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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률빠쌀훨 

고려시대 고분 연구의 획기적 전환점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안성시 죽산면 일대는 고려시대 이 래로 竹州 또는 竹 山이라는 명칭으로 불 

렸으며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끼 山府리는 큰 지방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삼남지방과 

연결되는 큰 길이 지나는 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인력과 물자의 교류가 활발하였습 

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도의 문화적 요소를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문화의 교차점이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죽산지역은 경기 남부의 지역문호}를 밝히는 표본과도 같은 

지역이라고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1997년 봉업사지 발굴조사를 필두로 죽산떤 일대의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지 역은 고려 왕-실의 주도하에 경기 이남의 경 영을 위한 남 

진기지로 선택되어, 왕실 주도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고려 왕실사찰인 奉業츄가 창 

건되었다눈사실플알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죽산지역은 이 봉업사를중심으로계획적인중세 

도시가 형성되었으리라능 가정 하에 봉업사와 인근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안 

성시 죽산면 일대에서 40여개소 이상의 문화유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죽산면 일대에서 역사시대 문화유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사적 위 

치를 가늠하기 위해 , 매산리 장광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기의 고 

려고분과 유물들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9호묘는 경기지역에서는 그 출토예가 드은 고 

려시대 인골이 출토되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석곽옹관묘라는 특수한 무덤양식임이 밝혀지 

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출토된 중국제 흑유완 역시 경기지역에서 찾아보 

기 힘든 희귀한 자료로 학제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산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죽주지역의 역사적 정황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디-양한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고려시대 고분 연구 

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 동안 현장을 찾아 많은 지도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 여러 가 

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책임조사원 이하 조시-원들의 노고에 고마움 

을전합니다. 

2006년 4월 

경기도박물관장 이 용 /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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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머리말 

매산리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산 109-1번지 일대에 해당한다. 고분군 

이 위치한 죽산지역은 육로 뿐만 아니라 하천을 통해 한강 중 · 상류유역으화 진출할 수 있고, 안성 

천을 따라 서해로 나아가 대중국항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요지이따 이 지역에는 망이산 

성과 죽주산성 등의 관방유적과 봉업사지 · 장명사지 · 매산리사지 칠장사 등의 불교유적, 그리고 

화곡리도요지 등의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듯 죽산지역에 유적이 밀집 분포하는 것은 

이 지역이 천혜의 교통 요지로써 정치 · 경제 ·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결과이다. 

유적은 죽산의 진산인 비봉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1997년 안성 봉엽사지 1.7.} 발굴조사 과 

정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1999년 『경기문화유적지도』를 통해 매산리장광고분군으로 보고되었 

다.1 ) 하지만 발견당시부터 자연현상과 도굴 등으로 인해 크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인접한 죽주산성 

과 봉업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봉업사지와 죽주산성, 

망이산성의 발굴조사가지속적으로진행됨에 따라죽산지역의 중세도시구조에 대한복원이 시도되 

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죽산지역 지배세력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성 매산리고분군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안성시에서는 유적의 정확한 현황 

을 파악하고 향후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경기도박물관에 발굴조시훨 의뢰하였다. 이에 경 

기도박물관은 문화재청의 허가(제2004 - 682호, 2004. 9. 7)를 받아 2005년 3월 14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실조사띨수 90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지 역을 중심으로 한 비봉산 일 

대에 산재한 유적의 분포범위를 알아보고 고분군의 현황을 파악하여 죽산지역의 고분에 대한 보편 

적 입지를 확인하끼 위해 발굴조사와 주변 지표조사를 병행하였다. 

발굴조사는 고분의 규모 및 축조방법을 알아보고 부장품을 통해 축조집단의 성격 및 역사적 배경 

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 결과 2개의 지점에서 석실묘 17], 석곽묘 6기 , 토광묘 2기와 

수혈유구 2기 퉁 모두 117]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대부분의 고분이 지상에 노출되어 도굴된 상태였 

흐나 발 · 완 · 접시 · 병 동의 자기류와 호 · 옹 동의 토기류, 발 · 숨가락 · 동곳 등 청동류와 과대와 

관고리를 포함한 철제류 외에 인골 퉁이 출토되어 고분군의 양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 

였다. 

또한 지표조사를i 통해서 17개소에 이르는 새로운 유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 죽주산성 통사면 추정 

고분군과 함께 , 고분군이 위치한 매산리 장광마을 일대에 대규모의 삼국시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경기도박물관, 1999, r 7<J 7 ]문화유적지도』 I ,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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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리고분군 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이증선(경기도박물관장) 

지 도 위 원 , 정영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장경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조유전(효댁토지공사 토지박물관장) 

최몽룡(서울대학교교수) 

허흥식(효댁학중앙연구원 교쉬 

이형구(선문대학교교쉬 

심정보(한밭대학교교수) 

신창수(국립공주박물관장) 

이남석(공주대학교교수) 

조 사 위 원 지현병(강원문화재연구소장) 

이종민(충북대학교교수) 

이 훈(충남역사문화원 문화재연구부장) 

김상익(효댁토지공사 토지박물관 문화재조사팀장) 

김성태(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정훈진(효택문화재보호재단 중부권팀장) 

신동훈(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쉬 

최근성(경기도박물관 교육홍보팀장) 

송만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 

책임조사원 ‘ 백종오(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새 
조 사 원 ; 한준영(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S쌍훈(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신영문(경기도박물관 연구원) 

오호석(경기도박물관 연구원) 

오강석(현 강원문화재연구소 언구원) 

김정기(현 부여군청 학예연구사) 

조사보조원 ’ 소민정, 조주연, 오대양, 강진주, 김현숙(이상경기도박물관 연구원) 

이 외에 정경훈- - 전현수 · 김지인(단국대학교 역사학전공) 등이 조사기간 동안 참여하여 많은 도 

움을주었다. 아-울러조사단을 아낌없이 뒷바라지 해주신 이영수 · 김호석 · 박상휴· 김경옥 · 홍성 

기님께도 깊은감사를드린다 

이번 발굴조사의 전반적인 진행은 이종선 조사단장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현장조사는 백종오 

4→安城梅山 Ell_ 高짧 古따~."f 



책임연구원이 전담하였으며 , 유구의 실측과 유물 정리는 신영문 · 오강석 · 김정기 · 오호석 · 소민 

정 · 강진주 · 오대양 · 김현숙 · 조주연 · 곽은미 · 김지인 둥이, 사진촬영은 오호석 · 김정기 · 소민 

정퉁이담당하였다. 

보고서의 집필은 백종오가 담당하였으며 , 유구 설명과 고찰은 백종오 · 신영문 · 오강석 · 김정기 

퉁이, 유물 설명과 고찰은 신영문 · 오호석 · 김정기 · 소민정 · 강진주 퉁이 깎각 분담하여 작성하였 

다. 이 외에 신동훈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가 출토 인골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였으 

며, 이재성 · 전익환 · 백지혜(경기도박물관 유물관리팀 보존과학실) 퉁이 청동류 및 철제류에 대한 

보존처리 및 분석을담당하였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전반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주신 하문식 

교수님 · 황보경 · 유용수 · 최민정 · 김진환 선생님(세종대학교), 강신엽 선생님(육군박물관), 박상 

빈 선생님(서울역사박물관), 서정석 교수님(공주대학교), 이종수 선생님(충남역사문화원), 엄기 

표 · 정성권 선생님(한백문화재연구원), 김호준 선생님(충청대학박물관), 김병희 · 이상엽 · 백영종 

선생님(중원문화재연구원), 강명호 · 한혜선 선생님(조선관요박물관), 김웅신 · 이동성 선생님(기전 

문화재연구원), 이희인 선생님(인천시립박물관), 김주홍 -최형균 선생님(토지박물관), 오경택 선생 

님(명지대학교박물관), 주진령 · 이재성 · 전익환 선생님(경기도박물관)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변으로 도움을 주신 이동희 안성시장님을 비 

롯한 윤대근 · 임근혜 선생님(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계), 홍원의 선생님(안성맞춤박물 

관), 윤용규 부의장님(안성시의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김정기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죽산 

면시무소 관계자 여러분, 김태원 원장님 · 봉원학 사무국장님(안성문화원), 의성 김씨 대종회와 관 

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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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遺趙의 位置 및 周邊遺隨

매산리고분군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산 109-1번지 일대에 해당하며 죽주산성 북치성에 

서 북서쪽으로 500m 가량 떨어져 있다. 죽산면 소재지에서 17번 국도를 따라 용인방면으로 4km 정 

도 진행하면 동쪽으로 매산리 상구산 마을에 이른다 마을회관 앞길을 통해 모나미물류센타를 지나 

면 장광마을로 연결되는 지히통로가 나옹다. 이곳에서 한평마을을 가로질러 장광저수지(한평저수 

지) 방면으로 진행하여 저수지를 끼고 돌아 천주교 바울의 집을 지나면 장광마을에 이르게 된다. 장 

광마을은 팽이골 또는 장팽이라고 불렀으며 현재도 그 지명이 남아 있다. 장광마을에는 의성김씨 

재실인 竹山齊가 있으며 재실 앞길을 따라 비봉산 방변으로 150m 정도 올라가면 경작지가 나온다. 

