) 3호 수혈

(1) 유구(도면 12, 사진 7)

조사지역의서측하단부에위치하며해발고도는 48~50m에 해당된다. 남서쪽으로 4호 수혈유구가자리하
고 있다. 유구의 위치는 소로가 있던 곳으로 지형의 대부분이 삭평되었다. 표토제거후 황갈색 풍화암반층상
에 암갈색점토가 채워진 타원형의 유구를 확인하 다. 내부조사는 중앙에 20㎝의 둑을 남기고 양쪽을 동시
에하강하 다. 유구의서측가장자리에서경질토기동체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45

거지가남쪽으로약 3m거리에 1호수혈유구가자리하고있다. 표토제거후황갈색풍화암반층상에석립이소
량섞인 담황갈색 마사토가 채워진 원형의 유구를 확인하 다. 내부조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진 지형
대로동-서, 폭 20㎝의둑을남긴후남쪽부터조사를진행하 다.
유구의평면형태는원형으로장축 232㎝, 단축 232㎝, 깊이 187㎝이며단면형태는바닥에서입구로나팔

처럼벌어진역제형이다. 내부에는담황갈색마사토, 적갈색마사토, 암갈색마사토, 황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
적되었다. 전체적인퇴적양상은사면상부인동쪽에서서쪽으로의퇴적양상을보인다. 바닥면은생토면을편
평하게정지하 으며내부에특별한시설은없고출토유물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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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3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암갈색 점토
Ⅱ. 암갈색 점토
Ⅱ-1. 명갈색 점토
Ⅱ-2. 명갈색 점토
Ⅲ. 명갈색 점토
Ⅲ-1. 명갈색 점토
Ⅳ. 황갈색 사질점토
Ⅳ-1. 황갈색 사질점토
Ⅴ. 황갈색 사질점토

1
도면 11. 2호 수혈 평·단면도

Ⅰ. 담황갈색 마사토, 극소량의 목탄 포함, 석립 다량 포함
Ⅱ. 밝은 적갈색 마사토, 점성약함, 석립 다량 포함
Ⅲ. 황갈색 마사토, 석립 다량 포함
Ⅳ. 적갈색 마사토, 석립 다량 포함
Ⅴ. 적갈색 마사토
Ⅵ. 암황갈색 마사토, 점성강함
Ⅶ. 황갈색 마사토, 부분적으로 소량의 갈색 사질점토가 포함
Ⅷ. 암황갈색 마사토, 전체적으로 명적갈색 사질토가 포함
Ⅸ. 명황갈색 마사토
Ⅹ. 명갈색 사질토, 극소량의 목탄포함
ⅩⅠ. 명황갈색 마사토
ⅩⅡ. 황갈색 마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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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3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암갈색 점토
Ⅱ. 암갈색 점토
Ⅱ-1. 명갈색 점토
Ⅱ-2. 명갈색 점토
Ⅲ. 명갈색 점토
Ⅲ-1. 명갈색 점토
Ⅳ. 황갈색 사질점토
Ⅳ-1. 황갈색 사질점토
Ⅴ. 황갈색 사질점토

1
도면 11. 2호 수혈 평·단면도

Ⅰ. 담황갈색 마사토, 극소량의 목탄 포함, 석립 다량 포함
Ⅱ. 밝은 적갈색 마사토, 점성약함, 석립 다량 포함
Ⅲ. 황갈색 마사토, 석립 다량 포함
Ⅳ. 적갈색 마사토, 석립 다량 포함
Ⅴ. 적갈색 마사토
Ⅵ. 암황갈색 마사토, 점성강함
Ⅶ. 황갈색 마사토, 부분적으로 소량의 갈색 사질점토가 포함
Ⅷ. 암황갈색 마사토, 전체적으로 명적갈색 사질토가 포함
Ⅸ. 명황갈색 마사토
Ⅹ. 명갈색 사질토, 극소량의 목탄포함
ⅩⅠ. 명황갈색 마사토
ⅩⅡ. 황갈색 마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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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의평면형태는타원형으로장축 251㎝, 단축 190㎝, 깊이 68㎝이며, 단면형태는원통형에가깝다. 내
부에는 암갈색점토, 명갈색점토, 황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전체적인 퇴적양상은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의‘U’자형의퇴적양상을보인다. 바닥면은생토면을편평하게정지하 으며내부에특별한시설은
없다. 유물은경질토기동체부편 1점이바닥면에서 20㎝정도높이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동체부편(도면 12-1, 사진 7-⑨)
회청색 경질토기 동체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있다.

길이 11㎝, 너비 20㎝, 두께 0.5㎝

4) 4호 수혈

(1) 유구(도면 13, 사진 8)

조사지역의서측곡간부에위치하며해발고도는 47~49m에해당된다. 동쪽으로 1호주거지가북동쪽으로
3호 수혈유구가 자리하고 있다. 유구는 최근 경작논의 아래에 위치한다. 표토 및 논경작층 제거후 암갈색 풍
화암반층상에 회색니질점토가 채워진 원형의 유구를 확인하 다. 내부조사는 중앙에 20㎝의 둑을 남기고 양
쪽을동시에하강하 다. 유구의상층부에서연질토기구연편 3점과동체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200㎝, 단축 193㎝, 깊이 74㎝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내부에는

회색니질점토, 회백색니질점토, 사질토, 회흑색사질점토, 암갈색니질점토, 갈색사질토의순으로 퇴적되었다.
전체적인퇴적양상은바닥면에서입구쪽으로층상을보이는데중간의회색니질토층을중심으로상층과하층
이 대별된다. 바닥면은 생토면을 편평하게 정지하 으며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유물은 연질토기 구연
편 3점과동체부편 1점이유구의상면에서 10㎝정도아래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호구연부편(도면 13-1, 사진 8-⑤)
연질토기 호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갈색의 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 갈색이며,

구연부는직립하 으며경부가짧다.  복원구경 16.2㎝, 잔존높이 4,5㎝
②동체부편(도면 13-2, 사진 8-⑦)
연질토기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된 갈색의 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 갈색이며 잔존상태가

불량해정확한기형은알수없다.  길이 3.2㎝, 너비 4.2㎝, 두께 0.9㎝
③호구연부편(도면 13-3, 사진 8-⑥)
연질토기호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내외면의색조는회백색이다. 구연은

살짝외반되어있으며내외면에회전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13.6㎝, 잔존높이 3.2㎝
④호구연부편(도면 13-4, 사진 8-④)
연질토기 호 구연부편으로 도면복원 하 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황색의 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황색이며외면에는 2줄의침선이돌아간다.  복원구경 29.8㎝, 잔존높이 8.2㎝, 두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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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4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회색 니질 점토, 소량의 목탄포함
Ⅱ. 회백색 니질 점토, 소량의 목탄포함
Ⅲ. 회색 니질 사질점토, 소량의 목탄포함
Ⅳ. 흑회색 사질토
Ⅴ. 흑회색 사질점토, 소량의 목탄포함
Ⅴ-1 암갈색 니질 점토
Ⅵ. 흑회색 니질 사질토
Ⅵ-1. 갈색 사질토
Ⅵ-2. 갈색 사질토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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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의평면형태는타원형으로장축 251㎝, 단축 190㎝, 깊이 68㎝이며, 단면형태는원통형에가깝다. 내
부에는 암갈색점토, 명갈색점토, 황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전체적인 퇴적양상은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의‘U’자형의퇴적양상을보인다. 바닥면은생토면을편평하게정지하 으며내부에특별한시설은
없다. 유물은경질토기동체부편 1점이바닥면에서 20㎝정도높이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동체부편(도면 12-1, 사진 7-⑨)
회청색 경질토기 동체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있다.

길이 11㎝, 너비 20㎝, 두께 0.5㎝

4) 4호 수혈

(1) 유구(도면 13, 사진 8)

조사지역의서측곡간부에위치하며해발고도는 47~49m에해당된다. 동쪽으로 1호주거지가북동쪽으로
3호 수혈유구가 자리하고 있다. 유구는 최근 경작논의 아래에 위치한다. 표토 및 논경작층 제거후 암갈색 풍
화암반층상에 회색니질점토가 채워진 원형의 유구를 확인하 다. 내부조사는 중앙에 20㎝의 둑을 남기고 양
쪽을동시에하강하 다. 유구의상층부에서연질토기구연편 3점과동체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200㎝, 단축 193㎝, 깊이 74㎝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내부에는

회색니질점토, 회백색니질점토, 사질토, 회흑색사질점토, 암갈색니질점토, 갈색사질토의순으로 퇴적되었다.
전체적인퇴적양상은바닥면에서입구쪽으로층상을보이는데중간의회색니질토층을중심으로상층과하층
이 대별된다. 바닥면은 생토면을 편평하게 정지하 으며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유물은 연질토기 구연
편 3점과동체부편 1점이유구의상면에서 10㎝정도아래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호구연부편(도면 13-1, 사진 8-⑤)
연질토기 호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갈색의 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 갈색이며,

구연부는직립하 으며경부가짧다.  복원구경 16.2㎝, 잔존높이 4,5㎝
②동체부편(도면 13-2, 사진 8-⑦)
연질토기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된 갈색의 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 갈색이며 잔존상태가

불량해정확한기형은알수없다.  길이 3.2㎝, 너비 4.2㎝, 두께 0.9㎝
③호구연부편(도면 13-3, 사진 8-⑥)
연질토기호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내외면의색조는회백색이다. 구연은

살짝외반되어있으며내외면에회전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13.6㎝, 잔존높이 3.2㎝
④호구연부편(도면 13-4, 사진 8-④)
연질토기 호 구연부편으로 도면복원 하 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황색의 점토이다. 내외면의

색조는황색이며외면에는 2줄의침선이돌아간다.  복원구경 29.8㎝, 잔존높이 8.2㎝, 두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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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4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회색 니질 점토, 소량의 목탄포함
Ⅱ. 회백색 니질 점토, 소량의 목탄포함
Ⅲ. 회색 니질 사질점토, 소량의 목탄포함
Ⅳ. 흑회색 사질토
Ⅴ. 흑회색 사질점토, 소량의 목탄포함
Ⅴ-1 암갈색 니질 점토
Ⅵ. 흑회색 니질 사질토
Ⅵ-1. 갈색 사질토
Ⅵ-2. 갈색 사질토

1 2

3

4



나. 조선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5, 사진 9·10)

조사지역 능선정상부에서 동쪽으로 53m 떨어진 동사면의 해발고도 58m지점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이
다. 주거지 조성이전의 자연수로가 있었던 것이 층위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서쪽으로 0.5m정도 떨어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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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호 수혈

(1) 유구(도면 14, 사진 8)

조사지역의 서측 독립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47~48m에 해당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급격
히 경사를 이루며 유구의 아래쪽은 논 경작을 위해 삭토되었다. 서쪽으로 3호구상유구가 자리하고 있다. 표
토 제거후 갈색 풍화암반층상에 명갈색사질토가 채워진 원형의 유구를 확인하 다. 내부조사는 남쪽에서 북
쪽으로기울어진지형대로남-북, 폭 20㎝의둑을남긴후서쪽부터조사를진행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200㎝, 단축 194㎝, 깊이 100㎝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에 가깝다. 내

부에는 명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전체적인 퇴적
양상은 사면 상부인 남쪽에서 북쪽으로‘V’자형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중간층과 바닥면 사이에는 갈색점
토와 연갈색의 사질토가 교대로 층상을 이루며 퇴적된 양상이 확인된다. 층위로 보아 북쪽의 유구면 일부가
삭토되었음을알수있다.
바닥면은생토면을편평하게정지하 으며별다른시설은없고출토유물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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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1호 주거지 평·단면도

Ⅰ. 명갈색 사질점토
Ⅱ. 흑갈색 점토
Ⅲ. 적갈색 점토
Ⅳ. 적갈색 점토+명갈색 사질토,

다량의 적갈색 점토 포함

Ⅴ. 명갈색 사질토, 소량의 적갈색
점토 포함

Ⅵ. 흑갈색 점토+자갈
Ⅶ. 흑갈색 점토, 소량의 목탄 포함

도면 14. 5호 수혈 평·단면도

Ⅰ. 명갈색 사질토
Ⅱ. 명암갈색 사질토, 명갈색 사질토 포함
Ⅲ. 명암갈색 사질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점토와 마사토가 포함
Ⅴ. 명암갈색 사질토
Ⅵ. 암갈색 사질토
Ⅶ. 암갈색 사질점토
Ⅷ. 암갈색 사질점토
Ⅸ. 암갈색 사질점토



나. 조선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5, 사진 9·10)

조사지역 능선정상부에서 동쪽으로 53m 떨어진 동사면의 해발고도 58m지점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이
다. 주거지 조성이전의 자연수로가 있었던 것이 층위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서쪽으로 0.5m정도 떨어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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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호 수혈

(1) 유구(도면 14, 사진 8)

조사지역의 서측 독립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47~48m에 해당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급격
히 경사를 이루며 유구의 아래쪽은 논 경작을 위해 삭토되었다. 서쪽으로 3호구상유구가 자리하고 있다. 표
토 제거후 갈색 풍화암반층상에 명갈색사질토가 채워진 원형의 유구를 확인하 다. 내부조사는 남쪽에서 북
쪽으로기울어진지형대로남-북, 폭 20㎝의둑을남긴후서쪽부터조사를진행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200㎝, 단축 194㎝, 깊이 100㎝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에 가깝다. 내

부에는 명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었다. 전체적인 퇴적
양상은 사면 상부인 남쪽에서 북쪽으로‘V’자형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중간층과 바닥면 사이에는 갈색점
토와 연갈색의 사질토가 교대로 층상을 이루며 퇴적된 양상이 확인된다. 층위로 보아 북쪽의 유구면 일부가
삭토되었음을알수있다.
바닥면은생토면을편평하게정지하 으며별다른시설은없고출토유물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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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1호 주거지 평·단면도

Ⅰ. 명갈색 사질점토
Ⅱ. 흑갈색 점토
Ⅲ. 적갈색 점토
Ⅳ. 적갈색 점토+명갈색 사질토,

다량의 적갈색 점토 포함

Ⅴ. 명갈색 사질토, 소량의 적갈색
점토 포함

Ⅵ. 흑갈색 점토+자갈
Ⅶ. 흑갈색 점토, 소량의 목탄 포함

도면 14. 5호 수혈 평·단면도

Ⅰ. 명갈색 사질토
Ⅱ. 명암갈색 사질토, 명갈색 사질토 포함
Ⅲ. 명암갈색 사질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점토와 마사토가 포함
Ⅴ. 명암갈색 사질토
Ⅵ. 암갈색 사질토
Ⅶ. 암갈색 사질점토
Ⅷ. 암갈색 사질점토
Ⅸ. 암갈색 사질점토



등 3개의층위가확인되는데, 이는주거지바닥아래에위치한자연수로로보인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노지 1개소만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내의 북쪽으로 치우쳐 서벽에 인접하여 폭 70

㎝정도의 원추형으로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피열된 7매의 할석이 정형성없이 흩어져 있고, 지름 7㎝ 크기
의목탄과숯등이확인되었다.
유물은분청사기인화문접시, 옹 동체부편등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분청사기인화문접시(도면 16-1, 사진 10-④)
분청사기접시로 1/3가량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

약은 유백색이며, 굽을 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구연은 외반하 고, 접지면에는 2군데태토비짐탈락흔적
이 있다. 내면에는 인장기법과 백상감기법으로 문양을 넣었으며 내저원각이 있다.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4.1㎝, 복원구경 13.8㎝
②옹동체부편(도면 16-2, 사진 10-⑦)
회청색경질의옹동체부편이다. 태토는백색의사립포함된점토이다. 외면에는한줄의대가돌아가고, 무

질서하게격자타날이되어있으며내면에는물레흔이보인다.  길이 22.45㎝, 너비 17.6㎝, 두께 0.7㎝
③옹동체부편(도면 16-3, 사진 10-⑤)
암갈색 연질의 옹 동체부로 파수가 붙어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회색이다. 내면에

는물손질흔적이있다.  길이 12㎝, 너비 10㎝, 두께 0.8m
④옹동체부편(도면 16-4, 사진 10-⑥)
암갈색연질의옹동체부편으로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속심은황갈색을띤다. 소성은양호하나

외면은박리되었다. 내면에는물손질흔적이보인다.  길이 12.9㎝, 너비 16.1㎝, 두께 0.7㎝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7, 사진 11)

조사지역의 능선정상부에서 서쪽으로 33m 떨어진 서사면의 해발고도 56m에 위치한 수혈주거지이다. 서
쪽으로 2m정도떨어져 12호묘, 동쪽으로 7m정도떨어져 10호묘가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1°-W로 남-북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60㎝, 너비 180㎝, 최대깊이 40㎝이며, 유구의서쪽일부와서벽이자연구로인해파괴되었다.
주거지의내부토는Ⅰ층-흑갈색사질점토, Ⅱ층-적갈색사질점토, Ⅲ층-명갈색사질점토, Ⅳ층-명갈색사질점

토+자갈등 4개의층위가확인되었는데, 역순으로퇴적되어있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노지 1개소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내의 동쪽벽에 연접해 축조되었다. 노지는 2매의

할석을양쪽에세운후그위에넓적한할석 1매를올려놓아‘ㄷ’자형의터널을만들어동쪽벽으로이어지게
하 다. 주거지 바닥면에서는 피열된 4매의 할석이 흐트러져 잔존하는데, 노지에 사용되었던 석재들이 흘러
내려산재한것으로생각된다.
유물은호구연부편 1점이노지내부에서출토되었다.

51

묘가, 동측으로 11m정도떨어져 7호묘가위치한다.
주거지의평면형태는말각방형에가까운데, 정확한형태는유구의잔존상태가좋지않아파악하기어렵다.

장축방향은 N-22°-W로 남-북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축조되었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350㎝, 너비
347㎝, 최대깊이 60㎝이다.
주거지의 내부토는 Ⅰ층-명갈색사질점토, Ⅱ층-흑갈색점토의 두개의 층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Ⅱ층이 주

거지의 생활층으로 보인다. 이외에 Ⅲ층-적갈색점토, Ⅳ층-적갈색점토+명갈색사질토, Ⅴ층-명갈색사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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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개의층위가확인되는데, 이는주거지바닥아래에위치한자연수로로보인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노지 1개소만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내의 북쪽으로 치우쳐 서벽에 인접하여 폭 70

㎝정도의 원추형으로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피열된 7매의 할석이 정형성없이 흩어져 있고, 지름 7㎝ 크기
의목탄과숯등이확인되었다.
유물은분청사기인화문접시, 옹 동체부편등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분청사기인화문접시(도면 16-1, 사진 10-④)
분청사기접시로 1/3가량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

약은 유백색이며, 굽을 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구연은 외반하 고, 접지면에는 2군데태토비짐탈락흔적
이 있다. 내면에는 인장기법과 백상감기법으로 문양을 넣었으며 내저원각이 있다.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4.1㎝, 복원구경 13.8㎝
②옹동체부편(도면 16-2, 사진 10-⑦)
회청색경질의옹동체부편이다. 태토는백색의사립포함된점토이다. 외면에는한줄의대가돌아가고, 무

질서하게격자타날이되어있으며내면에는물레흔이보인다.  길이 22.45㎝, 너비 17.6㎝, 두께 0.7㎝
③옹동체부편(도면 16-3, 사진 10-⑤)
암갈색 연질의 옹 동체부로 파수가 붙어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회색이다. 내면에

는물손질흔적이있다.  길이 12㎝, 너비 10㎝, 두께 0.8m
④옹동체부편(도면 16-4, 사진 10-⑥)
암갈색연질의옹동체부편으로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속심은황갈색을띤다. 소성은양호하나

외면은박리되었다. 내면에는물손질흔적이보인다.  길이 12.9㎝, 너비 16.1㎝, 두께 0.7㎝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7, 사진 11)

조사지역의 능선정상부에서 서쪽으로 33m 떨어진 서사면의 해발고도 56m에 위치한 수혈주거지이다. 서
쪽으로 2m정도떨어져 12호묘, 동쪽으로 7m정도떨어져 10호묘가위치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71°-W로 남-북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260㎝, 너비 180㎝, 최대깊이 40㎝이며, 유구의서쪽일부와서벽이자연구로인해파괴되었다.
주거지의내부토는Ⅰ층-흑갈색사질점토, Ⅱ층-적갈색사질점토, Ⅲ층-명갈색사질점토, Ⅳ층-명갈색사질점

토+자갈등 4개의층위가확인되었는데, 역순으로퇴적되어있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노지 1개소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내의 동쪽벽에 연접해 축조되었다. 노지는 2매의

할석을양쪽에세운후그위에넓적한할석 1매를올려놓아‘ㄷ’자형의터널을만들어동쪽벽으로이어지게
하 다. 주거지 바닥면에서는 피열된 4매의 할석이 흐트러져 잔존하는데, 노지에 사용되었던 석재들이 흘러
내려산재한것으로생각된다.
유물은호구연부편 1점이노지내부에서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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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의평면형태는말각방형에가까운데, 정확한형태는유구의잔존상태가좋지않아파악하기어렵다.

장축방향은 N-22°-W로 남-북방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축조되었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350㎝, 너비
347㎝, 최대깊이 60㎝이다.
주거지의 내부토는 Ⅰ층-명갈색사질점토, Ⅱ층-흑갈색점토의 두개의 층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Ⅱ층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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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광묘

1) 1호 묘

(1) 유구(도면 18, 사진 12)

조사지역 동측사면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북측으로 1.5m 정도 떨어
진곳에 2호·3호 묘가있고, 동측으로는 7.5m 정도 떨어진곳에 4호 묘가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토를굴
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최하층으로부터 흑갈색 사질토+풍화 암반토가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적갈색
사질점토, 그리고최상층에는갈색사질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 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장축방향은 N-71°-W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묘광규모는 장축

201㎝, 단축 43㎝, 깊이가 33㎝이다. 남측 벽면에서 바닥으로부터 21㎝ 높이에 벽감이 설치되었는데 감실
규모는 45×17×22㎝이다. 감실에서는 백자발 1점, 백자접시 2점, 백자잔 1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
다. 토광묘바닥에관선이나관정이확인되지않아관을사용하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2) 유물

①백자발(도면 18-1, 사진 12-⑧)
완형의 백자 발이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 접지면을 제외

한 전면에 시유하 다. 외면은 풍만하게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된다. 내저면에는
굽 받침 흔적 없으며 접지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확인된다. 외면에 물레흔이 있고, 굽은 직립굽이다.  높이
8㎝, 구경 13.4㎝, 저경 5.6㎝
②백자잔(도면 18-2, 사진 12-⑦)
완형의 백자 잔이며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황색 점토이다. 유약은 담청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굽 4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으
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죽절굽이다.  높이 4.8㎝, 구경 10.4㎝, 저경 4㎝
③백자접시(도면 18-3, 사진 12-⑥)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

되었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있다. 굽은 죽절
굽이다.  높이 4㎝, 구경 7.2㎝, 저경 2.7㎝
④백자접시(도면 18-4, 사진 12-⑤)
완형의백자접시로소성상태는불량하다. 유약은회백색이며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되었으나부분적으

로 회황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에는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외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내저면과 굽 접지면
에는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있으며 내저면에 원각이 있다.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3.9㎝, 구경
14.6㎝, 저경 5.2㎝
⑤청동숟가락(도면 18-5, 사진 12-⑨)
청동제 숟가락으로 완형이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으로 가면서 두꺼

워진다. 술대단면은반원형, 손잡이단면은일자형에가깝다. 손잡이끝부분은특별한장식없이둥 게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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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2호 주거지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Ⅰ. 흑갈색 사질점토(부식토 포함)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마사토 포함)
Ⅳ. 명갈색 사질점토+자갈

(2) 유물

①호구연부편(도면 17-1, 사진 11-④)
연질호구연부편으로구연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속심은황색

이다. 외면은 박리되어있으며내면에시문이되어있으나정확한형태는알수없다.  복원 구경 32㎝, 현재
높이 5㎝, 두께 0.6㎝



2. 토광묘

1) 1호 묘

(1) 유구(도면 18, 사진 12)

조사지역 동측사면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북측으로 1.5m 정도 떨어
진곳에 2호·3호 묘가있고, 동측으로는 7.5m 정도 떨어진곳에 4호 묘가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토를굴
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최하층으로부터 흑갈색 사질토+풍화 암반토가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적갈색
사질점토, 그리고최상층에는갈색사질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 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장축방향은 N-71°-W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묘광규모는 장축

201㎝, 단축 43㎝, 깊이가 33㎝이다. 남측 벽면에서 바닥으로부터 21㎝ 높이에 벽감이 설치되었는데 감실
규모는 45×17×22㎝이다. 감실에서는 백자발 1점, 백자접시 2점, 백자잔 1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
다. 토광묘바닥에관선이나관정이확인되지않아관을사용하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2) 유물

①백자발(도면 18-1, 사진 12-⑧)
완형의 백자 발이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 접지면을 제외

한 전면에 시유하 다. 외면은 풍만하게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된다. 내저면에는
굽 받침 흔적 없으며 접지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확인된다. 외면에 물레흔이 있고, 굽은 직립굽이다.  높이
8㎝, 구경 13.4㎝, 저경 5.6㎝
②백자잔(도면 18-2, 사진 12-⑦)
완형의 백자 잔이며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황색 점토이다. 유약은 담청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굽 4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저면에 원각이 있으
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죽절굽이다.  높이 4.8㎝, 구경 10.4㎝, 저경 4㎝
③백자접시(도면 18-3, 사진 12-⑥)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

되었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있다. 굽은 죽절
굽이다.  높이 4㎝, 구경 7.2㎝, 저경 2.7㎝
④백자접시(도면 18-4, 사진 12-⑤)
완형의백자접시로소성상태는불량하다. 유약은회백색이며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되었으나부분적으

로 회황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에는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외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내저면과 굽 접지면
에는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있으며 내저면에 원각이 있다.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3.9㎝, 구경
14.6㎝, 저경 5.2㎝
⑤청동숟가락(도면 18-5, 사진 12-⑨)
청동제 숟가락으로 완형이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으로 가면서 두꺼

워진다. 술대단면은반원형, 손잡이단면은일자형에가깝다. 손잡이끝부분은특별한장식없이둥 게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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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2호 주거지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Ⅰ. 흑갈색 사질점토(부식토 포함)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마사토 포함)
Ⅳ. 명갈색 사질점토+자갈

(2) 유물

①호구연부편(도면 17-1, 사진 11-④)
연질호구연부편으로구연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속심은황색

이다. 외면은 박리되어있으며내면에시문이되어있으나정확한형태는알수없다.  복원 구경 32㎝, 현재
높이 5㎝, 두께 0.6㎝



리하 다.  길이 24.4㎝, 술잎길이 9.3㎝, 술잎폭 3.3㎝, 무게 30g

2) 2호 묘

(1) 유구(도면 19, 사진 13)

조사지역 동측사면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남측으로 1.5m 떨어져 1
호 묘가 위치하고, 북측으로 1.5m 떨어져 3호 묘가 위치한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토광
묘 내부에는최하층으로부터흑갈색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부식토 순으로퇴적되어

5554

도면 19. 2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3

4

Ⅰ. 부식토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
Ⅳ. 흑갈색 사질점토

도면 18. 1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3

4

5

Ⅰ. 갈색 사질점토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Ⅲ. 흑갈색 사질토+마사토



리하 다.  길이 24.4㎝, 술잎길이 9.3㎝, 술잎폭 3.3㎝, 무게 30g

2) 2호 묘

(1) 유구(도면 19, 사진 13)

조사지역 동측사면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남측으로 1.5m 떨어져 1
호 묘가 위치하고, 북측으로 1.5m 떨어져 3호 묘가 위치한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토광
묘 내부에는최하층으로부터흑갈색사질점토-명갈색 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부식토 순으로퇴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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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2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3

4

Ⅰ. 부식토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
Ⅳ. 흑갈색 사질점토

도면 18. 1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3

4

5

Ⅰ. 갈색 사질점토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Ⅲ. 흑갈색 사질토+마사토



(2) 유물

①백자발(도면 20-1, 사진 15-④)
완형의 백자 발로태토는 정선된점토와세사립이섞여있다. 유약은 회백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

되어있다. 구연은많이외반되어있으며내외면에는물레흔이있다. 내저면과접지면에는각각 4곳에태토비
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굽은 직립굽이다.  높이 7.9㎝, 구경 17.8
㎝, 저경 6㎝
②백자잔(도면 20-2, 사진 15-②)
완형의 백자 잔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청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어있다. 외면에물레흔이있으며내저면에는가는모래받침흔적이있으며접지면에는태토비짐받침흔
적이있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죽절굽이다.  높이 4.9㎝, 구경 12㎝, 저경6㎝
③백자접시(도면 20-3, 사진 15-①)
완형의 백자 접시로태토는정선된 점토와세사립이섞여있다. 유약은 회백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

유되어 있으며 소성 상태는 불량하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각각 4곳에있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4.3㎝, 구경 13.6㎝, 저
경 5㎝
④백자접시(도면 20-4, 사진 15-②)
완형에 가까운백자 접시로태토는 정선된점토와세사립이섞여있다. 유약은 회백색으로굽을 제외한전

면에 시유되어 있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과 접지면에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죽절굽이다.  높이 3.5㎝, 구경 10㎝, 저경 5.2㎝
⑤~⑩관정

⑪청동숟가락(도면 20-11, 사진 14-⑤)
청동제 숟가락으로 완형이나 술잎 일부가 결실되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

은 바깥쪽 끝부분이 두껍다. 술대 단면은 반원형, 손잡이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 특별한
장식없이둥 게마무리하 다.  길이 24.9㎝, 두께 0.2㎝, 술잎 길이 9.0㎝, 술잎 폭 3.3㎝, 술잎 두께 0.1
㎝, 무게 2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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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구 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장축방향은 N-60°-W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묘광규모는 장축

123㎝, 단축 43㎝, 깊이는 38㎝이다. 북측 벽면에서 바닥으로부터 30㎝ 높이에 벽감이 설치되었으며, 감실
규모는 20×15×20㎝이다. 유물은 벽감에서 묘광안쪽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백자 발 1점, 백자 접
시 1점, 백자잔 1점, 그리고청동숟가락 1점이포개져출토되었다. 목관및관정등은확인되지않았다.

(2) 유물

①백자발(도면 19-1, 사진 13-⑤)
백자 발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유약은 담청색이며 굽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었다. 굽 접지면에는내화토섞인모래를받쳐번조하 다. 빙렬이있다. 내저면에원각이있으며굽경보
다지름이크다. 굽은직립굽이다.  높이 8.8㎝, 구경 7㎝, 저경 6.2㎝
②백자접시(도면 19-2, 사진 12-⑥)
백자접시로구연부일부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유약은담청색이며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되었

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며 내저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있다. 굽은 죽절굽이며
빙렬이있다. 내외면에물레흔이있다.  높이 3.7㎝, 구경 14㎝, 저경 4.8㎝
③백자잔(도면 19-3, 사진 12-⑦)
완형의 백자 잔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

되었다. 접지면에 3곳의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있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외면에는 물
레흔이있고굽은죽절굽이다.  높이 4.8㎝, 구경 10.8㎝, 저경 4.3㎝
④청동숟가락(도면 19-4, 사진 12-⑧)
청동제 숟가락으로 완형을 이루고 있으나 술잎 바닥면이 일부 결실되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

흔이 있다. 술대 단면은 사다리꼴, 손잡이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 호형을 이룬다.  길이
24.7㎝, 술잎길이 9.3㎝, 술잎폭 3.1㎝, 무게 21g

3) 3호 묘

(1) 유구(도면 20, 사진 14)

조사지역 동측사면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남측으로 1.5m 정도 떨어
진 곳에 2호 묘가 있고, 동측으로는 7.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4호 묘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
토하여 조성하 으며, 토광묘 내부에는 최하층으로부터 목관의 부식토로 추정되는 흑갈색 사질토와 명갈색
사질점토, 적갈색사질점토, 그리고최상층에는명갈색사질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60°-W 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묘광규모

는장축 222㎝, 단축 62㎝, 깊이 72㎝ 이며, 목관규모는장축 174㎝, 단축 24㎝, 깊이 20㎝이다. 북측 벽면
에바닥으로부터 52㎝ 높이에벽감이설치되어있으며, 백자 발 1점, 백자 접시 2점, 백자 잔 1점, 그리고청
동숟가락 1점이포개져출토되었다. 내부바닥에보강토와목관흔주변에서관정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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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5 15-⑦ 5.0 0.4 0.6 5 신부일부남음, 단면직사각형

⑥ 20-6 15-⑧ 5.5 0.7 0.6 7 신부일부남음, 단면직사각형

⑦ 20-7 15-⑨ 5.6 0.6 0.5 6 머리부분결실, 단면직사각형

⑧ 20-8 15-⑩ 5.8 0.9 0.5 8 신부일부남음, 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⑨ 20-9 15-⑤ 10 0.9 0.5 16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⑩ 20-10 15-⑥ 10.2 0.6 0.4 13 완형, 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2) 유물

①백자발(도면 20-1, 사진 15-④)
완형의 백자 발로태토는 정선된점토와세사립이섞여 있다. 유약은 회백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

되어있다. 구연은많이외반되어있으며내외면에는물레흔이있다. 내저면과접지면에는각각 4곳에태토비
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굽은 직립굽이다.  높이 7.9㎝, 구경 17.8
㎝, 저경 6㎝
②백자잔(도면 20-2, 사진 15-②)
완형의 백자 잔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청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어있다. 외면에물레흔이있으며내저면에는가는모래받침흔적이있으며접지면에는태토비짐받침흔
적이있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죽절굽이다.  높이 4.9㎝, 구경 12㎝, 저경6㎝
③백자접시(도면 20-3, 사진 15-①)
완형의 백자 접시로태토는정선된 점토와세사립이섞여 있다. 유약은 회백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

유되어 있으며 소성 상태는 불량하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각각 4곳에있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4.3㎝, 구경 13.6㎝, 저
경 5㎝
④백자접시(도면 20-4, 사진 15-②)
완형에 가까운백자 접시로태토는 정선된점토와 세사립이섞여 있다. 유약은 회백색으로굽을 제외한전

면에 시유되어 있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과 접지면에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죽절굽이다.  높이 3.5㎝, 구경 10㎝, 저경 5.2㎝
⑤~⑩관정

⑪청동숟가락(도면 20-11, 사진 14-⑤)
청동제 숟가락으로 완형이나 술잎 일부가 결실되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

은 바깥쪽 끝부분이 두껍다. 술대 단면은 반원형, 손잡이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 특별한
장식없이둥 게마무리하 다.  길이 24.9㎝, 두께 0.2㎝, 술잎 길이 9.0㎝, 술잎 폭 3.3㎝, 술잎 두께 0.1
㎝, 무게 2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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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유구 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며, 장축방향은 N-60°-W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묘광규모는 장축

123㎝, 단축 43㎝, 깊이는 38㎝이다. 북측 벽면에서 바닥으로부터 30㎝ 높이에 벽감이 설치되었으며, 감실
규모는 20×15×20㎝이다. 유물은 벽감에서 묘광안쪽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백자 발 1점, 백자 접
시 1점, 백자잔 1점, 그리고청동숟가락 1점이포개져출토되었다. 목관및관정등은확인되지않았다.

(2) 유물

①백자발(도면 19-1, 사진 13-⑤)
백자 발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유약은 담청색이며 굽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었다. 굽 접지면에는내화토섞인모래를받쳐번조하 다. 빙렬이있다. 내저면에원각이있으며굽경보
다지름이크다. 굽은직립굽이다.  높이 8.8㎝, 구경 7㎝, 저경 6.2㎝
②백자접시(도면 19-2, 사진 12-⑥)
백자접시로구연부일부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유약은담청색이며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되었

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며 내저면과 접지면에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있다. 굽은 죽절굽이며
빙렬이있다. 내외면에물레흔이있다.  높이 3.7㎝, 구경 14㎝, 저경 4.8㎝
③백자잔(도면 19-3, 사진 12-⑦)
완형의 백자 잔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

되었다. 접지면에 3곳의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있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외면에는 물
레흔이있고굽은죽절굽이다.  높이 4.8㎝, 구경 10.8㎝, 저경 4.3㎝
④청동숟가락(도면 19-4, 사진 12-⑧)
청동제 숟가락으로 완형을 이루고 있으나 술잎 바닥면이 일부 결실되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

흔이 있다. 술대 단면은 사다리꼴, 손잡이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 호형을 이룬다.  길이
24.7㎝, 술잎길이 9.3㎝, 술잎폭 3.1㎝, 무게 21g

3) 3호 묘

(1) 유구(도면 20, 사진 14)

조사지역 동측사면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남측으로 1.5m 정도 떨어
진 곳에 2호 묘가 있고, 동측으로는 7.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4호 묘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
토하여 조성하 으며, 토광묘 내부에는 최하층으로부터 목관의 부식토로 추정되는 흑갈색 사질토와 명갈색
사질점토, 적갈색사질점토, 그리고최상층에는명갈색사질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60°-W 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묘광규모

는장축 222㎝, 단축 62㎝, 깊이 72㎝ 이며, 목관규모는장축 174㎝, 단축 24㎝, 깊이 20㎝이다. 북측 벽면
에바닥으로부터 52㎝ 높이에벽감이설치되어있으며, 백자 발 1점, 백자 접시 2점, 백자 잔 1점, 그리고청
동숟가락 1점이포개져출토되었다. 내부바닥에보강토와목관흔주변에서관정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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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5 15-⑦ 5.0 0.4 0.6 5 신부일부남음, 단면직사각형

⑥ 20-6 15-⑧ 5.5 0.7 0.6 7 신부일부남음, 단면직사각형

⑦ 20-7 15-⑨ 5.6 0.6 0.5 6 머리부분결실, 단면직사각형

⑧ 20-8 15-⑩ 5.8 0.9 0.5 8 신부일부남음, 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⑨ 20-9 15-⑤ 10 0.9 0.5 16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⑩ 20-10 15-⑥ 10.2 0.6 0.4 13 완형, 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4) 4호 묘

(1) 유구(도면 21, 사진 15)

조사지역 동측사면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9m에 해당한다. 서측으로는 7.5m 정도 떨
어진곳에 3호 묘가있고, 동측으로는 0.5m 떨어진 곳에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토
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상층이 삭평되어 정확한 층위는 알 수 없으나, 흑갈색 사질 점토, 풍화 암반토가
소량포함된적갈색사질점토, 그리고 그위로풍화암반토가다량포함된명갈색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
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40°-W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묘광규모는

장축 179㎝, 단축 65㎝, 깊이가 12㎝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5) 5호 묘

(1) 유구(도면 21, 사진 16)

조사지역 동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5m에 해당한다. 서측으로는 13.5m 정도 떨
어져있는곳에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북측으로는 7m정도떨어진곳에 6호 묘가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
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 최하층으로부터 적갈색 사질 점토, 명갈색 사질 점토가 쌓여 있었고, 그
위로부식토가포함된갈색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N-51°-W이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다. 묘광규모는장

축 96㎝, 단축 45㎝, 깊이 34㎝이고, 소형의토광묘로이차장또는유아장으로추정된다.