유적은 이 밭의 북서쪽과남서쪽에 형성된 해발 200m 능선 사면 및 상면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죽산방변에서는 죽주산과 비봉산이 형성하는 계독부에 매독뒷고개질이 형성되어 있는데 죽 

산면 소재지인 죽산리 묘골과 유적이 자리한 매산리 장광마을을 잇는 최단 코스이다. 과거 이 길은 

양지-원삼-백암을 거쳐 죽산과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는데 『東짧圖』와 『大東與地圖』 에 

도표시되어 있는중요도로였다. 고분군은 이 도로에서 서쪽으로약 lOOm 떨어진 곳에 있다. 

고분군이 입지한 곳은 비봉산의 북서사변에 해당하며 유적의 남쪽으로는 비봉산(해발 372m)을 

퉁지고, 동남쪽으로는 죽주산(해발 250m)을 바라보는 형세이다. 비봉산의 남쪽으로는 남산(해발 

331.Sm)과 바깥갈미산(해발 330m)이 동서방향으로 흘러 죽산과 진천의 경계를 이루며 비봉산과 남 

산사이에는 죽산천과 용설천이 동류하여 청미천에 합류한다. 유적의 동북쪽으로는 청미천 주변의 

드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멀리 이천시 장호원 일대까지 조망된다. 

죽산지역은수제로볼 때, 남한강유역권에 속하여 청미천을통하여 장호원이나 이천 방면으로의 

소통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금강 유역권에 속하는 진천, 청주일대를 비롯, 안성천 유역권에 속하는 

안성,평택지역과도접하고 있다. 이 같은이유로죽산지역은남한강중류지역에서 한강하류,금강 

유역, 안성천유역 등 여타 하천유역으로 나가는 관문의 구실을 하였다. 따라서 죽산은 고대부터 기 

호지방과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주목받아 왔으며, 군사 · 교통 - 경제 · 문화의 중 

심지로성장하였다. 이러한지정학적 위치는많은문화유적이 이곳을중심으로분포하는배경이 되 

었다. 

유적 주변의 관방유적으로는 죽주산성과 망이산성 , 칠현산성 퉁이 있다. 유적 동남쪽에 인접한 죽 

주산성은 해발 250m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7∼9부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내성 ,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었다. 이 성은 삼국시대 이래 죽산의 治所城으로 이용되었다 현재 경기도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 망이산성은 일죽변 금산리에 소재하는 죽 

주의 광역적인 군사요충지로서 경기도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어 있다. 3) 칠장사가 자리한 칠현산 

의 9부 능선을 따파 축조된 칠현산성은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죽산과 진천의 분기점 

에 위치하고 있어 축성 배경을 짐작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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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유적으로는 고려시대 진전사원이었던 봉업사지4)를 중심으로 장광시지 , 매산리사지 , 장명사 

지, 묘골사지 등띠 분포하고 있다. 봉업사지에는 죽산리오층석탑(보물 제4커5호)과 봉업사지당간지 

주(유형문화재 제89호)가 사역 중심에 남아있으며 , 북쪽으로 죽산리삼층석탑(유형문화재 제78호) 

과죽산리석불입상(유형문화재제97호)등이 있다 특히,죽산리삼층석탑주변발굴조사5)에서는통 

일신라시대 석탑의 하층기단과 범종 주조 유구 등이 찾아져 주목되었다. 또한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한 명문기와 둥이 출토되어 봉업사의 사력이 이곳에까지 미쳤판이 밝혀졌다. 장광사지 

는 매산리 고분군과 인접하여 위치하는데 , 현재 사지에는 석축과 대형 뱃돌이 노출되어 있다. 매산 

리사지는 매산리 미록당에 위치하며 매산리석불입상(유형문화재 제37호)파 매산리오충석탑(향토 

유적 제20호) 등이 남아 있다 장명사지는 죽산리 관음당을 중심으로 사역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대형의 석조대좌가 현존한다. 묘골사지는 비봉산과 죽주산 사이에 형성된 매곡뒷고갯길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형의 석조대좌가 있다‘ 이 외에도 장원리 내리마을 둥지에 탑재가 현존하고 있 

어 죽산 일대에 황업시를 중심으로 많은 사찰이 존재하였음을 일- 수 있다. 

도자유적으로눈 도기를 굽던 화곡리 요지가 있다 화곡리 요지는 2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죽주지 

역에 필요한 도기를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처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6) 유교유적으 

로는 죽산리의 죽산향교와 매산리의 竹山짧가 있다 이중에서 매산리 장광마을에 있는 죽산재는 의 

성김씨 가문의 묘 역으로 재실과 그 뒤편에 2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고려말 文짧냄l‘ 左司尹으로 공 

민왕 12년(1363) 흥왕사의 난때 공민왕을 호가하다가 해를 입고 죽은 台權과 그의 처 죽산박씨의 묘 

이다 

이 밖에 매산리 고려 고분군 발굴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한 주변 지표조사콸 통해 상당수의 고분유 

적과 기타 유적이 조사되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분유적으로는 죽산리 묘골 고분군, 죽주산성 

남사면 고분군, 팍주산성 동사면 고분군, 용설리 고분, 당목리 추정 고분군 판이 있다기 

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 『안성 죽주산성 시굴조사보고서』 , 

' 2004, 「안성 죽주산성 남벽 정비구간발굴조사지도위원회회의자료집」 

3)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망이산성 발굴보고서 (1)』 

4) 京짧道댐物館, 2002 , 『奉業츄』 

5) 京짧道따ψ館, 2005, 『高隨 王室휴;j'.lj i융業츄』 

6)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0 , 『安城 tD ~양里뼈쫓址 朝願白 U효 高麗P힘器쫓址 發;t꾀! 닮저경i報告헬;』 

조선관요박물관, 2006, 『安城 和씁里 쫓址』 . 

7) 이 밖에 행정구역상 안성시 삼죽변에 해당하는 내장리 일대에도 매장문화재가 출토 신고되었는데(경기도박물 

관, 1999, 앞의 책) , 출토 위치와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고분일 기능성이 높다. 

10 安城 梅山 1l!. 高핸 古챔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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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주변유적 분포도(1 /25,α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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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歷史的環境

1. 三國時代

유적이 위치한족산지역은 남한강과 연결되는 청미천이 지나고 있어 한강수계와 직접 연결될뿐 

아니라 서쪽으로눈 안성천을 통해 서해로 나아갈 수 있으며, 남쪽으로는 금강의 유역권인 진천지방 

과 연결되고 음성을 거쳐 충주로 이동이 용이하여 심국시대부터 기호지방과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군사적 요충지로주목받았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던 죽산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주요한 교통로화 주목받게 되었다. 삼 

국시대 죽산일대눈 동서남북의 교통로가 만나논 요충지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죽주산성과 망이산성 

동의 군사적 거점뜰이 건설되었다. 

죽산은 본래 고구려의 皆次山那으로 고구려가 점령하기 이전에는 백제의 영토로 안성천 이남에 

자리 잡고 있었던 팀支國에 대한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 망이산성 1차 발굴 

조사에서 수많은 점토대토기와 백제토기가 내성에서 발굴되었는데 이는 초기철기시대 이후 백제시 

대까지 이 지역이 백제의 중요 군사거점으로 활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백체가 이 지역에 군사거 

점을 설치하고 방어하려 했던 상대는 직산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한의 주도세력인 목지국이었을 것 

으로 추정 된다.sl 하지만 『三國史記』의 기록에는 죽산이 백제나 고구려의 지방통치에서 차지한 비 

중을 살필만한 사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안성 봉업사지 1차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皆次官명 기와가 출토됨으로써 고구려 때의 지역적인 전통이 고려시대 초기까지도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新增東國與地勝寶』 에는 “신라가 介山이라고 지명을 

바꾸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다.9l 지명을 바꾼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三國史記』 지리 

지에는 경덕왕대 바뀐 것으로 되어 있어10)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에도 개차산이라는 지명이 유 

지되다가 경덕왕대의 군현개명을 통해 개산이라는 지명을 얻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통일기의 죽산은 신라 대중국 항로의 출발점인 당항성으로 나아가는 중간 교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강 보인다. 통일기의 내륙교통로는 사료에 전하는 내용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 

지만 현재의 교통보를 바탕으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경기만 일대로 나아가는 최적의 루트를 짐 

작해 보면 소백산맥을 넘어 충주로 들어선 다음 여주, 이천을 거쳐 죽산을 지나 안성 , 평택일대의 경 

기만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방증해 주듯이 이천의 설봉산성이나 설성산성, 안 

8) 목지국의 위치는 여러 가지 이설이 분분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목지국이 직산지방에 있다가 백제의 확장에 따라 

점차 남부지방으로 내몰리게 되어 오늘의 나주지방에서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9) 『新增東國與地勝휠i』卷 第8, 竹山 條.

10) 『三國史記』卷 第~>5 , 雅志、 第4, 地理 漢州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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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망이산성과 죽주산성에는 통일기 이후의 신라 토기와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어 신라 통일 이후 

에도 이 유적들이 치소성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 

다. 한편 이 일대의 중요성은 신라의 지방군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진흥왕 5년에 설치된 신라 

10정 군단인 南川停과 骨乃 Ff停11 )이 각각 이천과 여주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이 

일대의 중요성을 실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군단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교통로를 담당 

하고 있으면서 유사시 있을지 모르는 적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충 

주-여주-이천-죽주-안성-평택으로 이어지는 신라 중국 교역로에 대한 방어화 통제를 담당하고 있었 

음을 어렵지 않쩨 짐작할 수 있다. 

2. 統一新羅時代

통일신라기 중국 교역로의 중간 기지로 주목을 받았던 죽산지역에는 신라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 

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중기의 문별 귀족인 박경인과 박경산의 묘지명에는 이들의 가계가 

아래와 같이 기확되어 있다. 

A-1 淸寧1 2) 3年 丁西(문종 11) 생이다 공의 휘는 景仁이고, 성은 朴이며 , 자는 令格이다. 그 선조는 北京

都텀 iffi.烏이며, 신라 때에 竹州에 들어와 察山候가 되었고, 또한 平州에 들어와 十씀城 등 13 성을 설 

치하고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그 후 자손이 번창하니 우리 태조가 통합할 때부터 지금까지 후손이 끊 

어지지않았다. 

A-2 박씨의 선조는 類林A으로 대개 신라 시조 統居世의 후손이다 신라말 그의 후손 察山候 積古의 아들 

直없L은 大毛達로 平州의 관내 八心戶에 주거하여 물長이 된 까닭에 直껴L으또부터 그 후손은 平州A

이되었다. 

박경인의 선조인 북경도위 적오는 신라 때에 죽주에 들어가 찰산후가 되었고 이후 평주로 옮겨 13 

성을 들어 궁예에 귀부하였다고 한다 이후 자손이 번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생인 경산의 묘 

지에는 적오의 아들인 직윤까지도 기술되고 있어 평산 박씨 가계를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를 다 

시 종합해 보면 신라 혁거세의 후손인 박씨가 죽산에 들어와 찰산후가 되였고 이후 평주로 옮겨 十

유城(황해도 곡산) 동 131B 성을 설치한 뒤 궁예에 귀부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평주에 설치하였 

11) 『三國빛記』卷 第40 , 짧志 第9, 職官 下 武官 條에는 신라 10정의 종류와 설치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삼천당이라 

고 불리는 십정 중에서 제7정과 제8정인 남천정과 골내근정은 신라 남천주와 골내단주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 

12) 遭의 연호로 道宗 10년간(1055-1064)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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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십곡성 등 i 31R 성은 패서지역에 설치된 신라 패강진의 14개 군현을 생각하게 한다 요컨대 적 

오는 죽산에 찰산후라는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가 이후 패강진으로 옮겨 패강진의 14개 군현 중 하 

나인 십곡성의 장군이 되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적오의 사례가 신라 말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신라의 지방관이 죽주에 파견되어왔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죽산면 매산리에서 발 

견된 영태2년명 탑지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전하고 있어 8세기 무렵 이 지역에 신라 중앙출신의 

지방관이 파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B-1 영태 2년 병오년 3월 30일 朴a와 芳序, 令門 승려 두 명이 석탑을 조성하기를 먼저 모의 하고 이루었다. 

영태 2년은 혜공왕 2년(766)에 해당히는데 이 명문에 동장하는 박씨는 경덕왕 16년 군현재편 이래 

죽산지역에 파견꾀었던 지방관으로 추정된다_ 13) 영태 2년명 탑지에 퉁장한 박씨와 같은 지방관들 

은 찰산후 적오의 예와 같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데 죽산지역에서 찰산후를 칭 

했던 적오가 아무런 족적 기반도 없는 평주지역으로 옮겨가 13개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신라 정 

부의 외관 파견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오가 평주에 들어가 i31R 성을 설치했 

다거나 그 아들 지윤이 팔심호읍장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죽산지역에 파견되었던 지방관의 신분은 

육두품이거나 그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14) 

3. 羅末麗初

신라하대의 혼란기가 되면서 죽산지역의 위상은 변모하게 되는데 신라중대 이래로육두품출신 

의 지방관이 파견되던 상황은 종식되고 초적의 무리나 지방세력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아래의 

사료를 통해 신라말 고려초 죽산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C-1 늄뿔王 재위 5년 大順 2년(891) 신해에 죽주 적괴 기훤에게 투탁하였다 기훤은 오만 방자하고 무례 

하여 선종은 마음이 갑갑하고서러워 스스로위안하지를못하여 가만히 기훤의 마하인 원회,신원과 

친구를 삼았다. 경복 원년 임자(진성왕 6년, 892)에 북원적 양길에게 투탁하였다_ 15) 

13) 영태 2년명 탑지에 퉁장한 박씨는 신라의 지방관이거나 그 부인으로 여겨지기도 하눈데 박씨의 이름이 전해지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성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14) 신라 선덕왕대 처음 설치 된 패강진의 수장인 패강진 頭上大앓은 級밟에서 四重阿i食에 해당하속능 관위를 가지고 

있었다( r三國史記』卷 第40 , 雜志 第9, 職官 下 外官 條).

15) 『三國史記』卷 第50, 列펙 第10 , 텀짧 條 에는 “以훌聖王~D1立五年大JI볍二年辛갖 投竹州)!IX웹箕萱 箕효悔慢不禮 善

宗첼*圖不 g安 i쟁·結箕萱l筆下元會-申熺等寫友 景福元年王子 投北原戰梁吉”이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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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公의 譯는 仁碩이고 字는 壽山으로 廣州 延昌엽BA이다. 三韓뿔上功~ 大保 5三重大흩 奇↑쯤의 9세손이 
다 16) 

C-3 公의 譯는 全之이고, 字는 退圓이다- 가계는 竹州에서 나왔으니 , 그 선조는 신라 시조인 朴練居世로 
자주빛 알에서 태어났다. 그 알이 박(했)과 같았으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고을 사람들이 왜를 朴이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성을 朴으로 삼고, 그 陸을 봉하여 天興이라고 하였다. 군은 지주빛(앓 • 박 
혁거세)을 띠은 三韓활上功~ 朴奇↑콤의 13세손이다 17) 

C4 삼가 賢哲괴- 승속 제자들의 존위를 기록하여 다음에 배 열 한다. (中뼈) 奇↑흠元尹, 奇達元尹 (중략) 德

榮沙千 竹州, 弟宗沙千 ↑t~+I (후략)18) 

위의 사료 C-1은 궁예가 세달사를 나와 죽주의 적괴 기훤에게 투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초 

적의 무리를 모아 죽주에 자리를 잡은 기훤은 그 휘하에 원회, 신훤과 같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것 

으로 보아 비교적 조직적인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차 왕이 펼 뭇을 꿈꾸고 세달시를 

뛰쳐나온 궁예가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이 죽주였던 만큼 죽주의 기훤세력관 중서부 일대에서 큰 세 

력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궁예는 처음 기훤에게 투탁하였을 때 멸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궁예가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단신으로 투탁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신라 중앙정부에 대항해 독립의 기치를 내건 기훤에게 궁예는 그다지 대단Z판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궁예는 원회, 신훤으로 대표되는 동료들을 섭외하기에 이르렀고 후 

에 양길에게 투항할 때는 양길에게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이는 궁예가 죽주적괴 기훤의 마하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예세력 초반의 죽산지역 

은 궁예와 같은 대호족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궁예가 이탈한 뒤 기훤의 세력은 

900년경 광주, 충;주, 청주, 괴산 등지가 궁예의 장군인 왕건에 의해 평정될 때까지 약 10여 년간 죽 

산지역을 장악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주의 호족인 양길의 세력은 영서지역에 머무르고 있었고 

견훤의 세력이 묶상하기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중국 교역의 길목인 죽산지역 

을 장악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기훤이 몰락한 뒤 죽산지역은 궁예의 지배력 하에 들게 되었다. 고려 초 중부지방의 호족들을 살 

펴보면 광주의 玉規, 진천의 林購, 이천의 徐弼, 충주의 劉就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왕건에 