6) 6호 묘

(1) 유구(도면 21, 사진 16)

조사지역 동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5m에 해당한다. 서측으로는 4m정도 떨어진
곳에 7호 묘가 있고, 남측으로는 7m 정도 떨어진 곳이 5호 묘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
성하 으나, 삭평으로 인해 유구의 일부가 잘려나갔다. 명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이 이루
어졌으나정확한토층상태는알수없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N-88°-W이다. 평면형태는장방형으로추정되며, 묘광

규모는장축(잔존길이) 107㎝, 단축 37㎝, 깊이가 47㎝이다. 
출토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7) 7호 묘

(1) 유구(도면 21, 사진 17)

조사지역 동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7m에 해당한다. 동측으로는 4m정도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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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묘

(1) 유구(도면 21, 사진 15)

조사지역 동측사면 급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9m에 해당한다. 서측으로는 7.5m 정도 떨
어진곳에 3호 묘가있고, 동측으로는 0.5m 떨어진 곳에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토
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상층이 삭평되어 정확한 층위는 알 수 없으나, 흑갈색 사질 점토, 풍화 암반토가
소량포함된적갈색사질점토, 그리고 그위로풍화암반토가다량포함된명갈색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
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40°-W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묘광규모는

장축 179㎝, 단축 65㎝, 깊이가 12㎝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5) 5호 묘

(1) 유구(도면 21, 사진 16)

조사지역 동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5m에 해당한다. 서측으로는 13.5m 정도 떨
어져있는곳에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북측으로는 7m정도떨어진곳에 6호 묘가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
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 최하층으로부터 적갈색 사질 점토, 명갈색 사질 점토가 쌓여 있었고, 그
위로부식토가포함된갈색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N-51°-W이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다. 묘광규모는장

축 96㎝, 단축 45㎝, 깊이 34㎝이고, 소형의토광묘로이차장또는유아장으로추정된다.

6) 6호 묘

(1) 유구(도면 21, 사진 16)

조사지역 동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5m에 해당한다. 서측으로는 4m정도 떨어진
곳에 7호 묘가 있고, 남측으로는 7m 정도 떨어진 곳이 5호 묘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
성하 으나, 삭평으로 인해 유구의 일부가 잘려나갔다. 명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이 이루
어졌으나정확한토층상태는알수없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N-88°-W이다. 평면형태는장방형으로추정되며, 묘광

규모는장축(잔존길이) 107㎝, 단축 37㎝, 깊이가 47㎝이다. 
출토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7) 7호 묘

(1) 유구(도면 21, 사진 17)

조사지역 동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7m에 해당한다. 동측으로는 4m정도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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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6호 묘가 있고, 서측으로는 10.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
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최하층으로부터흑갈색사질점토가쌓여있었고, 그 위로명갈색
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60°-W 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71㎝, 단축 34㎝, 깊이가 21㎝이다. 소형의토광묘로이차장또는유아장으로추정된다.

8) 8호 묘

(1) 유구(도면 22, 사진 17)

조사지역 서측사면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북측으로는 8m정도 떨어진
곳에 9호 묘가 있고, 서측으로는 10.5m 정도 떨어진 곳에 1호 구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토광묘 내부에는 최하층으로부터 풍화 암반토가 포함된 명갈색 사질 점토와 회색점토, 적갈색
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20°-E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159㎝, 단축 38㎝, 깊이가 61㎝이다. 유구 바닥면의 폭이 10㎝정도로 상부에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와 더불어 토층의 퇴적양상이 평행한 것으로 보아 확실하게 토광묘로 보기는 어려우나 내부의 출토유물
이없고주변의관련된다른시설이존재하지않아일단은토광묘로분류하 다.

9) 9호 묘

(1) 유구(도면 22, 사진 18)

조사지역 서측사면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남측으로는 8m정도 떨어진
곳에 8호 묘가있고, 서측으로는 7m정도떨어져있는곳에 1호 구가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토광묘 내부에는 최하층으로부터 보강토와 함께 동일한 높이로 회갈색 점토가 있으며, 그 상
부로 흑갈색 사질점토와 사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명갈색 사질점토가 있었고, 그 위로 적갈색 사질점토 순으
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 N-80°-E 이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185㎝, 단축 68㎝, 깊이가 78㎝이고, 목관규모는 장축 172㎝, 단축 35㎝, 깊이가 20㎝이다. 목관으로
추정되는목재가확인되었으나기타관정을비롯한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0) 10호 묘

(1) 유구(도면 22, 사진 18)

조사지역 서측사면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8m에 해당한다. 서측으로 10m정도 떨어져
조선시대 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토광묘 내부에는 최하층으로
부터갈색사질점토와적갈색점토, 사질이 다량으로포함된명갈색사질점토가있었고, 그 위로 적갈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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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6호 묘가 있고, 서측으로는 10.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조선시대 1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
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최하층으로부터흑갈색사질점토가쌓여있었고, 그 위로명갈색
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60°-W 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71㎝, 단축 34㎝, 깊이가 21㎝이다. 소형의토광묘로이차장또는유아장으로추정된다.

8) 8호 묘

(1) 유구(도면 22, 사진 17)

조사지역 서측사면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북측으로는 8m정도 떨어진
곳에 9호 묘가 있고, 서측으로는 10.5m 정도 떨어진 곳에 1호 구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토광묘 내부에는 최하층으로부터 풍화 암반토가 포함된 명갈색 사질 점토와 회색점토, 적갈색
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20°-E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159㎝, 단축 38㎝, 깊이가 61㎝이다. 유구 바닥면의 폭이 10㎝정도로 상부에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와 더불어 토층의 퇴적양상이 평행한 것으로 보아 확실하게 토광묘로 보기는 어려우나 내부의 출토유물
이없고주변의관련된다른시설이존재하지않아일단은토광묘로분류하 다.

9) 9호 묘

(1) 유구(도면 22, 사진 18)

조사지역 서측사면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61m에 해당한다. 남측으로는 8m정도 떨어진
곳에 8호 묘가있고, 서측으로는 7m정도떨어져있는곳에 1호 구가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토광묘 내부에는 최하층으로부터 보강토와 함께 동일한 높이로 회갈색 점토가 있으며, 그 상
부로 흑갈색 사질점토와 사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명갈색 사질점토가 있었고, 그 위로 적갈색 사질점토 순으
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 N-80°-E 이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185㎝, 단축 68㎝, 깊이가 78㎝이고, 목관규모는 장축 172㎝, 단축 35㎝, 깊이가 20㎝이다. 목관으로
추정되는목재가확인되었으나기타관정을비롯한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0) 10호 묘

(1) 유구(도면 22, 사진 18)

조사지역 서측사면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8m에 해당한다. 서측으로 10m정도 떨어져
조선시대 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토광묘 내부에는 최하층으로
부터갈색사질점토와적갈색점토, 사질이 다량으로포함된명갈색사질점토가있었고, 그 위로 적갈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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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점토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70°-E 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221㎝, 단축 66㎝, 깊이가 95㎝이고, 목관규모는 장축 192㎝, 단축 39㎝,
깊이가 13㎝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1) 11호 묘

(1) 유구(도면 22, 사진 19)

조사지역서측사면하단부에위치하고있으며, 해발고도는 58m에해당한다. 서측으로 3m 정도떨어진곳
에 15호·16호 묘가위치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는데토광묘내부에는최하층으로부터흑
갈색 점토와 그 좌우에 사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명갈색 사질 점토가 퇴적 되었으며, 그 상부에 적갈색 사질
점토가퇴적되었다. 유구 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 N-58°-E 이다. 평면형태는세장방
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158㎝, 단축 72㎝, 깊이가 51㎝이고, 목관규모는 장축 129㎝, 단축 37㎝, 깊이가
19㎝이다. 목관으로추정되는목재편일부가확인되었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2) 12호 묘

(1) 유구(도면 23, 사진 19)

조사지역 서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6m에 해당한다. 동측으로는 2m정도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2호 주거지가, 북측으로
12m정도 떨어진 곳에 13호 묘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토광묘 내부
에는 최하층으로부터 흑갈색 점토와 명갈색 사질
점토가있고, 그 위로적갈색사질토순으로퇴적되
었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

은 N-40°-E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묘광
규모는 장축 214㎝, 단축 68㎝, 깊이가 74㎝이고,
목관규모는 장축 198㎝, 단축 40㎝, 깊이가 22㎝
이다. 묘광 바닥면에서는 관재편 일부가 확인되었
으며, 북서측 보강토 내부에서 청동 발 1점, 백자
접시 1점, 청동숟가락 1점, 청동젓가락 1쌍이 출토
되었다. 출토당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완형의 청
동 발이 수습되었는데, 내부에는 흙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이었다. 내부에 잔존 유기물이 남아 있을
것으로추정되어내부토를포함하여보존처리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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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점토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70°-E 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221㎝, 단축 66㎝, 깊이가 95㎝이고, 목관규모는 장축 192㎝, 단축 39㎝,
깊이가 13㎝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1) 11호 묘

(1) 유구(도면 22, 사진 19)

조사지역서측사면하단부에위치하고있으며, 해발고도는 58m에해당한다. 서측으로 3m 정도떨어진곳
에 15호·16호 묘가위치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는데토광묘내부에는최하층으로부터흑
갈색 점토와 그 좌우에 사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명갈색 사질 점토가 퇴적 되었으며, 그 상부에 적갈색 사질
점토가퇴적되었다. 유구 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 N-58°-E 이다. 평면형태는세장방
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158㎝, 단축 72㎝, 깊이가 51㎝이고, 목관규모는 장축 129㎝, 단축 37㎝, 깊이가
19㎝이다. 목관으로추정되는목재편일부가확인되었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2) 12호 묘

(1) 유구(도면 23, 사진 19)

조사지역 서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6m에 해당한다. 동측으로는 2m정도
떨어진 곳에 조선시대 2호 주거지가, 북측으로
12m정도 떨어진 곳에 13호 묘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토광묘 내부
에는 최하층으로부터 흑갈색 점토와 명갈색 사질
점토가있고, 그 위로적갈색사질토순으로퇴적되
었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

은 N-40°-E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묘광
규모는 장축 214㎝, 단축 68㎝, 깊이가 74㎝이고,
목관규모는 장축 198㎝, 단축 40㎝, 깊이가 22㎝
이다. 묘광 바닥면에서는 관재편 일부가 확인되었
으며, 북서측 보강토 내부에서 청동 발 1점, 백자
접시 1점, 청동숟가락 1점, 청동젓가락 1쌍이 출토
되었다. 출토당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완형의 청
동 발이 수습되었는데, 내부에는 흙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이었다. 내부에 잔존 유기물이 남아 있을
것으로추정되어내부토를포함하여보존처리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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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갈색 사질점토
Ⅵ. 갈색 사질점토, 소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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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 는데, 내부에서 목질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청동발의 목제뚜껑으로 추정하 으나 보존처리
후 유물을 관찰한 결과 굽을 가진 목제용기로 확인되었다. 아마도 청동발과 함께 부장된 목제용기가 토압에
눌려 청동발의 안쪽으로 려들어간 듯 하며 대부분은 부식되어지고 용기바닥면과 굽의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듯하다. 이와 함께관정 5점도수습되었는데관정으로추정한 1점은보존처리결과철제가위로확인
되었다. 이 철제가위는 길이가 7.2㎝정도로 굉장히 작은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가위의 형태 및 날을 모두 갖
추고있다.

(2) 유물

①백자접시(도면 24-1, 사진 20-⑪)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어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과 접지면에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저 원각
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빙렬이 있다. 굽 안쪽에“川”字로 보이는 묵서가 있으며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3.9㎝, 구경 15.4㎝, 저경 5.6㎝
②청동발(도면 24-2, 사진 20-②)
완형의청동제발이다. 전체적으로는잔존상태는좋으며진녹색의안정화된녹층으로덮여있으나, 외면의

일부분과내면의 60% 정도는연녹색의기포가일어나는표면부식층이존재한다. 기벽의두께는 1㎜내외로
1.7㎝의 굽이 있으며, 입술부분은 약간 더 두꺼운 편이다. 유물의 내외면에는 회전하여 손질한 흔적이 뚜렷
하고,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약간크다. 출토시내부에는목제품이확인되었는데이유물의뚜
껑 혹은 내부에 담았던 유기물로 추정하 으나 보존처리 결과 목제용기의 저부편으로 확인되었다.  구경
14.9㎝, 굽경 8.0㎝, 높이 8.5㎝, 무게 212g
③철제가위 (도면 24-3, 사진 20-③)
소형의 철제 가위로 刃部 말단부 일부와 손잡이 한쪽이 결실되었다. 날과 손잡이 연결부위에는 원두정을

박아결합하 다. 인부는가운데종방향으로약한능을세워단면이눈썹형을이루고있다. 손잡이단면은방
형이고, 손잡이끝부분은바깥쪽으로구부려접었다.  길이 7.2㎝, 무게 7g
④~⑦관정

⑧목제용기(도면 24-8, 사진 20-⑧)
목기로추정되는목제품용기의저부와굽일부만이확인되었다. 청동발의내부에서굽이아래쪽을향하여

출토되었다. 대부분이 부식되고 나무결로 보이는 용기의 바닥면과 높이 2.5㎝의 원형의 굽이 확인된다.  잔
존높이 3.9㎝, 굽경 10.1㎝, 굽높이 2.4㎝, 무게 11.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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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12호 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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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4-4 20-⑦ 9.5 0.7 0.5 10 머리부분결실, 단면직사각형

⑤ 24-5 20-④ 10.2 0.8 0.5 21 완형에가까움, 전체에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⑥ 24-6 20-⑤ 10.8 0.9 0.5 22
완형, 횡방향목질흔, 신부중앙이부식으로박락이심함, 
단면직사각형

⑦ 24-7 20-⑥ 12.5 0.9 0.5 18 완형, 머리부분은단면직사각형, 신부는단면정사각형을이룸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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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 는데, 내부에서 목질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처음에는 청동발의 목제뚜껑으로 추정하 으나 보존처리
후 유물을 관찰한 결과 굽을 가진 목제용기로 확인되었다. 아마도 청동발과 함께 부장된 목제용기가 토압에
눌려 청동발의 안쪽으로 려들어간 듯 하며 대부분은 부식되어지고 용기바닥면과 굽의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인듯하다. 이와 함께관정 5점도수습되었는데관정으로추정한 1점은보존처리결과철제가위로확인
되었다. 이 철제가위는 길이가 7.2㎝정도로 굉장히 작은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가위의 형태 및 날을 모두 갖
추고있다.

(2) 유물

①백자접시(도면 24-1, 사진 20-⑪)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어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과 접지면에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저 원각
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빙렬이 있다. 굽 안쪽에“川”字로 보이는 묵서가 있으며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3.9㎝, 구경 15.4㎝, 저경 5.6㎝
②청동발(도면 24-2, 사진 20-②)
완형의청동제발이다. 전체적으로는잔존상태는좋으며진녹색의안정화된녹층으로덮여있으나, 외면의

일부분과내면의 60% 정도는연녹색의기포가일어나는표면부식층이존재한다. 기벽의두께는 1㎜내외로
1.7㎝의 굽이 있으며, 입술부분은 약간 더 두꺼운 편이다. 유물의 내외면에는 회전하여 손질한 흔적이 뚜렷
하고,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약간크다. 출토시내부에는목제품이확인되었는데이유물의뚜
껑 혹은 내부에 담았던 유기물로 추정하 으나 보존처리 결과 목제용기의 저부편으로 확인되었다.  구경
14.9㎝, 굽경 8.0㎝, 높이 8.5㎝, 무게 212g
③철제가위 (도면 24-3, 사진 20-③)
소형의 철제 가위로 刃部 말단부 일부와 손잡이 한쪽이 결실되었다. 날과 손잡이 연결부위에는 원두정을

박아결합하 다. 인부는가운데종방향으로약한능을세워단면이눈썹형을이루고있다. 손잡이단면은방
형이고, 손잡이끝부분은바깥쪽으로구부려접었다.  길이 7.2㎝, 무게 7g
④~⑦관정

⑧목제용기(도면 24-8, 사진 20-⑧)
목기로추정되는목제품용기의저부와굽일부만이확인되었다. 청동발의내부에서굽이아래쪽을향하여

출토되었다. 대부분이 부식되고 나무결로 보이는 용기의 바닥면과 높이 2.5㎝의 원형의 굽이 확인된다.  잔
존높이 3.9㎝, 굽경 10.1㎝, 굽높이 2.4㎝, 무게 11.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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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4-4 20-⑦ 9.5 0.7 0.5 10 머리부분결실, 단면직사각형

⑤ 24-5 20-④ 10.2 0.8 0.5 21 완형에가까움, 전체에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⑥ 24-6 20-⑤ 10.8 0.9 0.5 22
완형, 횡방향목질흔, 신부중앙이부식으로박락이심함, 
단면직사각형

⑦ 24-7 20-⑥ 12.5 0.9 0.5 18 완형, 머리부분은단면직사각형, 신부는단면정사각형을이룸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67

⑨청동숟가락(도면 24-9, 사진 20-⑨)
청동제숟가락으로완형이나술잎일부가결실되었다. 술잎끝에사용으로인한마모흔이약하다. 술잎단면은

바깥쪽끝부분이두껍다. 술대단면은각진반원형, 손잡이단면은일자형에가깝다. 손잡이끝부분은호형을이루
며사선으로마무리하 다.  길이26.3㎝, 두께0.1㎝, 술잎길이9.3㎝, 술잎폭3.4㎝, 술잎두께0.1㎝, 무게23g
⑩청동젓가락(도면 24-10, 사진 20-⑩)
청동제젓가락으로완형이다. 2개 1쌍을이룬다. 손잡이부분의단면은장방형, 반대쪽은방형에모서리의

각을 죽 다. 손잡이 끝부분은 부채꼴처럼 약간 넓어지며 사각뿔 모양으로 마무리 하 다.  길이 22.8㎝ /
22.7㎝, 폭 7㎝ / 7㎝, 무게 16g / 16g

13) 13호 묘

(1) 유구(도면 25, 사진 21)

조사지역북쪽경계면의서측사면하단부에위치하고있으며, 해발고도는 56m에해당한다. 남측으로 12m
정도 떨어져 12호 묘가 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는데토광묘내부에는최하층으로부
터적갈색사질점토와명갈색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59°-W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묘광규모는

장축 163㎝, 단축 35㎝, 깊이가 36㎝이다. 비교적 소형의 토광묘로 이차장 또는 유아장으로 추정된다. 북측
벽면이파손되어벽감과동일한형태를띠고있으나벽감은아니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4) 14호 묘

(1) 유구(도면 25, 사진 21)

조사지역서측사면급경사면에위치하고있으며, 해발고도는 60m에해당한다. 남측으로 10m정도떨어진
곳에 1호 구가 있고, 서측으로는 16m정도 떨어져 11호·16호 묘가 위치한다. 토광묘의 상부가삭평이되어
정확한층위는알수없으나, 하부층위는흑갈색점토와그주변으로적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어있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N-10°-W 이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고, 묘광규모는장축

198㎝, 단축64㎝, 깊이가40㎝이다. 삭평이심하여유구의잔존상태가좋지않으며,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5) 15호 묘

(1) 유구(도면 25, 사진 22)

조사지역서측사면하단부에위치하고있으며, 해발고도는 56m에해당한다. 동측으로 2m 정도떨어져있
는 곳에 11호 묘, 북쪽으로 2m정도 떨어져 16호 묘가 위치하고 있다. 토광묘의 상부와 유구의 일부가 삭평
이되어정확한층위는알수없으나, 하부 층위는양측면에흑갈색사질점토가보강토로퇴적되었으며, 그
상부에명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 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20°-E 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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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13호·14호·15호·16호 묘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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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갈색 사질점토
Ⅱ. 흑갈색 사질점토(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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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청동숟가락(도면 24-9, 사진 20-⑨)
청동제숟가락으로완형이나술잎일부가결실되었다. 술잎끝에사용으로인한마모흔이약하다. 술잎단면은

바깥쪽끝부분이두껍다. 술대단면은각진반원형, 손잡이단면은일자형에가깝다. 손잡이끝부분은호형을이루
며사선으로마무리하 다.  길이26.3㎝, 두께0.1㎝, 술잎길이9.3㎝, 술잎폭3.4㎝, 술잎두께0.1㎝, 무게23g
⑩청동젓가락(도면 24-10, 사진 20-⑩)
청동제젓가락으로완형이다. 2개 1쌍을이룬다. 손잡이부분의단면은장방형, 반대쪽은방형에모서리의

각을 죽 다. 손잡이 끝부분은 부채꼴처럼 약간 넓어지며 사각뿔 모양으로 마무리 하 다.  길이 22.8㎝ /
22.7㎝, 폭 7㎝ / 7㎝, 무게 16g / 16g

13) 13호 묘

(1) 유구(도면 25, 사진 21)

조사지역북쪽경계면의서측사면하단부에위치하고있으며, 해발고도는 56m에해당한다. 남측으로 12m
정도 떨어져 12호 묘가 위치하고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는데토광묘내부에는최하층으로부
터적갈색사질점토와명갈색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59°-W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묘광규모는

장축 163㎝, 단축 35㎝, 깊이가 36㎝이다. 비교적 소형의 토광묘로 이차장 또는 유아장으로 추정된다. 북측
벽면이파손되어벽감과동일한형태를띠고있으나벽감은아니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4) 14호 묘

(1) 유구(도면 25, 사진 21)

조사지역서측사면급경사면에위치하고있으며, 해발고도는 60m에해당한다. 남측으로 10m정도떨어진
곳에 1호 구가 있고, 서측으로는 16m정도 떨어져 11호·16호 묘가 위치한다. 토광묘의 상부가삭평이되어
정확한층위는알수없으나, 하부층위는흑갈색점토와그주변으로적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어있다.
유구방향은등고선과직교하고있으며, 장축방향은N-10°-W 이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고, 묘광규모는장축

198㎝, 단축64㎝, 깊이가40㎝이다. 삭평이심하여유구의잔존상태가좋지않으며,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5) 15호 묘

(1) 유구(도면 25, 사진 22)

조사지역서측사면하단부에위치하고있으며, 해발고도는 56m에해당한다. 동측으로 2m 정도떨어져있
는 곳에 11호 묘, 북쪽으로 2m정도 떨어져 16호 묘가 위치하고 있다. 토광묘의 상부와 유구의 일부가 삭평
이되어정확한층위는알수없으나, 하부 층위는양측면에흑갈색사질점토가보강토로퇴적되었으며, 그
상부에명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 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20°-E 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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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13호·14호·15호·16호 묘 평·단면도

Ⅰ. 명갈색 사질점토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Ⅰ. 흑갈색 점토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Ⅰ. 명갈색 사질점토
Ⅱ. 흑갈색 사질점토(보강토)

Ⅰ. 명황갈색 마사토, 석립 다량
포함

Ⅱ. 명적갈색 마사토 점성 약함,
소량의 석립 포함

Ⅲ. 황갈색 마사토

<13호>

<14호>

<15호>

<16호>



3. 구상 유구

1) 1호 구

(1) 유구(도면 27, 사진 24)

조사지역의 남측 구릉 중간부에 위치
하며 동서방향으로 조성되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60-61m에 해
당된다. 단면형태는 바닥이 넓은‘U’자
형을 보이고, 구상유구가 시작되는 곳
은 이장묘에 의해 삭토되었다. 층위양
상은 갈색사질점토위에 적갈색사질점토
가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
정형으로 바닥에 굴곡이 남아 있다. 유
구의 크기는 장축 1,044㎝, 단축 324
㎝, 최대깊이 20㎝이다. 유물은 출토되
지 않았다.

2) 2호 구

(1) 유구(도면 28, 사진 25)

조사지역의남측구릉하단부에위치하
며 동서방향으로 조성되었다. 유구가 위
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50-53m에 해당
된다. 단면형태는‘U’자형을 보이고, 두
개의 물길이 만나 하나로 흘러가는 모습
이다. 층위양상은 암갈색사질점토, 암갈
색사질토, 명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
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Y’자형에 가깝고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물이 고인자국이 남아 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1,100㎝, 단축 360㎝, 최대깊이 48㎝이다. 유물은 경질토기 동체부편 1점이 바닥면에서 출토
되었다.

(2) 유물

①동체부편(도면 28-1, 사진 25-③)
회청색경질의동체부편이다. 내면에는지두흔이있으며태토는정선된점토로되어있다.  두께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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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장축 72㎝, 단축 37㎝, 깊이가 32㎝이고, 목관 규모는 잔존장축 47㎝, 단축 15㎝, 깊이가 8㎝이다. 유
물은출토되지않았으며, 소형의토광묘로이차장또는유아장으로추정된다.

16) 16호 묘

(1) 유구(도면 25, 사진 22)

조사지역 서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고도는 53m에 해당한다. 남측으로 1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2호 구가 위치하고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토광묘 최하층에서는 황갈색마사
토가퇴적되었으며, 그 상부로명적갈색마사토-명황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N-53°-E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묘광규모는

장축 205㎝, 단축 75㎝, 깊이가 51㎝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7) 17호 묘

(1) 유구(도면 26, 사진 23)

조사지역내 서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해발고도는 58m에해당한다. 
동측으로 2m정도 거리에 11호 묘가, 남

측으로 2m 거리에 15호 묘가 위치한다. 풍
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최하층
에는 흑갈색 점토가 퇴적되었으며, 그 상부
에는 적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흑갈
색부식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

79°-E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규모
는장축 204㎝, 단축 75㎝, 깊이가 64㎝ 이
고, 목관규모는장축 195㎝, 단축 39㎝, 깊
이가 15㎝이다.
인골이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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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1호 구 평·단면도

Ⅰ. 적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사질점토

교
란

도면 26. 17호 묘 평·단면도

Ⅰ. 흑갈색 부식토
Ⅱ. 석회+명갈색 사질점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
Ⅳ. 명갈색 사질점토(보강토)



3. 구상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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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구(도면 27, 사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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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동서방향으로 조성되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60-61m에 해
당된다. 단면형태는 바닥이 넓은‘U’자
형을 보이고, 구상유구가 시작되는 곳
은 이장묘에 의해 삭토되었다. 층위양
상은 갈색사질점토위에 적갈색사질점토
가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
정형으로 바닥에 굴곡이 남아 있다. 유
구의 크기는 장축 1,044㎝, 단축 324
㎝, 최대깊이 20㎝이다. 유물은 출토되
지 않았다.

2) 2호 구

(1) 유구(도면 28, 사진 25)

조사지역의남측구릉하단부에위치하
며 동서방향으로 조성되었다. 유구가 위
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50-53m에 해당
된다. 단면형태는‘U’자형을 보이고, 두
개의 물길이 만나 하나로 흘러가는 모습
이다. 층위양상은 암갈색사질점토, 암갈
색사질토, 명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
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Y’자형에 가깝고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물이 고인자국이 남아 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1,100㎝, 단축 360㎝, 최대깊이 48㎝이다. 유물은 경질토기 동체부편 1점이 바닥면에서 출토
되었다.

(2) 유물

①동체부편(도면 28-1, 사진 25-③)
회청색경질의동체부편이다. 내면에는지두흔이있으며태토는정선된점토로되어있다.  두께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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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장축 72㎝, 단축 37㎝, 깊이가 32㎝이고, 목관 규모는 잔존장축 47㎝, 단축 15㎝, 깊이가 8㎝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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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구(도면 26, 사진 23)

조사지역내 서측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해발고도는 58m에해당한다. 
동측으로 2m정도 거리에 11호 묘가, 남

측으로 2m 거리에 15호 묘가 위치한다. 풍
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최하층
에는 흑갈색 점토가 퇴적되었으며, 그 상부
에는 적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흑갈
색부식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

79°-E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규모
는장축 204㎝, 단축 75㎝, 깊이가 6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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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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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1호 구 평·단면도

Ⅰ. 적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사질점토

교
란

도면 26. 17호 묘 평·단면도

Ⅰ. 흑갈색 부식토
Ⅱ. 석회+명갈색 사질점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
Ⅳ. 명갈색 사질점토(보강토)



다. 지표수습유물

1. 구연부(도면 29-1, 사진 26-①)
회청색 경질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며 속심은 암갈색이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26.9㎝, 현재높이 5.4㎝
2. 구연부(도면 29-2, 사진 26-②)
회백색연질의도기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섞인점토이며속심은회색이다. 외면에는승문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경부에 2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복원구경
27.4㎝, 현재높이 4.7㎝
3. 구연부(도면 29-3, 사진 26-③)
암회색경질도기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섞인점토이다. 외면에는회전물손질흔적이확인

된다.  복원구경 15.5㎝, 현재높이 3.5㎝
4. 구연부(도면 29-8, 사진 26-④)
회백색 연질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견부에는 격자타날문이 시문되

어있으며구연부에는 1줄의침선이돌아간다.  현재높이 4.0㎝
5. 저부(도면 29-9, 사진 26-⑤)
회백색 연질의 저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내저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

재높이 2.4㎝
6. 백자접시(도면 29-6, 사진 26-⑥)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

면에시유되었다. 내저면과굽접지면에태토비짐흔적이있으며빙열이확인된다. 외면에는물레흔이보이며
굽은죽절굽이다.  구경 16.2㎝, 저경 5.6㎝, 높이 4.6㎝
7. 백자접시(도면 29-7, 사진 26-⑦)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된 백자 접시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

색이며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내외면에물레흔이있으며내저면에 1줄의침선이돌아간다. 빙열이
확인되며굽은직립굽이다.  구경 14.9㎝, 저경 4.8㎝, 높이 3.0㎝
8. 백자접시(도면 29-12, 사진 26-⑧)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백자 접시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투명유약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었다.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각각 4곳의 태토비짐 흔적이 있으며 빙열이 확인되며 굽은 죽절굽이다.  구
경 13.6㎝, 저경 4.6㎝, 높이 3.8㎝
9. 백자접시(도면 29-14, 사진 26-⑨)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완형에 가까운 백자 접시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

은 회백색으로 굽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외면에 기포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굵은모래받침 흔적이 있으며 외면에는 물레흔이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다.
구경 12.2㎝, 저경 4.6㎝, 높이 4.1㎝
10. 백자발(도면 29-4, 사진 2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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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 구

(1) 유구(도면 28, 사진 25)

조사지역의 서측 독립구릉 말단부에 위치하며 남북방향으로 조성되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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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점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一’자형으로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물이 고인자국
이남아있다. 유구의크기는장축 1,240㎝, 단축 160㎝, 최대깊이 31㎝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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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표수습유물

1. 구연부(도면 29-1, 사진 26-①)
회청색 경질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며 속심은 암갈색이다. 내외면에는

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26.9㎝, 현재높이 5.4㎝
2. 구연부(도면 29-2, 사진 26-②)
회백색연질의도기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섞인점토이며속심은회색이다. 외면에는승문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경부에 2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복원구경
27.4㎝, 현재높이 4.7㎝
3. 구연부(도면 29-3, 사진 26-③)
암회색경질도기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섞인점토이다. 외면에는회전물손질흔적이확인

된다.  복원구경 15.5㎝, 현재높이 3.5㎝
4. 구연부(도면 29-8, 사진 26-④)
회백색 연질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견부에는 격자타날문이 시문되

어있으며구연부에는 1줄의침선이돌아간다.  현재높이 4.0㎝
5. 저부(도면 29-9, 사진 26-⑤)
회백색 연질의 저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내저면에는 지두흔이 확인된다.  현

재높이 2.4㎝
6. 백자접시(도면 29-6, 사진 26-⑥)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

면에시유되었다. 내저면과굽접지면에태토비짐흔적이있으며빙열이확인된다. 외면에는물레흔이보이며
굽은죽절굽이다.  구경 16.2㎝, 저경 5.6㎝, 높이 4.6㎝
7. 백자접시(도면 29-7, 사진 26-⑦)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된 백자 접시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

색이며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내외면에물레흔이있으며내저면에 1줄의침선이돌아간다. 빙열이
확인되며굽은직립굽이다.  구경 14.9㎝, 저경 4.8㎝, 높이 3.0㎝
8. 백자접시(도면 29-12, 사진 26-⑧)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백자 접시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투명유약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었다.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각각 4곳의 태토비짐 흔적이 있으며 빙열이 확인되며 굽은 죽절굽이다.  구
경 13.6㎝, 저경 4.6㎝, 높이 3.8㎝
9. 백자접시(도면 29-14, 사진 26-⑨)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완형에 가까운 백자 접시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

은 회백색으로 굽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외면에 기포흔적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소성상태는
불량하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굵은모래받침 흔적이 있으며 외면에는 물레흔이 확인된다. 굽은 안굽이다.
구경 12.2㎝, 저경 4.6㎝, 높이 4.1㎝
10. 백자발(도면 29-4, 사진 2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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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형의 백자 발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 다.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 흔적이 확인된다. 내저 원각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외면에는 물레흔이 확인
되며굽은직립굽이다.  구경 15.6㎝, 저경㎝, 높이 7.6㎝
11. 백자발(도면 29-5, 사진 27-②)
백자 발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청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 으나 내면과 외면의

발색이 차이가 난다. 내외면에는 물레흔이 확인되며 굽은 죽절굽이다.  복원구경 17.2㎝, 저경 4.6㎝, 높이
8.3㎝
12. 백자발(도면 29-10, 사진 27-③)
백자 발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내저면과동체하단부에각각 5곳의태토비짐흔적이있으며빙열이확인된
다. 내외면은물레흔이있으며굽은죽절굽이다.  구경 17.5㎝, 저경 4.8㎝, 높이 8.4㎝
13. 백자발(도면 29-11, 사진 27-④)
백자발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갈색으로전면에시유하 으며내저

면과 동체 하단부에 5곳의 태토비짐 흔적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물레흔과 빙열이 보이며 굽은 죽절굽이다.
복원구경 17.7㎝, 저경 5.5㎝, 높이 8.3㎝
14. 백자대접(도면 29-13, 사진 27-⑤)
백자대접으로태토는정선된점토이며유약은회백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되었다. 내외면에는물

레흔이 확인되며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 흔적이 보인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굽은죽절굽이다.  구경 12.5㎝, 저경 5.0㎝, 높이 6.2㎝
15. 암키와편(도면 30-1, 사진 27-⑥)
회청색 연질의 암키와 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시문되어있으며 지름

1.2㎝의 구멍을 뚫어 재가공하여 사용한 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길이 6.3㎝, 폭 5.9㎝,
두께 1.4㎝
16. 수키와편(도면 30-2, 사진 27-⑦)
회흑색 경질의 수키와 편이다. 태토는 굵은석립이 섞인 점토이다. 외면에는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측

면에와도흔이남아있다.  길이 8.0㎝, 폭 10.8㎝, 두께 2.0㎝
17. 수키와편(도면 30-3, 사진 27-⑧)
회백색연질의수키와편이다. 태토는세사립이섞인점토이다. 외면에는방격복합문이시문되어있다.  길

이 13.3㎝, 폭 7.4㎝, 두께 2.5㎝
18. 암키와편(도면 30-4, 사진 27-⑨)
회청색 연질의 암키와 편이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포목흔이확인된다.  길이 14.4㎝, 폭 7.3㎝, 두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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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형의 백자 발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 다.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 흔적이 확인된다. 내저 원각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외면에는 물레흔이 확인
되며굽은직립굽이다.  구경 15.6㎝, 저경㎝, 높이 7.6㎝
11. 백자발(도면 29-5, 사진 27-②)
백자 발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청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 으나 내면과 외면의

발색이 차이가 난다. 내외면에는 물레흔이 확인되며 굽은 죽절굽이다.  복원구경 17.2㎝, 저경 4.6㎝, 높이
8.3㎝
12. 백자발(도면 29-10, 사진 27-③)
백자 발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내저면과동체하단부에각각 5곳의태토비짐흔적이있으며빙열이확인된
다. 내외면은물레흔이있으며굽은죽절굽이다.  구경 17.5㎝, 저경 4.8㎝, 높이 8.4㎝
13. 백자발(도면 29-11, 사진 27-④)
백자발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갈색으로전면에시유하 으며내저

면과 동체 하단부에 5곳의 태토비짐 흔적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물레흔과 빙열이 보이며 굽은 죽절굽이다.
복원구경 17.7㎝, 저경 5.5㎝, 높이 8.3㎝
14. 백자대접(도면 29-13, 사진 27-⑤)
백자대접으로태토는정선된점토이며유약은회백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되었다. 내외면에는물