16) 朝健總I督府, 1919 , 『朝解金石總뚫』上 에는 “公今끓仁碩字뚫山廣)|‘|延昌那A三韓功l로大保三重大흩奇↑홈九世孫” 

이라하였다 

1기 朴全之 훌t며짧어l는 “公鐘全之字退圓系出竹州其先新羅始祖朴**居世從쌓~~而生其배如흉m멈天而降 쨌A以혈1111동 

朴故因姓티朴封其陸於天興君繼짧三韓뿔上功 1::2: 朴奇1펌十三世之孫也” 라고 하였다(김용선, 2C84, 『고려 금석문 

연구-돌에 새겨진 사회사』 , 일조각) 
18)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興寧춤港曉大師寶印쩔陣」, 『譯註羅末麗初金石文』 原文校藍, 혜안, 160-161쪽에는 

“5훨錄웹哲f용fit!弟子尊位排在於後 (중략) 奇↑폼元尹 奇達元몇 (중략) 德榮沙千 竹州 弟宗沙주 竹州” 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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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하여 중요 관계를 수여받거나 왕건과 혼인관계로 결탁한 대호족들이었는데 이들의 근거지는 

죽산지역과 인접한지역이거나교통로로 연결되는지역이었다. 한편 기훤이 타도된 이후죽주의 호 

족은 사료 C-2, 3, 4에 나오는 박기오가 퉁장하게 되는데 그의 후손들이 그첼 삼한벽상공신 삼중대 

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통일기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였닫「을 알 수 있다. 사료 C-

4는 영월에 있는 「興寧좋燈曉大師寶印搭陣」의 陰記 부분이다. 사자산문의 뚱창자인 燈曉 折뼈이 죽 

자 그의 숭속제지들은 혜종 원년(944) 그의 비와 부도를 세우고 산문의 중창에 힘쓰게 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피면 고려 초 정치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고려 초의 정치상황을 

가늠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이 비의 음기에는 定宗, 光宗을 비롯해 金溫, 劉**達, 劉權說, 王

規 퉁 많은 대호족들을 나열하고 있어 당시 정효대사비 건립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동 

장하는 奇惜 元尹은 사료 C-2,3에 보이는 박기오로 추정되고 있어 죽주의 호족도 이 불사에 참여하 

고 있음을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비에는박기오뿐아니라그의 형제로추정되는奇達을 비롯하여 

德榮, 弟宗 퉁의 군소 토호들도 기록되어 있어19) 당시 죽주의 호족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기오는 그의 9세손과 13세손인 인석과 전지의 묘지명에는 삼한벽상공신이었다고 기록되 

어 있으나 사실상 삼한벽상공신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의 사후 태조 묘정에 

배열된 삼한벽상공신은 940년 신흥사를 중수하고 공신당을 두어 동서벽에 공신의 초상을 모신 것을 

이야기 하는데20) 그로부터 4년 뒤인 944년 비가 건립될 당시까지도 원윤이라는 관계에 머무르고 있 

던 박기오는 삼한 벽상공신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지지 못했을 것으로 풀이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기오는 대호족오로 성장할 만큼의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으나 「흥령사정효대사보인탑비」 건립의 

주체로 앞에 열거한 대호족 혹은 왕실세력과 나란히 기록되고 있다. 여기에는 죽주가 가진 지정학 

적 위치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희를 필두로 한 진천 호족과 왕규의 광주호족, 서필을 대표 

로하는 이천의 호족, 남한강수계로 직접 연결되는충주호족퉁대 호족사이에서 이들사이의 완충 

지대를 형성하는 한편 서해로 나아가는 교통로를 장악함으로써 이들의 지위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신라말 고려초 죽산 지역의 지방세력을 정리하면 우선 신라의 지방통치체제가 붕괴 

한 이후 맨 먼저 등장하는세력은기훤을필두로하는초적의 무리였다. 여기에 궁예와같은야심가 

가 결합하면서 죽주지방의 초적의 무리는 독자적인 체제를 갖춘 호족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궁예정권 초창기의 요람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궁예의 군사력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 

다. 궁예에 의해 기훤이 타도된 이후 죽산지역은 기오로 대표되는 중소호족이 등장한다. 이들은 주 

19) 덕영과 제종은 사간이라는 관위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와 같은 서열로 기록된 인물중에는 世達, 明찢, 吉舍 둥 

의 촌주도 함께 기록되고 있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박기오와 견줄만한 위치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20) r高麗史』世家 卷 第2 太祖2 23年 條 에는 “是歲 重修新興츄 置功E2堂 畵三韓功멀於東西뿔 設無週大會-畵夜

歲以篇常”이라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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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촌주를 결합한 지배체제를 성립시켜 지역을 장악했는데 주변 대호족과의 완충지대를 형성하 

고 서해로 진출하는 교통로를 장악하여 대호족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4. 高麗時代

죽산지역이 다시 주목받게 되는시기는바로광종대였다. 고려 광종은널리 알려진 대로중앙집권 

화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개국초부터 활약해오던 호족세력의 대부분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 확립 

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조치의 일환으로지방세력에 대한군사적인 압t삭이 선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죽산지역에 자리 잡은 군사거점인 죽주산성과 망이산성이 중축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 두 산성에서 끓토되는 기와 가운데 상당수가 고려 광종대를 전후한 시가의 것으로 집중되고 있 

어 위의 두산성에 대한중요성이 얼마나높아졌는지를짐작케 한다. 

광종이 죽산을 호족세력 통제의 기반으로 삼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찍이 대호족이 

성장하지 못하여 왕실의 영향력이 미치기 쉬운 지방이었으며 주변에 대 호족들을 제압할 수 있는 

훌륭한 군사적 거점을 가지고 있는 한편 개경으로부터 단시간 내에 중앙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경 

기만과 인접해 있는 지 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21 ) 

한편 광종은 봉업시를 태조의 영정을 모시는 진전사원으로 개창하게 되는데 이때 봉업사리는 이 

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전은 고려 광종대 그의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각지에 사찰을 건 

립하는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었음이 분명하다 봉엽λ까 진전사원으로 개창되면서 대규모의 불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떼 이는광종대의 명문와가사찰의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것을통해 알수 있다. 

광종대 진전사뭔으로 중창된 봉업사는 죽산지역 왕실 세력의 거점으로 주변 산성에는 군사적인 

기반이 되는 동시에 서해와 내륙을 잇는 교통로를 장악하여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봉업사의 중심사역에서 발견된 여러 종의 중국자기류와 중국동전 등은 봉업사가 이들 재화 

의 교역중심이자 소비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이처럼 왕실의 세력이 깊이 침투하면서 죽산의 중소호족은자연스럽게 몰락하였을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성종 2년 군현개편 이전에 이미 봉업사의 창건과 인접 산성의 수개축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왕실세팩 속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죽산지역의 중소호족이 어떻게 왕실세력 속에 

편제되어 갔는지는 상세히 밝힐 수 없지만 그들의 후손은 중앙 관인화 되어 13세기 경에는 사료 C-

2, 3의 박인석 , 박전지 등의 관인을 배출하게 되어 중앙 귀족화 하는 것으로 끓이 된다 

21) 이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보원사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보원사에 주석한 법인국가 탄문은 광종정권의 핵심적인 

숭려였다 보원사눈 광종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곳은 개경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 

만 아산만으로 연결된 해상교통로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죽산지역과 유사성을 지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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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봉업사익 중창과 더불어 높아진 죽주의 위상은 고려 중기 이후 국란극복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봉고의 3차 침입 당시 防護5.Jlj藍 宋文뿜가 죽주산성에 피난 입보해 있던 죽주 주민 

들과 합세하여 몽고군을 크게 물리치게 된다. 죽주산성에서의 승리는 몽고침입을 물리친 얼마 안 

되는승첩 가운데 하나였으며 이를통해 죽주지역의 위상을다시 한번 실감i할수 있다. 22) 고려정부 

와 운명공동체였던 죽주지방에 대한 고려정부의 관심은 몽고전란 이후로도 계속되게 된다. 고려에 

서 몽고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인 개혁정치를 추구했던 공민왕은 홍건적의 침입을 받아 경상도 

지방으로 피난을 하게 된다. 홍건적의 침입이 정리되고 개경으로 환도하는 길에 공민왕은 죽주의 

봉업사에 들러 태조의 진영을 알현하게 된다. 23) 이와 같이 봉업사와 인근지방에 대한 고려왕실의 

관심은 전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왕실이 를=주지방에 관심을 쏟게 

된 것은 봉업사를 중심으로 한 죽주지역의 장악과 이를 통한 왕실 재정 확충느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풀이할수있으며%)봉업사를 비롯한죽주지역은고려 중∼후기 이래고려 왕실의 정치적,경제적 영 

향력 아래에 예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2) 몽고의 침입 초반의 고려인들은 대부분 산성으로 입보하여 몽고의 침략에 대응하였으나 몽고의 고려 공격이 장 

기화 되변서 고려의 하층민들은 지배계급과 유리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 정부의 강화도 입보에 대한 반 

발감과항몽과정에서 민심이 크게 통요되었기 때문으로풀이되고 있다(채웅석, 1999, 「고려사회의 변화와고려 

중기론」 , 『역사와 현실』 32). 지역민이 몽고군에 투항히는 投夢현상은 주로 향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왜곡 

된 형태의 항몽과정으로 이해되는데 반해 몽고의 3차 침입 당시 죽주지역민들이 보여준 치열한 투쟁의식은 적 

극적인 형태의 항몽으로 풀이될 수 있다 죽주 주민들에 의한 대몽항쟁은 죽주지방 향촌사회가 고려정부와 운 

명공동체였음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이다. 

23) 『新增東國與地勝賢』卷 第8, 竹山 古跳條.

24) 고려왕실은 국가제정과 왕실재정을 분류하려는 노력을 국초부터 가져왔는데 이러한 재정적인 기반을 통해 왕 

실의 개혁정치가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박종기, 1999, rsoo년 고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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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죽산의 옛지도(대동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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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5) 죽산의 옛지도(조선지도, 177이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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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6) 죽산의 옛지도(광여도, 1 9세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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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調좁方法및經過 

안성 매산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5년 3월 14일부터 시작되었다. 현장조사에 앞서 죽산 

지역의 문화유적파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역사적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와 더불어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병행하였다. 지표조사는 넓게는 죽산지역의 유적 분포범위를 알 

아보고 좁게는 조사지역 주변의 고분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매산리 고분군은 비봉산의 북쪽 능선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 능선에 분포하고 있다. 고분군은 소 

규모의 계목을 중심으로 2개의 능선에 분포하고 있으며 능선의 정상부 아래에서 중간부까지인 해발 

200∼225m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양쪽으로작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능선의 남 

사면과 상변에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 지점 앞으로 작은 계옥이 흐르고 있으며 다른 능선들 

에 의해 시야가 믹-혀 있는 지형이다. 일대가 아카시아 · 밤나무 퉁과 잡목들씨 빽빽하게 들어 찬 상 

태였으며 낙엽과 부식토 사이로 여러 개의 석재들이 드러나 있었다. 

조사지역은 석설묘25)와 석곽묘가 노출되어 있는 능선을 중심으로 I · II지점으로 구분하였다. 

I 지점은 유적의 남쪽부에 해당되며 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남사면에 자리한다. II지점은 조사지역 

의 북쪽에 위치하며 비봉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상면과 사면상에 유적이 분포한다. 이곳 

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능선 사면에 해당하는 II-1지점과 가지능선의 상면부에 위치한 II-2지점으 

로나누었다. 

I 지점은 파괴원 석실묘가 지표상에 2/3 가량 노출되어 있었고 석실묘 북쪽 능선의 정상부 아래 

에 석곽묘의 벽체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드러나 있었다. 조사는 능선 남사면의 잡목과 낙엽을 제거 

한 후 노출된 석실묘와 석팍묘의 크기를 고려하여 각각 10 × lOm, 10 × Sm 코기의 Grid를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유구가 확인된 지역과 잔존 가능 지역을 구분하였고 능선의 토층을 파악하기 위 

해 Grid 동편으로 7m 떨어져 경사면을따라 2 × 30m 크기의 탐색 Tr.를남-북방향으로설치하였다. 

토층은 단일층으로 표토에서 20∼lOOcm 아래까지 황갈색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릉사면의 경 

사를 따라 내려오다가 해발 200m 지점에서 급격한 경사를 이루며 떨어진다. Tr. 남쪽에서는 표토에 

서 lm 가량 황갈색 사질토가 풍화암반층 위로 퇴적되어 있어 능선사면의 겪사도를 알 수 있었다. 

석실묘의 통편에서는 낙엽과 부식토를 제토하자 무덤의 봉분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마운드가 노출 

되었다. 유구의 존재 여부를파악하기 위해 마운드의 크기에 맞게 Tr.를설치한후 4분법에 의한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마운드는 자연퇴적에 의해 형성된 것으굶 밝혀졌으며, 이에 따 

25) 일반적으로 석실 이상의 무덤에 대해서는 “훌”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境” 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l 사용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고분이라는 명칭은 전체시기 또는 어떠한 특정시기의 무덤을 통틀어 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 

고,세부적인서숲에 있어서는포괄적인개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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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형에 따른 Tr.를 재설치하였다. Tr.는 총 7개로 서쪽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순서대로 가∼사Tr.로 명칭을 부여했다. 유구는 가Tr. 에서 용도미상의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고 

마Tr. 에서 파괴펀 석팍묘가 1기가 찾아졌다. 석곽묘는 훼손이 심해 유구의 개략적인 양상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한편 석실묘는 축조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통-서 방향으로 250 X 30cm, 북쪽으로 so x 
30cm의 탐색 pit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서쪽에 설치한 탐색 pit 내에서 2기의 토광묘와 171의 석곽 

묘 굴광선이 중첩되어 드러났다. 탐색 pit를 통해 찾아진 3개 유구를 파악짜기 위해 석실묘 서쪽에 

대한 전면제토를 실시하였다. 

II지점은 지형상 I 지점과 유사하며 석곽묘가 능선의 상면 중앙부에 노출되어 있었다. 조사는 석 

곽묘를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잡목과 부식토를 제거하고 유구 노출 작업을 시작하였다, 석곽묘 북 

쪽에서는 얄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그 상단에 장방형의 마운드가 확인되었다. 이 마운드에 남북 

장축의 2 × 1 2m꾀 크기의 탐색 Tr.를 직교하여 설치한 결과 마운드는 I 지점과 마찬가지로 자연퇴 

적에 의해 형성펀 것임이 밝혀져 전면제토를 통해 유구 탐색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지점에 

서는 171의 석곽묘를제외하고다른유구는노출되지 않았다. 석곽묘의 외측굴광의 범위를파악하 

기 위해 통벽에 붙여 200 × 30cm 크기의 탐색 Tr.를설치하였다. 

한편 주변지역 지표조사를통해 II지점 남쪽 계곡너머 능선에서 2기의 고분이 추가로찾아졌다. 

이곳은 비봉산의 북쪽 능선에서 통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말단부에 해당하며 능선이 급경사를 이 

루다가완만하게 내려오는 지점에 위치한다. II지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원래의 II지점을 II-1지 

점이라 하고 새로 고분이 발견된 지점을 II-2지점으로 명명하였으며 조사흥를 위해 유구의 장축방향 

으로 Grid를 설정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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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調흉內容 

매산리 고려 고푼군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석실묘 1기, 석곽묘 6기, 토광묘 2기, 수혈유구 2기 둥 

총 1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중 I 지점에서는 석실묘을 중심으로 6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는데 1 

호분의 서측벽에 접하여 17]의 석곽묘와 27] 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두 지점으로 나누어 조사된 

II지점에서는 능선 사면에서 석곽묘 17]를 찾은 반면 계콕부 건너편 능선 상면에서는 횡구식석곽묘 

17]와 석곽옹관묘 17]가 조사되었다. 고분군은 모두 둥고선 방향과 직교하고, 축조방법은 가로쌓기 

가 주를 이루면서 일부 판석형 석재를 세로로 쌓는 방식도 흔용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된 상태 

로 II-2지점을중심으로발· 완 · 접시 • 병 동의 청자류, 옹 · 호동의 토기류,발 · 숨가락퉁의 청통 

류와 철제류, 인골 퉁이 출토되었다. 

1. I 지점 

1) 1호묘 

(1) 遺構(도면 3. 5, 사진 5∼15) 

1호묘는 비봉산의 북쪽능선에서 통쪽으로 뻗은 가지능선(해발 209m)의 남사면 중앙부(해발 

20lm)에 위치하고 있는 석실묘이다. 유구 확인 시에는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였고 경사가 심한 자연 

지형에 의해 봉토가 남아있지 않은 채 덮개돌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도굴에 꾀해 개석 일부와 남벽 

이 파괴된상태였다. 도굴갱은개석 서북측모서리의 가장앓은부분을깨고난후서측벽 최상단중 

앙의 석재를 석실 안으로 밀어 떨어뜨려 석실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석실묘가 노출되어 있고 봉토가 남아있지 않아 유구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동 · 서 . 