레흔이 확인되며 내저면과 굽 접지면에 태토비짐 흔적이 보인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굽은죽절굽이다.  구경 12.5㎝, 저경 5.0㎝, 높이 6.2㎝
15. 암키와편(도면 30-1, 사진 27-⑥)
회청색 연질의 암키와 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시문되어있으며 지름

1.2㎝의 구멍을 뚫어 재가공하여 사용한 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길이 6.3㎝, 폭 5.9㎝,
두께 1.4㎝
16. 수키와편(도면 30-2, 사진 27-⑦)
회흑색 경질의 수키와 편이다. 태토는 굵은석립이 섞인 점토이다. 외면에는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측

면에와도흔이남아있다.  길이 8.0㎝, 폭 10.8㎝, 두께 2.0㎝
17. 수키와편(도면 30-3, 사진 27-⑧)
회백색연질의수키와편이다. 태토는세사립이섞인점토이다. 외면에는방격복합문이시문되어있다.  길

이 13.3㎝, 폭 7.4㎝, 두께 2.5㎝
18. 암키와편(도면 30-4, 사진 27-⑨)
회청색 연질의 암키와 편이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포목흔이확인된다.  길이 14.4㎝, 폭 7.3㎝, 두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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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신라시대

1. 수혈 유구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32, 사진 30)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3m에 위치
하며, 북서쪽으로 8m 정도 떨어져 10호 묘가위치한다. 내부조사는지형의기울기에따라북-남방향으로유
구를 반분하여, 동쪽부터 조사를 진행하 다. 폭 20㎝, 깊이 20㎝의 탐색트렌치를 넣어 토층을 살피고 확장
하여 평면형태를 확인한 후, 바닥면까지 하강하 다. 유구 반을 바닥면까지 확인후 토층을 살펴 퇴적양상을
확인한후반대편도조사하여마무리하 다. 바닥에서 20㎝ 정도높이에북쪽벽면에근접하여편평한할석
1매가 확인되었는데 수혈의내부시설이라기보다는주변에서흘러들어간것으로 보인다. 바닥은 특별한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 는데 중앙부분이 가장자리에 비해 비교적 깊다. 토층의 퇴적양상은 암갈색사
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마사토-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평면형태는원형으로장축 226㎝, 단축 221㎝, 깊이114㎝이며단면형태는원통형에가깝다.
유물은유구의바닥면에서경질토기구연부편 1점과연질호구연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경질토기구연부편(도면 32-1, 사진 30-④)
회청색경질의토기구연부편으로태토는암갈색점토이다. 내외면에회전물손질흔적이일부보이며, 복원

구경정도를보아서는호로추정된다.  복원구경 10㎝, 잔존높이 3.2㎝, 두께 0.7㎝
②경질호구연부편(도면 32-2, 사진 30-⑤)
회백색 경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속심은 회청색이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되어있다. 견부에 2줄의

대가돌아가고내외면에회전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31㎝, 잔존높이 5.3㎝, 두께 0.8㎝

2) 2호 수혈

(1) 유구(도면 33, 사진 30)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해당하며, 22호 묘가 유
구의서쪽벽면을일부파괴하고조성되었다. 내부조사는지형의기울기에따라유구를반분하여조사하 다.
내부에특별한시설은확인되지않았으며, 바닥은생토면을그대로정지하여사용하 다. 토층의퇴적양상은
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의 순으
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평면형태는원형으로장축 130㎝, 단축 119㎝, 깊이 65㎝이며단면형태는원통형이다.
유물은유구의바닥, 북서쪽벽면에서연질토기동체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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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 조사지역 유구현황도(월송리)



가. 통일신라시대

1. 수혈 유구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32, 사진 30)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3m에 위치
하며, 북서쪽으로 8m 정도 떨어져 10호 묘가위치한다. 내부조사는지형의기울기에따라북-남방향으로유
구를 반분하여, 동쪽부터 조사를 진행하 다. 폭 20㎝, 깊이 20㎝의 탐색트렌치를 넣어 토층을 살피고 확장
하여 평면형태를 확인한 후, 바닥면까지 하강하 다. 유구 반을 바닥면까지 확인후 토층을 살펴 퇴적양상을
확인한후반대편도조사하여마무리하 다. 바닥에서 20㎝ 정도높이에북쪽벽면에근접하여편평한할석
1매가 확인되었는데 수혈의내부시설이라기보다는주변에서흘러들어간것으로 보인다. 바닥은 특별한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 는데 중앙부분이 가장자리에 비해 비교적 깊다. 토층의 퇴적양상은 암갈색사
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마사토-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평면형태는원형으로장축 226㎝, 단축 221㎝, 깊이114㎝이며단면형태는원통형에가깝다.
유물은유구의바닥면에서경질토기구연부편 1점과연질호구연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경질토기구연부편(도면 32-1, 사진 30-④)
회청색경질의토기구연부편으로태토는암갈색점토이다. 내외면에회전물손질흔적이일부보이며, 복원

구경정도를보아서는호로추정된다.  복원구경 10㎝, 잔존높이 3.2㎝, 두께 0.7㎝
②경질호구연부편(도면 32-2, 사진 30-⑤)
회백색 경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속심은 회청색이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되어있다. 견부에 2줄의

대가돌아가고내외면에회전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31㎝, 잔존높이 5.3㎝, 두께 0.8㎝

2) 2호 수혈

(1) 유구(도면 33, 사진 30)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해당하며, 22호 묘가 유
구의서쪽벽면을일부파괴하고조성되었다. 내부조사는지형의기울기에따라유구를반분하여조사하 다.
내부에특별한시설은확인되지않았으며, 바닥은생토면을그대로정지하여사용하 다. 토층의퇴적양상은
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 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의 순으
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평면형태는원형으로장축 130㎝, 단축 119㎝, 깊이 65㎝이며단면형태는원통형이다.
유물은유구의바닥, 북서쪽벽면에서연질토기동체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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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 조사지역 유구현황도(월송리)



(2) 유물

①경질토기동체부편(도면 33-1, 사진 30-⑨)
회백색경질토기동체부로태토에백색의세사립이포함되어있다. 일부만남아있어기종은확인할수없

다.  길이 12.8㎝, 너비 12.8㎝, 두께 0.6㎝

3) 3호 수혈

(1) 유구(도면 34, 사진 31)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해당하며, 2호, 6호 수혈
유구와 인접해 있다. 내부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유구를 반분하여 20㎝의 중앙둑을 남긴후 양쪽을 동
시에 하강 조사하 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정지하여 사용하
다. 토층의퇴적양상은명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128㎝, 단축 108㎝, 깊이 37㎝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에 가깝다. 유물

은 유구의 바닥면과 중간층에서 유구전체에 넓게 퍼져서 출토되었는데, 저장용기인 대형옹의 편들과 경질호
구연부편 2점과동체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7978

도면 33. 2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Ⅰ. 갈색 사질점토
Ⅱ.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명갈색 사질점토 포함
Ⅲ. 적갈색 사질점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Ⅴ. 명적갈색 사질점토
Ⅵ. 적갈색 사질점토
Ⅶ. 암갈색 사질점토
Ⅷ. 적갈색 사질점토

도면 32. 1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Ⅰ. 명갈색 마사토
Ⅱ. 갈색 마사토
Ⅲ. 암갈색 마사토, 소량의 갈색 사질점토 포함
Ⅳ. 갈색 사질점토, 점성약함
Ⅴ. 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적갈색 사질점토 포함
Ⅵ. 명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적갈색 사질점토 포함
Ⅶ. 암갈색 사질점토
Ⅷ. 암갈색 마사토



(2) 유물

①경질토기동체부편(도면 33-1, 사진 30-⑨)
회백색경질토기동체부로태토에백색의세사립이포함되어있다. 일부만남아있어기종은확인할수없

다.  길이 12.8㎝, 너비 12.8㎝, 두께 0.6㎝

3) 3호 수혈

(1) 유구(도면 34, 사진 31)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해당하며, 2호, 6호 수혈
유구와 인접해 있다. 내부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유구를 반분하여 20㎝의 중앙둑을 남긴후 양쪽을 동
시에 하강 조사하 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정지하여 사용하
다. 토층의퇴적양상은명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128㎝, 단축 108㎝, 깊이 37㎝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에 가깝다. 유물

은 유구의 바닥면과 중간층에서 유구전체에 넓게 퍼져서 출토되었는데, 저장용기인 대형옹의 편들과 경질호
구연부편 2점과동체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7978

도면 33. 2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Ⅰ. 갈색 사질점토
Ⅱ.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명갈색 사질점토 포함
Ⅲ. 적갈색 사질점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Ⅴ. 명적갈색 사질점토
Ⅵ. 적갈색 사질점토
Ⅶ. 암갈색 사질점토
Ⅷ. 적갈색 사질점토

도면 32. 1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Ⅰ. 명갈색 마사토
Ⅱ. 갈색 마사토
Ⅲ. 암갈색 마사토, 소량의 갈색 사질점토 포함
Ⅳ. 갈색 사질점토, 점성약함
Ⅴ. 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적갈색 사질점토 포함
Ⅵ. 명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적갈색 사질점토 포함
Ⅶ. 암갈색 사질점토
Ⅷ. 암갈색 마사토



8180

도면 35. 3호 수혈 출토유물

1

2

3
도면 34. 3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Ⅰ. 적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사질점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



8180

도면 35. 3호 수혈 출토유물

1

2

3
도면 34. 3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Ⅰ. 적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사질점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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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갈색 사질점토

도면 37. 5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유물

①경질호동체부편(도면 34-1, 사진 31-⑤)
회청색경질의호동체부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속심은암갈색이며내면에는지두압

흔이있고외면에는타날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길이 20.95㎝, 너비 16.1㎝, 두께 0.7㎝
②경질옹구연부편(도면 35-1, 사진 31-⑦)
회백색의 경질의 옹으로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 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

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회백색이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있으며 직립구연이다.  복원 구경 18㎝, 현
재높이 11.8㎝, 두께 0.6㎝
③경질호구연부(도면 35-2, 사진 31-⑥)
회청색 경질 호 구연부와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회청색이다. 내

면에물손질흔적이있으며구연은외반되어있다.  현재높이 23.4㎝, 두께 0.8㎝
④경질대옹구연부(도면 35-3, 사진 31-④)
회청색 경질 대옹의 구연부와 동체부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 다. 내외면에 물손질 흔적이

있으며전체적인소성상태는불량하다. 속심은회백색이며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경부와
견부의 내면에 접합흔이 있으며 접합흔을 따라 지두흔이 남아있다.  복원 구경 27㎝, 현재 높이 23.7㎝, 두
께 0.9~1.2㎝

4) 4호 수혈

(1) 유구(도면 36, 사진 32)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
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해
당하며, 5호 수혈유구와 인접해 있다. 내부
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유구를 반분
하여 조사하 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확
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 다. 바닥면은 수평을 이루지 않고
동-서 방향으로기울기가있다. 토층의퇴적
양상은 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흘러내리듯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141

㎝, 단축 118㎝, 깊이 36㎝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에가깝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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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갈색 사질점토

도면 37. 5호 수혈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유물

①경질호동체부편(도면 34-1, 사진 31-⑤)
회청색경질의호동체부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속심은암갈색이며내면에는지두압

흔이있고외면에는타날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길이 20.95㎝, 너비 16.1㎝, 두께 0.7㎝
②경질옹구연부편(도면 35-1, 사진 31-⑦)
회백색의 경질의 옹으로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 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

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회백색이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있으며 직립구연이다.  복원 구경 18㎝, 현
재높이 11.8㎝, 두께 0.6㎝
③경질호구연부(도면 35-2, 사진 31-⑥)
회청색 경질 호 구연부와 동체부편이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회청색이다. 내

면에물손질흔적이있으며구연은외반되어있다.  현재높이 23.4㎝, 두께 0.8㎝
④경질대옹구연부(도면 35-3, 사진 31-④)
회청색 경질 대옹의 구연부와 동체부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 다. 내외면에 물손질 흔적이

있으며전체적인소성상태는불량하다. 속심은회백색이며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경부와
견부의 내면에 접합흔이 있으며 접합흔을 따라 지두흔이 남아있다.  복원 구경 27㎝, 현재 높이 23.7㎝, 두
께 0.9~1.2㎝

4) 4호 수혈

(1) 유구(도면 36, 사진 32)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
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해
당하며, 5호 수혈유구와 인접해 있다. 내부
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유구를 반분
하여 조사하 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확
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 다. 바닥면은 수평을 이루지 않고
동-서 방향으로기울기가있다. 토층의퇴적
양상은 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흘러내리듯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141

㎝, 단축 118㎝, 깊이 36㎝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에가깝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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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호 수혈

(1) 유구(도면 37, 사진 32)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해당하며, 4호 수혈유구
와 인접해 있다. 제토시 유구선과 함께 유물이 확인되었다. 내부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유구를 반분하
여 조사하 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 다. 바닥면은 굴
곡이있다. 내부토는갈색사질점토의단일층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160㎝, 단축 120㎝, 깊이 25㎝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으로 보인다. 유

물은경질옹 1개체편이유구에넓게퍼져출토되었다.

(2) 유물

①경질대옹(도면 37-1, 사진 32-⑦)
회청색 경질의 대옹으로 완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형을 알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소성은 불량한 상태

이며 전체에 자연유가 묻어 있다. 태토는 적갈색의 점토와 백색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구연은 직립하다가 외
반하 으며저부는평저이고모래받침흔적이있다.  구경 19.2㎝, 높이 37㎝, 기벽 0.5~1.3㎝

6) 6호 수혈

(1) 유구(도면 38, 사진 33)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해당하며, 3호 수혈유구
와 7호 회곽묘가 인접해 있다. 내부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유구를 반분하여, 동쪽부터
조사를 진행하 다. 폭 20㎝, 깊이 20㎝의 탐색트렌치를 넣어 토층을 살피고 확장하여 평면형태를 확인한
후, 바닥면까지 하강하 다. 유구 반을 바닥면까지 확인후 토층을 살펴 퇴적양상을 확인한 후 반대편도 조사
하여마무리하 다.
내부 바닥면 동쪽으로 20~25㎝ 높이의 호형 단이 확인되는데, 쌓아 만든 단이 아니라 단을 제외한 바닥

면을 좀 더 깊이 판 것이다. 내부 토층의 퇴적양상은 갈색사질토가 바닥에서 100㎝ 가량 퇴적된 후 그 위로
적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231㎝, 단축 210㎝, 깊이 210㎝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유물은

출토되지않았다.

7) 7호 수혈

(1) 유구(도면 39, 사진 33)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3m에 해당하며, 주변에 인접유구는 없다.
내부조사는 동서방향으로 폭 20㎝ 의 둑을 남기고 양쪽을 동시에 조사하 다. 내부 토층의 퇴적양상은 전체
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의 퇴적의 양상을 보이는데, 명갈색마사토-명회갈색마사토-명적갈색사질점토-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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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적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사질점토
Ⅲ. 적갈색 사질점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적갈색 사질점토 포함
Ⅴ. 명적갈색 사질점토, 굵은 석립 포함
Ⅵ. 갈색 사질점토
Ⅶ. 명갈색 사질토
Ⅷ. 적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Ⅸ. 갈색 사질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5) 5호 수혈

(1) 유구(도면 37, 사진 32)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해당하며, 4호 수혈유구
와 인접해 있다. 제토시 유구선과 함께 유물이 확인되었다. 내부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유구를 반분하
여 조사하 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 다. 바닥면은 굴
곡이있다. 내부토는갈색사질점토의단일층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160㎝, 단축 120㎝, 깊이 25㎝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으로 보인다. 유

물은경질옹 1개체편이유구에넓게퍼져출토되었다.

(2) 유물

①경질대옹(도면 37-1, 사진 32-⑦)
회청색 경질의 대옹으로 완형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형을 알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소성은 불량한 상태

이며 전체에 자연유가 묻어 있다. 태토는 적갈색의 점토와 백색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구연은 직립하다가 외
반하 으며저부는평저이고모래받침흔적이있다.  구경 19.2㎝, 높이 37㎝, 기벽 0.5~1.3㎝

6) 6호 수혈

(1) 유구(도면 38, 사진 33)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해당하며, 3호 수혈유구
와 7호 회곽묘가 인접해 있다. 내부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남-북 방향으로 유구를 반분하여, 동쪽부터
조사를 진행하 다. 폭 20㎝, 깊이 20㎝의 탐색트렌치를 넣어 토층을 살피고 확장하여 평면형태를 확인한
후, 바닥면까지 하강하 다. 유구 반을 바닥면까지 확인후 토층을 살펴 퇴적양상을 확인한 후 반대편도 조사
하여마무리하 다.
내부 바닥면 동쪽으로 20~25㎝ 높이의 호형 단이 확인되는데, 쌓아 만든 단이 아니라 단을 제외한 바닥

면을 좀 더 깊이 판 것이다. 내부 토층의 퇴적양상은 갈색사질토가 바닥에서 100㎝ 가량 퇴적된 후 그 위로
적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장축 231㎝, 단축 210㎝, 깊이 210㎝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유물은

출토되지않았다.

7) 7호 수혈

(1) 유구(도면 39, 사진 33)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3m에 해당하며, 주변에 인접유구는 없다.
내부조사는 동서방향으로 폭 20㎝ 의 둑을 남기고 양쪽을 동시에 조사하 다. 내부 토층의 퇴적양상은 전체
적으로 동에서 서쪽으로의 퇴적의 양상을 보이는데, 명갈색마사토-명회갈색마사토-명적갈색사질점토-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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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적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사질점토
Ⅲ. 적갈색 사질점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적갈색 사질점토 포함
Ⅴ. 명적갈색 사질점토, 굵은 석립 포함
Ⅵ. 갈색 사질점토
Ⅶ. 명갈색 사질토
Ⅷ. 적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Ⅸ. 갈색 사질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②경질옹구연부편(도면 40-2, 사진 33-⑥)
회청색 경질의 옹으로 구연부와 동체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외면에

는 물레흔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과 지두압흔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 다.  구경 23.2㎝, 잔존높이
13.8㎝, 두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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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마사토-황갈색마사토-명황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상층과중간에서부터하층까지의
내부토는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는 마사토와 갈색의 사질점토가 혼합된 양상으로 퇴적된 반면 상부는 암갈색
의부식토가일부섞인마사토와암갈색점토가뒤섞여있다. 유물은중간부분과상층에서확인되었다.
유구의평면형태는모서리가둥근장방형에북서쪽에작은구가돌출된형태로장축방향은 N-36°-E이고,

장축 248㎝, 단축 154㎝, 깊이 68㎝이며단면형태는장방형과타원형의중간에해당한다. 유구의벽선은직
선에가깝게세웠다. 유물은유구의상층부에서옹편들이, 중간층에서경질호구연부편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옹편(도면 40-1, 사진 33-⑦)
적갈색 연질의 옹으로 동체부와 저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백색의 사립과 적갈색 점토이다. 저부는 원

저이며 검게 그을인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있으며 외면에는 박리현상이 보인다.  잔존높
이 26.6㎝, 두께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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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0. 7호 수혈 출토유물

1

2

도면 39. 7호 수혈 평·단면도

Ⅰ. 명황갈색 마사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Ⅱ. 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Ⅲ. 암황갈색 사질점토, 소입자
Ⅳ. 명회갈색 사질점토, 점성약함
Ⅴ. 명회갈색 사질토
Ⅵ. 명회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 포함

Ⅶ. 명적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Ⅷ. 명회갈색 마사토
Ⅸ. 명회갈색 사질점토
Ⅹ. 갈색 사질점토
ⅩⅠ. 명회갈색 마사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ⅩⅡ. 명갈색 마사토, 다량의 갈색사질점토 포함



②경질옹구연부편(도면 40-2, 사진 33-⑥)
회청색 경질의 옹으로 구연부와 동체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외면에

는 물레흔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과 지두압흔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 다.  구경 23.2㎝, 잔존높이
13.8㎝, 두께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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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마사토-황갈색마사토-명황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상층과중간에서부터하층까지의
내부토는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는 마사토와 갈색의 사질점토가 혼합된 양상으로 퇴적된 반면 상부는 암갈색
의부식토가일부섞인마사토와암갈색점토가뒤섞여있다. 유물은중간부분과상층에서확인되었다.
유구의평면형태는모서리가둥근장방형에북서쪽에작은구가돌출된형태로장축방향은 N-36°-E이고,

장축 248㎝, 단축 154㎝, 깊이 68㎝이며단면형태는장방형과타원형의중간에해당한다. 유구의벽선은직
선에가깝게세웠다. 유물은유구의상층부에서옹편들이, 중간층에서경질호구연부편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옹편(도면 40-1, 사진 33-⑦)
적갈색 연질의 옹으로 동체부와 저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백색의 사립과 적갈색 점토이다. 저부는 원

저이며 검게 그을인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있으며 외면에는 박리현상이 보인다.  잔존높
이 26.6㎝, 두께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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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0. 7호 수혈 출토유물

1

2

도면 39. 7호 수혈 평·단면도

Ⅰ. 명황갈색 마사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Ⅱ. 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Ⅲ. 암황갈색 사질점토, 소입자
Ⅳ. 명회갈색 사질점토, 점성약함
Ⅴ. 명회갈색 사질토
Ⅵ. 명회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 포함

Ⅶ. 명적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Ⅷ. 명회갈색 마사토
Ⅸ. 명회갈색 사질점토
Ⅹ. 갈색 사질점토
ⅩⅠ. 명회갈색 마사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ⅩⅡ. 명갈색 마사토, 다량의 갈색사질점토 포함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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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 9호 수혈 평·단면도

Ⅰ. 명회갈색 마사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Ⅱ. 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Ⅲ. 갈색 마사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8) 8호 수혈

(1) 유구(도면 41, 사진 34)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6m에 해당하
며, 북서쪽으로 4m 거리에 9호 수혈이 위치한다. 내부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동-서 방향으로 유구를
반분하여, 남쪽부터조사를진행하 다. 내부토층의퇴적양상은전체적으로평행을이루는데갈색마사토-암
갈색마사토-황갈색마사토-명황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평면형태는원형으로하단부가삭토되었다. 규모는지름 155㎝, 최대깊이 23㎝이며단면형태는원

통형으로추정된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9) 9호 수혈

(1) 유구(도면 42, 사진 34)

원형의 수혈유구로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6m에 해당하
며, 남동쪽으로 4m 거리에 8호 수혈이 위치한다. 내부조사는 지형의 기울기에 따라 동-서 방향으로 유구를
반분하여, 남쪽부터조사를진행하 다. 내부토층의퇴적양상은전체적으로평행을이루는데갈색마사토-암
갈색마사토-황갈색마사토-명황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장축 228㎝, 단축 224㎝, 깊이 100㎝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도면 41. 8호 수혈 평·단면도

Ⅰ. 명황갈색 마사토
Ⅱ. 황갈색 마사토
Ⅲ. 명갈색 마사토
Ⅳ. 암갈색 마사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Ⅴ. 갈색 마사토, 점성약함,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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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43, 사진 35·36)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동사면 하단부에 위치한 수혈주거지이다. 해발고도 66~67m에 해당하며, 26호,
27호, 28호 묘와인접해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81°-W로 동-서방향으로 지형의 흐름에 따라 등고선과

평행한다. 규모는 길이 420㎝, 너비 243㎝, 최대깊이 63㎝ 이다. 풍화암반생토층을 굴토하여 만들었으며,
벽면은 대체로 수직에 가깝게 처리하 다. 바닥은 풍화암반생토층을 그대로 정지하여 만들었으며 전체적으
로편평하나 2단으로나뉘어있다.
1호 주거지의 내부토는 Ⅰ층-명갈색마사토, Ⅱ층-갈색사질점토, Ⅲ층-암갈색마사토, Ⅳ층-갈색마사토, Ⅴ

층-암갈색사질점토등크게 5개층으로구분되는데, 역순으로퇴적되어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공이 주거지의 동벽에 1개, 서벽에 1개 그리고 유구 중심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1

개 등 총 3개가 확인되었으며, 그 규모는 각각 60×35×25㎝, 35×25×15㎝, 60×45×10㎝이다. 서벽과
유구중심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주공은 깊이가 깊으나 동벽에 위치한 주공은 깊이가 비교적 얕다. 이외에 북
벽의중앙부에좌우로각 1개씩의노지가확인되었다. 북벽의중앙에서약간동쪽으로치우친노지는별다른
시설이 남아 있지 않고 다만 바닥과 벽 일부가 피열되어 붉은 색을 띠는 반면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노지는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주거지 벽선에서 약 20㎝ 가량 바깥쪽으로 튀어 나오게 연도를 만들었으며, 바닥에는
양쪽으로 2매의할석을세우고그위로편평한할석 1매를얹었다. 뒤쪽으로는연기가빠지도록완형의암키
와 1매를 세우고 위쪽으로 연기구멍을 대신해 수키와편 1매를 얹은 것으로 보인다. 수키와편은 무너져 앞쪽
으로흘러내려출토되었다.
주공과 노지의 위치 및 형태로 보아 2기의 주거지가 중복 내지는 증·개축을 상정할 수 있는데 토층의 퇴

적양상과비교하여볼때, 동시기의개축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먼저동측의노지를사용한주거지가사
용되다 서측의 노지를 사용하는 주거지로의 개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닥의 단 차이가 동측이 서측에
비해 20㎝정도높은것도이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유물은연질호구연부편 2점, 경질도기동체부편 3점, 저부편 2점, 파수부편 1점, 연질도기파수부편 1점,

백자구연부편 1점, 저부편 5점, 인화분청접시 1점, 분청대접편 1점 등 17점의 도·자기류와 수키와편 2점,
암키와편 6점, 완형의 암키와 1점 등 9점의 와편 그리고 도지미 4점 등 총 30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되었
다. 출토된유물의수량및기종으로볼때주거지내에서일반적으로출토되지않는도지미가출토된점과노
지의 배연시설에 맞도록 암키와를‘V’자형태로 성형하여 제작한 점으로 볼 때 여기에 살던 사람이 기와 및
도·토기생산과관련된작업을하던사람이었을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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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 1호 주거지 평·단면도

Ⅰ. 명갈색 마사토
Ⅱ. 갈색 사질점토, 굵은 석립 포함
Ⅲ. 암갈색 마사토
Ⅳ. 갈색 마사토
Ⅴ. 암갈색 사질점토
Ⅵ. 명암갈색 사질토
Ⅶ. 암갈색 사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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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중앙부에좌우로각 1개씩의노지가확인되었다. 북벽의중앙에서약간동쪽으로치우친노지는별다른
시설이 남아 있지 않고 다만 바닥과 벽 일부가 피열되어 붉은 색을 띠는 반면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노지는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주거지 벽선에서 약 20㎝ 가량 바깥쪽으로 튀어 나오게 연도를 만들었으며, 바닥에는
양쪽으로 2매의할석을세우고그위로편평한할석 1매를얹었다. 뒤쪽으로는연기가빠지도록완형의암키
와 1매를 세우고 위쪽으로 연기구멍을 대신해 수키와편 1매를 얹은 것으로 보인다. 수키와편은 무너져 앞쪽
으로흘러내려출토되었다.
주공과 노지의 위치 및 형태로 보아 2기의 주거지가 중복 내지는 증·개축을 상정할 수 있는데 토층의 퇴

적양상과비교하여볼때, 동시기의개축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먼저동측의노지를사용한주거지가사
용되다 서측의 노지를 사용하는 주거지로의 개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닥의 단 차이가 동측이 서측에
비해 20㎝정도높은것도이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유물은연질호구연부편 2점, 경질도기동체부편 3점, 저부편 2점, 파수부편 1점, 연질도기파수부편 1점,

백자구연부편 1점, 저부편 5점, 인화분청접시 1점, 분청대접편 1점 등 17점의 도·자기류와 수키와편 2점,
암키와편 6점, 완형의 암키와 1점 등 9점의 와편 그리고 도지미 4점 등 총 30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되었
다. 출토된유물의수량및기종으로볼때주거지내에서일반적으로출토되지않는도지미가출토된점과노
지의 배연시설에 맞도록 암키와를‘V’자형태로 성형하여 제작한 점으로 볼 때 여기에 살던 사람이 기와 및
도·토기생산과관련된작업을하던사람이었을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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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분청사기대접편(도면 44-1, 사진 37-⑫)
분청사기 대접편으로 잔존상태는 불량하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유약은 담녹색으로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면에는 백상감기법으로 원형의 문양을 만들어냈다. 내저면에는 태토
비짐받침흔적이있으며접지면에는모래받침흔적이있다. 굽은 직립굽이다.  높이 8.0㎝, 구경 17㎝, 저경
4.5㎝
②인화분청접시(도면 44-2, 사진 37-⑬)
분청사기접시로태토는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황백색이며저부를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내저면에

는 인장기법으로 점열문이 시문되어있으며 외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내저면에 3곳에 태토비짐 받침 탈
락흔적이있으며굽은죽절굽이다.  높이 3.5㎝, 구경 7.1㎝, 저경 4.8㎝
③백자저부편(도면 44-3, 사진 37-⑪)
자기 저부편이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초벌만 하여 유약은 없으며 내외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굽은 직

립굽이다.  현재높이 4.5㎝, 복원저경 2.7㎝, 구경 5.4㎝
④백자저부편(도면 44-4, 사진 37-⑩)
자기저부편이며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회백색이며내저면에서만확인된다. 굽

은죽절굽이다.  잔존높이 2.5㎝, 저경 5.2㎝
⑤백자접시저부편(도면 44-5, 사진 37-⑨)
백자접시저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황색으로굽접지면을제

외한 전면에 시유되어 있다. 내저면에는 물레흔이 있으며 굽접지면에는 태토비짐 받침 탈락 흔적이 보이며
굽은죽절굽이다.  현재높이 2.4㎝, 저경 4㎝
⑥백자저부편(도면 44-6, 사진 37-⑦)
백자접시저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황색으로굽접지면을제

외한전면에시유되어있으나내면은박리되어있다. 내외면에는물레흔이있으며내저면에모래받침흔적이
있다. 굽은죽절굽이다.  현재높이 3.5㎝, 저경 4.5㎝
⑦백자구연부편(도면 44-7, 사진 37-⑥)
자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청색이며 내외면에는 물레흔

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3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빙열이 있으며 기종은 구경으로 보아 잔으로 추정된다.  현재
높이 3.1㎝, 추정구경 10.6㎝
⑧백자저부편(도면 44-8, 사진 37-⑧)
백자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황색으로 굽 접

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내저면에는 태도비짐 받침 흔적이 확인되
며 굽은 죽절굽이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급격히 올라가는 정황을 봤을 때 발로 추정된다.  현재 높이 6.4㎝,
저경 6.3㎝
⑨도지미(도면 44-9, 사진 38-⑮)
원주형의 도지미이다. 입자가 거친 점토와 굵은 모래를 섞어 만들어서 기공이 많다. 외면은 대부분 흑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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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분청사기대접편(도면 44-1, 사진 37-⑫)
분청사기 대접편으로 잔존상태는 불량하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유약은 담녹색으로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내면에는 백상감기법으로 원형의 문양을 만들어냈다. 내저면에는 태토
비짐받침흔적이있으며접지면에는모래받침흔적이있다. 굽은 직립굽이다.  높이 8.0㎝, 구경 17㎝, 저경
4.5㎝
②인화분청접시(도면 44-2, 사진 37-⑬)
분청사기접시로태토는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황백색이며저부를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내저면에

는 인장기법으로 점열문이 시문되어있으며 외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내저면에 3곳에 태토비짐 받침 탈
락흔적이있으며굽은죽절굽이다.  높이 3.5㎝, 구경 7.1㎝, 저경 4.8㎝
③백자저부편(도면 44-3, 사진 37-⑪)
자기 저부편이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초벌만 하여 유약은 없으며 내외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굽은 직

립굽이다.  현재높이 4.5㎝, 복원저경 2.7㎝, 구경 5.4㎝
④백자저부편(도면 44-4, 사진 37-⑩)
자기저부편이며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회백색이며내저면에서만확인된다. 굽

은죽절굽이다.  잔존높이 2.5㎝, 저경 5.2㎝
⑤백자접시저부편(도면 44-5, 사진 37-⑨)
백자접시저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황색으로굽접지면을제

외한 전면에 시유되어 있다. 내저면에는 물레흔이 있으며 굽접지면에는 태토비짐 받침 탈락 흔적이 보이며
굽은죽절굽이다.  현재높이 2.4㎝, 저경 4㎝
⑥백자저부편(도면 44-6, 사진 37-⑦)
백자접시저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황색으로굽접지면을제

외한전면에시유되어있으나내면은박리되어있다. 내외면에는물레흔이있으며내저면에모래받침흔적이
있다. 굽은죽절굽이다.  현재높이 3.5㎝, 저경 4.5㎝
⑦백자구연부편(도면 44-7, 사진 37-⑥)
자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청색이며 내외면에는 물레흔

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3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빙열이 있으며 기종은 구경으로 보아 잔으로 추정된다.  현재
높이 3.1㎝, 추정구경 10.6㎝
⑧백자저부편(도면 44-8, 사진 37-⑧)
백자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황색으로 굽 접

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으며 내외면에 물레흔이 확인된다. 내저면에는 태도비짐 받침 흔적이 확인되
며 굽은 죽절굽이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급격히 올라가는 정황을 봤을 때 발로 추정된다.  현재 높이 6.4㎝,
저경 6.3㎝
⑨도지미(도면 44-9, 사진 38-⑮)
원주형의 도지미이다. 입자가 거친 점토와 굵은 모래를 섞어 만들어서 기공이 많다. 외면은 대부분 흑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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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지만붉은색을띄는부분도있으며지두압흔이확인된다.  높이 15.5㎝, 지름 9.6㎝
⑩도지미(도면 44-10, 사진 38-⒃)
원주형의 도지미이다. 입자가 거친 점토와 굵은 모래를 섞어 만들었으며 일부 균열되어 결실된 부분이 있

다. 외면은대부분흑갈색조이고기공이있으며붉은색을띄는부분도있다.  높이 15.1㎝, 지름 9.0㎝
⑪도지미(도면 44-11, 사진 38-⑭)
원주형의 도지미이다. 입자가 거친 점토로 빚어 만들어서굵은모래와기타잡물로인해기공이많고균열

이 있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흑갈색조의 외면은 불에 익어서 단단하지만 불에 잘 닿지 않은 부분은 덜 익어
붉은기가돈다.  높이 14.7㎝, 지름 8.5㎝
⑫도지미(도면 44-12, 사진 38-⒔)
원주형의 도지미이다. 입자가 거친 점토와 굵은 모래를 섞어 만들었으며 기공이 많다. 외면은 대부분 갈색

조이지만붉은색을띄는부분도있다.  높이 12.7㎝, 지름 9.4㎝
⑬연질호구연부(도면 45-1, 사진 37-①)
회백색연질호구연부와동체부로서도면복원하 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섞인점토이고속심은갈색

이다. 내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있으며외면에는 2줄의 침선이있고격자타날흔이있다.  복원구경 16.5㎝,
잔존높이 14.8㎝, 두께 0.6㎝
⑭연질호구연부편(도면 45-2, 사진 37-②)
적갈색 연질의 호 구연부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구연은 직립하 으며 외면에는 격자타

날흔이있으며내외면에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16.4㎝, 잔존높이 2.5㎝, 두께 0.7㎝
⑮경질도기동체부편(도면 45-3, 사진 38-⑪)
회흑색경질도기동체부로파수부일부분이남아있다. 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내외면에물손질

흔적이있다.  길이 11.1㎝, 너비 10.6㎝, 두께 0.6㎝
⒃경질도기동체부편(도면 45-4, 사진 38-⑩)
회청색 경질도기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갈색이다. 내외면에 물손질 흔적

이있다.  길이 8.9㎝, 너비 11.7㎝, 두께 0.6㎝
⒔경질도기파수부편(도면 45-5, 사진 37-③)
회청색경질의도기파수부편으로태토는세사립이섞인점토이며속심은갈색이다. 지두압흔이확인된다.

길이 2.6㎝, 너비 5.7㎝, 두께 1㎝
⒕연질도기파수부편(도면 45-6, 사진 37-⑤)
회백색의연질도기동체부편으로파수도확인된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외면에는한

줄의 침선이 돌아가고 격자타날흔이 보이며 파수부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7㎝, 파수너비 2.9
㎝, 파수두께 0.9㎝
⒖경질도기동체부편(도면 45-7, 사진 37-④)
회백색 경질도기로 파수부가 포함된 동체부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외면에는 격자타날흔

이일부관찰된다. 내면과파수부에는지두압흔이있다.  잔존높이 11.3㎝, 두께 0.8㎝, 파수너비 2.5㎝
⒗경질도기저부편(도면 45-8, 사진 38-⑬)
회청색 경질도기 저부편으로 저부에서 동체부로 올라가면서 밖으로 많이 외반되는 것을 보아서는 호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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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지만붉은색을띄는부분도있으며지두압흔이확인된다.  높이 15.5㎝, 지름 9.6㎝
⑩도지미(도면 44-10, 사진 38-⒃)
원주형의 도지미이다. 입자가 거친 점토와 굵은 모래를 섞어 만들었으며 일부 균열되어 결실된 부분이 있

다. 외면은대부분흑갈색조이고기공이있으며붉은색을띄는부분도있다.  높이 15.1㎝, 지름 9.0㎝
⑪도지미(도면 44-11, 사진 38-⑭)
원주형의 도지미이다. 입자가 거친 점토로 빚어 만들어서굵은 모래와기타잡물로인해기공이많고균열

이 있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흑갈색조의 외면은 불에 익어서 단단하지만 불에 잘 닿지 않은 부분은 덜 익어
붉은기가돈다.  높이 14.7㎝, 지름 8.5㎝
⑫도지미(도면 44-12, 사진 38-⒔)
원주형의 도지미이다. 입자가 거친 점토와 굵은 모래를 섞어 만들었으며 기공이 많다. 외면은 대부분 갈색

조이지만붉은색을띄는부분도있다.  높이 12.7㎝, 지름 9.4㎝
⑬연질호구연부(도면 45-1, 사진 37-①)
회백색연질호구연부와동체부로서도면복원하 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섞인점토이고속심은갈색

이다. 내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있으며외면에는 2줄의 침선이있고격자타날흔이있다.  복원구경 16.5㎝,
잔존높이 14.8㎝, 두께 0.6㎝
⑭연질호구연부편(도면 45-2, 사진 37-②)
적갈색 연질의 호 구연부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구연은 직립하 으며 외면에는 격자타

날흔이있으며내외면에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16.4㎝, 잔존높이 2.5㎝, 두께 0.7㎝
⑮경질도기동체부편(도면 45-3, 사진 38-⑪)
회흑색경질도기동체부로파수부일부분이남아있다. 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내외면에물손질

흔적이있다.  길이 11.1㎝, 너비 10.6㎝, 두께 0.6㎝
⒃경질도기동체부편(도면 45-4, 사진 38-⑩)
회청색 경질도기 동체부편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갈색이다. 내외면에 물손질 흔적

이있다.  길이 8.9㎝, 너비 11.7㎝, 두께 0.6㎝
⒔경질도기파수부편(도면 45-5, 사진 37-③)
회청색경질의도기파수부편으로태토는세사립이섞인점토이며속심은갈색이다. 지두압흔이확인된다.