남 · 북 방향으로 ‘+’ 자 형태의 탐색 Tr.를 설치하고 하강조사를 실시하였다. 석실내부는 중앙에 
30cm의 둑을 남기고 조사를 하였는데 정지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도굴된 부분으로 흙이 유입되 

어 석실내부에 퇴젝되어 있었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뭉고선과 직교하는 남-북이며 ,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석실의 잔존규모는 

길이 274cm, 너비 115∼130cm, 높이 140cm 정도이다. 동벽의 남쪽부분이 깨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석실의 길이는 더 길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벽체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동벽은 274 × 140cm 크기의 판석형 석재를 1매만 사용하였으나 북 

벽과 개석사이의 츰에는 작은 할석재를 끼워 견고하게 하였다. 서벽은 최하단에 높이 90cm 가량의 

대형 석재 2매를 세로쌓기 한 후, 두께 20∼30cm 가량의 석재로 1단을 가로쌓기하여 올려놓았는데, 

빈틈에는 역시 작은 할석재로 채웠다. 북벽은 2매의 판석을 세로쌓기한 후 고 위에 두께 15∼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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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I 지점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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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1 ∼4호묘 평면도 및 1 ∼2호묘 단면도 



c' 

야
 」/
-198m 

c _ 
2호 

...-'E ' 

199m 

198m 

E 

4호 

D-τw-=· 

199.6m 

/수 잭잦198m 
-- D' 

198.4m 

-프노∼돗_p' 
3호 

〈도면 4) 2-4호묘 단면도 

40 _'1<.'城 梅山里 高짧 古행영후 



- 1994m 

-1990m 

- 1982m 

북벽 

- 199 ‘ Om 

- 1980111 

\\ 
、、

통벽 

- 1990m 

- 1980m 

/ 
서벽 

〈도면 5) 1호묘 내부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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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석재로 3단을가로쌓기 하였다. 북벽의 안쪽으로동벽과서벽이 접하고 있어 북벽을 먼저 축 

조한 것으로추측된다. 남벽은유실되어 형태를 알수 없다. 

잔존하는 개석은 3매로 210 × 160 × 40cm 정도의 대형 판석 1매를 올려놓고 북쪽에 2매의 석재를 

걸쳐 놓았다. 1호묘는동, 서벽 및개석을 대형의 판석형 석재를사용하여축조한것이 특정이다. 

내부조사 결과 유구는 ‘L ’ 자형으로 풍화암반층을 굴광하여 반지하식으로 조성한 것이 확인되었 

다. 석실 내부는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사질토가 20cm 가량 퇴적되어 있었고 관대는 보이지 않았 

다. 다만 서벽에 접하여 작은 할석재 3매가 깔려 있었다. 할석재는 석실의 바닥면 또는 관대의 일부 

분으로 추정되지만 도굴시 그 이후에 토사와 함께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석실의 바닥은 생토 

변인 풍화암반층을 북에서 남으로 오목하게 경사지도록 조성하였다 이는 내부에 물이 침수했을 때 

배수가 빨리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실묘의 묘광을파악하기 위해 동서방향으로 250 × 30cm, 북벽에서 so x :30cm 탐색 pit를설치하 
였다. 동쪽의 굴팎은 측벽에서 70cm, 북쪽은 북벽에서 40cm 정도 떨어져 나타난다. 굴광의 크기는 

200 × 370cm로풍화암반층을굴토하였다. 서쪽의 탐색 pit에서는서벽과붙어 2호묘와 3호묘의 굴 

광이 노출되어 확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2·3 · 4호묘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북벽 밖에서 목걸이 장식으로 추정되는 토제 유물 1점이 수 

습되었다. 

(2) 遺物

도면 6(사진 33,)은 토제로서 회청색의 경질이다. 표면이 매우 매끄 

럽다.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어 목걸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름 1.2cm, 두께 0.6cm , 구멍지름 0.25cm 

2) 2호묘 

(1) 遺構(도면 3∼4 . 7, 사진 16∼21) 

e 옳 
0 3cm 

「-----‘____,....._「

〈도면 6) 1호묘출토토제잠식 

2호묘는 조사지역 I 지점의 능선의 남사면(해발 201111)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의 1호묘와 좌우 

로나란히조성되었다. 

유구는 1호묘의 묘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확장조사 결과 석곽묘는 생토면을 장방 

형으로 굴광하였고 장축방향은 동쪽A로 치우친 남-북향이다.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북벽은 4단이 

잔존하며 최하층은 크기가 큰 2매의 석재로 쌓고 2∼4단은 두께가 앓은 석재를 쌓았다. 동벽은 

35-45 × 15∼25cm 크기의 석재를 북쪽에서 중간까지 1∼2단을 축조하였으나 남쪽으로 갈수록 크기 

가 작은 15∼18 × 8∼12cm 정도의 석 재를 사용하여 조잡하게 축조하였다. 북벽과 동벽 이 접하는 부분 

에는 모서리에 얹혀진 1매의 석재가 남아있다. 이는 북벽을 2단 쌓고 통벽될 3단 쌓은 후에 북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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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2호묘 내부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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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를동벽에 걸쳐 놓은 것으로서 북벽과동벽을동시에 축조한 것임을 알수 있다. 서벽의 최하층 

은 길이 20∼35cm의 석재를 사용하였고 2단부터는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쌓았으나, 높이가 

3∼4단으로 일정하지 않다. 또한 2매의 석재로 1단을 구성한 부분도 확인된다. 남벽은 유실되었고, 

남단에서 암반층이 급경사를 이룬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측벽의 최초 1열에서 북벽과 수직으로 이 

어지다가 2열에서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진 형태이다. 석곽의 내부 크기는 260 × 81 × 83cm 정도이다‘ 

굴광은 290 × 184cm 크기로 측벽과 붙어서 나타나고 있다. 

유물은석곽내부에서는출토되지 않았으나석곽남쪽외부퇴적토에서 토기편 2점과자기편 1점, 

그리고 청통편이 1점 수습되었다. 이들 유물은 출토 위치로 보아 2호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 遺物

@土짧類 

도면 8-C!)(사진 84-φ . 85)은 회청색 경질토기이다. 경부편으로 추정되눈데 정확한 기형을 파악 
하기 어렵다 외띤에는 예새로 그은 여러줄의 파상문과 횡선이 관찰되나 정연한 형태는 아니다. 내 

면에는석립이 노출되고기벽이 고르지 못하며 물손질로정면한흔적이 확인된다. 태토에는석립과 

사립이 다량포함되었다. 

최대두께 0.9cm 

도면 8-~(사걷l 84-~)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태토의 상태와 형태를 볼 때 도면 8-

@과 같은 편으보 추정되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내외면에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석립 

과사립이다량뜰어있다. 

최대두께 0.7cm 

@磁짧類 

도면 8-G)(사진 84-G))은 청자편으로 남아 있는 톰체의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는 것으로 볼 때 잔 

탁의 전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색은 녹색을 띠며 내외면의 시유상태가 고른 편이다. 태토 

는 회색이며 매우 치밀하다. 남아 있는 편의 유색과 태토로 볼 때 고급청자에 속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제작시기는 납아 있는 편이 매우 작고 공반된 유물이 없는 관계로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께 0.5cm 

®좁£펴類 

도면 8-@(사진 86)는 청동편이다. 외면에는 1조의 앓은 음각선이 나타나 있다. 청동편의 형태로 

보아그릇의 일부분으로보이나용도를파악하기 어렵다. 

두께 0.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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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2호묘주변 출토토기 · 자기류 및 정동고# 



3) 3호묘 

(1) 遺構(도면 3∼4 , 사진 22∼24) 

3호묘는 1호묘와 2호묘의 사이에서 노출된 토광묘이다. 1 . 2호묘의 굴광 및 측벽과 접하여 있어 

굴광과 바닥면 일부만 확인된다. 묘광은 삼각형 형태로 146 × 70∼80cm 정묘i가 잔존하고 있어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묘실을 구성하는 각 벽 중 남벽은 유실되어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동벽파 서벽은 1 . 2호묘의 굴광과 중복되어 있다 북벽은 풍화암반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토한후 1매의 큰석재를토광벽면에 붙여 놓아벽이 무너지는것을방지한것으로보인다. 

유물은 바닥에서 동곳, 청동 발, 청동숨가락 등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2) 遺物

@金!짧類 

도면 9-CDC사진 87-CD · 89)은 짧尾形의 청동숨가락이다 측면의 형태는 “S”자형으로 시면은 긴 

타원형이며 가운데는 약간 오목하다. 炳部에서는 8조의 陰刻線이 나타나는떼 “-”자형의 음각선이 

6조보이고 3조외 5조사이에 엿’자형인 2줄의 음각션을교차하여 새겨놓았다. 병부의 단변은장방 

형을 이루며 선단부로 이어진다. 병부에서 선단부로 이어지면서 폭이 넓게 벌어졌다가 다시 제비꼬 

리모양의 형태를 취하는데 한쪽 꼬리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전체길이 22cm, 시면길이 7.9cm, 시면폭 3.Scm 

도면 9 @(사진 87-G). 88)는 청동발로 동체에서 구연까지 직립한 형태이며 구연은 약 O.Scm 아 

래로살짝말아서 단을지며 붙였다. 바닥은평저이며 바닥의 구멍은몸체와굽을따로제작한 뒤 리 

뱃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며 굽과 리뱃은 유실된 상태이다. 구연부와 동체부의 내 외면에서 청동 

병이 심하게 진행된 것을확인할수 있다. 구명의 지름은 0.3cm이며 구멍사이의 간격은 5 . 7cm이다. 