길이 2.6㎝, 너비 5.7㎝, 두께 1㎝
⒕연질도기파수부편(도면 45-6, 사진 37-⑤)
회백색의연질도기동체부편으로파수도확인된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외면에는한

줄의 침선이 돌아가고 격자타날흔이 보이며 파수부에는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잔존높이 7㎝, 파수너비 2.9
㎝, 파수두께 0.9㎝
⒖경질도기동체부편(도면 45-7, 사진 37-④)
회백색 경질도기로 파수부가 포함된 동체부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외면에는 격자타날흔

이일부관찰된다. 내면과파수부에는지두압흔이있다.  잔존높이 11.3㎝, 두께 0.8㎝, 파수너비 2.5㎝
⒗경질도기저부편(도면 45-8, 사진 38-⑬)
회청색 경질도기 저부편으로 저부에서 동체부로 올라가면서 밖으로 많이 외반되는 것을 보아서는 호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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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많다. 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속심은회백색이다. 내외면에물손질흔적이있다.  길이 7.1
㎝, 너비 18.3㎝, 두께 0.8㎝
(21)경질도기저부편(도면 45-9, 사진 38-⑫)
회백색의 경질 도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내외면에 물손질 흔적이 있다. 평저이

며저부와동체부의접합흔이확인된다.  길이 5.3㎝, 너비 20.3㎝, 두께 1.1㎝
(22)수키와편(도면 46-1, 사진 38-⑥)
회청색 연질의 기와편이다. 유단식 수키와로 외면에는 세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양측면에는 와도흔이 확

인된다. 주거지 노지에 암키와 위쪽으로 연결되어 그 상부에 놓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쪽면은 그을음이
많이 붙어있는데 노지의 연통으로 사용되어 연기의 그을음이 많이 융착된 것으로 보인다.  길이 21.6㎝, 너
비 18㎝, 두께 3.2㎝
(23)암키와편(도면 46-2, 사진 38-⑤)
회청색 경질 기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

면에는포목흔이확인되며측면에와도흔이있다.  길이 17.6㎝, 너비 10.2㎝, 두께 1.6㎝
(24)암키와편(도면 46-3, 사진 38-③)
황갈색 연질 기와편이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흑갈색이다. 외면은 불완전 소

성되어검은색조를띠고사선문이확인된다. 내면에는포목흔이확인되며측면에와도흔이있다.  길이 23.3
㎝, 너비 15,8㎝, 두께 2.8㎝
(25)암키와편 (도면 46-4, 사진 38-②)
회청색 경질 기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시문되어있으며 제

작시기와를잡은손가락모양의지두압흔이확인된다. 내면에는포목흔과접합흔적이보이며양측면에는와
도흔이있다.  길이 21.5㎝, 너비 27.8㎝, 두께 1.8㎝
(26)암키와편(도면 47-1, 사진 38-⑨)
회청색연질기와편으로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외면에는사선복

합문이확인된다. 측면에는와도흔이있다.  길이 3.8㎝, 너비 6.6㎝, 두께 1.8㎝
(27)암키와편(도면 47-2, 사진 38-⑦)
회청색경질기와편으로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조직이치 하지

못해외면에균열이있다. 내면에포목흔이있다.  길이 9.4㎝, 너비 10㎝, 두께2㎝
(28)수키와편(도면 47-3, 사진 38-⑧)
회청색연질기와편으로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외면에는사선문

이확인된다. 내면에는포목흔이일부분에서확인된다.  길이 7.9㎝, 너비 8㎝, 두께 1.7㎝
(29)암키와편(도면 47-4, 사진 38-④)
회백색경질기와편으로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외면에는문양을

확인할수없다.  길이 8㎝, 너비 6㎝, 두께 1.9㎝
(30)암키와(도면 47-5, 사진 38-①)
완형의회청색경질기와로소성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외면에는사선

문이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포목흔이있으며검게그을려있다. 양측면과후면에는와도흔이있다. 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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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많다. 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속심은회백색이다. 내외면에물손질흔적이있다.  길이 7.1
㎝, 너비 18.3㎝, 두께 0.8㎝
(21)경질도기저부편(도면 45-9, 사진 38-⑫)
회백색의 경질 도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내외면에 물손질 흔적이 있다. 평저이

며저부와동체부의접합흔이확인된다.  길이 5.3㎝, 너비 20.3㎝, 두께 1.1㎝
(22)수키와편(도면 46-1, 사진 38-⑥)
회청색 연질의 기와편이다. 유단식 수키와로 외면에는 세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양측면에는 와도흔이 확

인된다. 주거지 노지에 암키와 위쪽으로 연결되어 그 상부에 놓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쪽면은 그을음이
많이 붙어있는데 노지의 연통으로 사용되어 연기의 그을음이 많이 융착된 것으로 보인다.  길이 21.6㎝, 너
비 18㎝, 두께 3.2㎝
(23)암키와편(도면 46-2, 사진 38-⑤)
회청색 경질 기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

면에는포목흔이확인되며측면에와도흔이있다.  길이 17.6㎝, 너비 10.2㎝, 두께 1.6㎝
(24)암키와편(도면 46-3, 사진 38-③)
황갈색 연질 기와편이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속심은 흑갈색이다. 외면은 불완전 소

성되어검은색조를띠고사선문이확인된다. 내면에는포목흔이확인되며측면에와도흔이있다.  길이 23.3
㎝, 너비 15,8㎝, 두께 2.8㎝
(25)암키와편 (도면 46-4, 사진 38-②)
회청색 경질 기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시문되어있으며 제

작시기와를잡은손가락모양의지두압흔이확인된다. 내면에는포목흔과접합흔적이보이며양측면에는와
도흔이있다.  길이 21.5㎝, 너비 27.8㎝, 두께 1.8㎝
(26)암키와편(도면 47-1, 사진 38-⑨)
회청색연질기와편으로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외면에는사선복

합문이확인된다. 측면에는와도흔이있다.  길이 3.8㎝, 너비 6.6㎝, 두께 1.8㎝
(27)암키와편(도면 47-2, 사진 38-⑦)
회청색경질기와편으로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조직이치 하지

못해외면에균열이있다. 내면에포목흔이있다.  길이 9.4㎝, 너비 10㎝, 두께2㎝
(28)수키와편(도면 47-3, 사진 38-⑧)
회청색연질기와편으로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외면에는사선문

이확인된다. 내면에는포목흔이일부분에서확인된다.  길이 7.9㎝, 너비 8㎝, 두께 1.7㎝
(29)암키와편(도면 47-4, 사진 38-④)
회백색경질기와편으로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외면에는문양을

확인할수없다.  길이 8㎝, 너비 6㎝, 두께 1.9㎝
(30)암키와(도면 47-5, 사진 38-①)
완형의회청색경질기와로소성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외면에는사선

문이시문되어있다. 내면에는포목흔이있으며검게그을려있다. 양측면과후면에는와도흔이있다. 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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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에는 제작자가 기와를 손으로 잡은 흔적이 보이는데 다섯손가락의 지문에 해당하는 손가락 모양이 남아
있다. 일반적인 암키와의 형태가 아닌 상단부를‘V’자형으로 꺽었다. 주거지 서측 노지의 할석위에 올려진
상태로출토되었다. 이 위에 수키와가올려져있다. 형태와 그을린흔적, 출토 양상을보면연통역할을하기
위해특수제작한듯하다.  길이 36.4㎝, 너비 20.4~26.7㎝, 두께 1.7㎝

2. 토광묘

1) 1호 묘

(1) 유구(도면 48, 사진 39)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치하며, 2호, 5호, 7호,
32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 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회백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특히가장상층에채워진회백색마사토는주변의토질
과전혀다른색을띠고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22°-E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231㎝, 너비 103㎝, 깊이 158㎝이며, 잔존목관의규모는길이 191㎝, 너비 49㎝,

깊이 23㎝이다. 감실(57×34×20㎝)이피장자의왼쪽(동쪽)에설치되었다.
유물은 감실에서 백자병 1점, 백자접시 1점, 백자발 1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유물

①백자병(도면 48-1, 사진 39-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백자 병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

은 담청색이며 전면에 고루 시유되어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접지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빙렬은구연부에만있으며굽은직립굽이다.  높이 12.4㎝, 구경 4.4㎝, 저경 5.2㎝
②백자발(도면 48-2, 사진 39-⑧)
완형의 백자 발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황색이며 전면에 고루 시유되어있다. 내외면에 희미

하게 물레흔이 있으며 빙열이 있다. 접지면에 모래받침 흔적이 있으며 구연부는 외반 되어있다. 내저원각이
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직립굽이다.  높이 9.1㎝, 구경 17.2㎝, 저경 6.6㎝
③백자접시(도면 48-3, 사진 39-⑦)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어있다. 내외면에물레흔이있으며굽안쪽에는묵서가있으나정확한 자를알수는없다. 내저면과접
지면에각각 4곳에태토비짐흔적이있으며내저원각은없다.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4㎝, 구경 14.2㎝, 저
경 4.8㎝
④청동숟가락(도면 48-4, 사진 39-⑥)
청동제 숟가락으로 완형이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쪽 끝부분이 두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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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1호 주거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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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에는 제작자가 기와를 손으로 잡은 흔적이 보이는데 다섯손가락의 지문에 해당하는 손가락 모양이 남아
있다. 일반적인 암키와의 형태가 아닌 상단부를‘V’자형으로 꺽었다. 주거지 서측 노지의 할석위에 올려진
상태로출토되었다. 이 위에 수키와가올려져있다. 형태와 그을린흔적, 출토 양상을보면연통역할을하기
위해특수제작한듯하다.  길이 36.4㎝, 너비 20.4~26.7㎝, 두께 1.7㎝

2. 토광묘

1) 1호 묘

(1) 유구(도면 48, 사진 39)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치하며, 2호, 5호, 7호,
32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 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회백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특히가장상층에채워진회백색마사토는주변의토질
과전혀다른색을띠고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22°-E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231㎝, 너비 103㎝, 깊이 158㎝이며, 잔존목관의규모는길이 191㎝, 너비 49㎝,

깊이 23㎝이다. 감실(57×34×20㎝)이피장자의왼쪽(동쪽)에설치되었다.
유물은 감실에서 백자병 1점, 백자접시 1점, 백자발 1점,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유물

①백자병(도면 48-1, 사진 39-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백자 병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

은 담청색이며 전면에 고루 시유되어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접지면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빙렬은구연부에만있으며굽은직립굽이다.  높이 12.4㎝, 구경 4.4㎝, 저경 5.2㎝
②백자발(도면 48-2, 사진 39-⑧)
완형의 백자 발로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황색이며 전면에 고루 시유되어있다. 내외면에 희미

하게 물레흔이 있으며 빙열이 있다. 접지면에 모래받침 흔적이 있으며 구연부는 외반 되어있다. 내저원각이
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굽은직립굽이다.  높이 9.1㎝, 구경 17.2㎝, 저경 6.6㎝
③백자접시(도면 48-3, 사진 39-⑦)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되어있다. 내외면에물레흔이있으며굽안쪽에는묵서가있으나정확한 자를알수는없다. 내저면과접
지면에각각 4곳에태토비짐흔적이있으며내저원각은없다.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4㎝, 구경 14.2㎝, 저
경 4.8㎝
④청동숟가락(도면 48-4, 사진 39-⑥)
청동제 숟가락으로 완형이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쪽 끝부분이 두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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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술대 단면은 장방형에 가깝고, 손잡이 말단부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 뱀머리모양으로
넓혔다 오므린후‘S’자형으로 감아올려 끝부분을 육각형으로 두툼하게 마무리 하 다.  길이 24.2㎝, 두께
0.2㎝, 술잎길이 9.8㎝, 술잎폭 3.6㎝, 술잎두께 0.1㎝, 무게 23g

2) 2호 묘

(1) 유구(도면 49, 사진 40)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치하며, 1호, 3호, 32
호, 33호 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
명갈색 사질점토-회백색 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특히 가장 상층에 채워진 회백색 사질점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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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2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회갈색 사질점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Ⅱ. 명갈색 사질점토
Ⅲ. 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Ⅳ. 암갈색 사질점토
Ⅴ. 암갈색 사질점토(보강토)

1

2도면 48. 1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황갈색 마사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Ⅱ. 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Ⅲ. 명적갈색 사질점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점성강함
Ⅴ. 암갈색 사질점토(보강토)

1

2

3

4



다. 술대 단면은 장방형에 가깝고, 손잡이 말단부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 뱀머리모양으로
넓혔다 오므린후‘S’자형으로 감아올려 끝부분을 육각형으로 두툼하게 마무리 하 다.  길이 24.2㎝, 두께
0.2㎝, 술잎길이 9.8㎝, 술잎폭 3.6㎝, 술잎두께 0.1㎝, 무게 23g

2) 2호 묘

(1) 유구(도면 49, 사진 40)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치하며, 1호, 3호, 32
호, 33호 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
명갈색 사질점토-회백색 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특히 가장 상층에 채워진 회백색 사질점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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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2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회갈색 사질점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Ⅱ. 명갈색 사질점토
Ⅲ. 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Ⅳ. 암갈색 사질점토
Ⅴ. 암갈색 사질점토(보강토)

1

2도면 48. 1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황갈색 마사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Ⅱ. 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Ⅲ. 명적갈색 사질점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점성강함
Ⅴ. 암갈색 사질점토(보강토)

1

2

3

4



4) 4호 묘

(1) 유구(도면 51, 사진 41)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8m에 위치하며, 6호, 20호 묘
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마사토가 비교적 얇은 층을 이룬 위
에 명황갈색 마사토가 퇴적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60°-W로 남동
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204㎝, 너비 77㎝, 깊이 64㎝이다. 묘의 바닥 중앙부에직경 30㎝, 깊이 7㎝의 원

형의요갱이설치되었다.
유물은요갱에서회청색경질소호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경질소호(도면 51-1, 사진 41-⑧)
회청색 경질의 소호로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이다. 구연부는 직립하 으며

저부는 평저이다. 외면은 일부 박리되었으나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인다. 저부에는 불 맞은 흔적이 보인다.
구경 9.1㎝, 잔존높이 7.7㎝, 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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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채워진 토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20°-E로 남향이며, 등고
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2㎝, 너비 63㎝, 깊이 128㎝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56㎝, 너비 31㎝,

깊이 18㎝이다. 유물은 바닥에서 65㎝ 높이에 좌측(동쪽)벽에 치우쳐 백자병 1점과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
되었다. 관정은확인되지않았다.

(2) 유물

①백자병(도면 49-1, 사진 40-④)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완형에 가까운 백자 병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

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어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구연부와 동체 상부에 접합흔이 있다. 굽
은직립굽이다.  높이 14.7㎝, 구경 3.6㎝, 저경 7㎝
②청동숟가락(도면 49-2, 사진 40-⑤)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잎과 술대 일부만 남아 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쪽끝부분이두껍다. 술대단면은일자형에가깝다. 손잡이및끝장식이결실되어자세한형태및제원은
알 수 없다.  잔존 술잎 길이 8.3㎝, 잔존 술잎
폭 3.8㎝, 술잎두께 0.1㎝, 무게 12g

3) 3호 묘

(1) 유구(도면 50, 사진 41)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
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치하
며, 2호, 34호 묘와 1호, 5호 회곽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
부에는 갈색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명황갈
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15°-W로 남향이
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8㎝, 너비 65㎝,

깊이 77㎝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62
㎝, 너비 47㎝, 깊이 10㎝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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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묘

(1) 유구(도면 51, 사진 41)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8m에 위치하며, 6호, 20호 묘
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마사토가 비교적 얇은 층을 이룬 위
에 명황갈색 마사토가 퇴적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60°-W로 남동
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204㎝, 너비 77㎝, 깊이 64㎝이다. 묘의 바닥 중앙부에직경 30㎝, 깊이 7㎝의 원

형의요갱이설치되었다.
유물은요갱에서회청색경질소호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경질소호(도면 51-1, 사진 41-⑧)
회청색 경질의 소호로 소성 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이다. 구연부는 직립하 으며

저부는 평저이다. 외면은 일부 박리되었으나 회전물손질 흔적이 보인다. 저부에는 불 맞은 흔적이 보인다.
구경 9.1㎝, 잔존높이 7.7㎝, 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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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 채워진 토질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20°-E로 남향이며, 등고
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2㎝, 너비 63㎝, 깊이 128㎝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56㎝, 너비 31㎝,

깊이 18㎝이다. 유물은 바닥에서 65㎝ 높이에 좌측(동쪽)벽에 치우쳐 백자병 1점과 청동숟가락 1점이 출토
되었다. 관정은확인되지않았다.

(2) 유물

①백자병(도면 49-1, 사진 40-④)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완형에 가까운 백자 병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

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어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구연부와 동체 상부에 접합흔이 있다. 굽
은직립굽이다.  높이 14.7㎝, 구경 3.6㎝, 저경 7㎝
②청동숟가락(도면 49-2, 사진 40-⑤)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잎과 술대 일부만 남아 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쪽끝부분이두껍다. 술대단면은일자형에가깝다. 손잡이및끝장식이결실되어자세한형태및제원은
알 수 없다.  잔존 술잎 길이 8.3㎝, 잔존 술잎
폭 3.8㎝, 술잎두께 0.1㎝, 무게 12g

3) 3호 묘

(1) 유구(도면 50, 사진 41)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
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치하
며, 2호, 34호 묘와 1호, 5호 회곽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
부에는 갈색사질점토-적갈색 사질점토-명황갈
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15°-W로 남향이
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8㎝, 너비 65㎝,

깊이 77㎝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62
㎝, 너비 47㎝, 깊이 10㎝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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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호 묘

(1) 유구(도면 52, 사진 42)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
치하며, 1호 묘와 6호 회곽묘가 인접해 있
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
갈색사질점토-명회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
축방향은 N-30°-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22㎝, 너비 78

㎝, 깊이 80㎝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
이 176㎝, 너비 35㎝, 깊이 20㎝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6) 6호 묘

(1) 유구(도면 53, 사진 42)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8m에 위
치하며, 4호, 15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
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황갈색마사토의 단일 층위를 이루고 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이고, 장축방향은N-37°-W로남동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5㎝, 너비 68㎝, 깊이 72㎝이다. 감실(54×28×10㎝)이 피장자의 왼쪽(동쪽)

에설치되었다.
유물은감실에서철제가위 1점, 물렛가락 1점, 삼칼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철제가위(도면 53-1, 사진 43-③)
철제 가위로 刃部 말단부 일부와 손잡이 끝부분 한쪽이 결실되었다. 날과 손잡이 연결부위에는 원두정을

박아결합하 다. 인부는가운데종방향으로약한능을세워단면이눈썹형을이루고있다. 손잡이단면은방
형이고, 손잡이끝부분은바깥쪽으로구부려접었다.  길이 20.1㎝, 무게 82.9g
② 삼칼(도면 53-2, 사진 43-②)
삼칼로 철로된 부분만 남아 있다.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아 있지 않다. 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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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80㎝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
이 176㎝, 너비 35㎝, 깊이 20㎝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6) 6호 묘

(1) 유구(도면 53, 사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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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8m에 위
치하며, 4호, 15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
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황갈색마사토의 단일 층위를 이루고 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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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5㎝, 너비 68㎝, 깊이 72㎝이다. 감실(54×28×10㎝)이 피장자의 왼쪽(동쪽)

에설치되었다.
유물은감실에서철제가위 1점, 물렛가락 1점, 삼칼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철제가위(도면 53-1, 사진 43-③)
철제 가위로 刃部 말단부 일부와 손잡이 끝부분 한쪽이 결실되었다. 날과 손잡이 연결부위에는 원두정을

박아결합하 다. 인부는가운데종방향으로약한능을세워단면이눈썹형을이루고있다. 손잡이단면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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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의 단일층위를 이루고 있다.
북벽이상부에서 20㎝깊이에서 2단으로조성되었으나특기할만한사항은없다.
평면형태는 전체적으로 장방형이나 남측이 타원형을 이루고, 장축방향은 N-20°-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148㎝, 너비 57㎝, 깊이 57㎝이다.

10) 10호 묘

(1) 유구(도면 57, 사진 45)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남향하는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5m에 위치하며, 서측에 9호 묘
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의 단일 층위를 이루고 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1°-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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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를 연결하는 슴베 한쪽이 결실되었다. 날은 호형을 이루고 있는데 사용에 의해 한쪽이 더 닳아 있다.
날의단면은역삼각형모양이다.  인부폭 7.3㎝, 날 두께 0.1~0.5㎝, 무게 16.9g
③ 물렛가락(도면 53-3, 사진 43-4·5)
물렛가락으로 양쪽이 뾰족하며, 가운데 부분이 잘라져 2개로 나뉘어 졌다. 중앙에는 3개의 고둥이 끼워져

있는데, 가운데고둥이양쪽고둥에비해크다. 고둥과고둥사이의단면은원형이고양쪽뾰족한부분의단면
은방형을보인다.  현길이 33.2㎝, 두께 0.2~0.4㎝, 무게 17.2g

7) 7호 묘

(1) 유구(도면 54, 사진 44)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
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치하며, 1호,
32호 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
성하 으며,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의 단일층위
를 이루고 있다. 바닥면에서는 목관의 흔적으로 보
이는 검은색의 부식토가 얇게 남아 있다. 평면형태
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60°-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15㎝, 너비 73㎝, 깊이

46㎝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3㎝, 너비
27㎝, 깊이 4㎝이다.
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8) 8호 묘

(1) 유구(도면 55, 사진 44)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6m에 위치하며, 9호, 23호 묘
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의단일층위를이루고있다.
바닥면에서는 목관의 일부인 측판과 바닥판이 일부 남아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11°-
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24㎝, 너비 81㎝, 깊이 96㎝이며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9) 9호 묘

(1) 유구(도면 56, 사진 45)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5m에 위치하며, 8호, 10호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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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5. 8호 묘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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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의 단일층위를 이루고 있다.
북벽이상부에서 20㎝깊이에서 2단으로조성되었으나특기할만한사항은없다.
평면형태는 전체적으로 장방형이나 남측이 타원형을 이루고, 장축방향은 N-20°-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148㎝, 너비 57㎝, 깊이 57㎝이다.

10) 10호 묘

(1) 유구(도면 57, 사진 45)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남향하는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5m에 위치하며, 서측에 9호 묘
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의 단일 층위를 이루고 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1°-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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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를 연결하는 슴베 한쪽이 결실되었다. 날은 호형을 이루고 있는데 사용에 의해 한쪽이 더 닳아 있다.
날의단면은역삼각형모양이다.  인부폭 7.3㎝, 날 두께 0.1~0.5㎝, 무게 16.9g
③ 물렛가락(도면 53-3, 사진 43-4·5)
물렛가락으로 양쪽이 뾰족하며, 가운데 부분이 잘라져 2개로 나뉘어 졌다. 중앙에는 3개의 고둥이 끼워져

있는데, 가운데고둥이양쪽고둥에비해크다. 고둥과고둥사이의단면은원형이고양쪽뾰족한부분의단면
은방형을보인다.  현길이 33.2㎝, 두께 0.2~0.4㎝, 무게 17.2g

7) 7호 묘

(1) 유구(도면 54, 사진 44)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
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치하며, 1호,
32호 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
성하 으며,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의 단일층위
를 이루고 있다. 바닥면에서는 목관의 흔적으로 보
이는 검은색의 부식토가 얇게 남아 있다. 평면형태
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60°-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15㎝, 너비 73㎝, 깊이

46㎝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3㎝, 너비
27㎝, 깊이 4㎝이다.
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8) 8호 묘

(1) 유구(도면 55, 사진 44)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6m에 위치하며, 9호, 23호 묘
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의단일층위를이루고있다.
바닥면에서는 목관의 일부인 측판과 바닥판이 일부 남아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11°-
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24㎝, 너비 81㎝, 깊이 96㎝이며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9) 9호 묘

(1) 유구(도면 56, 사진 45)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하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5m에 위치하며, 8호, 10호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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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6㎝, 너비 57㎝, 깊이 85
㎝이다.
유물은묘의중간피장자의좌측(동쪽) 벽에 붙여서

청동숟가락 1점, 철제가위 1점, 목제 빗 1점, 동경 1
점의 순으로 서로 착되어 출토되었다. 무덤내 흙의
체질을 통해 청동가락지 1쌍이 수습되었는데 정확한
출토위치는 알 수 없으나 기존의 유물과 함께 부장된
것으로추정된다.

(2) 유물

①동경(도면 58-1, 사진 46-③·④)
청동거울로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이고 거울면은 전체적으로 주연부에서 약간 외반되어
있다. 문양이 시문된 면에는 중앙의 뉴와 주연부 사이
의 2/3지점에 두줄의 동심원이 배치되어 중앙부와 바
깥쪽을 구분하고 있다. 중앙의 뉴는 거북을 형상화하
는데 4개의 발과 꼬리가 선명하게 양각되어 있다.

머리는 위쪽으로 삐져나왔는데 양쪽의 눈을 도드라지
게 표현하 다. 거북의 위쪽으로는 두 마리의 학이 서
로마주보며좌우로위치하는데학의두부리와거북의
코끝이 면하여 있다. 거북이 위치한 정중앙의 아래와
좌우로는국화문양이각 1개씩 3개가 양각되어있으며두줄의동심원을중심으로 5개의 꽃잎을갖는꽃들이
9개가등간격을이루며동심원의바깥족으로돌려져있다. 뉴에는거울을잡는끈의일부가남아있다.  지름
12.7㎝, 뉴높이 0.7㎝, 두께 0.1~0.2㎝, 무게 101g
②빗(도면 58-2, 사진 46-②)
목제 빗으로 반달형 모양을 하고 있다.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초승달 모양의 두터운 빗대에 직각으로 빗살

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빗살은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동경과 융착되어 출토되었다.  높이 8.1㎝, 잔존
폭 10.0㎝, 두께 0.2~0.8㎝, 무게 11.8g
③ 철제가위(도면 58-3, 사진 46-⑤)
철제 가위로 刃部 말단부 일부와 손잡이 끝부분 한쪽이 결실되었다. 날과 손잡이 연결부위에는 원두정을

박아결합하 다. 인부는가운데종방향으로약한능을세워단면이눈썹형을이루고있다. 손잡이단면은방
형이고, 손잡이 끝부분은 바깥쪽으로 구부려 접었다. 손잡이 한쪽면에 길이 1㎝ 가량의 격자 직물흔이 남아
있다.  길이 21.7㎝
④청동가락지(도면 58-4, 사진 46-⑥)
청동제 쌍가락지 1쌍이다. 반지의 위쪽은 폭이 넓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좁다. 특별한 문양은 없으며 단

면은반원형에가깝다.  직경 2.3㎝ / 2.1㎝, 무게 3g /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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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6㎝, 너비 57㎝, 깊이 85
㎝이다.
유물은묘의중간피장자의좌측(동쪽) 벽에 붙여서

청동숟가락 1점, 철제가위 1점, 목제 빗 1점, 동경 1
점의 순으로 서로 착되어 출토되었다. 무덤내 흙의
체질을 통해 청동가락지 1쌍이 수습되었는데 정확한
출토위치는 알 수 없으나 기존의 유물과 함께 부장된
것으로추정된다.

(2) 유물

①동경(도면 58-1, 사진 46-③·④)
청동거울로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이고 거울면은 전체적으로 주연부에서 약간 외반되어
있다. 문양이 시문된 면에는 중앙의 뉴와 주연부 사이
의 2/3지점에 두줄의 동심원이 배치되어 중앙부와 바
깥쪽을 구분하고 있다. 중앙의 뉴는 거북을 형상화하
는데 4개의 발과 꼬리가 선명하게 양각되어 있다.

머리는 위쪽으로 삐져나왔는데 양쪽의 눈을 도드라지
게 표현하 다. 거북의 위쪽으로는 두 마리의 학이 서
로마주보며좌우로위치하는데학의두부리와거북의
코끝이 면하여 있다. 거북이 위치한 정중앙의 아래와
좌우로는국화문양이각 1개씩 3개가 양각되어있으며두줄의동심원을중심으로 5개의 꽃잎을갖는꽃들이
9개가등간격을이루며동심원의바깥족으로돌려져있다. 뉴에는거울을잡는끈의일부가남아있다.  지름
12.7㎝, 뉴높이 0.7㎝, 두께 0.1~0.2㎝, 무게 101g
②빗(도면 58-2, 사진 46-②)
목제 빗으로 반달형 모양을 하고 있다.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초승달 모양의 두터운 빗대에 직각으로 빗살

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빗살은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동경과 융착되어 출토되었다.  높이 8.1㎝, 잔존
폭 10.0㎝, 두께 0.2~0.8㎝, 무게 11.8g
③ 철제가위(도면 58-3, 사진 46-⑤)
철제 가위로 刃部 말단부 일부와 손잡이 끝부분 한쪽이 결실되었다. 날과 손잡이 연결부위에는 원두정을

박아결합하 다. 인부는가운데종방향으로약한능을세워단면이눈썹형을이루고있다. 손잡이단면은방
형이고, 손잡이 끝부분은 바깥쪽으로 구부려 접었다. 손잡이 한쪽면에 길이 1㎝ 가량의 격자 직물흔이 남아
있다.  길이 21.7㎝
④청동가락지(도면 58-4, 사진 46-⑥)
청동제 쌍가락지 1쌍이다. 반지의 위쪽은 폭이 넓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좁다. 특별한 문양은 없으며 단

면은반원형에가깝다.  직경 2.3㎝ / 2.1㎝, 무게 3g /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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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7m에 위치하며, 12호 묘의 북
벽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10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
부에는갈색사질점토-명회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N-24°-E로남서향을보인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221㎝, 너비 75

㎝, 깊이 113㎝이며, 잔존목관의규모는길이 196㎝, 너비 56㎝, 깊이 34㎝이다. 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12) 12호 묘

(1) 유구(도면 59, 사진 47)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7m에 위치하며, 11호 묘가 북
벽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10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
부에는명황갈색사질점토의단일토층을이루고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128

㎝, 너비 55㎝, 깊이 44㎝이다.
유물은묘의중앙부바닥면과우측(서측) 바닥면에서갈색유리구슬이각각 1점씩총 2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슬(도면 59-1, 사진 47-⑥)
흑자색 유리제 구슬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구형을 띤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색깔이 둔

탁하다. 아래쪽구멍옆일부가깨어져나갔다.  직경 2.1㎝, 두께 1.9㎝, 구멍지름 0.4㎝
②구슬(도면 59-2, 사진 47-⑥)
흑자색 유리제 구슬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타원형을 띤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색깔이

둔탁하다. 구멍주변의박락이있다.  직경 2.1㎝, 두께 1.6㎝, 구멍지름 0.4㎝

13) 13호 묘

(1) 유구(도면 60, 사진 48)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 위치하며, 11호, 12호, 20
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의 단일토층을 이루고
있다.
평면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2°-W로 남동향이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3㎝, 너비 57㎝, 깊이 28㎝이다.
유물은피장자의좌측(동쪽) 바닥면에서청동숟가락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청동숟가락(도면 60-1, 사진 4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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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청동숟가락(도면 58-5, 사진 46-⑧)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술잎 단면은 바깥쪽 끝부분이 두껍다. 술대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고, 손잡이 말단부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 뱀머리모양으로 넓혔다 오므린후‘S’자형
으로감아올려끝부분을연봉장식으로마무리하 다.  잔존길이 25.8㎝, 두께 0.2㎝, 무게 30g

11) 11호 묘

(1) 유구(도면 59, 사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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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9. 11호·12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황갈색 사질점토 <12호>

Ⅰ. 명회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사질점토
Ⅲ. 진갈색 사질점토(보강토)

<11호>

1 2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7m에 위치하며, 12호 묘의 북
벽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10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
부에는갈색사질점토-명회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N-24°-E로남서향을보인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221㎝, 너비 75

㎝, 깊이 113㎝이며, 잔존목관의규모는길이 196㎝, 너비 56㎝, 깊이 34㎝이다. 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12) 12호 묘

(1) 유구(도면 59, 사진 47)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7m에 위치하며, 11호 묘가 북
벽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10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
부에는명황갈색사질점토의단일토층을이루고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128

㎝, 너비 55㎝, 깊이 44㎝이다.
유물은묘의중앙부바닥면과우측(서측) 바닥면에서갈색유리구슬이각각 1점씩총 2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슬(도면 59-1, 사진 47-⑥)
흑자색 유리제 구슬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구형을 띤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색깔이 둔

탁하다. 아래쪽구멍옆일부가깨어져나갔다.  직경 2.1㎝, 두께 1.9㎝, 구멍지름 0.4㎝
②구슬(도면 59-2, 사진 47-⑥)
흑자색 유리제 구슬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타원형을 띤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색깔이

둔탁하다. 구멍주변의박락이있다.  직경 2.1㎝, 두께 1.6㎝, 구멍지름 0.4㎝

13) 13호 묘

(1) 유구(도면 60, 사진 48)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 위치하며, 11호, 12호, 20
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의 단일토층을 이루고
있다.
평면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2°-W로 남동향이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3㎝, 너비 57㎝, 깊이 28㎝이다.
유물은피장자의좌측(동쪽) 바닥면에서청동숟가락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청동숟가락(도면 60-1, 사진 4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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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청동숟가락(도면 58-5, 사진 46-⑧)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술잎 단면은 바깥쪽 끝부분이 두껍다. 술대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고, 손잡이 말단부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 뱀머리모양으로 넓혔다 오므린후‘S’자형
으로감아올려끝부분을연봉장식으로마무리하 다.  잔존길이 25.8㎝, 두께 0.2㎝, 무게 30g

11) 11호 묘

(1) 유구(도면 59, 사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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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9. 11호·12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황갈색 사질점토 <12호>

Ⅰ. 명회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사질점토
Ⅲ. 진갈색 사질점토(보강토)

<11호>

1 2



한쪽에 희미하게나마 날의 흔적으로 보아 낫의 신부 일부로 보이기도 한다.  길이 12.2㎝, 폭 5.2㎝, 두께
0.4㎝, 무게 47g
②~⑤관정

113

청동제 숟가락으로 손잡이 부분이 결실되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
쪽 끝부분이 두껍다. 술대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다.  잔존 길이 14㎝, 술잎 길이 9.0㎝, 술잎 폭 3.8㎝, 무게
22g

14) 14호 묘

(1) 유구(도면 61, 사진 48)

조사지역내동쪽능선의서사면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위치하며, 21호·25호 묘와인접해있다. 풍
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황갈색사질점토-명황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0°-E로 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40㎝, 너비 75㎝, 깊이 30㎝이다.
유물은 피장자의 머리쪽에서 관정 2점과 묘의 중간부 양쪽벽에서 각각 관정 1점씩 총 4점의 관정이 출토

되었으며, 묘의중앙하단부에서는용도를알수없는철편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철기(도면 61-1, 사진 48-⑦)
용도 미상의 철기로 두께 4㎜의 편평한 형태를 보인다. 박락되는 부식의 형태로 보아 단조제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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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황갈색 사질점토
Ⅱ. 황갈색 사질점토

1

2 3
4

5

도면 61. 14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② 61-2 48-⑧ 5.3 0.8 0.5 6 신부편, 횡방향목질흔

③ 61-3 48-⑪ 5.7 0.4 0.4 7 신부편, 횡방향목질흔

④ 61-4 48-⑩ 6.7 0.5 0.4 5 신부편, 횡방향목질흔

⑤ 61-5 48-⑨ 7.6 0.8 0.5 8 신부편, 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60. 13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Ⅰ. 명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한쪽에 희미하게나마 날의 흔적으로 보아 낫의 신부 일부로 보이기도 한다.  길이 12.2㎝, 폭 5.2㎝, 두께
0.4㎝, 무게 47g
②~⑤관정

113

청동제 숟가락으로 손잡이 부분이 결실되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
쪽 끝부분이 두껍다. 술대 단면은 반원형에 가깝다.  잔존 길이 14㎝, 술잎 길이 9.0㎝, 술잎 폭 3.8㎝, 무게
22g

14) 14호 묘

(1) 유구(도면 61, 사진 48)

조사지역내동쪽능선의서사면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위치하며, 21호·25호 묘와인접해있다. 풍
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황갈색사질점토-명황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0°-E로 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40㎝, 너비 75㎝, 깊이 30㎝이다.
유물은 피장자의 머리쪽에서 관정 2점과 묘의 중간부 양쪽벽에서 각각 관정 1점씩 총 4점의 관정이 출토

되었으며, 묘의중앙하단부에서는용도를알수없는철편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철기(도면 61-1, 사진 48-⑦)
용도 미상의 철기로 두께 4㎜의 편평한 형태를 보인다. 박락되는 부식의 형태로 보아 단조제로 추정되며

112

Ⅰ. 명황갈색 사질점토
Ⅱ. 황갈색 사질점토

1

2 3
4

5

도면 61. 14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② 61-2 48-⑧ 5.3 0.8 0.5 6 신부편, 횡방향목질흔

③ 61-3 48-⑪ 5.7 0.4 0.4 7 신부편, 횡방향목질흔

④ 61-4 48-⑩ 6.7 0.5 0.4 5 신부편, 횡방향목질흔

⑤ 61-5 48-⑨ 7.6 0.8 0.5 8 신부편, 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60. 13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Ⅰ. 명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17) 17호 묘

(1) 유구(도면 64, 사진 50)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 위치하며, 15호 묘가 인접
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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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호 묘

(1) 유구(도면 62, 사진 49)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
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 위치하며,
17호, 18호, 19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
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명갈
색사질토-명황갈색사질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6°-

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9㎝, 너비 78㎝,

깊이 64㎝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81
㎝, 너비 43㎝, 깊이 32㎝이다.
묘광내부에서 두개골편이 일부 확인되었으

며, 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16) 16호 묘

(1) 유구(도면 63, 사진 49)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
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5m에 위치하
며, 15호, 19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명황갈
색사질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6°-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
한다. 규모는길이 180㎝, 너비 70㎝, 깊이 48㎝이다.
유물은 발치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청동발 1점이 출토되었으며, 묘광의 위쪽, 중간쪽, 아래쪽에서 관정이

각각 4점, 1점, 3점 등총 8점의관정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청동발(도면 63-1, 사진 49-⑦)
청동제 발로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바닥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바닥은 편평한 편이며 위로 한번 꺽인후

바깥으로바라짐이없이곧게입술부분까지직선으로올라간다. 굽은 없으며기벽의두께는 1㎜ 미만으로상
당히얇은편이다. 입술부분도두께의변화없이일정하다. 유물의내면바닥에는회전하여손질한흔이있다.
구경 13.9㎝, 높이 5.4㎝, 무게 39g
②~⑨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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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 16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황갈색 사질토
Ⅱ. 갈색 사질점토(보강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

1

2 3 4 5
6

7
8

9

② 63-2 49-⑬ 2.6 0.7 0.6 2 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③ 63-3 49-⑩ 2.5 0.5 0.3 1 일부편

④ 63-4 49-⑭ 2.8 0.3 0.3 1 일부편

⑤ 63-5 49-⑫ 2.4 0.4 0.3 1 일부편

⑥ 63-6 49-⑮ 4.3 0.4 0.5 3 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⑦ 63-7 49-⑪ 3.7 0.6 0.4 3 일부편, 종방향목질흔

⑧ 63-8 49-⑨ 5.4 0.4 0.4 4 일부편, 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⑨ 63-9 49-⑧ 6.7 0.5 0.5 4 일부편, 횡방향목질흔, 단면사각형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Ⅰ. 명황갈색 사질토
Ⅱ. 명갈색 사질토
Ⅲ. 명황갈색 사질토(보강토)

도면 62. 15호 묘 평·단면도



17) 17호 묘

(1) 유구(도면 64, 사진 50)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 위치하며, 15호 묘가 인접
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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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호 묘

(1) 유구(도면 62, 사진 49)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
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 위치하며,
17호, 18호, 19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
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명갈
색사질토-명황갈색사질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6°-

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9㎝, 너비 78㎝,

깊이 64㎝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81
㎝, 너비 43㎝, 깊이 32㎝이다.
묘광내부에서 두개골편이 일부 확인되었으

며, 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16) 16호 묘

(1) 유구(도면 63, 사진 49)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
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5m에 위치하
며, 15호, 19호 묘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명황갈
색사질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6°-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
한다. 규모는길이 180㎝, 너비 70㎝, 깊이 48㎝이다.
유물은 발치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청동발 1점이 출토되었으며, 묘광의 위쪽, 중간쪽, 아래쪽에서 관정이

각각 4점, 1점, 3점 등총 8점의관정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청동발(도면 63-1, 사진 49-⑦)
청동제 발로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바닥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바닥은 편평한 편이며 위로 한번 꺽인후

바깥으로바라짐이없이곧게입술부분까지직선으로올라간다. 굽은 없으며기벽의두께는 1㎜ 미만으로상
당히얇은편이다. 입술부분도두께의변화없이일정하다. 유물의내면바닥에는회전하여손질한흔이있다.
구경 13.9㎝, 높이 5.4㎝, 무게 39g
②~⑨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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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 16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황갈색 사질토
Ⅱ. 갈색 사질점토(보강토)
Ⅲ. 명갈색 사질점토

1

2 3 4 5
6

7
8

9

② 63-2 49-⑬ 2.6 0.7 0.6 2 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③ 63-3 49-⑩ 2.5 0.5 0.3 1 일부편

④ 63-4 49-⑭ 2.8 0.3 0.3 1 일부편

⑤ 63-5 49-⑫ 2.4 0.4 0.3 1 일부편

⑥ 63-6 49-⑮ 4.3 0.4 0.5 3 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⑦ 63-7 49-⑪ 3.7 0.6 0.4 3 일부편, 종방향목질흔

⑧ 63-8 49-⑨ 5.4 0.4 0.4 4 일부편, 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⑨ 63-9 49-⑧ 6.7 0.5 0.5 4 일부편, 횡방향목질흔, 단면사각형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Ⅰ. 명황갈색 사질토
Ⅱ. 명갈색 사질토
Ⅲ. 명황갈색 사질토(보강토)

도면 62. 15호 묘 평·단면도



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N-12°-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205㎝, 너비 63㎝, 깊이 49㎝이다.