입지름 14.8cm, 높이 7.3cm, 두께 O.lcm, 바닥지름 9.4cm 

도면 9-G)(사찬 87-CT))은 동곳으로 청통선의 중간을 구부려 제작하였으며 형태는 “n “형이다. 머 
리부분은곡선오로둥글게 처리하였으며 동곳머리의 두께는 0.35 × 0 . 6cm로 단면 장방형을 이룬다. 

두개의 가지부분은 단면 타원형으로 두드려 처리하였으며 뿌리의 끝부분은 예리하지 않게 만들었 

다. 동곳의 머리 부분에서 청동병이 일부 확인된다. 

전체길이 6.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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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묘 

(1) 遺構(도면 3--4, 사진 25) 

4호묘는 2호묘의 서북 모서리와 접하여 확인된 토광묘이다. 유구의 평면행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북동-남서이다. 

동벽은 2호묘의 서측모서리부분과중복되어있으며,동벽의 나머지 부분과북벽 서벽은풍화암반 

층을 굴토하여 조성하였다 남벽은 확인되지 않으며, 급경시를 이루며 떨어진다. 묘실의 잔존 크기 

는 120 × 68cm이며,유물은출토되지 않았다. 

5) 5호묘 

(1) 遺構(도면 10, 사진 26∼31) 

5호묘는 I 지점 능선 정상부(해발 209111)에 위치하는 석곽묘로 1호묘에서 북쪽으로 lO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잡목과 잡초 퉁이 무성하였으며, 개석과 서벽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묘 

는 봉토가 남아있지 않으며 남벽이 유실된 상태로서 밖에서 들어온 토사가 되적되어 있었다. 

유구의 규모와 묘실의 장축방향은 동고선과 직교하며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북을 향한다. 석곽 

묘의 평변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84cm , 높이 80cm이다. 유구는 생토변 

인풍화암반층을 ‘」’자형으로굴광하여조성한지하식이다. 

석곽의 벽체는 두께 20-40cm 정도의 할석을 다듬질하여 비교적 고른면이 석실 내부로 향하게 하 

였다 동 -서벽은 두께 약 20∼40crn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할석제를 사용하여 허튼층 쌓 

기하였으나 2단 정도에서 층이 맞을 수 있게 조성하였다. 서벽의 면석은 두께가 30-40cm 정도로 동 

벽의 할석보다 비교적 큰 것을 사용하였다. 북벽은 1매의 대형 판석재를 세워놓은 후 그 위에 다듬 

은 면석을 3단 가량 가로쌓기 하였으나 중앙부분이 석실내로 약간 밀려 있는 상태이다 개석은 84 × 

33-45cm 정도의 2매만 낚아 있으며 나머지는 유실되었다. 

벽체축조방법월 살펴보면 최하층은 북벽이 동 - 서벽 안쪽에 접하고 있다. 그러나 2단부터는 동 . 

서벽이 북벽 안쪽으로접하고 있어 벽체를동시에 축조한 것으로추정된다. 

석곽 내부에서는 판석이나 관대 동의 비-닥시설이 나타나지 않으며 , 생토변인 풍화암반층을 평평 

하게 다듬어 사용하였다 묘광은 벽체에서 20∼30cm 떨어져 있고 크기는 225 × 165cm 정도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8 _ 갖城 梅 Ill 멸 高 Jill 古ti'H'F



* 
A 

N 

。
-
-
-
그
」
 

203. 2rn 

204.0rn 

- 203‘ 2111 

| | 

〔
낀
이
 
m。
이
 111 

〔-。
g
N---

-
-
j
1 

N
。
.
。-
j

11l 

M
。
냉
 N그
〕
 

A' 

|여 

A 

v. 調효內容 _49 

〈도먼 10) 5호묘평 단면도및 입먼도 



6) 6호묘 

(1) 遺構(도면 11 , 사진 32∼33) 

6호묘는 I 지침 능선 동편의 마Tr . 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표토를 제꺼하자 석곽묘의 벽체로 

보이는 석재가 일부 노출되어 하강조사를 실시하였다. 석곽묘는 서벽의 일부만 확인되고 나머지 부 

분은 모두 유실되어 석곽묘의 크기를 알 수 없다. 북쪽과 동쪽에서 굴광선이 일부 확인되었고 바닥 

은 생토면인 풍화암반층을 평평하게 다지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6호묘는 굴광과 바닥의 형태로 볼 때 장축방향은 퉁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남북방향으로 추정된 

다. 추정 크기는 길이 190cm, 너비 90cm 정도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7) 수혈유구〔도면 12, 사진 34∼35) 

I 지점 가Tr. 에서 토광묘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271가 확인되었다 가Tr.는 해발 209m의 능선 정 

상부의 비교적 평평한 지역으로 제토작업 중 암갈색 사질토의 굴광이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유구의 상면은완전히 유실되었으며 바닥만남아있는상태이다 

수혈유구 1의 크기는 157 x 56 × 12cm 정도이고 남벽은 유실되었다. 수혈유구 2는 장방형으로 크 

기는 258 × 110 × 6cm 정도로 수혈유구 1보다 큰 편이다. 이들 수혈유구는 상면이 모두 유실되어 바 

닥만 확인되고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토광묘로 추정된다. 

2. II지점 

1) 7호묘 

(1) 遺構(도변 13, 사진 38∼42) 

7호묘는 비봉산 북쪽 능선에서 통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인 II-1지점의 남사변 하단부(해발 200m) 

에 위치하는 석곽묘이다 조사지역은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였고 개석과 동 · 서벽 일부가 노출되어 

있었다. 석곽 내부는 30cm 정도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토사가 쌓여 있었다 

조시는 유구의 범위와 축조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석곽을 중심으로 표토를 제거한 후 유구를 중심 

으로 동 서 북 방향의 탐색Tr‘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굴광은 20∼30cm 가량 측벽에서 떨 

어져 나타났으며 굴광과 벽체 사이는 할석재와 흙으로 채웠고, 묘광의 크기눈 310 X225cm 이다. 

석곽묘는풍화암반층을 ‘」’자형으로굴광하고조성한지하식으로평면형태는장방형이다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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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퉁고선 방향과 직교하고 장축방향은 서쪽으로 치우친 남-북방향으로잔존규모는 길이 290cm, 너 

비 88cm, 높이 85cm 정도이다. 

석곽묘는 주로 가로쌓기를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세로쌓기도 확인되며, 각 부재사이에 형성된 틈 

사이에는 작은 할석재를 끼워 놓았다. 동벽의 최하층은 길。l 40∼50cm 정도씌 석재를 쌓고, 그 위에 

길이 20∼30cm 정도로 다듬은 면석을 올렸다. 동벽과 북벽이 접하는 곳에는 30 × 40cm 크기의 석재 

를 세워쌓기 하였다. 서벽은 동벽보다 크기가 작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쌓은 수법이나 면석의 형 

태가 동벽보다 조잡해 보인다. 동 · 서벽의 최상층은 작은 할석재를 사용하여 높이를 맞추고 개석을 

올려놓았다. 북벽은 1매의 석재로 마감하였다. 개석은 길이 lOOcm, 너비 lOOcm, 두께 38∼37cm 정 

도의 판석 2매가 남아 있었다. 

벽체는서벽의 내면에 북벽이 접하고동벽은북벽의 내면에 접하고 있어 서벽 , 북벽 , 동벽 순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 내부에서는 풍화암반층 위에 3∼Scm 가량의 다짐토가 확인되었고 다짐층에서는 7점의 관정 

이 출토되었다. 

(2) 遺物

7호묘의 내부 바닥 다짐층에서 관정 7점 이 출토되었는데 그 현황은 〈표 1 )과 같다. 

〈표 1 ) 7호묘출토관점현황표 

도면 사진 χ」↓조」 
프E 단면 두부혀시 

두께 
o-「

번호 번호 길이 -「 형태 
비고 

유두식 -口,!i=-6.,」

14-CD 90-G] 6‘2 0.5 0.4 방형 0 상단부에 큰녹혹확인. 부 변는 타격으로변형. 

14-@ %-@ 7.7 0.5 0.5 정방형 0 
두부타격흔 신부에서 휘어짐 표변에 흙과 이물질 

다량고착‘ 신부하단부에 목질충두껍게 고착. 

14-Q) % -@ 5.8 0.5 0.4 바。협 。 0 
두부에 부식A로 인한녹혹이 크게고착 전체에 목질 

흔(횡)확인. 