18) 18호 묘

(1) 유구(도면 65, 사진 50)

조사지역내서측능선의남향하는구릉의중단부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위치하며, 15호, 19호 묘가
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의단일층위로이루어져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N-63°-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124㎝, 너비 57㎝, 깊이 40㎝이며. 바닥 중앙에서 30㎝ 위쪽으로직경 15㎝, 깊이

7㎝의 원형 요갱을 설치하 다. 요갱 안에는 백자잔을 놓고 그 위에 백자접시를 뒤집어 덮었다. 내부에는 진
흙만 려들어가있을뿐특기할만한것은들어있지않았다.

(2) 유물

①백자접시(도면 65-1, 사진 50-⑧)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하 으나 내면에 유약이 뭉쳐있는 부분도 있다. 내저면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받침 흔적이 있으며 빙열이
확인된다. 외면에는물레흔이있으며굽은안굽이다.  높이 3.4㎝, 구경 13.4㎝, 저경 5.2㎝
②백자잔(도면 65-2, 사진 50-⑨)
완형의 백자 잔으로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황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하 고외면에는유약이뭉쳐진흔적이보인다. 내저면과접지면에는굵은모래받침흔적이있으며빙열이
확인된다.  높이 5.2㎝, 구경 10.4㎝, 저경 4.2㎝

19) 19호 묘

(1) 유구(도면 64, 사진 51)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6m에 위치하며, 18호 묘가 인접
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명황갈색사질토의단일층위로이루어져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N-28°-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138㎝, 너비 63㎝, 깊이 32㎝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0) 20호 묘

(1) 유구(도면 64, 사진 51)

조사지역내서측능선의남향하는구릉의중단부에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7m에위치하며, 4호, 11호, 13호

117116

도면 64. 17호·19호·20호·23 묘 평·단면도

Ⅰ. 암갈색 사질점토
Ⅱ. 명갈색 사질점토
Ⅲ. 암갈색 사질점토

Ⅰ. 명갈색 사질점토

Ⅰ. 명황갈색 사질토

Ⅰ. 암갈색 사질토
Ⅱ. 암황갈색 사질토(보강토)

<17호>

<23호>
<20호>

<19호>



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N-12°-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205㎝, 너비 63㎝, 깊이 49㎝이다.

18) 18호 묘

(1) 유구(도면 65, 사진 50)

조사지역내서측능선의남향하는구릉의중단부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위치하며, 15호, 19호 묘가
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의단일층위로이루어져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N-63°-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124㎝, 너비 57㎝, 깊이 40㎝이며. 바닥 중앙에서 30㎝ 위쪽으로직경 15㎝, 깊이

7㎝의 원형 요갱을 설치하 다. 요갱 안에는 백자잔을 놓고 그 위에 백자접시를 뒤집어 덮었다. 내부에는 진
흙만 려들어가있을뿐특기할만한것은들어있지않았다.

(2) 유물

①백자접시(도면 65-1, 사진 50-⑧)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백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하 으나 내면에 유약이 뭉쳐있는 부분도 있다. 내저면과 접지면에 굵은 모래받침 흔적이 있으며 빙열이
확인된다. 외면에는물레흔이있으며굽은안굽이다.  높이 3.4㎝, 구경 13.4㎝, 저경 5.2㎝
②백자잔(도면 65-2, 사진 50-⑨)
완형의 백자 잔으로 태토는 세사립을 포함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황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하 고외면에는유약이뭉쳐진흔적이보인다. 내저면과접지면에는굵은모래받침흔적이있으며빙열이
확인된다.  높이 5.2㎝, 구경 10.4㎝, 저경 4.2㎝

19) 19호 묘

(1) 유구(도면 64, 사진 51)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6m에 위치하며, 18호 묘가 인접
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명황갈색사질토의단일층위로이루어져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N-28°-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138㎝, 너비 63㎝, 깊이 32㎝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0) 20호 묘

(1) 유구(도면 64, 사진 51)

조사지역내서측능선의남향하는구릉의중단부에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7m에위치하며, 4호, 11호,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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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4. 17호·19호·20호·23 묘 평·단면도

Ⅰ. 암갈색 사질점토
Ⅱ. 명갈색 사질점토
Ⅲ. 암갈색 사질점토

Ⅰ. 명갈색 사질점토

Ⅰ. 명황갈색 사질토

Ⅰ. 암갈색 사질토
Ⅱ. 암황갈색 사질토(보강토)

<17호>

<23호>
<20호>

<19호>



(2) 유물

①동전(도면 66-1, 사진 )
1941년에 제작된일본동전이다. 앞면에는위쪽에국화문양과중앙부에후지산그림이있고아래쪽에‘一

錢’이양각되어있다. 뒷면에는 중앙부에‘1’이 씌여있고좌측으로‘大日本’우측으로‘昭和十六年‘이양각
되어있다.  직경 1.5㎝, 무게 1g

119

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의단일토층을이루고있다.
평면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2°-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128㎝, 너비 55㎝, 깊이 52㎝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1) 21호 묘

(1) 유구(도면 66, 사진 52)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위치하며, 22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
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좌우 양쪽 두개의 굴광을 한 합장묘로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토
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98°-E로 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17㎝, 너비 131㎝, 깊이 60㎝이다. 좌측(남쪽) 굴광은길이 181㎝, 너비 39㎝, 깊이 19㎝의규모, 우측(북
쪽) 굴광은 길이 167㎝, 너비 27㎝, 깊이 20㎝의 규모이다. 굴광의 폭이 좁고 위아래가 반원형으로 굴광된
것으로보아관을쓰지않은무덤으로추정된다.
유물은우측피장자의좌측가슴쪽에서 1전짜리동전이 1개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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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암갈색 사질토
Ⅱ. 암황갈색 사질토
Ⅲ. 암갈색 사질점토

1

도면 66. 21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도면 65. 18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Ⅰ. 명갈색 사질점토



(2) 유물

①동전(도면 66-1, 사진 )
1941년에 제작된일본동전이다. 앞면에는위쪽에국화문양과중앙부에후지산그림이있고아래쪽에‘一

錢’이양각되어있다. 뒷면에는 중앙부에‘1’이 씌여있고좌측으로‘大日本’우측으로‘昭和十六年‘이양각
되어있다.  직경 1.5㎝, 무게 1g

119

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의단일토층을이루고있다.
평면형태는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2°-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128㎝, 너비 55㎝, 깊이 52㎝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1) 21호 묘

(1) 유구(도면 66, 사진 52)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위치하며, 22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
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좌우 양쪽 두개의 굴광을 한 합장묘로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토
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98°-E로 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17㎝, 너비 131㎝, 깊이 60㎝이다. 좌측(남쪽) 굴광은길이 181㎝, 너비 39㎝, 깊이 19㎝의규모, 우측(북
쪽) 굴광은 길이 167㎝, 너비 27㎝, 깊이 20㎝의 규모이다. 굴광의 폭이 좁고 위아래가 반원형으로 굴광된
것으로보아관을쓰지않은무덤으로추정된다.
유물은우측피장자의좌측가슴쪽에서 1전짜리동전이 1개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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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호 묘

(1) 유구(도면 67, 사진 52)

조사지역내동쪽능선의서사면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해당하며, 2호 수혈유구를일부파괴하고조성
되었다. 21호묘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는데, 시차를보이는좌우두개의토광을합한
합장묘로 좌측(남쪽) 토광이 먼저 조성되고 이후 우측(북쪽)의 토광이 조성되었다. 토광내부에는 시신을 안치
하는굴광이각각1개씩만들어졌다. 내부에는갈색사질점토와명갈색마사토의좌측토광층위위에황갈색마사
토와명황갈색마사토의우측토광이토층이확인되어좌측토광→우측토광의순으로조성되었음을알수있다.
전체 평면형태는장방형의토광 2기가 합해져방형에가깝고, 장축방향은 N-72°-E로 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1㎝, 너비 201㎝, 깊이 116㎝이다. 좌측(남쪽) 굴광은 길이 171㎝, 너
비 44㎝, 깊이 52㎝의 규모, 우측(북쪽) 굴광은 길이 177㎝, 너비 36㎝, 깊이 53㎝의 규모이다. 굴광의 폭
이좁고위아래가반원형으로굴광된것으로보아관을쓰지않은무덤으로추정된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3) 23호 묘

(1) 유구(도면 64, 사진 53)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7m에 위치하며, 8호, 35호 묘
와 4호 회곽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보강토로보이는암갈색사질
점토가양쪽벽에그리고대부분은적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3°-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규모는길이 172㎝, 너비 51㎝, 깊이 21㎝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4) 24호 묘

(1) 유구(도면 68, 사진 53)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능선상 최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3m에 위치하며, 인접한 유구가 없이 단
독으로 위치한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명황갈색
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0°-E로 남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29㎝, 너비 100㎝, 깊이 79㎝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82㎝, 너비 59㎝, 깊이 15㎝이다. 피장자의
좌측(동쪽)에바닥에서 45㎝높이에벽감이설치되었으며감실규모는 50×15×20이다.
유물은감실에서백자접시 1점, 백자발 1점, 백자잔 1점, 청동숟가락 1점이출토되었으며, 뒤집어놓인백

자잔 아래에서 1점의 유리구슬이수습되었다. 이외에 바닥면에서는목관의 주변부로총 23점의 관정이 출토
되었다.

120

도면 67. 22호 묘 평·단면도

Ⅰ
. 명

황
갈
색

마
사
토
, 다

량
의

굵
은

석
립

포
함

Ⅱ
. 황

갈
색

마
사
토

Ⅲ
. 갈

색
마
사
토

Ⅳ
. 명

갈
색

마
사
토

Ⅴ
. 갈

색
사
질
점
토
, 다

량
의

석
립

포
함

Ⅵ
. 갈

색
사
질
점
토

2호 수혈



121

22) 22호 묘

(1) 유구(도면 67, 사진 52)

조사지역내동쪽능선의서사면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해당하며, 2호 수혈유구를일부파괴하고조성
되었다. 21호묘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는데, 시차를보이는좌우두개의토광을합한
합장묘로 좌측(남쪽) 토광이 먼저 조성되고 이후 우측(북쪽)의 토광이 조성되었다. 토광내부에는 시신을 안치
하는굴광이각각1개씩만들어졌다. 내부에는갈색사질점토와명갈색마사토의좌측토광층위위에황갈색마사
토와명황갈색마사토의우측토광이토층이확인되어좌측토광→우측토광의순으로조성되었음을알수있다.
전체 평면형태는장방형의토광 2기가 합해져방형에가깝고, 장축방향은 N-72°-E로 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1㎝, 너비 201㎝, 깊이 116㎝이다. 좌측(남쪽) 굴광은 길이 171㎝, 너
비 44㎝, 깊이 52㎝의 규모, 우측(북쪽) 굴광은 길이 177㎝, 너비 36㎝, 깊이 53㎝의 규모이다. 굴광의 폭
이좁고위아래가반원형으로굴광된것으로보아관을쓰지않은무덤으로추정된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3) 23호 묘

(1) 유구(도면 64, 사진 53)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7m에 위치하며, 8호, 35호 묘
와 4호 회곽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보강토로보이는암갈색사질
점토가양쪽벽에그리고대부분은적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3°-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규모는길이 172㎝, 너비 51㎝, 깊이 21㎝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4) 24호 묘

(1) 유구(도면 68, 사진 53)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능선상 최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3m에 위치하며, 인접한 유구가 없이 단
독으로 위치한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명황갈색
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0°-E로 남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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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백자잔(도면 68-1, 사진 54-⑤)
완형의 백자 잔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청색이며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하 다. 외면에는 물레흔이 있으며 접지면에는 4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경화된 모래
자국이 있으며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경보다 지름이 크다.  높이 4.8㎝, 구경 11㎝, 저경
4.2㎝
②백자접시(도면 68-2, 사진 54-④)
완형의백자접시로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회백색이며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

하 으나 부분적으로 유약이 뭉쳐있다. 내저면에 나선형의 문양(물레흔일수도)이 있고 외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으며 접시 내면에는 경화된 모래자국이 있
다. 굽은죽절굽이다.  높이 3.9㎝, 구경 13.8㎝, 저경 5.3㎝
③백자대접(도면 68-3, 사진 54-⑥)
완형의백자대접으로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청색이며굽을제외한전면에시

유하 다. 외면에는 물레흔이 있으며 접지면에 3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경화된 모래자국
이있으며굽은죽절굽이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높이 6.2㎝, 구경 14.2㎝, 저경 5.2㎝
④청동숟가락(도면 68-4, 사진 54-②)
청동제 숟가락으로 손잡이 부분이 결실되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

쪽끝부분이두껍다. 술대단면은일자형에가깝다.  잔존길이 8.0㎝, 두께 0.1㎝, 술잎폭 3.2㎝, 무게 8g
⑤구슬(도면 68-5, 사진 54-③)
황색 유리제 구슬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구형을 띤다. 표면 및 구멍의 양쪽으로 박락이 심하

다.  직경 1.2㎝, 두께 0.8㎝, 구멍 0.4㎝, 무게 1g
⑥~(27)관정

123122

⑥ 68-6 54-(22) 4.7 0.8 0.5 8 뿌리부분결실, 횡방향목질흔, 머리부분이 90°휘었음

⑦ 68-7 54-⒗ 5.7 0.6 0.4 12 뿌리부분결실, 횡방향목질흔

⑧ 68-8 54-⒕ 6.1 0.7 0.5 10 머리부분결실, 종방향의목질흔

⑨ 68-9 54-(21) 5.7 0.5 0.3 8 신부하단부만남음, 횡방향목질흔

⑩ 68-10 54-⑧ 6.8 1.0 0.5 13 신부일부만남음, 횡방향목질흔

⑪ 68-11 54-(25) 7.4 1.0 0.6 15 뿌리부분결실, 횡방향목질흔

⑫ 68-12 54-⑬ 8.1 0.6 0.4 14 신부하단부만남음, 종방향의목질흔

⑬ 68-13 54-⒖ 9.2 0.8 0.5 14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⑭ 68-14 54-(27) 9.5 0.9 0.5 21 뿌리부분결실, 횡방향목질흔

⑮ 68-15 54-⑪ 9.9 0.5 0.4 11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신부가약간휘었음

⒃ 68-16 54-⑩ 10.5 0.8 0.5 15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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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 부분적으로 유약이 뭉쳐있다. 내저면에 나선형의 문양(물레흔일수도)이 있고 외면에는 물레흔이
있다. 내저면과 접지면에는 각각 4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으며 접시 내면에는 경화된 모래자국이 있
다. 굽은죽절굽이다.  높이 3.9㎝, 구경 13.8㎝, 저경 5.3㎝
③백자대접(도면 68-3, 사진 54-⑥)
완형의백자대접으로태토는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청색이며굽을제외한전면에시

유하 다. 외면에는 물레흔이 있으며 접지면에 3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경화된 모래자국
이있으며굽은죽절굽이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높이 6.2㎝, 구경 14.2㎝, 저경 5.2㎝
④청동숟가락(도면 68-4, 사진 54-②)
청동제 숟가락으로 손잡이 부분이 결실되었다. 술잎 끝에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이 있다. 술잎 단면은 바깥

쪽끝부분이두껍다. 술대단면은일자형에가깝다.  잔존길이 8.0㎝, 두께 0.1㎝, 술잎폭 3.2㎝, 무게 8g
⑤구슬(도면 68-5, 사진 54-③)
황색 유리제 구슬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구형을 띤다. 표면 및 구멍의 양쪽으로 박락이 심하

다.  직경 1.2㎝, 두께 0.8㎝, 구멍 0.4㎝, 무게 1g
⑥~(27)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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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68-6 54-(22) 4.7 0.8 0.5 8 뿌리부분결실, 횡방향목질흔, 머리부분이 90°휘었음

⑦ 68-7 54-⒗ 5.7 0.6 0.4 12 뿌리부분결실, 횡방향목질흔

⑧ 68-8 54-⒕ 6.1 0.7 0.5 10 머리부분결실, 종방향의목질흔

⑨ 68-9 54-(21) 5.7 0.5 0.3 8 신부하단부만남음, 횡방향목질흔

⑩ 68-10 54-⑧ 6.8 1.0 0.5 13 신부일부만남음, 횡방향목질흔

⑪ 68-11 54-(25) 7.4 1.0 0.6 15 뿌리부분결실, 횡방향목질흔

⑫ 68-12 54-⑬ 8.1 0.6 0.4 14 신부하단부만남음, 종방향의목질흔

⑬ 68-13 54-⒖ 9.2 0.8 0.5 14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⑭ 68-14 54-(27) 9.5 0.9 0.5 21 뿌리부분결실, 횡방향목질흔

⑮ 68-15 54-⑪ 9.9 0.5 0.4 11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신부가약간휘었음

⒃ 68-16 54-⑩ 10.5 0.8 0.5 15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68. 24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황갈색 마사토
Ⅱ. 황갈색 사질점토,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Ⅲ. 갈색 사질점토
Ⅳ. 명갈색 사질점토 (보강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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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호 묘

(1) 유구(도면 70, 사진 55)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동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 위치하
며, 27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화암
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
에는 암갈색사질점토-암갈색마사토-
갈색마사토-암갈색사질점토-암황갈
색마사토-황갈색마사토·암황갈색마
사토-황갈색마사토의 순으로 퇴적되
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

은 N-2°-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32㎝, 너비 85㎝, 깊이 130㎝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5㎝, 너
비 52㎝, 깊이 36㎝이다. 목관의 바
닥판과 북쪽벽판이 일부 남아있으며,
특별히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7) 27호 묘

(1) 유구(도면 71, 사진 56)

조사지역내동쪽능선의동사면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위치하며, 26호, 28호 묘와조선시대 1호주
거지에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마사토-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
토-암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222

㎝, 너비 72㎝, 깊이 74㎝이다. 목관의 양쪽측판이일부남아있어너비가 45㎝ 정도인것은확인할수있으
나목관의전체적인규모는알수없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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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호 묘

(1) 유구(도면 69, 사진 55)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 위치하
며, 14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화암
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
에는 황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
토-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명
황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N-75°-W로 서향이며, 등고
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
이 240㎝, 너비 90㎝, 깊이 72㎝이
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2㎝,
너비 46㎝, 깊이 24㎝이다. 유물은
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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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0. 26호 묘 평·단면도

Ⅰ. 황갈색 마사토
Ⅱ. 암황갈색 마사토
Ⅲ. 황갈색 마사토
Ⅳ. 암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명갈색 마사토
Ⅴ. 암갈색 사질점토
Ⅵ. 갈색 마사토
Ⅶ. 명갈색 마사토
Ⅷ. 암갈색 마사토
Ⅸ. 암갈색 사질점토
Ⅹ. 갈색 사질점토(보강토)

Ⅰ. 명황갈색 사질점토
Ⅱ. 황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Ⅲ. 갈색 사질점토
Ⅳ. 명갈색 사질점토
Ⅴ. 황갈색 사질점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Ⅵ. 갈색 사질점토(보강토)

⒔ 68-17 54-⑭ 10.1 0.6 0.4 23 뿌리일부결실, 횡방향목질부착

⒕ 68-18 54-(23) 10.5 0.7 0.6 21 완형, 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⒖ 68-19 54-⒃ 10.6 0.6 0.4 16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⒗ 68-20 54-⑦ 10.6 0.7 0.6 14 완형,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21) 68-21 54-⒔ 10.5 1.1 0.6 23 완형, 전체적으로횡방향의목질흔

(22) 68-22 54-(24) 10.4 1.0 0.5 16 머리부분일부결실, 횡방향목질흔

(23) 68-23 54-(26) 11.4 0.9 0.6 17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단면직사각형

(24) 68-24 54-⑫ 11.7 0.7 0.5 20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25) 68-25 54-⑬ 11.9 0.8 0.4 31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부착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26) 68-26 54-⑨ 12.2 1.3 0.7 22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

(27) 68-27 54-(28) 12.4 1.1 0.5 19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단면직사각형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69. 25호 묘 평·단면도



26) 26호 묘

(1) 유구(도면 70, 사진 55)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동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 위치하
며, 27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화암
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
에는 암갈색사질점토-암갈색마사토-
갈색마사토-암갈색사질점토-암황갈
색마사토-황갈색마사토·암황갈색마
사토-황갈색마사토의 순으로 퇴적되
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

은 N-2°-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32㎝, 너비 85㎝, 깊이 130㎝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5㎝, 너
비 52㎝, 깊이 36㎝이다. 목관의 바
닥판과 북쪽벽판이 일부 남아있으며,
특별히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7) 27호 묘

(1) 유구(도면 71, 사진 56)

조사지역내동쪽능선의동사면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위치하며, 26호, 28호 묘와조선시대 1호주
거지에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마사토-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
토-암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222

㎝, 너비 72㎝, 깊이 74㎝이다. 목관의 양쪽측판이일부남아있어너비가 45㎝ 정도인것은확인할수있으
나목관의전체적인규모는알수없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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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호 묘

(1) 유구(도면 69, 사진 55)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 위치하
며, 14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화암
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
에는 황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
토-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명
황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N-75°-W로 서향이며, 등고
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
이 240㎝, 너비 90㎝, 깊이 72㎝이
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2㎝,
너비 46㎝, 깊이 24㎝이다. 유물은
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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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0. 26호 묘 평·단면도

Ⅰ. 황갈색 마사토
Ⅱ. 암황갈색 마사토
Ⅲ. 황갈색 마사토
Ⅳ. 암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명갈색 마사토
Ⅴ. 암갈색 사질점토
Ⅵ. 갈색 마사토
Ⅶ. 명갈색 마사토
Ⅷ. 암갈색 마사토
Ⅸ. 암갈색 사질점토
Ⅹ. 갈색 사질점토(보강토)

Ⅰ. 명황갈색 사질점토
Ⅱ. 황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Ⅲ. 갈색 사질점토
Ⅳ. 명갈색 사질점토
Ⅴ. 황갈색 사질점토, 다량의 굵은 석립 포함
Ⅵ. 갈색 사질점토(보강토)

⒔ 68-17 54-⑭ 10.1 0.6 0.4 23 뿌리일부결실, 횡방향목질부착

⒕ 68-18 54-(23) 10.5 0.7 0.6 21 완형, 횡방향목질흔, 단면직사각형

⒖ 68-19 54-⒃ 10.6 0.6 0.4 16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⒗ 68-20 54-⑦ 10.6 0.7 0.6 14 완형,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21) 68-21 54-⒔ 10.5 1.1 0.6 23 완형, 전체적으로횡방향의목질흔

(22) 68-22 54-(24) 10.4 1.0 0.5 16 머리부분일부결실, 횡방향목질흔

(23) 68-23 54-(26) 11.4 0.9 0.6 17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단면직사각형

(24) 68-24 54-⑫ 11.7 0.7 0.5 20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25) 68-25 54-⑬ 11.9 0.8 0.4 31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부착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26) 68-26 54-⑨ 12.2 1.3 0.7 22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

(27) 68-27 54-(28) 12.4 1.1 0.5 19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단면직사각형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69. 25호 묘 평·단면도



29) 29호 묘

(1) 유구(도면 73, 사진 57)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동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이장묘 3기만이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갈색사질토의단일층위를이루고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461㎝, 너비 149㎝, 깊이 126㎝이다. 묘광의굴광흔및바닥면의토양색, 묘광폭의넓이등을고려하여합
장묘의가능성을염두에두었으나토층및기타합장묘의흔적을찾지는못하 다.
유물은피장자의목부위, 묘광바닥면에서유리구슬 1점이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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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호 묘

(1) 유구(도면 72, 사진 56)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동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 위치하며, 27호 묘에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
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인데 피장자의 좌측(동쪽) 일부가 불규칙하게 굴광되었다. 장축방향은 N-15°-W로 남

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35㎝, 너비 96㎝, 깊이 55㎝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205㎝, 너비 46㎝, 깊이 26㎝이다. 목관의 흔적으로 검은색 부식토가 일부 확인되었을 뿐 특별히 유물
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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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73. 29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갈색 마사토.
Ⅱ. 명암갈색 마사토, 갈색마사토 포함
Ⅲ. 명갈색 마사토
Ⅳ. 암갈색 마사토
Ⅴ. 갈색 마사토
Ⅵ.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갈색마사토 포함
Ⅶ. 명갈색 사질점토 (보강토)

Ⅰ. 암갈색 마사토
Ⅱ. 명갈색 마사토
Ⅲ. 암갈색 마사토
Ⅳ. 명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Ⅴ. 황갈색 마사토
Ⅵ. 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Ⅶ. 암갈색 마사토(보강토)
Ⅷ. 암갈색 마사토(보강토)

도면 71. 27호 묘 평·단면도

도면 72. 28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29) 29호 묘

(1) 유구(도면 73, 사진 57)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동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이장묘 3기만이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갈색사질토의단일층위를이루고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461㎝, 너비 149㎝, 깊이 126㎝이다. 묘광의굴광흔및바닥면의토양색, 묘광폭의넓이등을고려하여합
장묘의가능성을염두에두었으나토층및기타합장묘의흔적을찾지는못하 다.
유물은피장자의목부위, 묘광바닥면에서유리구슬 1점이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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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호 묘

(1) 유구(도면 72, 사진 56)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동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7m에 위치하며, 27호 묘에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
토를굴토하여조성하 으며, 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인데 피장자의 좌측(동쪽) 일부가 불규칙하게 굴광되었다. 장축방향은 N-15°-W로 남

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35㎝, 너비 96㎝, 깊이 55㎝이며, 잔존 목관의 규모는
길이 205㎝, 너비 46㎝, 깊이 26㎝이다. 목관의 흔적으로 검은색 부식토가 일부 확인되었을 뿐 특별히 유물
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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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73. 29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명갈색 마사토.
Ⅱ. 명암갈색 마사토, 갈색마사토 포함
Ⅲ. 명갈색 마사토
Ⅳ. 암갈색 마사토
Ⅴ. 갈색 마사토
Ⅵ. 암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갈색마사토 포함
Ⅶ. 명갈색 사질점토 (보강토)

Ⅰ. 암갈색 마사토
Ⅱ. 명갈색 마사토
Ⅲ. 암갈색 마사토
Ⅳ. 명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Ⅴ. 황갈색 마사토
Ⅵ. 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
Ⅶ. 암갈색 마사토(보강토)
Ⅷ. 암갈색 마사토(보강토)

도면 71. 27호 묘 평·단면도

도면 72. 28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전체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2°-W로 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5㎝, 너비 128㎝, 깊이 83㎝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32) 32호 묘

(1) 유구(도면 76, 사진 58)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1m에 위치하며, 1호, 7호 묘와 1
호, 3호 회곽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는데유구의바닥면일부만남은상태로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와적갈

색마사토의충전토가운데암갈색마사토가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2°-E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245㎝, 너비 95㎝, 깊이 38㎝이다.
유물은피장자의머리쪽에서관정 4점과발치쪽에서관정 4점등총 8점의관정이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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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구슬(도면 73-1, 사진 57-③)
흑자색유리제구슬로평면형태는원형이며, 단면형태는타원형을띤다. 표면이매끄럽지못하고기포구멍

이 있으며 색깔이 둔탁하다. 구슬의 구멍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표면 일부가 깨어져 나갔다.  직경 2.0㎝,
두께 1.5㎝, 구멍지름 0.4㎝

30) 30호 묘

(1) 유구(도면 74, 사진 57)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해당하
며, 31호 묘와인접해있다. 풍화암반
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내부에
는 비교적 큰 회덩어리가 상층에서
하층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매장시 골
고루 반죽이 되지 않아 뭉쳐진 형태
로 보인다. 갈색마사토-명황갈색마사
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전체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N-87°-W로 서향이며, 등고
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
이 222㎝, 너비 71㎝, 깊이 87㎝이
며 잔존 굴광은 길이 173㎝, 너비 28
㎝, 깊이 13㎝의규모이다. 굴광의폭
이 좁고 위아래가 반원형으로 굴광된
것으로 보아 관을 쓰지 않은 무덤으
로추정된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31) 31호 묘

(1) 유구(도면 75, 사진 58)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해당하며, 22호, 30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
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피장자의 머리쪽과 좌측(남쪽)벽에서 바로 암반이 노출되어 무덤의 형
태가전체적으로일그러져있다. 내부에는황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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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5. 31호 묘 평·단면도

Ⅰ. 명갈색 마사토
Ⅱ. 황갈색 마사토
Ⅲ. 황갈색 마사토
Ⅳ. 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

31호 토광묘
Ⅰ. 명갈색 마사토
Ⅱ. 황갈색 마사토
Ⅲ. 황갈색 마사토
Ⅳ. 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보강토)

회 덩어리

도면 74. 30호 묘 평·단면도



전체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2°-W로 서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05㎝, 너비 128㎝, 깊이 83㎝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32) 32호 묘

(1) 유구(도면 76, 사진 58)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1m에 위치하며, 1호, 7호 묘와 1
호, 3호 회곽묘가인접해있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여조성하 는데유구의바닥면일부만남은상태로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와적갈

색마사토의충전토가운데암갈색마사토가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2°-E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전체규모는길이 245㎝, 너비 95㎝, 깊이 38㎝이다.
유물은피장자의머리쪽에서관정 4점과발치쪽에서관정 4점등총 8점의관정이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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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구슬(도면 73-1, 사진 57-③)
흑자색유리제구슬로평면형태는원형이며, 단면형태는타원형을띤다. 표면이매끄럽지못하고기포구멍

이 있으며 색깔이 둔탁하다. 구슬의 구멍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표면 일부가 깨어져 나갔다.  직경 2.0㎝,
두께 1.5㎝, 구멍지름 0.4㎝

30) 30호 묘

(1) 유구(도면 74, 사진 57)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해당하
며, 31호 묘와인접해있다. 풍화암반
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내부에
는 비교적 큰 회덩어리가 상층에서
하층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매장시 골
고루 반죽이 되지 않아 뭉쳐진 형태
로 보인다. 갈색마사토-명황갈색마사
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전체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N-87°-W로 서향이며, 등고
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
이 222㎝, 너비 71㎝, 깊이 87㎝이
며 잔존 굴광은 길이 173㎝, 너비 28
㎝, 깊이 13㎝의규모이다. 굴광의폭
이 좁고 위아래가 반원형으로 굴광된
것으로 보아 관을 쓰지 않은 무덤으
로추정된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31) 31호 묘

(1) 유구(도면 75, 사진 58)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해당하며, 22호, 30호 묘와 인접해 있다. 풍
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는데, 피장자의 머리쪽과 좌측(남쪽)벽에서 바로 암반이 노출되어 무덤의 형
태가전체적으로일그러져있다. 내부에는황갈색마사토-명갈색마사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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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5. 31호 묘 평·단면도

Ⅰ. 명갈색 마사토
Ⅱ. 황갈색 마사토
Ⅲ. 황갈색 마사토
Ⅳ. 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

31호 토광묘
Ⅰ. 명갈색 마사토
Ⅱ. 황갈색 마사토
Ⅲ. 황갈색 마사토
Ⅳ. 황갈색 마사토, 소량의 석립 포함(보강토)

회 덩어리

도면 74. 30호 묘 평·단면도



33) 33호 묘

(1) 유구(도면 77, 사진 59)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위치하며, 4호 회곽묘와 이
장묘 3기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암적갈색사질점
토·적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사질점토-암적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18°-E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19㎝, 너비 80㎝, 깊이 60㎝이다. 감실이 피장자의 좌측(동쪽) 아래쪽에 치우쳐

설치되었다. 유물은감실에서백자발 1점과백자접시 2점, 청동숟가락 1점이출토되었으며, 피장자의머리쪽
과발치쪽에서 13점의관정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백자접시(도면 77-1, 사진 59-④)
완형의백자접시로태토는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청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으며내외면

에물레흔이있다. 내저면에모래받침흔적이있다. 빙열이있으며굽은죽절굽이다.  높이 2.9㎝, 구경 12.4
㎝, 저경 4.2㎝
②백자접시(도면 77-2, 사진 59-⑤)
완형의백자접시로소성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정선된점토이며유약은담청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

시유하 다. 내저면과 접지면에 각각 3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으며 빙열이 있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지름이굽경보다크다. 굽은직립굽이다.  높이 3.9㎝, 구경 13.7㎝, 저경 4.6㎝
③백자발(도면 77-3, 사진 59-③)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완형의 백자 발로 태토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황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 으나 동체 하단부는 소성상태가 불량하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에 각각
4곳에태토비짐흔적이있다. 굽은죽절굽이며빙열이있다.  높이 7.4㎝, 구경 19.4㎝, 저경 5.2㎝
④~⒃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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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77-4 59-⑪ 9.3 0.7 0.5 12 완형, 뿌리쪽에횡방향목질흔

⑤ 77-5 59-⑩ 9.7 0.9 0.5 12 완형

⑥ 77-6 59-⑫ 9.5 0.8 0.5 12 완형, 뿌리쪽에종방향목질흔

⑦ 77-7 59-⒖ 10.3 1.0 0.5 13 완형, 뿌리쪽에횡방향목질흔

⑧ 77-8 59-⑬ 9.6 0.7 0.4 12 완형, 머리쪽에횡방향목질흔뿌리쪽에종방향목질흔

⑨ 77-9 59-⑧ 10.8 0.9 0.7 10 완형, 직사작형의머리

⑩ 77-10 59-⑦ 11.6 1.0 0.6 10 완형, 직사작형의머리

⑪ 77-11 59-⑭ 9.3 0.8 0.5 11 완형, 신부가부식으로부풀어오름

⑫ 77-12 59-⑮ 9.0 0.6 0.5 8 완형, 머리쪽에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2) 유물

①~⑧관정

① 76-1 58-⑧ 5.4 0.6 0.5 6 신부일부만남음, 횡방향목질흔

② 76-2 58-⑪ 8.6 0.8 0.5 9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③ 76-3 58-⑭ 8.5 0.9 0.6 11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④ 76-4 58-⑬ 9.8 1.0 0.9 17 완형, 머리부분의횡방향목질흔

⑤ 76-5 58-⑨ 9.7 0.7 0.5 17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

⑥ 76-6 58-⑩ 9.7 0.7 0.4 13 완형, 전체적으로‘S’자형으로휘었음

⑦ 76-7 58-⑦ 9.6 0.8 0.6 17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⑧ 76-8 58-⑫ 10.4 1.0 0.5 16 완형, 전체적으로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76. 32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암갈색 마사토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Ⅲ. 적갈색 마사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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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호 묘

(1) 유구(도면 77, 사진 59)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 위치하며, 4호 회곽묘와 이
장묘 3기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암적갈색사질점
토·적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사질점토-암적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18°-E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19㎝, 너비 80㎝, 깊이 60㎝이다. 감실이 피장자의 좌측(동쪽) 아래쪽에 치우쳐

설치되었다. 유물은감실에서백자발 1점과백자접시 2점, 청동숟가락 1점이출토되었으며, 피장자의머리쪽
과발치쪽에서 13점의관정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백자접시(도면 77-1, 사진 59-④)
완형의백자접시로태토는정선된점토이다. 유약은담청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으며내외면

에물레흔이있다. 내저면에모래받침흔적이있다. 빙열이있으며굽은죽절굽이다.  높이 2.9㎝, 구경 12.4
㎝, 저경 4.2㎝
②백자접시(도면 77-2, 사진 59-⑤)
완형의백자접시로소성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정선된점토이며유약은담청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

시유하 다. 내저면과 접지면에 각각 3곳에 태토비짐 받침 흔적이 있으며 빙열이 있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지름이굽경보다크다. 굽은직립굽이다.  높이 3.9㎝, 구경 13.7㎝, 저경 4.6㎝
③백자발(도면 77-3, 사진 59-③)
구연부 일부가 결실된 완형의 백자 발로 태토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황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 으나 동체 하단부는 소성상태가 불량하다. 내외면에 물레흔이 있으며 내저면에 각각
4곳에태토비짐흔적이있다. 굽은죽절굽이며빙열이있다.  높이 7.4㎝, 구경 19.4㎝, 저경 5.2㎝
④~⒃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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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77-4 59-⑪ 9.3 0.7 0.5 12 완형, 뿌리쪽에횡방향목질흔

⑤ 77-5 59-⑩ 9.7 0.9 0.5 12 완형

⑥ 77-6 59-⑫ 9.5 0.8 0.5 12 완형, 뿌리쪽에종방향목질흔

⑦ 77-7 59-⒖ 10.3 1.0 0.5 13 완형, 뿌리쪽에횡방향목질흔

⑧ 77-8 59-⑬ 9.6 0.7 0.4 12 완형, 머리쪽에횡방향목질흔뿌리쪽에종방향목질흔

⑨ 77-9 59-⑧ 10.8 0.9 0.7 10 완형, 직사작형의머리

⑩ 77-10 59-⑦ 11.6 1.0 0.6 10 완형, 직사작형의머리

⑪ 77-11 59-⑭ 9.3 0.8 0.5 11 완형, 신부가부식으로부풀어오름

⑫ 77-12 59-⑮ 9.0 0.6 0.5 8 완형, 머리쪽에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2) 유물

①~⑧관정

① 76-1 58-⑧ 5.4 0.6 0.5 6 신부일부만남음, 횡방향목질흔

② 76-2 58-⑪ 8.6 0.8 0.5 9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③ 76-3 58-⑭ 8.5 0.9 0.6 11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④ 76-4 58-⑬ 9.8 1.0 0.9 17 완형, 머리부분의횡방향목질흔

⑤ 76-5 58-⑨ 9.7 0.7 0.5 17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

⑥ 76-6 58-⑩ 9.7 0.7 0.4 13 완형, 전체적으로‘S’자형으로휘었음

⑦ 76-7 58-⑦ 9.6 0.8 0.6 17 완형, 머리부분횡방향목질흔과뿌리부분종방향의목질흔

⑧ 76-8 58-⑫ 10.4 1.0 0.5 16 완형, 전체적으로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76. 32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암갈색 마사토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Ⅲ. 적갈색 마사토
Ⅳ. 암갈색 사질점토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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⒔청동숟가락(도면 77-17, 사진 59-⑥)
청동제숟가락으로완형이다. 술잎끝에사용으로인한마모흔이있다. 술잎단면은바깥으로가면서두꺼워

진다. 술대단면은반원형, 손잡이단면은‘∧’형에가깝다. 손잡이끝부분은부채꼴모양으로넓어지며문양없
이마무리하 다.  길이 28.7㎝, 두께 0.2㎝, 술잎길이 10.2㎝, 술잎폭 3.7㎝, 술잎두께 0.1㎝, 무게 28g

34) 34호 묘

(1) 유구(도면 78, 사진 60)

조사지역내서측능선의남향하는구릉의중단부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위치하며, 3호 묘, 5호 회곽
묘와 이장묘 2기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
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5°-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216

㎝, 너비 96㎝, 깊이 53㎝이다. 감실이피장자의좌측(동쪽) 중간부분에조성되었다.
유물은 감실에서 청동숟가락 1점과 백자접시 1점이 출토되었으며, 피장자의 머리쪽과 발치쪽에서 13점의

관정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백자접시(도면 78-1, 사진 60-⑤)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황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하 으며 내외면에 물레흔이 관찰된다. 내저원각은 없으며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3㎝, 구경 12.4㎝, 저
경 4.4㎝
②~⑭관정

133132

⑬ 77-13 59-⒔ 6.0 0.8 0.4 8 뿌리쪽일부결실됨

⑭ 77-14 59-⑨ 5.4 0.8 0.5 6 신부일부만남음

⑮ 77-15 59-⒕ 4.2 0.6 0.4 4 신부일부편

⒃ 77-16 59-⒃ 10.2 0.9 0.6 17
완형, 뿌리쪽에 횡방향 목질흔, 신부 중간이 휘어‘L’자 형태를

보임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78-2 60-⑩ 9.4 0.8 0.5 10 완형, 신부중간이휘어‘L’자형태를보임

③ 78-3 60-⑨ 7.8 0.4 0.6 5 완형, 전체적으로휘었음

④ 78-4 60-⒕ 7.7 0.4 0.9 10 완형, 횡방향목질흔

⑤ 78-5 60-⑫ 6.3 0.9 0.6 7 뿌리쪽결실

⑥ 78-6 60-⑥ 8.6 0.6 0.4 7 완형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77. 33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Ⅰ. 암적갈색 사질점토
Ⅱ. 명적갈색 사질점토
Ⅲ. 적갈색 사질점토
Ⅳ. 암적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명적갈색 사질점토 포함
Ⅴ. 암갈색 사질점토
Ⅵ. 명갈색 사질점토 (보강토)
Ⅶ. 적갈색 사질점토 (보강토)



⒔청동숟가락(도면 77-17, 사진 59-⑥)
청동제숟가락으로완형이다. 술잎끝에사용으로인한마모흔이있다. 술잎단면은바깥으로가면서두꺼워

진다. 술대단면은반원형, 손잡이단면은‘∧’형에가깝다. 손잡이끝부분은부채꼴모양으로넓어지며문양없
이마무리하 다.  길이 28.7㎝, 두께 0.2㎝, 술잎길이 10.2㎝, 술잎폭 3.7㎝, 술잎두께 0.1㎝, 무게 28g

34) 34호 묘

(1) 유구(도면 78, 사진 60)

조사지역내서측능선의남향하는구릉의중단부에위치한다. 해발고도 69m에위치하며, 3호 묘, 5호 회곽
묘와 이장묘 2기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
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5°-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길이 216

㎝, 너비 96㎝, 깊이 53㎝이다. 감실이피장자의좌측(동쪽) 중간부분에조성되었다.
유물은 감실에서 청동숟가락 1점과 백자접시 1점이 출토되었으며, 피장자의 머리쪽과 발치쪽에서 13점의

관정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백자접시(도면 78-1, 사진 60-⑤)
완형의 백자 접시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담황색으로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

유하 으며 내외면에 물레흔이 관찰된다. 내저원각은 없으며 굽은 죽절굽이다.  높이 3㎝, 구경 12.4㎝, 저
경 4.4㎝
②~⑭관정

133132

⑬ 77-13 59-⒔ 6.0 0.8 0.4 8 뿌리쪽일부결실됨

⑭ 77-14 59-⑨ 5.4 0.8 0.5 6 신부일부만남음

⑮ 77-15 59-⒕ 4.2 0.6 0.4 4 신부일부편

⒃ 77-16 59-⒃ 10.2 0.9 0.6 17
완형, 뿌리쪽에 횡방향 목질흔, 신부 중간이 휘어‘L’자 형태를

보임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78-2 60-⑩ 9.4 0.8 0.5 10 완형, 신부중간이휘어‘L’자형태를보임

③ 78-3 60-⑨ 7.8 0.4 0.6 5 완형, 전체적으로휘었음

④ 78-4 60-⒕ 7.7 0.4 0.9 10 완형, 횡방향목질흔

⑤ 78-5 60-⑫ 6.3 0.9 0.6 7 뿌리쪽결실

⑥ 78-6 60-⑥ 8.6 0.6 0.4 7 완형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77. 33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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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암적갈색 사질점토
Ⅱ. 명적갈색 사질점토
Ⅲ. 적갈색 사질점토
Ⅳ. 암적갈색 사질점토, 소량의

명적갈색 사질점토 포함
Ⅴ. 암갈색 사질점토
Ⅵ. 명갈색 사질점토 (보강토)
Ⅶ. 적갈색 사질점토 (보강토)



⑮청동숟가락(도면 78-15, 사진 60-④)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잎 부분이 결실되었다. 술대 단면은 반원형, 손잡이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부채꼴모양으로넓어지며호형을이룬다.  잔존길이 16㎝, 두께 0.1㎝, 무게 10g

35) 35호 묘

(1) 유구(도면 79, 사진 61)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 위치하며, 4호, 6호 회곽묘
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
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7°-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30㎝, 너비 65㎝, 깊이 27㎝이다. 유물은 피장자의 발치쪽에서 청동숟가락 1점과 철겸편 1점이 출토되었
으며, 피장자의머리쪽에서허리쪽에이르는묘광의위쪽에서만관정 10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⑩관정

135134

⑦ 78-7 60-⑪ 8.3 0.8 0.5 10 뿌리쪽일부결실

⑧ 78-8 60-⒔ 9.3 0.9 0.5 9 완형, 횡방향목질흔

⑨ 78-9 60-⑬ 10 0.7 0.5 13 완형, 뿌리쪽종방향목질흔, 뿌리쪽이휘었음

⑩ 78-10 60-⑧ 10.8 0.9 0.6 18 완형, 머리부분의횡방향목질흔

⑪ 78-11 60-⑭ 10.1 0.8 0.6 8 완형, 뿌리쪽종방향목질흔

⑫ 78-12 60-⑦ 9.9 0.8 0.5 9 완형

⑬ 78-13 60-⒃ 9.6 0.6 0.5 9 완형, 횡방향목질흔

⑭ 78-14 60-⑮ 8.6 0.8 0.6 11 뿌리일부결실, 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79-1 61-⑧ 2.1 0.3 0.3 0.9 신부일부편

② 79-2 61-⑤ 2.9 0.5 0.3 1 신부일부편

③ 79-3 61-⑬ 4.4 0.9 0.5 5 신부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④ 79-4 61-⑥ 5.1 0.4 0.2 4 신부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⑤ 79-5 61-⑨ 5.8 0.5 0.3 4 신부일부편

⑥ 79-6 61-⑦ 5.6 0.6 0.3 5 신부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⑦ 79-7 61-⑫ 6 0.5 0.3 5 신부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⑧ 79-8 61-⑭ 7 0.6 0.3 5 머리부분결실, 뿌리쪽종방향목질흔

⑨ 79-9 61-⑪ 8.1 0.9 0.4 4 완형, 횡방향목질흔

⑩ 79-10 61-⑩ 8.1 0.8 0.2 8 하단부결실, 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78. 34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암갈색 사질점토
Ⅱ. 명갈색 사질점토
Ⅲ. 암갈색 사질점토
Ⅳ. 명갈색 사질점토(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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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청동숟가락(도면 78-15, 사진 60-④)
청동제 숟가락으로 술잎 부분이 결실되었다. 술대 단면은 반원형, 손잡이 단면은 일자형에 가깝다. 손잡이

끝부분은부채꼴모양으로넓어지며호형을이룬다.  잔존길이 16㎝, 두께 0.1㎝, 무게 10g

35) 35호 묘

(1) 유구(도면 79, 사진 61)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중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68m에 위치하며, 4호, 6호 회곽묘
가 인접해 있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
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7°-W로 남향이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의 전체 규모는 길이

230㎝, 너비 65㎝, 깊이 27㎝이다. 유물은 피장자의 발치쪽에서 청동숟가락 1점과 철겸편 1점이 출토되었
으며, 피장자의머리쪽에서허리쪽에이르는묘광의위쪽에서만관정 10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⑩관정

135134

⑦ 78-7 60-⑪ 8.3 0.8 0.5 10 뿌리쪽일부결실

⑧ 78-8 60-⒔ 9.3 0.9 0.5 9 완형, 횡방향목질흔

⑨ 78-9 60-⑬ 10 0.7 0.5 13 완형, 뿌리쪽종방향목질흔, 뿌리쪽이휘었음

⑩ 78-10 60-⑧ 10.8 0.9 0.6 18 완형, 머리부분의횡방향목질흔

⑪ 78-11 60-⑭ 10.1 0.8 0.6 8 완형, 뿌리쪽종방향목질흔

⑫ 78-12 60-⑦ 9.9 0.8 0.5 9 완형

⑬ 78-13 60-⒃ 9.6 0.6 0.5 9 완형, 횡방향목질흔

⑭ 78-14 60-⑮ 8.6 0.8 0.6 11 뿌리일부결실, 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① 79-1 61-⑧ 2.1 0.3 0.3 0.9 신부일부편

② 79-2 61-⑤ 2.9 0.5 0.3 1 신부일부편

③ 79-3 61-⑬ 4.4 0.9 0.5 5 신부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④ 79-4 61-⑥ 5.1 0.4 0.2 4 신부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⑤ 79-5 61-⑨ 5.8 0.5 0.3 4 신부일부편

⑥ 79-6 61-⑦ 5.6 0.6 0.3 5 신부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⑦ 79-7 61-⑫ 6 0.5 0.3 5 신부일부편, 횡방향목질흔

⑧ 79-8 61-⑭ 7 0.6 0.3 5 머리부분결실, 뿌리쪽종방향목질흔

⑨ 79-9 61-⑪ 8.1 0.9 0.4 4 완형, 횡방향목질흔

⑩ 79-10 61-⑩ 8.1 0.8 0.2 8 하단부결실, 횡방향목질흔

유물
도면번호 사진번호

(現)규격(단위:㎝,g)
설 명

번호 길이 폭 두께 무게

도면 78. 34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암갈색 사질점토
Ⅱ. 명갈색 사질점토
Ⅲ. 암갈색 사질점토
Ⅳ. 명갈색 사질점토(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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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철겸편(도면 79-11, 사진 61-④)
단조제 철겸으로 대부분이 결실되고 끝부분만 일부 남아 있다. 날등부분은 호상을 이루고 인부는 거의 직

선에가깝다.  길이 9.9㎝, 폭 4.2㎝, 두께 0.3㎝, 무게 19g
⑫청동숟가락(도면 79-12, 사진 61-⑮)
청동제숟가락으로완형이나제작상으로는완전히만들어지지않은상태이다. 술잎은단면이오목한형태가

아닌편평한상태로아래면에는두드린흔적이보이는미완성의상태이다. 술대단면은사다리꼴, 손잡이단면
은일자형에가까우나양단면이마무리되지않아울퉁불퉁한상태이다. 손잡이끝부분은넓어지게만들고삼각
형모양으로만들어졌다.  길이 25.9㎝, 두께 0.3㎝, 술잎길이8.5㎝, 술잎폭3.9㎝, 술잎두께0.1㎝, 무게 27g

3. 회곽묘

1) 1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0, 사진 62)

137136

도면 80. 1호 회곽묘 평·단면도

도면 79. 35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암갈색 사질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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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철겸편(도면 79-11, 사진 61-④)
단조제 철겸으로 대부분이 결실되고 끝부분만 일부 남아 있다. 날등부분은 호상을 이루고 인부는 거의 직

선에가깝다.  길이 9.9㎝, 폭 4.2㎝, 두께 0.3㎝, 무게 19g
⑫청동숟가락(도면 79-12, 사진 61-⑮)
청동제숟가락으로완형이나제작상으로는완전히만들어지지않은상태이다. 술잎은단면이오목한형태가

아닌편평한상태로아래면에는두드린흔적이보이는미완성의상태이다. 술대단면은사다리꼴, 손잡이단면
은일자형에가까우나양단면이마무리되지않아울퉁불퉁한상태이다. 손잡이끝부분은넓어지게만들고삼각
형모양으로만들어졌다.  길이 25.9㎝, 두께 0.3㎝, 술잎길이8.5㎝, 술잎폭3.9㎝, 술잎두께0.1㎝, 무게 27g

3. 회곽묘

1) 1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0, 사진 62)

137136

도면 80. 1호 회곽묘 평·단면도

도면 79. 35호 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Ⅰ. 암갈색 사질점토
Ⅱ. 적갈색 사질점토
Ⅲ. 암적갈색 사질점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70m에 위치하며, 1호 회곽묘가
인접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16°-E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고조성된회곽묘로합장묘이다. 내부에는 25㎝의 회뚜껑이있으며이를제거하자좌

우양쪽회곽에서각각 3매, 6매의 횡대목이확인되었다. 그 아래에는각각목관판재의일부만이확인되었다.
바닥은회를사용하지않고암반층을그대로이용하 다.
묘광의 전체 규모는 길이 234㎝, 너비 153㎝, 깊이 88㎝이며, 회곽 내부의 규모는 서측 회곽이 길이 182

㎝, 너비 52㎝, 깊이 57㎝, 동측회곽이길이 182㎝, 너비 52㎝, 깊이 55㎝이다. 
내부의목관편은바닥판재일부만이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인골이확인되었다.

3) 3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2, 사진 63)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
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70m에 위치하
며, 32호 묘가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
형이고, 장축방향은 N-2°-E로 남향이며, 등
고선과직교한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고 조성된 회곽묘로 단

장묘이다. 회뚜껑은 없어지고 회곽만 남아있
는 상태이다. 내부에는 갈색마사토-회갈색사
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바닥은 회를
사용하지않고암반층을그대로이용하 다.
묘광의 전체 규모는 길이 211㎝, 너비 90

㎝, 깊이 40㎝이며, 회곽 내부의 규모는 길이
196㎝, 너비 49㎝, 깊이 40㎝이다. 내부의 목
관편은 바닥판재 일부만이 확인되었으며, 내
부에는인골안치되어있다.

4) 4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3, 사진 64)

조사지역내서측능선의남향하는구릉의중단부에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8m에위치하며, 22호, 35호 묘
와 이장묘 2기가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부곽이 달려있는 형태이고, 장축방향은 N-8°-E로 남향
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고조성된회곽묘로단장묘이다.
회뚜껑은 없어지고 회곽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내부에는 갈색마사토-회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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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위치하며, 3호 묘와 2호, 3
호 회곽묘가인접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15°-E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고조성된회곽묘로합장묘이다. 내부에는 55㎝의 회뚜껑이있으며이를제거하자좌

우양쪽 회곽에서 각각 6매(약 65×30×8㎝)의 횡대목과 그 아래에는 각각의 목관이 확인되었다. 바닥은 회
를사용하지않고암반층을그대로이용하 다.
묘광의전체규모는길이 213㎝, 너비 153㎝, 깊이 118㎝이며, 회곽내부의규모는서측회곽이길이 175

㎝, 너비 55㎝, 깊이 58㎝, 동측 회곽이길이 172㎝, 너비 58㎝, 깊이 55㎝이다. 내부의목관은서측목관이
동측목관에비해상대적으로그높이가높다.
목관내부에는각각인골이있으며,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2) 2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1, 사진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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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2. 3호 회곽묘 평·단면도

Ⅰ. 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마사토

도면 81. 2호 회곽묘 평·단면도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70m에 위치하며, 1호 회곽묘가
인접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16°-E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고조성된회곽묘로합장묘이다. 내부에는 25㎝의 회뚜껑이있으며이를제거하자좌

우양쪽회곽에서각각 3매, 6매의 횡대목이확인되었다. 그 아래에는각각목관판재의일부만이확인되었다.
바닥은회를사용하지않고암반층을그대로이용하 다.
묘광의 전체 규모는 길이 234㎝, 너비 153㎝, 깊이 88㎝이며, 회곽 내부의 규모는 서측 회곽이 길이 182

㎝, 너비 52㎝, 깊이 57㎝, 동측회곽이길이 182㎝, 너비 52㎝, 깊이 55㎝이다. 
내부의목관편은바닥판재일부만이확인되었으며, 내부에는인골이확인되었다.

3) 3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2, 사진 63)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
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70m에 위치하
며, 32호 묘가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
형이고, 장축방향은 N-2°-E로 남향이며, 등
고선과직교한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고 조성된 회곽묘로 단

장묘이다. 회뚜껑은 없어지고 회곽만 남아있
는 상태이다. 내부에는 갈색마사토-회갈색사
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바닥은 회를
사용하지않고암반층을그대로이용하 다.
묘광의 전체 규모는 길이 211㎝, 너비 90

㎝, 깊이 40㎝이며, 회곽 내부의 규모는 길이
196㎝, 너비 49㎝, 깊이 40㎝이다. 내부의 목
관편은 바닥판재 일부만이 확인되었으며, 내
부에는인골안치되어있다.

4) 4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3, 사진 64)

조사지역내서측능선의남향하는구릉의중단부에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8m에위치하며, 22호, 35호 묘
와 이장묘 2기가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부곽이 달려있는 형태이고, 장축방향은 N-8°-E로 남향
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고조성된회곽묘로단장묘이다.
회뚜껑은 없어지고 회곽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내부에는 갈색마사토-회갈색사질점토의 순으로 퇴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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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1, 사진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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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2. 3호 회곽묘 평·단면도

Ⅰ. 갈색 사질점토
Ⅱ. 갈색 마사토

도면 81. 2호 회곽묘 평·단면도



있다. 바닥은회를사용하지않고암반층을그대로이용하 다.
묘광의 전체 규모는 길이 235㎝, 너비 93㎝, 깊이 94㎝이며, 잔존목관의 규모는 길이 202㎝, 너비 59㎝,

깊이 40㎝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6) 6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5, 사진 65)

조사지역내서측능선의남향하는구릉의중단부에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위치하며, 5호, 33호, 35
호 묘와이장묘 2기가인접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N-5°-E로 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
한다.
풍화암반토를 굴토하고 조성된 회곽묘로 단장묘이다. 내부에는 25㎝ 두께의 회뚜껑이 있으며, 아래에서

횡대목 5매가 확인되었다. 그 아래에는 목관이 확인되었다. 바닥은 회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층을 그대로 이
용하 다.
묘광의 전체 규모는 길이 252㎝, 너비 84㎝, 깊이 78㎝이며, 잔존목관의 규모는 길이 215㎝, 너비 53㎝,

깊이 28㎝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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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바닥은회를사용하지않고암반층을그대로이용하 다.
묘광의전체규모는길이 206㎝, 너비 189㎝, 깊이 139㎝이며, 회곽 내부의규모는길이 160㎝, 너비 60

㎝, 깊이 50㎝이다. 내부에는인골이안치되어있다.

5) 5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4, 사진 64)

조사지역내 서측능선의 남향하는 구릉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69m에 위치하며, 3호, 32호 묘
가인접해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N-6°-W로남향이며, 등고선과직교한다.
풍화암반토를굴토하고조성된회곽묘로단장묘이다. 내부에는 30㎝ 두께의회뚜껑이있으며아래에는횡

대목이 있었던 자리만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아래쪽에는 목관이 거의 부식되고 아래판재만이 일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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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4. 5호 회곽묘 평·단면도

도면 83. 4호 회곽묘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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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대목 5매가 확인되었다. 그 아래에는 목관이 확인되었다. 바닥은 회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층을 그대로 이
용하 다.
묘광의 전체 규모는 길이 252㎝, 너비 84㎝, 깊이 78㎝이며, 잔존목관의 규모는 길이 215㎝, 너비 53㎝,

깊이 28㎝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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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4. 5호 회곽묘 평·단면도

도면 83. 4호 회곽묘 평·단면도



다. 지표수습유물

1. 반(도면 87-1, 사진 67-①)
회백색연질의반으로 1/2정도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

이다. 내저면과 신부 접합면에는 한줄의 대가 돌아가며 구연은 살짝 외반한다.  복원저경 17.6㎝, 현재높이
1.9㎝
2. 반편(도면 87-2, 사진 67-②)
회청색 연질의 반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

어있으며저부와신부접합부외면에는깎은흔적이확인된다.  복원저경 14.3㎝, 현재높이 1.4㎝
3. 개배신부(도면 87-3, 사진 67-⑫)
회색 경질의 개배의 신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 높이 0.8㎝이며 안

쪽으로 내경하 으며, 저부는 결실되었다. 신부 외면에 1줄의 침선 돌아간다.  복원구경 14.0㎝, 현재높이
3.0㎝
4. 개배신부(도면 87-4, 사진 67-⑬)
회백색 경질의 개배의 신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 높이는 0.5㎝이고

안쪽으로내경하 으며저부는결실되었다. 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10.8㎝, 현재높이 2.8㎝
5. 호 구연부(도면 87-5, 사진 67-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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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6, 사진 66)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위치하며, 3호, 6호 수혈이 인접해 있다. 풍
화암반토를굴토하고조성된회곽묘로단장묘이다. 회뚜껑은없어지고회곽만남았으며, 목관의상판이부식
에 의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상판 바로 아래에서 인골이 확인되었으며, 바닥은 회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층
을그대로이용하 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7°-W로서향이다. 전체규모는길이 242㎝,
너비 90㎝, 깊이 35㎝이며, 잔존목관은길이 180㎝, 너비 45㎝, 깊이 35㎝이다.
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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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5. 6호 회곽묘 평·단면도

도면 86. 7호 회곽묘 평·단면도



다. 지표수습유물

1. 반(도면 87-1, 사진 67-①)
회백색연질의반으로 1/2정도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

이다. 내저면과 신부 접합면에는 한줄의 대가 돌아가며 구연은 살짝 외반한다.  복원저경 17.6㎝, 현재높이
1.9㎝
2. 반편(도면 87-2, 사진 67-②)
회청색 연질의 반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

어있으며저부와신부접합부외면에는깎은흔적이확인된다.  복원저경 14.3㎝, 현재높이 1.4㎝
3. 개배신부(도면 87-3, 사진 67-⑫)
회색 경질의 개배의 신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 높이 0.8㎝이며 안

쪽으로 내경하 으며, 저부는 결실되었다. 신부 외면에 1줄의 침선 돌아간다.  복원구경 14.0㎝, 현재높이
3.0㎝
4. 개배신부(도면 87-4, 사진 67-⑬)
회백색 경질의 개배의 신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구연부 높이는 0.5㎝이고

안쪽으로내경하 으며저부는결실되었다. 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있다.  복원구경 10.8㎝, 현재높이 2.8㎝
5. 호 구연부(도면 87-5, 사진 67-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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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호 회곽묘

(1) 유구(도면 86, 사진 66)

조사지역내 동쪽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70m에 위치하며, 3호, 6호 수혈이 인접해 있다. 풍
화암반토를굴토하고조성된회곽묘로단장묘이다. 회뚜껑은없어지고회곽만남았으며, 목관의상판이부식
에 의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상판 바로 아래에서 인골이 확인되었으며, 바닥은 회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층
을그대로이용하 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17°-W로서향이다. 전체규모는길이 242㎝,
너비 90㎝, 깊이 35㎝이며, 잔존목관은길이 180㎝, 너비 45㎝, 깊이 35㎝이다.
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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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5. 6호 회곽묘 평·단면도

도면 86. 7호 회곽묘 평·단면도



회청색경질의호구연부편으로태토는정선된점토이며속심은암갈색이다. 내외면에물손질흔적이있으
며견부내면에접합흔이확인된다.  복원구경 10.2㎝, 현재높이 5.1㎝
6. 구연부(도면 87-6, 사진 67-⑤)
회청색 경질 구연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며 속심은 암갈색이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복원구경 14.4㎝, 현재높이 3.6㎝
7. 호 구연부(도면 87-7, 사진 67-⑥)
회흑색경질의호구연부로태토는정선된점토며속심은암갈색이다. 외면에는격자타날흔이시문되어있

으며내면에는물손질흔적과경부와견부사이에는접합흔이확인된다.  복원구경 14.9㎝, 현재높이 5.7㎝
8. 뚜껑(도면 87-8, 사진 67-③)
명갈색연질의뚜껑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며속심은흑색이다. 꼭지부분은원

통형이며뚜껑안쪽면에는검게그을린흔적이확인된다.  구경 23.8㎝, 높이 7.8㎝
9. 대각편(도면 87-9, 사진 67-⑧)
회청색 경질의 대각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석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며 속심은 암갈색이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적이확인된다.  복원각경 6.2㎝, 현재높이 2.9㎝
10. 대각편(도면 87-10, 사진 67-⑨)
회청색경질의대각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내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보

이며외저면에접합흔이확인된다.  복원각경 8.8㎝, 현재높이 4.6㎝
11. 대각편(도면 87-11, 사진 67-⑩)
회백색경질의대각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내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보

이며외저면에접합흔이확인된다.  복원각경 9.1㎝, 현재높이 3.5㎝
12. 토기저부편(도면 87-12, 사진 67-⑪)
적갈색연질의저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평저이며저부와동체부사이

에한줄의침선이확인되며외면에물손질흔적이보인다.  저경 8.2㎝, 현재높이 3.1㎝
13. 평저호저부(도면 87-13, 사진 67-⑭)
연질의평저호로저부만남아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저부내면에

접합흔이확인된다.  저경 9.7㎝, 현재높이 3.7㎝
14. 우각형파수편(도면 87-14, 사진 68-⑧)
회백색연질의파수편이며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파수의윗면과밑면에지지홈

이남아있으며내면과측면에지두흔이확인된다.  파수길이 7.5㎝, 폭 3.3㎝, 두께 3.5㎝
15. 광구호구연부(도면 87-15, 사진 67-⑦)
회흑색경질의호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확인되

며경부에서직립하여외반하다가안쪽으로말린형태이다.  복원구경 24.1㎝, 현재높이 6.7㎝
16. 도기병(도면 87-16, 사진 67-⑮)
경질의도기병으로동체부일부와구연부가결실되었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며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이다. 동체부에는 부분적으로 격자타날이 시문되어 있으며 견부에 3줄의 대가 희미하
게남아있다. 외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어있으며평저이다.  저경 10.0㎝, 현재높이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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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청색경질의호구연부편으로태토는정선된점토이며속심은암갈색이다. 내외면에물손질흔적이있으
며견부내면에접합흔이확인된다.  복원구경 10.2㎝, 현재높이 5.1㎝
6. 구연부(도면 87-6, 사진 67-⑤)
회청색 경질 구연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점토이며 속심은 암갈색이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복원구경 14.4㎝, 현재높이 3.6㎝
7. 호 구연부(도면 87-7, 사진 67-⑥)
회흑색경질의호구연부로태토는정선된점토며속심은암갈색이다. 외면에는격자타날흔이시문되어있

으며내면에는물손질흔적과경부와견부사이에는접합흔이확인된다.  복원구경 14.9㎝, 현재높이 5.7㎝
8. 뚜껑(도면 87-8, 사진 67-③)
명갈색연질의뚜껑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며속심은흑색이다. 꼭지부분은원

통형이며뚜껑안쪽면에는검게그을린흔적이확인된다.  구경 23.8㎝, 높이 7.8㎝
9. 대각편(도면 87-9, 사진 67-⑧)
회청색 경질의 대각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석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며 속심은 암갈색이다. 내외면에

물손질흔적이확인된다.  복원각경 6.2㎝, 현재높이 2.9㎝
10. 대각편(도면 87-10, 사진 67-⑨)
회청색경질의대각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내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보

이며외저면에접합흔이확인된다.  복원각경 8.8㎝, 현재높이 4.6㎝
11. 대각편(도면 87-11, 사진 67-⑩)
회백색경질의대각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내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보

이며외저면에접합흔이확인된다.  복원각경 9.1㎝, 현재높이 3.5㎝
12. 토기저부편(도면 87-12, 사진 67-⑪)
적갈색연질의저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평저이며저부와동체부사이

에한줄의침선이확인되며외면에물손질흔적이보인다.  저경 8.2㎝, 현재높이 3.1㎝
13. 평저호저부(도면 87-13, 사진 67-⑭)
연질의평저호로저부만남아잔존상태는불량하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며저부내면에

접합흔이확인된다.  저경 9.7㎝, 현재높이 3.7㎝
14. 우각형파수편(도면 87-14, 사진 68-⑧)
회백색연질의파수편이며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다. 파수의윗면과밑면에지지홈

이남아있으며내면과측면에지두흔이확인된다.  파수길이 7.5㎝, 폭 3.3㎝, 두께 3.5㎝
15. 광구호구연부(도면 87-15, 사진 67-⑦)
회흑색경질의호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점토이다. 외면에는물손질흔적이확인되

며경부에서직립하여외반하다가안쪽으로말린형태이다.  복원구경 24.1㎝, 현재높이 6.7㎝
16. 도기병(도면 87-16, 사진 67-⑮)
경질의도기병으로동체부일부와구연부가결실되었다. 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며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이다. 동체부에는 부분적으로 격자타날이 시문되어 있으며 견부에 3줄의 대가 희미하
게남아있다. 외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어있으며평저이다.  저경 10.0㎝, 현재높이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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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광구장경호 (도면 88-1, 사진 68-①)
회청색경질의광구장경호로구연부와동체부일부만남아있다. 태토는백색의석립이다량포함된점토이

며속심은회색이다. 구연부는견부에서직립하다가외반하여안쪽으로말린형태이며, 내외면에회전물손질
흔적이확인된다.  복원구경 25.1㎝, 현재높이 17.0㎝
18. 호 구연부(도면 88-2, 사진 68-②)
회청색 경질의 호 구연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보이며견부에는격자타날흔이확인된다. 내면의 견부와경부사이에접합흔도확인된다.  복원구경 26.9㎝,
현재높이 6.9㎝
19. 광구호구연부(도면 88-3, 사진 68-③)
회백색 연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석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확

인된다. 구연부는직립하다가외반한다.  복원구경 22.5㎝, 현재높이 8.9㎝
20. 편호구연부(도면 88-4, 사진 68-④)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는 경질의 편호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부분적으로 자연시유

되어 있다. 동체부 최대경에서 크게 꺾여 편평한 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복원구경 7.2㎝, 현재높이 7.4㎝
21. 옹 구연부(도면 88-5, 사진 68-⑤)
회청색경질의옹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며속심은암갈색이다. 내외

면에는물손질흔적이있으며구연부에는 2줄의침선이돌아간다.  복원구경 24.1㎝, 높이 6.0㎝
22. 경질토기편(도면 88-6, 사진 68-⑥)
회흑색 경질토기편으로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

다. 외면에는 3줄의침선이돌아가며내외면에물손질흔적이확인된다.  복원구경 15.5㎝, 높이 6.9㎝
23. 분청접시(도면 88-7, 사진 68-⑩)
분청사기 접시로 구연부 일부와 저부가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기형은 확인할 수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

토이며 유약은 담록색으로 부분시유되어 있다. 내저면에는 3줄의 침선이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백토를 넣었
다. 외면에는회전물손질흔적이확인되며저경이전체적인기형에비해매우좁다. 굽은안굽이다. 내저면에
는 3곳의태토비짐흔적이확인된다.  구경 19.3㎝, 저경 4.6㎝, 높이 6.4㎝
24. 백자대접(도면 88-8, 사진 68-⑪)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된 백자 대접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

백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내저면과접지면에 4곳
의 태토비짐 흔적이 있으며 빙열이 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있고 굽은 죽절굽이다.  복원구경 17.4㎝, 저경
6.0㎝, 높이 8.1㎝
25. 숫돌(도면 89-1, 사진 68-⑨)
완형의 숫돌로 평면과 단면의 형태는 장방형이다. 사용된 면은 전, 후면 2면이며 주된 사용면은 전면이다.

전면은전체가마연되었으며후면은부분적으로마연된곳이확인된다.  길이 14.2㎝, 폭 6.0㎝, 두께 5.3㎝,
무게 809g
26. 석겸(도면 89-2, 사진 68-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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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광구장경호 (도면 88-1, 사진 68-①)
회청색경질의광구장경호로구연부와동체부일부만남아있다. 태토는백색의석립이다량포함된점토이

며속심은회색이다. 구연부는견부에서직립하다가외반하여안쪽으로말린형태이며, 내외면에회전물손질
흔적이확인된다.  복원구경 25.1㎝, 현재높이 17.0㎝
18. 호 구연부(도면 88-2, 사진 68-②)
회청색 경질의 호 구연부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내외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보이며견부에는격자타날흔이확인된다. 내면의 견부와경부사이에접합흔도확인된다.  복원구경 26.9㎝,
현재높이 6.9㎝
19. 광구호구연부(도면 88-3, 사진 68-③)
회백색 연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백색의 석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적이 확

인된다. 구연부는직립하다가외반한다.  복원구경 22.5㎝, 현재높이 8.9㎝
20. 편호구연부(도면 88-4, 사진 68-④)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 있는 경질의 편호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점토이며 부분적으로 자연시유

되어 있다. 동체부 최대경에서 크게 꺾여 편평한 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복원구경 7.2㎝, 현재높이 7.4㎝
21. 옹 구연부(도면 88-5, 사진 68-⑤)
회청색경질의옹구연부편으로태토는백색의세사립이포함된정선된점토이며속심은암갈색이다. 내외

면에는물손질흔적이있으며구연부에는 2줄의침선이돌아간다.  복원구경 24.1㎝, 높이 6.0㎝
22. 경질토기편(도면 88-6, 사진 68-⑥)
회흑색 경질토기편으로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

다. 외면에는 3줄의침선이돌아가며내외면에물손질흔적이확인된다.  복원구경 15.5㎝, 높이 6.9㎝
23. 분청접시(도면 88-7, 사진 68-⑩)
분청사기 접시로 구연부 일부와 저부가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인 기형은 확인할 수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

토이며 유약은 담록색으로 부분시유되어 있다. 내저면에는 3줄의 침선이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백토를 넣었
다. 외면에는회전물손질흔적이확인되며저경이전체적인기형에비해매우좁다. 굽은안굽이다. 내저면에
는 3곳의태토비짐흔적이확인된다.  구경 19.3㎝, 저경 4.6㎝, 높이 6.4㎝
24. 백자대접(도면 88-8, 사진 68-⑪)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된 백자 대접으로 태토는 백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유약은 회

백색으로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내저원각이있으며굽경보다지름이크다. 내저면과접지면에 4곳
의 태토비짐 흔적이 있으며 빙열이 있다. 외면에 물레흔이 있고 굽은 죽절굽이다.  복원구경 17.4㎝, 저경
6.0㎝, 높이 8.1㎝
25. 숫돌(도면 89-1, 사진 68-⑨)
완형의 숫돌로 평면과 단면의 형태는 장방형이다. 사용된 면은 전, 후면 2면이며 주된 사용면은 전면이다.

전면은전체가마연되었으며후면은부분적으로마연된곳이확인된다.  길이 14.2㎝, 폭 6.0㎝, 두께 5.3㎝,
무게 809g
26. 석겸(도면 89-2, 사진 68-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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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와 신부가 일부 남아 있는 석제품으로 인부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 한면에 홈을 판 흔적이 있으며
전면을마연하 다. 단면은직각삼각형이다.  길이 4.8㎝, 폭 2.9㎝, 두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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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주거지 N-80°-E 장방형 343×260×31
뚜껑편1, 완2, 호구연부편2

동체부편1, 저부편1

1호수혈 원형 220×217×130
경질옹저부편 2
경질대각편 1

2호수혈 원형 232×232×187
3호수혈 원형 251×190×68 경질호동체부편 1

4호수혈 원형 200×193×74
연질호구연부편 3
연질동체부편 1

5호수혈 원형 200×194×100
조선1호주거지 N-22°-W 말각방형 350×347×60 분청접시1, 옹동체부편3
조선2호주거지 N-71°-W 말각방형 260×180×40 연질호구연부편 1

1호묘 N-71°-W 세장방형
묘광 201×48×53

백자(발1, 접시2, 잔1) 匙1감실 45×17×22
2호묘 N-60°-W 장방형 123×43×38 백자(발1, 접시1, 잔1) 匙1

묘광 222×63×72
3호묘 N-60°-W 세장방형 감실 55×13×32 백자(발1, 접시2, 잔1) 釘6 匙1

목관 174×24×20
4호묘 N-40°-W 〃 179×65×12
5호묘 N-51°-W 장방형 96×45×34
6호묘 N-88°-W 〃 107×37×47
7호묘 N-60°-W 〃 71×34×21
8호묘 N-20°-E 세장방형 158×38×61

9호묘 N-80°-E 〃
묘광 185×68×78
목관 172×35×20

10호묘 N-70°-E 〃
묘광 221×66×95
목관 192×39×13

11호묘 N-58°-E 〃
묘광 158×72×51
목관 129×37×19

12호묘 N-40°-E 〃
묘광 214×68×74

백자접시1
철제가위1, 靑銅鉢1

목제용기1목관 198×40×22 釘4 匙1, 箸1

13호묘 N-59°-W 〃 163×35×36
14호묘 N-10°-E 〃 198×64×40

15호묘 N-69°-E 장방형
묘광 72×37×32
목관 47×15×8

16호묘 N-53°-E 세장방형
묘광 202×54×49
목관 ·

17호묘 N-79°-E 장방형
묘광 204×75×64
목관 175×39×15

1호구 N-5°-W 부정형 1,044×324×20
2호구 N-53°-E 부정형 1,100×360×48 경질저부편1
3호구 N-55°-E 부정형 1,240×160×31

유구명 장축방향
평면 규모 출토유물

비고
형태 (장×단×깊이)㎝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기타

교리유적 유구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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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와 신부가 일부 남아 있는 석제품으로 인부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다. 한면에 홈을 판 흔적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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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접시1
철제가위1, 靑銅鉢1

목제용기1목관 198×40×22 釘4 匙1, 箸1

13호묘 N-59°-W 〃 163×35×36
14호묘 N-10°-E 〃 198×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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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장축방향
평면 규모 출토유물

비고
형태 (장×단×깊이)㎝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기타

교리유적 유구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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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묘 N-28°-W 〃 묘광 138×63×32
20호묘 N-32°-W 〃 묘광 128×55×52

묘광 217×131×60
21호묘 N-98°-E 〃

토갱
북:167×27×20 동전1
남:181×39×19

묘광 201×201×116
22호묘 N-72°-E 〃

토갱
북:177×36×53
남:171×44×52

23호묘 N-3°-W 세장방형 묘광 172×51×21
묘광 229×100×79

24호묘 N-30°-E 장방형 감실 50×15×20 백자(대접1, 접시1, 잔1) 釘22 匙1 구슬1
목관 182×59×15

25호묘 N-75°-W 〃
묘광 240×90×72
목관 192×46×24

26호묘 N-2°-W 〃
묘광 232×85×103
목관 195×52×36

27호묘 N-6°-E 〃
묘광 222×72×74
목관 ?×45×?

28호묘 N-15°-W 〃
묘광 235×96×55
목관 205×46×26

29호묘 N-1°-W 〃 묘광 246×149×126 구슬 1

30호묘 N-87°-W 〃
묘광 222×71×87
목관 173×28×13

31호묘 N-62°-W 〃 묘광 205×128×83
32호묘 N-2°-E 〃 묘광 245×95×38 釘8
33호묘 N-18°-E 세장방형 묘광 219×80×60 백자(발1, 접시2) 釘13 匙1
34호묘 N-5°-E 장방형 묘광 216×96×53 백자접시1 釘13 匙1

35호묘 N-7°-W 세장방형 묘광 230×65×27 鎌片1,
匙1釘10

묘광 213×153×118
합장

1호회곽묘 N-15°-E 장방형
목관

서:175×55×58
인골

동:172×58×55
묘광 234×153×88

합장2호회곽묘 N-16°-E 〃
목관

서:182×52×57
인골

동:182×52×55

3호회곽묘 N-2°-E 〃
묘광 211×90×40

인골
목관 196×49×40

4호회곽묘 N-8°-E 〃
묘광 206×189×139

인골
목관 160×60×50

5호회곽묘 N-6°-W 〃
묘광 235×93×94

인골
목관 202×59×40

6호회곽묘 N-5°-E 〃
묘광 252×84×78

인골
목관 215×53×28

7호회곽묘 N-17°-W 〃
묘광 242×90×35

인골
목관 180×45×35

151150

유구명 장축방향
평면 규모 출토유물

비고
형태 (장×단×깊이)㎝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기타

월송리유적 유구 현황표

1호수혈 원형 226×221×114 호구연부편2
2호수혈 원형 130×119×65 경질동체부편1

경질옹구연부편2
3호수혈 원형 128×108×37 경질호구연부편1

경질호동체부편1
4호수혈 원형 141×118×36
5호수혈 원형 160×120×25 옹1
6호수혈 원형 231×210×210
7호수혈 N-36°-E 장방형 248×154×68 호구연부1, 옹1
8호수혈 원형 155×155×23
9호수혈 원형 228×224×100

조선
호구연부편2, 도기동체부3,

기와9,
1호주거지

N-81°-W 장방형 420×243×63 저부2, 파수2, 백자구연1,
도지미4저부5, 분청접시1, 분청대접1

묘광 231×103×156
1호묘 N-22°-E 장방형 감실 57×34×20 백자(병1, 접시1, 발 1) 匙1

목관 191×49×23

2호묘 N-20°-E 세장방형
묘광 202×63×128

백자병1 匙1목관 156×31×18

3호묘 N-15°-W 장방형
묘광 208×65×77
목관 162×47×10

4호묘 N-60°-W 〃
묘광 204×77×64

소호 1요갱 15×15×10

5호묘 N-30°-E 〃
묘광 222×78×80
목관 176×35×20

묘광 205×68×72
물렛가락1,

6호묘 N-37°-W 세장방형
감실 54×28×10

철제가위1,
삼칼1

7호묘 N-60°-E 장방형
묘광 215×73×46
목관 173×27×4

8호묘 N-11°-W 〃 묘광 224×81×96
9호묘 N-20°-W 〃 묘광 148×57×57

10호묘 N-1°-W 세장방형 묘광 206×57×85 철제가위1 銅鏡1,匙1, 빗1
指環1쌍

11호묘 N-24°-E 장방형
묘광 221×75×113
목관 196×56×34

12호묘 N-4°-E 〃 묘광 128×55×44 구슬2
13호묘 N-62°-W 세장방형 묘광 203×57×28 匙1

14호묘 N-10°-E 장방형 묘광 240×75×30 鐵片1
釘4

15호묘 N-66°-W 〃
묘광 209×78×64
목관 181×43×32

16호묘 N-6°-W 〃 묘광 209×78×64 釘8 靑銅鉢1
17호묘 N-12°-W 세장방형 묘광 205×63×49

18호묘 N-63°-W 장방형
묘광 124×57×40

백자(접시1, 잔1)요갱 19×16×8

유구명 장축방향
평면 규모 출토유물

비고
형태 (장×단×깊이)㎝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기타



19호묘 N-28°-W 〃 묘광 138×63×32
20호묘 N-32°-W 〃 묘광 128×55×52

묘광 217×131×60
21호묘 N-98°-E 〃

토갱
북:167×27×20 동전1
남:181×39×19

묘광 201×201×116
22호묘 N-72°-E 〃

토갱
북:177×36×53
남:171×44×52

23호묘 N-3°-W 세장방형 묘광 172×51×21
묘광 229×100×79

24호묘 N-30°-E 장방형 감실 50×15×20 백자(대접1, 접시1, 잔1) 釘22 匙1 구슬1
목관 182×59×15

25호묘 N-75°-W 〃
묘광 240×90×72
목관 192×46×24

26호묘 N-2°-W 〃
묘광 232×85×103
목관 195×52×36

27호묘 N-6°-E 〃
묘광 222×72×74
목관 ?×45×?

28호묘 N-15°-W 〃
묘광 235×96×55
목관 205×46×26

29호묘 N-1°-W 〃 묘광 246×149×126 구슬 1

30호묘 N-87°-W 〃
묘광 222×71×87
목관 173×28×13

31호묘 N-62°-W 〃 묘광 205×128×83
32호묘 N-2°-E 〃 묘광 245×95×38 釘8
33호묘 N-18°-E 세장방형 묘광 219×80×60 백자(발1, 접시2) 釘13 匙1
34호묘 N-5°-E 장방형 묘광 216×96×53 백자접시1 釘13 匙1

35호묘 N-7°-W 세장방형 묘광 230×65×27 鎌片1,
匙1釘10

묘광 213×153×118
합장

1호회곽묘 N-15°-E 장방형
목관

서:175×55×58
인골

동:172×58×55
묘광 234×153×88

합장2호회곽묘 N-16°-E 〃
목관

서:182×52×57
인골

동:182×52×55

3호회곽묘 N-2°-E 〃
묘광 211×90×40

인골
목관 196×49×40

4호회곽묘 N-8°-E 〃
묘광 206×189×139

인골
목관 160×60×50

5호회곽묘 N-6°-W 〃
묘광 235×93×94

인골
목관 202×59×40

6호회곽묘 N-5°-E 〃
묘광 252×84×78

인골
목관 215×53×28

7호회곽묘 N-17°-W 〃
묘광 242×90×35

인골
목관 18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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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명 장축방향
평면 규모 출토유물

비고
형태 (장×단×깊이)㎝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기타

월송리유적 유구 현황표

1호수혈 원형 226×221×114 호구연부편2
2호수혈 원형 130×119×65 경질동체부편1

경질옹구연부편2
3호수혈 원형 128×108×37 경질호구연부편1

경질호동체부편1
4호수혈 원형 141×118×36
5호수혈 원형 160×120×25 옹1
6호수혈 원형 231×210×210
7호수혈 N-36°-E 장방형 248×154×68 호구연부1, 옹1
8호수혈 원형 155×155×23
9호수혈 원형 228×224×100

조선
호구연부편2, 도기동체부3,

기와9,
1호주거지

N-81°-W 장방형 420×243×63 저부2, 파수2, 백자구연1,
도지미4저부5, 분청접시1, 분청대접1

묘광 231×103×156
1호묘 N-22°-E 장방형 감실 57×34×20 백자(병1, 접시1, 발 1) 匙1

목관 191×49×23

2호묘 N-20°-E 세장방형
묘광 202×63×128

백자병1 匙1목관 156×31×18

3호묘 N-15°-W 장방형
묘광 208×65×77
목관 162×47×10

4호묘 N-60°-W 〃
묘광 204×77×64

소호 1요갱 15×15×10

5호묘 N-30°-E 〃
묘광 222×78×80
목관 176×35×20

묘광 205×68×72
물렛가락1,

6호묘 N-37°-W 세장방형
감실 54×28×10

철제가위1,
삼칼1

7호묘 N-60°-E 장방형
묘광 215×73×46
목관 173×27×4

8호묘 N-11°-W 〃 묘광 224×81×96
9호묘 N-20°-W 〃 묘광 148×57×57

10호묘 N-1°-W 세장방형 묘광 206×57×85 철제가위1 銅鏡1,匙1, 빗1
指環1쌍

11호묘 N-24°-E 장방형
묘광 221×75×113
목관 196×56×34

12호묘 N-4°-E 〃 묘광 128×55×44 구슬2
13호묘 N-62°-W 세장방형 묘광 203×57×28 匙1

14호묘 N-10°-E 장방형 묘광 240×75×30 鐵片1
釘4

15호묘 N-66°-W 〃
묘광 209×78×64
목관 181×43×32

16호묘 N-6°-W 〃 묘광 209×78×64 釘8 靑銅鉢1
17호묘 N-12°-W 세장방형 묘광 205×63×49

18호묘 N-63°-W 장방형
묘광 124×57×40

백자(접시1, 잔1)요갱 19×16×8

유구명 장축방향
평면 규모 출토유물

비고
형태 (장×단×깊이)㎝ 토기류 철기류 청동기류 기타



유구와는 내부시설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간단한 부뚜막 시설이
있는 주거지는 이전시기부터 전통적으로 유지되는 형태로서 이것이 이 시기의 독특한 주거지 형태라기보다
는주거지규모에따른일반적형태로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된다.
한편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7점으로 인화문(점열문) 뚜껑편 1점, 완 2점, 호 구연편 2점, 동체

부편1점, 저부편 1점등이다. 소성도가높은경질완은구연일부가유실되었지만거의완형에가깝다.
출토유물중편년이가능한것은점열문이시문된인화문토기편으로드림부의형태와문양으로보아인화

문토기중에서상당히늦은단계인 9∼10C 정도의유물로여겨진다. 또한주변에서동시기로볼수있는수
혈유구 5기가 확인되었는데 1호 수혈에서 고배편과 옹 저부편 등이 출토되어 향후 주거지 편년에 중요한 자
료로써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2) 수혈

수혈유구는 교리 5기, 월송리 9기 등 총 14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구릉사면의 5부 능선에서 하단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거의원형이나월송리 7호는장방형에가까운타원형이다. 규모는지름크기에따라 2
개 군으로 구분된다. 지름 200∼250㎝정도의 1개 군에는 교리 1호·2호·3호·4호·5호와 월송리 1호·6
호·7호·9호 등 9기가 해당되며, 지름 130∼160㎝정도의 1개 군에는 월송리 2호·3호·4호·5호·8호
등 5기가 해당된다. 수혈의 깊이는 교리 1호·2호·5호와 월송리 1호·6호·9호가 100∼210㎝정도이고,
교리 3호·4호와월송리 2호·3호·4호·5호·7호·8호는 25∼74㎝정도로비교적얕은편이다.
단면형태는 원통형, 逆梯形 등으로 나눌 수 있다45). 원통형은 교리 1·3·4호, 월송리 2·6·7호 등 6기

이며 역제형은 교리 2·5호, 월송리 1·8·9호 등 5기이다. 그리고 깊이가 낮아 그 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
는것이 3기이다. 수혈내부에는별다른시설이없는것이대부분으로바닥면도대부분시설없이기반토를
편평하게정지하여사용하 다. 단 월송리 6호수혈은바닥이 2단으로조성되어차이를보이고있다.
수혈유구의 기능은 저장, 주거, 함정 등 여러 가지 異見이 있다. 하지만 풍납토성, 몽촌토성46), 하남 미사

리, 화성 발안리47)와 기안리, 석우리 먹실48), 반월리 속반달이49), 기흥 구갈리50), 오산 가수동 등 주거지와
공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기의 유적과 아울러 교리·월송리유적 또한 유구가 주거지 인근에 위
치한점과내부에서저장용도의옹및호편등이출토되는점으로볼때저장용도로써기능했을것으로추측
된다.
출토된 유물은 옹(편) 6점, 호(편) 11점, 고배 대각편 1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옹, 호 등의 저장용기가 대부분이다. 월송리 5호의 거의 완형에 가까운 옹과 3호 수혈의 대옹 구연부는 전형
적인저장용기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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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이번발굴조사는도로구간이라는특성상지표조사결과에따라서로이격된지역을대상지로하 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양 지역 모두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 두 시기로 한정되는 양상이었으며 유구 또한 주
거지와수혈및분묘등비교적단순한조합을보이고있다.
여주지역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은 비교적 드물게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인근에서확인된이전시기분묘유적의규모와내용, 뒷 시기인고려시대의유적양상등을통해보면신라시
대 유적의 부존 예가 적다기보다는 경기도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큰원인인것으로생각된다.
한편 조선시대 유구의 경우는 주거와 관련된 것보다는 분묘가 압도적으로 많이 조사되어 이 지역의 토지

이용 성격이 시대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유구에 대해 시대 및 유구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통일신라시대

1) 주거지

통일신라시대의 주거지는 교리에서 단 1기만이 확인되었다. 하천을 바라보는 곡간 인근의 구릉 서사면에
입지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규모는 장축 343㎝, 단축 260㎝, 깊
이 31㎝정도이며 이 시기의주거지들과유사한규모를보인다. 내부시설은 2개의 주공과 1개의 노지가확인
되었는데노지는주거지바닥을원형으로조금더판다음주변을돌이나흙으로돌린것으로생각되며불먹
은 할석 1매만이 확인되었다. 노지의 위치는 주거지 벽에 인접해 있어 당초에는 간단한 형태의 부뚜막이 시
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잔존상태는 양호치 못해 제반형태 및 구조에 대해 면 히 논하기는 어
렵다.
이 시기의 수혈주거지는 이천 갈산동유적40), 평택 도일동유적41), 평택 현화리유적42), 안성 공도유적43), 이

천 설성산성44) 등 근래에급격한조사예의증가를보이고있다. 이번조사에서확인된주거지는이들유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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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외에마름모형, 장고형등이있다.
46)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몽촌토성』.

_________________, 1989, 『몽촌토성』.
47)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華城발안리遺蹟』.
48) 畿甸文化財硏究院, 2004, 『華城석우리먹실遺蹟』.
49)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半月里속반달이遺蹟』.
5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龍仁舊葛里遺蹟』.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0)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이천갈산2지구주택건설사업부지내유적발굴조사약보고서』.
_________________, 2006, 『이천갈산2지구주택건설사업부지내유적(2) 발굴조사약보고서』.
_________________, 2006, 『이천갈산동현진에버빌아파트부지내유적발굴조사약보고서』.

4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평택종합유통단지조성부지내평택도일동유적약보고서』.
42) 忠北大學校先史文化硏究所, 1996, 『平澤玄華里遺蹟』.
4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安城孔道宅地開發事業敷地內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
44)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설성산성 1차발굴조사보고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4, 『이천설성산성 2·3차발굴조사보고서』.



유구와는 내부시설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간단한 부뚜막 시설이
있는 주거지는 이전시기부터 전통적으로 유지되는 형태로서 이것이 이 시기의 독특한 주거지 형태라기보다
는주거지규모에따른일반적형태로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된다.
한편 주거지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7점으로 인화문(점열문) 뚜껑편 1점, 완 2점, 호 구연편 2점, 동체

부편1점, 저부편 1점등이다. 소성도가높은경질완은구연일부가유실되었지만거의완형에가깝다.
출토유물중편년이가능한것은점열문이시문된인화문토기편으로드림부의형태와문양으로보아인화

문토기중에서상당히늦은단계인 9∼10C 정도의유물로여겨진다. 또한주변에서동시기로볼수있는수
혈유구 5기가 확인되었는데 1호 수혈에서 고배편과 옹 저부편 등이 출토되어 향후 주거지 편년에 중요한 자
료로써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2) 수혈

수혈유구는 교리 5기, 월송리 9기 등 총 14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구릉사면의 5부 능선에서 하단부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거의원형이나월송리 7호는장방형에가까운타원형이다. 규모는지름크기에따라 2
개 군으로 구분된다. 지름 200∼250㎝정도의 1개 군에는 교리 1호·2호·3호·4호·5호와 월송리 1호·6
호·7호·9호 등 9기가 해당되며, 지름 130∼160㎝정도의 1개 군에는 월송리 2호·3호·4호·5호·8호
등 5기가 해당된다. 수혈의 깊이는 교리 1호·2호·5호와 월송리 1호·6호·9호가 100∼210㎝정도이고,
교리 3호·4호와월송리 2호·3호·4호·5호·7호·8호는 25∼74㎝정도로비교적얕은편이다.
단면형태는 원통형, 逆梯形 등으로 나눌 수 있다45). 원통형은 교리 1·3·4호, 월송리 2·6·7호 등 6기

이며 역제형은 교리 2·5호, 월송리 1·8·9호 등 5기이다. 그리고 깊이가 낮아 그 형태를 명확히 알 수 없
는것이 3기이다. 수혈내부에는별다른시설이없는것이대부분으로바닥면도대부분시설없이기반토를
편평하게정지하여사용하 다. 단 월송리 6호수혈은바닥이 2단으로조성되어차이를보이고있다.
수혈유구의 기능은 저장, 주거, 함정 등 여러 가지 異見이 있다. 하지만 풍납토성, 몽촌토성46), 하남 미사

리, 화성 발안리47)와 기안리, 석우리 먹실48), 반월리 속반달이49), 기흥 구갈리50), 오산 가수동 등 주거지와
공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기의 유적과 아울러 교리·월송리유적 또한 유구가 주거지 인근에 위
치한점과내부에서저장용도의옹및호편등이출토되는점으로볼때저장용도로써기능했을것으로추측
된다.
출토된 유물은 옹(편) 6점, 호(편) 11점, 고배 대각편 1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옹, 호 등의 저장용기가 대부분이다. 월송리 5호의 거의 완형에 가까운 옹과 3호 수혈의 대옹 구연부는 전형
적인저장용기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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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이번발굴조사는도로구간이라는특성상지표조사결과에따라서로이격된지역을대상지로하 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양 지역 모두 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 두 시기로 한정되는 양상이었으며 유구 또한 주
거지와수혈및분묘등비교적단순한조합을보이고있다.
여주지역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은 비교적 드물게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인근에서확인된이전시기분묘유적의규모와내용, 뒷 시기인고려시대의유적양상등을통해보면신라시
대 유적의 부존 예가 적다기보다는 경기도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큰원인인것으로생각된다.
한편 조선시대 유구의 경우는 주거와 관련된 것보다는 분묘가 압도적으로 많이 조사되어 이 지역의 토지

이용 성격이 시대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유구에 대해 시대 및 유구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통일신라시대

1) 주거지

통일신라시대의 주거지는 교리에서 단 1기만이 확인되었다. 하천을 바라보는 곡간 인근의 구릉 서사면에
입지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규모는 장축 343㎝, 단축 260㎝, 깊
이 31㎝정도이며 이 시기의주거지들과유사한규모를보인다. 내부시설은 2개의 주공과 1개의 노지가확인
되었는데노지는주거지바닥을원형으로조금더판다음주변을돌이나흙으로돌린것으로생각되며불먹
은 할석 1매만이 확인되었다. 노지의 위치는 주거지 벽에 인접해 있어 당초에는 간단한 형태의 부뚜막이 시
설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지만 잔존상태는 양호치 못해 제반형태 및 구조에 대해 면 히 논하기는 어
렵다.
이 시기의 수혈주거지는 이천 갈산동유적40), 평택 도일동유적41), 평택 현화리유적42), 안성 공도유적43), 이

천 설성산성44) 등 근래에급격한조사예의증가를보이고있다. 이번조사에서확인된주거지는이들유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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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5) 이외에마름모형, 장고형등이있다.
46)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몽촌토성』.

_________________, 1989, 『몽촌토성』.
47)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華城발안리遺蹟』.
48) 畿甸文化財硏究院, 2004, 『華城석우리먹실遺蹟』.
49)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半月里속반달이遺蹟』.
5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龍仁舊葛里遺蹟』.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0)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이천갈산2지구주택건설사업부지내유적발굴조사약보고서』.
_________________, 2006, 『이천갈산2지구주택건설사업부지내유적(2) 발굴조사약보고서』.
_________________, 2006, 『이천갈산동현진에버빌아파트부지내유적발굴조사약보고서』.

4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평택종합유통단지조성부지내평택도일동유적약보고서』.
42) 忠北大學校先史文化硏究所, 1996, 『平澤玄華里遺蹟』.
4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安城孔道宅地開發事業敷地內遺蹟發掘調査略報告書』.
44)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이천설성산성 1차발굴조사보고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4, 『이천설성산성 2·3차발굴조사보고서』.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52기의 토광묘 중 목관흔이
확인된 것은 교리 3호·9호·10호·11호·12호·15호·16호·17호 등 8기와 월송리 1호·2호·3호·5
호·7호·11호·15호·24호·25호·26호·27호·28호·30호 등 13기로 총 21기이다. 목관선 및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관정이 출토되어 목관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도 월송리 14호·16호·33
호·34호 등 4기가 확인된다. 한편 감실이 설치된 것은 교리 1호·3호와 월송리 1호·6호·24호 등 5기로
대부분 피장자의 좌측에 감실을 설치하 으나 교리 1호묘는 피장자의 우측에 감실을 설치한 것이 특이하다.
요갱이 설치된 분묘도 2기(월송리 4호·18호)가 확인되었다. 부장공간에 있어서 요갱은 14세기에 유행하
다가 15세기에 점차 사라지며 감실도 대부분 조선전기에 조성된 분묘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시기 분묘연구
에 중요자료로 판단된다. 이외에 관을 쓰지 않고 직접 기반토를 굴광하여 광을 만들고 시신을 안치한 무덤도
2기(월송리 21호·22호)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자기류 25점, 도기류 1점, 청동제 18점, 철기류 87점,
유리제 4점, 목제 2점등총 137점의유물이수습되었다.
자기류는 백자발 4점, 백자대접 1점, 백자접시 12점, 백자잔 5점, 백자병 2점, 도기류는 소호 1점과 청동

제는 숟가락 12점과 젓가락 1점, 청동발 2점, 동경 1점, 가락지 1쌍이 출토되었고, 철기류는 철제가위 3점,
물렛가락 1점, 삼칼 1점, 철편 2점, 관정 80점이 수습되었다. 백자접시는 모두 12점으로 교리 1·2·3·12
호와 월송리 1·18·24·33·34호에서 출토되었다. 유약은 대부분 회백색의 유약을 전면(굽 제외)에 시유
하 으며, 담청색과 담황색의 유약도 사용하 다. 4곳의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대부분이나 일부 모래받침(월
송리 18·33호)도 있다. 굽은 죽절굽 10점에 안굽, 직립굽이 각각 1점으로 대부분이 조선전기인 15C로 편
년할수있겠다. 백자대접은월송리 24호묘에서 1점출토되었는데죽절굽과내면의모래자국, 접지면의태토
비짐받침 흔적 등을 통해 볼 때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백자발은 모두 5점으로 교리 1·
2·3호와 월송리 1·33호에서 출토되었다. 유약은 회백색, 담청색, 담황색이 사용되었고, 태토비짐 받침흔
적과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굽은 직립굽 4점과 죽절굽 1점이 있다. 접시나 대접보다 약간 늦은 16∼17C까
지 내려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자잔은 모두 5점으로 교리 1·2·3호와 월송리 18·24호에서 출토
되었다. 유약은담청색과회황색이며, 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태토받침흔적및모래받침흔적이있
다. 굽은 모두 죽절굽으로 15C의 것으로 판단된다. 백자병은 2점이 확인되었는데, 월송리 1·2호묘에서 출
토되었다. 자기류 외의 출토품은 청동제 용기와 숟가락, 철기류 등이 있는데 피장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던숟가락과젓가락및청동발 2점수습되었으며, 철기류는대부분이관에사용되었던관정이다.
이외에 조선시대 분묘 출토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월송리 10호묘 출토 청동거울과 6호묘 출토 삼칼

및물렛가락등인데, 청동거울의경우, 문양 구성상국내자료에서는그예가확인되지않고있다. 다만 일본
의 개인소장품중에도쿠가와막부말기의‘국화산쌍학경(菊花散雙鶴鏡)’56)이 흡사하여참조할만하다. 물
렛가락과 삼칼57)의 경우, 조선시대 분묘에서 흔한 출토품이 아니다. 특히 물렛가락은 일반적인 부장품으로
보기어려우나방추차대신넣었을가능성이상정된다58).
회곽묘는 7기가조사되었는데내부에는인골이외에특별한부장품은확인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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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1) 주거지

조사지역내에서확인된수혈주거지는교리 2기, 월송리 1기 등 총 3기이다. 교리 1·2호는 잔존상태가불
량하여 형태 및 내부구조를 정확히 판단키 어려우나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에 가까우며, 월송리 1호는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평면 장방형이다. 주거지의 입지는 구릉 사면의 하단부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분묘가자리하고있다. 규모는 장축 3∼4m, 단축 2∼3m, 깊이 40∼60㎝정도이다. 내부에는 각 1기
씩의 노지가 확인되는데, 월송리 1호는 증축 및 재사용 가능성에 의한 노지흔적이 1곳에서 더 확인되었다.
노지는 할석을 이용한 간단한 난방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월송리
1호 노지는 2매의 할석을 고임돌로 활용한 후 그 위에 이맛돌을 올려 터널을 만든 뒤, 연기가 빠지는 굴뚝을
암키와+수키와로조합하여만든점이특이하다. 암키와는제작당시‘∧’자로꺾어서조성하 다.
한편조선시대수혈주거지에대한연구는그관심만큼이나빈약한편으로일부발굴보고서의고찰과몇편

의 논문만이 있다51). 조선시대 수혈주거지는 기 조사된 대부분의 유적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격은 분묘와 관련된 시묘터52), 생산유적과 관련된 작업장 및 생활유적53), 단기간의 생활
터전54), 천민계층등특수집단의취락유적55) 등으로해석되고있을뿐이다.
주거지 내의 출토유물은분청사기류와백자류, 도기류 등으로특히월송리주거지에서는 30점에 달하는 유

물이출토되었다. 또한 자기류·도기류외에도기와(편) 및 도지미 등이출토되어이주거지에거주하던사람
이생산과관련된활동을하 음이추정된다. 출토된분청접시및대접의형식으로보아조선전기로판단된다.

2) 분묘

조선시대의분묘가운데토광묘는교리와월송리를합해총 52기가 확인되었고, 회곽묘는월송리에서만 7
기가 확인되었다. 조선시대의 토광묘는 전 시기인 고려시대의 석실묘, 석관묘, 석곽묘, 토광묘 등의 조 전
통이 조선시대의 석실묘, 석곽묘, 토광묘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사지역에서는 토광묘
와 회곽묘만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근본 사상인 유학의 향으로 예법 및 검소함을 쫓아 왕실에서
의 석회 사용과 사대부 계층에 대한 석실 및 석곽 조 의 규제가 사대부 계층에 향을 끼쳐 회곽묘 사용이
확대되었음을의미한다. 그리고토광묘는일반평민층의주묘제로판단된다.
토광묘의 입지선정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조성된 것으로 북쪽으로 머리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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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충남발전연구원, 2001, 『부여합정리』.
충남발전연구원·아산시, 2003, 『아산구성리유적』.
이경복·전경아, 2004, 「조선시대움집과그안에살던사람들」『白山學報』69, 白山學會
임 호·정여선, 2007, 「조선시대수혈주거지에대한연구」『야외고고학』제3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52)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두정동유적』.
53) 충북대학교박물과, 1998, 『청주개신동유적』.
5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상주용담리유적』.
55) 忠南發展硏究院, 2003, 『夫餘合井里』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6) 高橋健自, 1911, 『鏡と劒と玉』, 東京 : 富山房
57) 삼칼은날부분과손잡이부분으로크게이분되는데, 손잡이목재는부식되어남아있지않다.
58) 무덤에물렛가락의매납은그예가거의없는데, 방추차·가위등과더불어직조와관련된유물의부장으로보여진다.
52) 高橋健自, 1911, 『鏡と劒と玉』, 東京 : 富山房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 52기의 토광묘 중 목관흔이
확인된 것은 교리 3호·9호·10호·11호·12호·15호·16호·17호 등 8기와 월송리 1호·2호·3호·5
호·7호·11호·15호·24호·25호·26호·27호·28호·30호 등 13기로 총 21기이다. 목관선 및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관정이 출토되어 목관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도 월송리 14호·16호·33
호·34호 등 4기가 확인된다. 한편 감실이 설치된 것은 교리 1호·3호와 월송리 1호·6호·24호 등 5기로
대부분 피장자의 좌측에 감실을 설치하 으나 교리 1호묘는 피장자의 우측에 감실을 설치한 것이 특이하다.
요갱이 설치된 분묘도 2기(월송리 4호·18호)가 확인되었다. 부장공간에 있어서 요갱은 14세기에 유행하
다가 15세기에 점차 사라지며 감실도 대부분 조선전기에 조성된 분묘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시기 분묘연구
에 중요자료로 판단된다. 이외에 관을 쓰지 않고 직접 기반토를 굴광하여 광을 만들고 시신을 안치한 무덤도
2기(월송리 21호·22호)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자기류 25점, 도기류 1점, 청동제 18점, 철기류 87점,
유리제 4점, 목제 2점등총 137점의유물이수습되었다.
자기류는 백자발 4점, 백자대접 1점, 백자접시 12점, 백자잔 5점, 백자병 2점, 도기류는 소호 1점과 청동

제는 숟가락 12점과 젓가락 1점, 청동발 2점, 동경 1점, 가락지 1쌍이 출토되었고, 철기류는 철제가위 3점,
물렛가락 1점, 삼칼 1점, 철편 2점, 관정 80점이 수습되었다. 백자접시는 모두 12점으로 교리 1·2·3·12
호와 월송리 1·18·24·33·34호에서 출토되었다. 유약은 대부분 회백색의 유약을 전면(굽 제외)에 시유
하 으며, 담청색과 담황색의 유약도 사용하 다. 4곳의 태토비짐 받침흔적이 대부분이나 일부 모래받침(월
송리 18·33호)도 있다. 굽은 죽절굽 10점에 안굽, 직립굽이 각각 1점으로 대부분이 조선전기인 15C로 편
년할수있겠다. 백자대접은월송리 24호묘에서 1점출토되었는데죽절굽과내면의모래자국, 접지면의태토
비짐받침 흔적 등을 통해 볼 때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백자발은 모두 5점으로 교리 1·
2·3호와 월송리 1·33호에서 출토되었다. 유약은 회백색, 담청색, 담황색이 사용되었고, 태토비짐 받침흔
적과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굽은 직립굽 4점과 죽절굽 1점이 있다. 접시나 대접보다 약간 늦은 16∼17C까
지 내려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자잔은 모두 5점으로 교리 1·2·3호와 월송리 18·24호에서 출토
되었다. 유약은담청색과회황색이며, 굽을제외한전면에시유하 다. 태토받침흔적및모래받침흔적이있
다. 굽은 모두 죽절굽으로 15C의 것으로 판단된다. 백자병은 2점이 확인되었는데, 월송리 1·2호묘에서 출
토되었다. 자기류 외의 출토품은 청동제 용기와 숟가락, 철기류 등이 있는데 피장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던숟가락과젓가락및청동발 2점수습되었으며, 철기류는대부분이관에사용되었던관정이다.
이외에 조선시대 분묘 출토품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월송리 10호묘 출토 청동거울과 6호묘 출토 삼칼

및물렛가락등인데, 청동거울의경우, 문양 구성상국내자료에서는그예가확인되지않고있다. 다만 일본
의 개인소장품중에도쿠가와막부말기의‘국화산쌍학경(菊花散雙鶴鏡)’56)이 흡사하여참조할만하다. 물
렛가락과 삼칼57)의 경우, 조선시대 분묘에서 흔한 출토품이 아니다. 특히 물렛가락은 일반적인 부장품으로
보기어려우나방추차대신넣었을가능성이상정된다58).
회곽묘는 7기가조사되었는데내부에는인골이외에특별한부장품은확인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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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시대

1) 주거지

조사지역내에서확인된수혈주거지는교리 2기, 월송리 1기 등 총 3기이다. 교리 1·2호는 잔존상태가불
량하여 형태 및 내부구조를 정확히 판단키 어려우나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에 가까우며, 월송리 1호는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평면 장방형이다. 주거지의 입지는 구릉 사면의 하단부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분묘가자리하고있다. 규모는 장축 3∼4m, 단축 2∼3m, 깊이 40∼60㎝정도이다. 내부에는 각 1기
씩의 노지가 확인되는데, 월송리 1호는 증축 및 재사용 가능성에 의한 노지흔적이 1곳에서 더 확인되었다.
노지는 할석을 이용한 간단한 난방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월송리
1호 노지는 2매의 할석을 고임돌로 활용한 후 그 위에 이맛돌을 올려 터널을 만든 뒤, 연기가 빠지는 굴뚝을
암키와+수키와로조합하여만든점이특이하다. 암키와는제작당시‘∧’자로꺾어서조성하 다.
한편조선시대수혈주거지에대한연구는그관심만큼이나빈약한편으로일부발굴보고서의고찰과몇편

의 논문만이 있다51). 조선시대 수혈주거지는 기 조사된 대부분의 유적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성격은 분묘와 관련된 시묘터52), 생산유적과 관련된 작업장 및 생활유적53), 단기간의 생활
터전54), 천민계층등특수집단의취락유적55) 등으로해석되고있을뿐이다.
주거지 내의 출토유물은분청사기류와백자류, 도기류 등으로특히월송리주거지에서는 30점에 달하는 유

물이출토되었다. 또한 자기류·도기류외에도기와(편) 및 도지미 등이출토되어이주거지에거주하던사람
이생산과관련된활동을하 음이추정된다. 출토된분청접시및대접의형식으로보아조선전기로판단된다.

2) 분묘

조선시대의분묘가운데토광묘는교리와월송리를합해총 52기가 확인되었고, 회곽묘는월송리에서만 7
기가 확인되었다. 조선시대의 토광묘는 전 시기인 고려시대의 석실묘, 석관묘, 석곽묘, 토광묘 등의 조 전
통이 조선시대의 석실묘, 석곽묘, 토광묘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사지역에서는 토광묘
와 회곽묘만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근본 사상인 유학의 향으로 예법 및 검소함을 쫓아 왕실에서
의 석회 사용과 사대부 계층에 대한 석실 및 석곽 조 의 규제가 사대부 계층에 향을 끼쳐 회곽묘 사용이
확대되었음을의미한다. 그리고토광묘는일반평민층의주묘제로판단된다.
토광묘의 입지선정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조성된 것으로 북쪽으로 머리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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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충남발전연구원, 2001, 『부여합정리』.
충남발전연구원·아산시, 2003, 『아산구성리유적』.
이경복·전경아, 2004, 「조선시대움집과그안에살던사람들」『白山學報』69, 白山學會
임 호·정여선, 2007, 「조선시대수혈주거지에대한연구」『야외고고학』제3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52) 공주대학교박물관, 2000, 『두정동유적』.
53) 충북대학교박물과, 1998, 『청주개신동유적』.
5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상주용담리유적』.
55) 忠南發展硏究院, 2003, 『夫餘合井里』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6) 高橋健自, 1911, 『鏡と劒と玉』, 東京 : 富山房
57) 삼칼은날부분과손잡이부분으로크게이분되는데, 손잡이목재는부식되어남아있지않다.
58) 무덤에물렛가락의매납은그예가거의없는데, 방추차·가위등과더불어직조와관련된유물의부장으로보여진다.
52) 高橋健自, 1911, 『鏡と劒と玉』, 東京 : 富山房



사 진

Ⅴ. 맺음말

여주 교리·월송리유적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360-5임, 교리 330, 월송리 171-16일원에 해당하
며 조사면적은 약 36,452㎡이다. (주)풍림산업의 여주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앞서 2005년 6월 15일부터
2006년 8월 10일까지시굴및발굴조사를실시하 으며그결과통일신라시대주거지 1기·수혈유구 14기,
조선시대 주거지 3기, 조선시대∼근세시기의 토광묘 52기·회곽묘 7기, 구상유구 3기 등 총 80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여주교리·월송리유적의시굴및발굴조사를통한조사성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는 그 동안 여주지역에서 처음 조사되었다는 점에 의

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여주지역은 남지역으로 통하는 육상교통로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운교통로
의 동일한 선상에 위치한 이천, 충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조사 예를 보이고 있어 여주지역에서의 통
일신라시시대 고고학적 자료의 확인은 신라계 물질문화의 확장 및 유입과 관련된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고생각된다.
조선시대주거지및다수의분묘는다른지역에서조사된것들과비슷한예들로여주지역만의독특한문화

가 반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출토품 가운데 청동거울 및 물렛가락, 삼칼 등은 유물의 형식이나 출
토빈도수등을보았을때당시일반적상황을투 하는것이아닌중요한유물들로서추후여주지역의조사
성과및타지역출토품과비교·검토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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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전경(①조사지역전경, ②교리전경, ③월송리전경)

③

②

①



161160

사진 2. 조사지역근경(①교리전경, ②~③조사지역근경)

③

②

①

④ ⑤

② ③

사진 3. 1호주거지(①조사중, ②~⑤토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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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근경(①교리전경, ②~③조사지역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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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⑤

② ③

사진 3. 1호주거지(①조사중, ②~⑤토층)

①



163162

사진 4. 1호주거지(①유물출토모습, ②노지, ③조사완료, ④~⑦내부주혈 및 토층)

③

②

①

⑦

⑥

⑤

④

⑤ ⑦

⑥

③ ④

① ②

사진 5. 1호주거지 출토유물(①·②완, ③·④호 구연부, ⑤동체부편, ⑥개편, ⑦저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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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1호주거지 출토유물(①·②완, ③·④호 구연부, ⑤동체부편, ⑥개편, ⑦저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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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1호수혈(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조사중, ④토층, ⑤~⑦출토유물)

④

③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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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진 7. 2호수혈(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및 3호수혈(⑤조사전,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⑨출
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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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⑤

② ③

사진 9. 1호주거지(①조사중, ②~⑤토층)

①

166

⑦④

③ ⑩

②

⑨

①
⑧

사진 8. 4호수혈(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⑦출토유물) 및 5호수혈(⑧조사전, ⑨토층, ⑩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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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1호주거지(①조사중, ②~⑤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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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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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진 11. 2호주거지(①조사중, ②토층, ③노지, ④출토유물)사진 10. 1호주거지(①조사전, ②노지, ③유물출토모습, ④~⑦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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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2호주거지(①조사중, ②토층, ③노지, ④출토유물)사진 10. 1호주거지(①조사전, ②노지, ③유물출토모습, ④~⑦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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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70

사진 13. 2호묘(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④유물출토모습, ⑤~⑧출토유물)

⑧③

②

①

⑦

⑥⑤

④

사진 12. 1호묘(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④유물출토모습, ⑤~⑨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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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2호묘(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④유물출토모습, ⑤~⑧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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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진 12. 1호묘(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④유물출토모습, ⑤~⑨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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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⑦

⑥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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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3호묘 출토유물(①~⑩출토유물) 및 4호묘(⑪조사중, ⑫토층, ⑬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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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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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⑥

⑦ ⑧ ⑨ ⑩

⑤

③ ④

① ②

사진 14. 3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④유물출토모습, ⑤청동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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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3호묘 출토유물(①~⑩출토유물) 및 4호묘(⑪조사중, ⑫토층, ⑬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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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3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④유물출토모습, ⑤청동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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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17. 7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8호묘(④조사전, ⑤조사중, ⑥토층)사진 16. 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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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17. 7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8호묘(④조사전, ⑤조사중, ⑥토층)사진 16. 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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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19. 11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12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18. 9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10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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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9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10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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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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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13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14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사진 20. 12호묘(①유물출토모습, ②청동발, ③철제가위, ④~⑦관정, ⑧목제용기, ⑨청동숟가락, ⑩청동젓가락 , ⑪백자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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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17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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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사진 22. 1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1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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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17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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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1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및 1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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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②

사진 25. 2호구(①조사중, ②토층, ③출토유물) 및 3호구(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③

① ②

사진 24. 1호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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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2호구(①조사중, ②토층, ③출토유물) 및 3호구(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③

① ②

사진 24. 1호구(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완료)



185184

⑨⑧⑦⑥

① ②

사진 26. 교리 지표수습유물(①~④경질도기 구연부, ⑤연질완, ⑥~⑨백자접시)

⑤④③

사진 27. 교리 지표수습유물(①~③백자발, ④·⑤백자대접, ⑥~⑨와편)

⑤④

⑦

⑥

③②①

⑧

⑨



185184

⑨⑧⑦⑥

① ②

사진 26. 교리 지표수습유물(①~④경질도기 구연부, ⑤연질완, ⑥~⑨백자접시)

⑤④③

사진 27. 교리 지표수습유물(①~③백자발, ④·⑤백자대접, ⑥~⑨와편)

⑤④

⑦

⑥

③②①

⑧

⑨



187186

사진 29. 월송리 지역 항공사진(①동측, ②서측)

②

①

사진 28. 조사지역전경(①월송리전경, ②조사지역근경)

②

①



187186

사진 29. 월송리 지역 항공사진(①동측, ②서측)

②

①

사진 28. 조사지역전경(①월송리전경, ②조사지역근경)

②

①



189188

③ ⑦

②
⑥

⑤

①

④

사진 31. 3호수혈(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⑦출토유물)

② ⑦

① ⑥

사진 30. 1호수혈(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수혈내부세부, ④·⑤출토유물), 2호수혈(⑥조사전, ⑦조사완료, ⑧토층, ⑨
출토유물)

⑨⑤④

③ ⑧



189188

③ ⑦

②
⑥

⑤

①

④

사진 31. 3호수혈(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⑦출토유물)

② ⑦

① ⑥

사진 30. 1호수혈(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수혈내부세부, ④·⑤출토유물), 2호수혈(⑥조사전, ⑦조사완료, ⑧토층, ⑨
출토유물)

⑨⑤④

③ ⑧



191190

⑥ ⑦

③

②

⑤

①

④

사진 33. 6호수혈(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7호수혈(④조사중, ⑤토층, ⑥·⑦출토유물)

④ ⑦

③

②

⑥

①

⑤

사진 32. 4호수혈(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5호수혈(④조사전, ⑤조사중, ⑥토층, ⑦출토유물)



191190

⑥ ⑦

③

②

⑤

①

④

사진 33. 6호수혈(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7호수혈(④조사중, ⑤토층, ⑥·⑦출토유물)

④ ⑦

③

②

⑥

①

⑤

사진 32. 4호수혈(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5호수혈(④조사전, ⑤조사중, ⑥토층, ⑦출토유물)



193192

사진 35. 1호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완료)

②

①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34. 8호수혈(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9호수혈(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193192

사진 35. 1호주거지(①조사중, ②조사완료)

②

①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34. 8호수혈(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9호수혈(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195194

사진 37. 1호주거지 출토유물(①·②호 구연부, ③~⑤도기류, ⑥~⑪백자류, ⑫·⑬분청사기)

⑬⑪

⑫⑩

⑨⑧

⑥ ⑦

④ ⑤

사진 36. 1호주거지(①조사전, ②·③노지, ④~⑦토층, ⑧노지흔, ⑨도지미출토모습, ⑩~⑬내부주혈)

③②①

⑬⑫⑪⑩

⑨⑧⑦⑥

⑤④③

①

②



195194

사진 37. 1호주거지 출토유물(①·②호 구연부, ③~⑤도기류, ⑥~⑪백자류, ⑫·⑬분청사기)

⑬⑪

⑫⑩

⑨⑧

⑥ ⑦

④ ⑤

사진 36. 1호주거지(①조사전, ②·③노지, ④~⑦토층, ⑧노지흔, ⑨도지미출토모습, ⑩~⑬내부주혈)

③②①

⑬⑫⑪⑩

⑨⑧⑦⑥

⑤④③

①

②



197196

사진 39. 1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④유물출토모습, ⑤~⑧출토유물)

⑧

②

③

①

⑦

⑥⑤

④

사진 38. 1호주거지 출토유물(①~⑨와편, ⑩~⑬도기류, ⑭~⒔도지미)

⑫

⑬

⑩ ⑪

⑨⑧⑦

④ ④③

① ②

⑭ ⑮ ⒃ ⒔

⑥



197196

사진 39. 1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④유물출토모습, ⑤~⑧출토유물)

⑧

②

③

①

⑦

⑥⑤

④

사진 38. 1호주거지 출토유물(①~⑨와편, ⑩~⑬도기류, ⑭~⒔도지미)

⑫

⑬

⑩ ⑪

⑨⑧⑦

④ ④③

① ②

⑭ ⑮ ⒃ ⒔

⑥



199198

사진 41. 3호묘(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4호묘(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⑦유물출토모습, ⑧출토유물)

⑧

⑤

②

④

③①

⑦

⑥

사진 40. 2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④·⑤출토유물)

③

②

①

④

⑤



199198

사진 41. 3호묘(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4호묘(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⑦유물출토모습, ⑧출토유물)

⑧

⑤

②

④

③①

⑦

⑥

사진 40. 2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④·⑤출토유물)

③

②

①

④

⑤



201200

④

⑤

②

③

사진 43. 6호묘 출토유물(①유물출토모습, ②삼칼, ③철제가위, ④·⑤물렛가락)

①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42. 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201200

④

⑤

②

③

사진 43. 6호묘 출토유물(①유물출토모습, ②삼칼, ③철제가위, ④·⑤물렛가락)

①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42. 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203202

④ ⑤

③

① ②

사진 45. 9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10호묘(③조사전, ④조사완료, ⑤조사중)

④ ⑧

③ ⑦

② ⑥

① ⑤

사진 44. 7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8호묘(⑤조사전,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203202

④ ⑤

③

① ②

사진 45. 9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10호묘(③조사전, ④조사완료, ⑤조사중)

④ ⑧

③ ⑦

② ⑥

① ⑤

사진 44. 7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조사완료), 8호묘(⑤조사전, ⑥조사중, ⑦토층, ⑧조사완료)



205204

⑤ ⑥

③ ④

① ②

사진 47. 11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12호묘(③조사중, ④토층, ⑤유물출토모습, ⑥출토유물)

③

④

⑤

⑥

① ②

사진 46. 10호묘 출토유물(①유물출토모습, ②빗, ③·④동경, ⑤철제가위, ⑥청동가락지, ⑦청동숟가락)

⑦



205204

⑤ ⑥

③ ④

① ②

사진 47. 11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12호묘(③조사중, ④토층, ⑤유물출토모습, ⑥출토유물)

③

④

⑤

⑥

① ②

사진 46. 10호묘 출토유물(①유물출토모습, ②빗, ③·④동경, ⑤철제가위, ⑥청동가락지, ⑦청동숟가락)

⑦



207206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⑥

⑤

④

사진 49. 1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완료), 1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⑦~⑮출토유물)

③

②

①

⑧ ⑨ ⑩ ⑪⑦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48. 13호묘(①조사완료, ②토층, ③출토유물), 14호묘(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⑦~⑪출토유물)

⑦



207206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⑥

⑤

④

사진 49. 1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③조사완료), 1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⑦~⑮출토유물)

③

②

①

⑧ ⑨ ⑩ ⑪⑦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48. 13호묘(①조사완료, ②토층, ③출토유물), 14호묘(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⑦~⑪출토유물)

⑦



209208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51. 19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20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⑨⑧⑦

⑥⑤④

③②①

사진 50. 17호묘(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18호묘(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⑦요갱모습, ⑧·⑨출토유물



209208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51. 19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20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⑨⑧⑦

⑥⑤④

③②①

사진 50. 17호묘(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18호묘(④조사전, ⑤토층, ⑥조사완료, ⑦요갱모습, ⑧·⑨출토유물



211210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53. 23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24호묘(④조사중, ⑤조사완료, ⑥토층)

③

⑥⑦

② ⑤

① ④

사진 52. 21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⑦출토유물), 22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211210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53. 23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24호묘(④조사중, ⑤조사완료, ⑥토층)

③

⑥⑦

② ⑤

① ④

사진 52. 21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⑦출토유물), 22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213212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55. 2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2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⑥

⑤

④

⒕ ⒖ ⒗ (21) (22) (23) (24) (25) (26) (27) (28)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⒃ ⒔

② ③

①

사진 54. 24호묘 출토유물(①유물출토모습, ②청동숟가락, ③유리구슬, ④~⑥백자류, ⑦~(28)관정)



213212

③ ⑥

② ⑤

① ④

사진 55. 2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26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⑥

⑤

④

⒕ ⒖ ⒗ (21) (22) (23) (24) (25) (26) (27) (28)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⒃ ⒔

② ③

①

사진 54. 24호묘 출토유물(①유물출토모습, ②청동숟가락, ③유리구슬, ④~⑥백자류, ⑦~(28)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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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 29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출토유물), 30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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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6. 27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28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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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6. 27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28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217216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⒃ ⒔ ⒕ ⒖

⑥

⑤④③①

②

사진 59. 33호묘(①조사중, ②토층, ③~⒖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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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8. 31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32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⑦~⑭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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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8. 31호묘(①조사전, ②조사완료, ③토층), 32호묘(④조사전, ⑤조사완료, ⑥토층, ⑦~⑭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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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1. 35호묘(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④~⑮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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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0. 35호묘(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⒕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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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⑥

③ ④

① ②

사진 63. 2호회곽(①조사중, ②조사완료), 3호회곽(③조사전, ④조사중, ⑤토층, ⑥조사완료)

⑤ ⑥

③ ④

① ②

사진 62. 1호회곽(①조사전, ②횡대노출모습, ③조사중, ④조사완료), 2호회곽(⑤조사전, ⑥횡대노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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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3. 2호회곽(①조사중, ②조사완료), 3호회곽(③조사전, ④조사중, ⑤토층, ⑥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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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 1호회곽(①조사전, ②횡대노출모습, ③조사중, ④조사완료), 2호회곽(⑤조사전, ⑥횡대노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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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5. 6호회곽(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④횡대노출모습, ⑤조사중)

④ ⑧

③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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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⑤

사진 64. 4호회곽(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중), 5호회곽(④조사중, ⑤조사전, ⑥회뚜껑노출모습, ⑦토층, ⑧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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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5. 6호회곽(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④횡대노출모습, ⑤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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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4. 4호회곽(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중), 5호회곽(④조사중, ⑤조사전, ⑥회뚜껑노출모습, ⑦토층, ⑧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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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6. 7호회곽(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완료, ④관재노출모습, ⑤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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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7. 월송리 지표수습유물(①·②반, ③뚜껑, ④~⑦호, ⑧~⑩대각, ⑪저부편, ⑫·⑬개배, ⑭평저호, ⑮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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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9. 조사단 및 지도위원회의모습사진 68. 월송리 지표수습유물(①~③호, ④편호, ⑤옹, ⑥경질토기, ⑦석겸, ⑧우각형파수, ⑨숫돌, ⑩분청접시, ⑪백자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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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교리·월송리 유적 출토품의 보존처리

이기성, 양석우*

Ⅰ. 머리말

여주 교리·월송리 유적은 여주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통일
신라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 조선시대 주거지와 분묘 등 총 80여기에 이르는 유구와 함께 토기류 및 자기
류, 금속류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 가운데 경기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실에서는 물렛가락, 철제가위, 삼칼, 관정 등 철제류 87점
과 청동거울, 청동발, 청동쌍가락지, 동전, 청동 숟가락 등 청동제 18점 그리고 목제 빗 1점 등 총 106점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2006년 8월 11일부터 2008년 6월 15일까지 실시하 다.

월송리 6호 묘에서 동반 적층되어 수습된 청동거울과 목제 빗은 분리·수습 후 처리하 으며, 교리 12호
묘 출토 청동발 Cleaning과정에서는 용도미상의 목제용기 1점이 내부에서 수습되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출토유물 106점 가운데 처리 전·후 상태 변화가 뚜렷한 물렛가락 등 금속유물 6건 6점
을 비롯하여 목제빗 1점과 청동발 내부에서 수습된 목제용기 1점에 대한 보존처리 과정을 서술하 다.

Ⅱ. 출토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1. 금속유물의 보존처리

1) 처리 전 조사

(1) 물렛가락
중량 : 18.9g, 두께 : 4.1㎜
원통형 씨앗(3개)
길이 : 17.1㎜, 11.8㎜, 10.3㎜, 외경 : 15.4㎜, 10.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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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실



(4) 동경
중량 : 186.5g, 외경 : 127㎜

배면 상층에 목제빗과 함께 수습된 동경으로 X-Ray 판독 결과 2선의 계권(界圈)과 국화문이 보이고 머리
를 맞대고 있는 쌍학문과 거북모양의 뉴가 확인되었으며, 계권 상층에서는 철제편도 조사되었다. 형태는 완
형이며, 유물의 상태는 적층된 목제 빗으로 인하여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5) 청동발(Photo.9)
출토유구에서 주변 토층과 함께 수습된 청동발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일부에서는 파손으로 인한

다수의 편이 관찰된다.

(6) 청동발(Photo.10)
외경 : 148.4㎜, 내경 : 142.5㎜, 높이 : 82.6㎜

청동발 완형으로 저부에는 높이 8㎜ 내외의 대각이 있다. 동체와 대각의 일체형여부는 동체 내부의 흙과 저
부 표면의 흙으로 인하여 알 수 없다. 신부는 저부에서 양감을 갖으며 벌어져 올라가다가 구연부에서 외반한다.
구연부의 단면 형태는 역삼각형을 이룬다. 측면에는 미상의 물질로 감싼 흔적이 관찰된다. X-Ray의 조사결과
특이사항은확인되지않았다. 청동발내부에는흙이채워있으며, 탄화목으로추정되는유기물도잔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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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가락으로 추정되는 철기로 단면은 원형이고 중간부분의 두께가 가장 두꺼우며 양끝은 뾰족하게 모아
지고 있다. 중간부분에 원통형의 씨앗류로 추정되는 유기물 3개 꽂혀 있다. X-Ray 판독결과는 원통형 씨앗
3개의 내부가 비어있음이 조사되었으며, 결은 가락의 길이방향으로 나있다. 표면 전체가 흙으로 덮여 있으며
표면의 일부에는 녹혹이 발생되어 있다. 전체 6편으로 파손되어 분리된 상태이다.

(2) 철제가위
길이 : 201.5㎜

출토유구에서 유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토층과 함께 수습된 철제가위로 X-Ray 판독결과 현재 사용되고 있
는 가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부 끝은 비교적 각을 이루며 마무리되었고, 악부는 바깥쪽으
로 휘어 그 끝을 둥 게 말아 처리하 다. 인부와 악부 끝 부분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3) 삼칼
중량 : 24.0g, 길이 : 73.5㎜, 너비 : 42.2㎜, 두께 : 5.0㎜

완만한‘U’자형 삼칼로 표면이 흙으로 덮여 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기 힘들다. 양 끝단은 파손되어 다수의
편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녹혹과 crack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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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2. X-Ray 촬 사진

Photo 3.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4. X-Ray 촬 사진

Photo 5.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6. X-Ray 촬 사진

Photo 7.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8. X-Ray 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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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2. X-Ray 촬 사진

Photo 3.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4. X-Ray 촬 사진

Photo 5.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6. X-Ray 촬 사진

Photo 7.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8. X-Ray 촬 사진



3) 안정화처리 및 건조

철제 유물은 부식인자 제거를 위하여 탈염처리를 실시하 다. 단조 유물과 균열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가
양호한 주조 유물에 한하여 처리하 다. Sodium Sesquicar-bonate(Na2CO3, NaHCO3)법을 이용하여 안
정화처리를 실시하 으며, 0.1M Sodium Sesquicarbonate 용액에 중탕으로 Cl-이온의 용출량이 10ppm이
하로 일정할 때까지 반복해주었다. 탈염처리 후 유물 내부에 잔류된 약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알칼리처리를
실시하 으며, 완료된 유물은 건조처리한 후 2차 Cleaning을 추가 진행하 다.

청동제유물은 Cleaning 후 Ethyl Alcohol로 세척하여 열풍순환건조기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 다. 청
동유물은 부식억제제인 B.T.A(Benzotriazol) 3%(in Ethyl Alcohol)를 이용하여 진공함침기에서 감압하
다. 감압상태에서 2시간 경과 후 대기상태에서 다시 1시간 침적시킨 뒤 유물을 꺼내어 자연건조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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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수습 및 Cleaning

물렛가락은 원통형 씨앗이 약한 상태 으므로 Paraloid B-72 5wt%(in Acetone)를 이용하여 표면 경화
후 녹제거를 실시하 으며, 철제가위의 경우에는 유물이 토층 내부에 있는 상태 으므로 X-Ray 촬 자료를
참고하며 보존처리용 소도구를 이용하여 토층을 분리하 다. 철제유물의 녹과 이물질 제거는 정 분사가공
기(Air-brasive)와 각종 보존처리용 소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 으며, 표면 녹제거를 완료 후에는 Ethly
Alcohol로 이물질과 유리가루 등을 세척하 다.

청동제유물은 상태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를 진행하 다. 동경은 배면 상단의 목제빗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
여 현미경과 메스를 이용하여 1차 Cleaning을 실시하 으며, 유물의 상태확인 후 빗을 수습을 하 다. 목제빗
을 수습하는 과정 중 동경의 뉴 부분에서 섬유질이 확인되었다. 청동발(No.5)의 경우에는 유물 수습을 위하여
습식방법을 이용하여 흙을 제거하 으며, 내부 흙 제거 중 나무뿌리로 추정되는 목제와 용도미상의 유기물이
확인되었다. 청동발은 수습한 후 습식세척을 진행하 으며, 현미경과 메스를 이용한 2차 Cleaning을 추가적으
로 실시하 다. 청동발(No.6)은 내부의 흙을 제거하던 중 바늘모양의 철제유물과 격자로 엮어진 미상의 유기
질이 확인되었다. 또한 탄화목으로 추정되었던 유기물은 청동발의 하단까지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목제
용기로 확인되었으며, 테두리에는 붉은색과 푸른녹색의 미상채색물질이 돌려져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청동발
은목제용기수습후Cleaning을실시하 으며, Ethly Alcohol을이용하여표면이물질을제거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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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9.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10. 보존처리전 상태

Photo 15. 청동발(No.6)내부 출토 목제유물 Pic 1. 청동발 내부 목제 출토 상태

Photo 13. 청동발(No.5) 수습 전경 Photo 14. 청동발(No.5) 내부 미상유기물

Photo 11. 동경 Cleaning과정 Photo 12. 동경 배면 목제빗 수습 전경

내부 흙

목재용기 단면

청동발

Tab 1. 여주 교리·월송리 유적 출토유물

탈염처리 63.4 17.5 11.0 9.33 (ppm)

알카리처리 9.425 8.864 7.584 (pH)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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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제유물의 보존처리

1) 처리 전 조사

(1) 목제 빗
추정 현존길이 : 140㎜, 높이 : 77.7㎜, 상연부 최대두께 : 8.2㎜
빗살 최대길이 : 36.5㎜, 빗살 최대폭 : 4.8㎜, 중량 : 15.7g

동경 상단부에서 수습된 목제 빗은 활모양(弧形)의 상연부(上緣部)에 직접 날을 새겨 만든 각치식(刻齒式)
으로 5개의 빗살은 배부에 달려 있으나 대다수의 빗살은 떨어져 나와 있다. 상연부는 1/3 가량 결실된 상태
이며 남아있는 부분 또한, 2점으로 파손·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는 빗살은 두께 1㎜ 내외의 얇은 판형이
나, 대부분 뒤틀리고 끝부분이 마모되어 정확한 형태를 추정하기 어렵다. 빗의 재색은 표면에 다량의 흙과 모
래 등이 고착되어 있어 황갈색을 띄며, 상연부의 양 끝부분과 빗살의 일부는 붉은색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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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건조 시 일부 유물에서 분말상의 B.T.A가 생성되었는데 이것은 Ethyl Alcohol을 이용하여 제거하
다. 자연건조 후 열풍순환건조기로 24시간 건조처리하 으며 건조 온도는 B.T.A가 98℃ 이상의 온도에서
융해되므로 80℃를 유지하 다.

4) 강화처리 및 접합·복원

철제 유물은 Paraloid NAD-10 20%(in Naptha)를 이용하여 진공함침기로 감압하여 처리하 으며, 청
동제 유물은 Paraloid B-72 10%(in Xylene)으로 감압하여 강화처리하 다. 접합·복원은 Cyano-
acrylate계 순간접착제와 에폭시계 수지인 Araldite rapid type에 무기안료와 Phenol계 수지인
Microballoon을 혼합하여 사용하 다. 물렛가락은 6편에서 2편으로 접합되었으며, 삼칼은 파손된 양단의 편
들을 접합·복원하 다. 청동발(No.5)은 저부와 동체부가 복원되었으나 결손된 부분이 넓어 완형으로 접합
되지는 않았다.

5) 처리 후 조사

보존처리 후의 조사는 향후 유물의 재처리, 관리 및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진촬 을 하 고 보존
처리 전 과정과 사용된 재료를 상세히 기록하 다.

보존처리 결과 물렛가락은 길이가 330.2㎜가량되며, 처리 후 중량이 17.2g으로 측정되었다. 철제가위는
처리 후 중량이 82.9g, 삼칼은 16.9g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삼칼은 일부 끝단이 접합·복원되었다. 동경
Cleaning 중 확인된 뉴 부분의 섬유질은 경화처리 후 처리하 으며, 상단의 목제 빗과 추가로 확인된 철제편
은 분리 후 보존처리를 실시하 다. 청동발(No.5)은 중량 41.0g, 외경 143.2 ㎜, 높이 54.7㎜가량으로 조사
되었으며, 측면의 격자 모양의 유기질흔은 세부촬 을 하 다. 청동발(No.6)은 중량 212.2g으로 조사되었
고 내부에서 조사된 목제용기·철제유물·미상유기물도 분리 후 처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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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6. 물렛가락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17. 철제가위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18. 삼칼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19. 동경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20. 청동발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21. 청동발 보존처리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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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건조 시 일부 유물에서 분말상의 B.T.A가 생성되었는데 이것은 Ethyl Alcohol을 이용하여 제거하
다. 자연건조 후 열풍순환건조기로 24시간 건조처리하 으며 건조 온도는 B.T.A가 98℃ 이상의 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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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는 않았다.

5) 처리 후 조사

보존처리 후의 조사는 향후 유물의 재처리, 관리 및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진촬 을 하 고 보존
처리 전 과정과 사용된 재료를 상세히 기록하 다.

보존처리 결과 물렛가락은 길이가 330.2㎜가량되며, 처리 후 중량이 17.2g으로 측정되었다. 철제가위는
처리 후 중량이 82.9g, 삼칼은 16.9g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삼칼은 일부 끝단이 접합·복원되었다. 동경
Cleaning 중 확인된 뉴 부분의 섬유질은 경화처리 후 처리하 으며, 상단의 목제 빗과 추가로 확인된 철제편
은 분리 후 보존처리를 실시하 다. 청동발(No.5)은 중량 41.0g, 외경 143.2 ㎜, 높이 54.7㎜가량으로 조사
되었으며, 측면의 격자 모양의 유기질흔은 세부촬 을 하 다. 청동발(No.6)은 중량 212.2g으로 조사되었
고 내부에서 조사된 목제용기·철제유물·미상유기물도 분리 후 처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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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6. 물렛가락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17. 철제가위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18. 삼칼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19. 동경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20. 청동발 보존처리후 전경 Photo 21. 청동발 보존처리후 전경



2) Cleaning

굵기와 세기가 다른 붓과 보존처리용 소도구를 사용하여 표면에 두껍게 고착된 흙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었다. 또한 건식세척 후 표면에 남아있는 미세한 이물질은 부드러운 붓에 증류수를 묻혀 닦아냄으
로써 세척을 마무리 하 다.

3) 치수안정화 처리

구조적으로 약한 표면의 강화를 위해 수용성이며 중성계인 초산비닐수지 Caparol - binder를 사용하여 처
리 다. 고농도 처리 시 대상유물의 재색이 짙어지는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농도인 3% → 5% → 7%에
서 순차적으로 침적처리 하 다.

4) 건조

치수안정화처리후표면에남아있는잔류약품을제거하 으며통풍이잘되는그늘에서서서히건조하 다.

5) 접합·복원

접합은 Cyano-Acrylate계 순간접착제를 사용하 으며, 복원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한해 에폭시계
수지인 SV427과 HV427 혼합제에 무기안료를 섞어 유물의 재색과 동일한 색상을 나타나게 해주었다.

6) 처리 후 조사

보존처리 후 목제빗(No.1)의 중량은 11.8g이며 두 점으로 파손·분리되었던 상연부는 한 점으로 접합되
었다. 그러나 빗살은 매장 시 양 끝부분이 마모되어 접합하지 못하 다. 처리 전 황갈색을 띄던 빗의 재색은
표면 흙 등의 이물질 제거로 인해 본래의 검은색을 띄며 그 외 구조적인 형태변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목제용기(No.2) 또한 처리 후 한점으로 접합되었으며 중량은 11.9g이다. 이물질에 의해 회갈색을 띄던 일
부 표면은 Cleaning에 의해 본래의 검은색을 띄며 구조적인 형태변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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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제용기

추정지름 :142.3㎜, 전체높이 : 40.5㎜, 배신부 두께 : 8㎜, 굽 외경 : 101.3㎜
굽 내경 : 94.2㎜, 중량 : 15.3g

청동발(No.6) 내부에서 수습된 유물로 배신부(杯身部)와 굽이 일목조(一木造)인 원반(圓盤)형 목제용기
로, 눈질1) 방법으로 가공하 다.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중앙부는 편평하게 깎아 둥굴게 벌어져 구연부가 형
성되고 입술부는 가장자리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올라간다. 굽은 가장자리의 두께 4㎜ 정도 남겨두고 내부
를 파내어 원통형으로 가공하 다.

용기는 크게 2점으로 파손·분리되어 있으며 배신부의 가장자리 입술부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결실되
었고, 섬유방향으로 크고 작은 다수의 할렬이 있다. 재색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띄나 일부분 고착된 흙등의
이물질로 인해 회갈색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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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2. 목제 노출 전경 Photo 23. 목제 빗 수습 후 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목기의 방향과 목제의 섬유방향이 수직으로 가공하는 방법으로, 평행으로 가공하는‘눈질’에 비해 터짐이나 갈라짐 등의
구조적 형태변형이 적다.

Photo 24. 목제용기 노출 전경 Photo 25. 목제용기 수습 후 전경

Photo 26. 목제빗 보존처리후 전경 Pic 2. 목제빗 완형 추정도

높 이
77㎜

추정길이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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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으로 여주 교리·월송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내용을 서술하 다. 금속유물 중 동경
에서는 보존처리 과정에서 2선의 계권·국화문·머리를 맞대고 있는 쌍학문과 거북모양의 뉴가 확인되었으
며, 뉴에서는 동경의 끈으로 추정되는 섬유질이 관찰되었다. 청동발(No.6) 외부에서는 미상의 물질로 감싼
흔적이 관찰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목제용기와 바늘모양의 철제유물, 그리고 유기물이 수습되어 보존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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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7. 목제유물 보존처리후 전경 Pic 3. 목제유물 완형 추정도

Photo 28. 목제유물 보존처리후 전경 Pic 4. 목제유물 완형 추정도

추정외경 142㎜

내경 96㎜

굽외경 100㎜

전체높이
40㎜

굽높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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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이상으로 여주 교리·월송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내용을 서술하 다. 금속유물 중 동경
에서는 보존처리 과정에서 2선의 계권·국화문·머리를 맞대고 있는 쌍학문과 거북모양의 뉴가 확인되었으
며, 뉴에서는 동경의 끈으로 추정되는 섬유질이 관찰되었다. 청동발(No.6) 외부에서는 미상의 물질로 감싼
흔적이 관찰되었으며, 내부에서는 목제용기와 바늘모양의 철제유물, 그리고 유기물이 수습되어 보존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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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27. 목제유물 보존처리후 전경 Pic 3. 목제유물 완형 추정도

Photo 28. 목제유물 보존처리후 전경 Pic 4. 목제유물 완형 추정도

추정외경 142㎜

내경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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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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