14-© %-- 6.0 0.5 0.5 바。혀 。 0 
상단부에 녹혹이 크게 획인. 신부에서 일부 결손. 미 

부일부결실 

14-G) 90-G) 4,8 0.7 0.3 장방형 0 
타격으로두부변형 미부 일부 결실. 부식으로 인한 

녹혹의박락현상 

14-@ 90@ 6.3 0.5 0.4 방형 0 
두부에 이물질과목질로 인해 형태 파악 어려움 하단 

부약간휘어짐. 

14-(l) % -@ 3.7 0.6 0.4 바。혀 。 0 하단부만잔존 신부목겔흔(횡 · 종). 미부 일부 결실 

2) 8호묘 

(1) 遺構(도면 15∼16, 사진 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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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묘는 II-1지점의 남쪽을 흐르는 작은 계곡 앞 능선의 II-2지점에 위치한다. 이곳은 비봉산 북 

쪽 능선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이 급경사를 이루다가 완만하게 내려오는 능선의 말단부에 해 

당한다. 8호묘는 주변지역 지표조사 중에 찾아진 것으로 개석과 일부 측벽익 상단부가 노출되어 있 

어 수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유구의 범위를파악하기 위해 표토를제토하자정연한유구의 형태와유구 내부에무너진 

개석이 확인되었고 통북벽 모서리에서 토기저부가 수습되었다. 개석을 들어내고 유구 내부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사결과 유구는 암반층을 굴착한 지하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능선 방향과 

일치하는 동서방향이다. 묘실은 암반충을 굴광한 후 석재를 쌓아올리다 최상단에 이르러 1∼2매의 

석재를 암반에 걸쳐 놓은 후 개석을 올려놓았다. 석곽묘의 내부 크기는 277 × 120 × 86cm 이다. 동벽 

은 남북벽에 세료I〕로 1열을 덧 붙여 쌓은 후 2매의 대형 석재를 세워 막았다. 석곽축조에 사용된 석재 

는 석곽내부로 형핸F는 면을 비교적 고르게 처리하였다. 남 · 북벽은 가로쌓기하여 5∼6단으로 조성 

하였는데 출입구-가 있는 동벽 부근에는 수직쌓기가 확인되었다. 출입구로 추정되는 동벽은 길이 

50∼90cm, 두께 30∼55cm 크기의 석재 2매를 폐쇄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석재가 남 

벽을 향하여 약간 밀려있다. 이러한 축조수법을 통해 볼 때 8호묘는 횡구식석곽묘임을 알 수 있다 

굴광의 크기는 550 × 240cm 정도이며 서벽 위쪽으로 굴광선까지 석재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다 

이들 석재는 능선 위쪽에서 내려오는 빗물과 토사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벽 위쪽 

으로 쌓이- 놓은 껏으로 생각된다 

개석은 4매가 남아있는데 크기는 길이 120∼140crn, 너비 50∼84crn , 두께 ‘27∼35crn 정도이며 남쪽 

의 개석은 일부가깨어져 석곽묘내부로무너진 것으로보여진다. 

유물은 석곽 내부의 개석과 흙을 제거하자 토기 처부편과 청자반구병, 청자화형발, 청자접시 3점, 

청통숨가락, 은제장식, 관고리,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에서 청자 병을 포함한 부장품들은 출입 

구 시설에 인접한 동쪽에서 , 은제장식은 서쪽 바닥의 머리부분에서 출토되었다‘ 관정은 내부 바닥 

의 동쪽과 서쪽에 밀집되어 나타났다. 관고리는 동서(장축) 150cm, 남북 70cm 간격으로 정연하게 

출토되었다. 

(2) 遺物

CD 土짧類 

도면 17(사진 91 )은 회색 떤질토기 호의 저부편이다. 통벽과 인접한 곳에서 여러 조각으로 흩어져 

수습되었다 바닥은 편평하고 동체는 약간 벌어져 올라간다. 외변에는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 

가해 일부분에서만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에는 박자흔이 회미하게 보이나 물손질을 가해 어떠한 

문양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태토에는 사립이 타량 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잔존높이 18.7c:m, 바닥지름 21.3cm, 두께 0.4c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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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8호묘바닥평면도및 입면도 



II 

0 lOcm 

「--------------------------「

〈도면 17) 8호묘출토토기 

@磁器類

도면 1s-CD<사잔 92)은 청자화형발로 구연부를 ‘V ’ 형태로 오려 6엽으로 구성되었다. 내면에는 

구연부에서 1.5cm 정도내려간지점에폭 O.lcm의 가는음각선이 돌아간다 굽은지름이 약 5cm 정 

도로 작고 접지면똑도 0. 4cm 정도로 좁은 편이다. 접지면에는 내화토를 5곳 정도 받친 흔적이 있다‘ 

유약은 암록색이며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태토는 진한 회색으로 매우 치밀하다. 

높이 6. 8cm , 입지름 18cm , 굽지름 4. 8cm , 굽높이 0.4cm , 접지면폭 0. 4cm 

도면 18-@(사진 93)은 청자완으로 톰체가 사선을 이루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되었다. 내면에 

는 내화토를 4곳 정도 받친 흔적이 관찰된다. 굽은 깎지 않고 바닥을 편평하게 처리한 평굽이다. 유 

약은 전체적으로 녹갈색을 띠지만 일부 유약이 제대로 흡착되지 않아 무광에 연갈색을 띠기도 한 

다. 태토는회색이며 사립이 다량혼입되어 표면이 거칠다. 

높이 3.8cm , 입지름 11.6cm , 굽지름 5.0cm , 굽높이 0.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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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변 18-@(사진 94)는 청자완으로 봄체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저곡면이다. 굽은 수직굽이며 

접지면폭이 일정하지 못하다. 유색은 담갈색을 띠고 굽 주위를 제외한 전면이 시유되었지만 곳곳 

이 뭉쳐있어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한 편이다. 태토는 산화되어 적갈색을 보이며 가는 사립이 포함 

되었다. 

높이 3.8cm, 입까름 ll .4cm , 굽지름 4. 5cm , 굽높이 0.4cm, 접지면폭 0.4cm 

도면 18 @(사진 95)는 청자완으로 몸체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와 이어진다. 내면에는 

물레혼이 관찰되며 내저곡면이다. 굽은 수직굽이며 접지면 폭이 좁은 편이다. 유색은 담갈색이며 

굽주위를제외한전면이 시유되었다. 태토는적갈색을 띠고기는사립이 다량있다. 

높이 3.8cm, 입끼름 11.6cm , 굽지름 4.6cm , 굽높이 0.5cm, 접지면폭 0.4cm 

도면 18-~(사진 96 . 97)는 청자병으로 구연부가 넓은 반구병의 형태이다. 몸체는 상단으로 갈수 

록 넓어지는데 너비 1.0cm 간격으로 매우 거칠게 도려냈다- 옴체 하단부의 알부에도 상단에서 도려 

낸 것과 같이 너비 1.3cm 간격으로 도려낸 곳이 관찰된다. 굽은 따로 형 태를 만들지 않았고 접지면 

은 편평하게 처리짜였다. 유약은 접지변을 제외한 전면이 시유되었지만 시유상태는 고르지 못한 편 

이다. 유색은 구연부와 몸체의 상단부까지는 진한 녹갈색을 띠고 봄체 하단부는 연록색을 띤다. 태 

토는굵은사립이 포함되어 태토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높이 24.9cm, 입지름 8.2cm, 바닥지름 8.2cm , 동체 최대지름 14.7cm 

® 金}협類 

도면 19-CDC사진 101)은 은제환으로 2점이다. 단면이 반원형인 은제봉을 구부려 원형의 환으로 

만들었으며 양단의 끝을 엇갈려 맞물리게 하여 단접하였다-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부식이 

검게진행되고있다. 

左 ; 지름 2.0cm, 너비 0.3cm, 두께 O.lcm 

右 지름 2.0cm, 너비 0.35cm, 두께 O.lcm 

도면 19 @(사진 100)~ 혁대의 두 끝을 걸어 잠그는 자물 단추의 띠 역할을 하는 철제과대편이 

다- 단면 방형 인 칠판의 가운데 부분을 두드려 세장방형으로 납작하게 한 뒤 “0” 자형으로 구부려 제 

작하였다 양단이 맞닫는 부분은 다른 장식형 라뱃인 철판으로 감싸고 있다. 띠고리의 중앙에는 원 

형에 가까운 철판이 볼록하게 덧대어 있으며 그 뒷면에도 녹혹인지 리뱃인지 불분명한 원형의 철판 

이 덧붙여 있다. 전체적으로 심한 부식으로 인해 녹과 이물질이 많이 고착되어 있으며 상태가 양호 

하지못하다. 

길이 6.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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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8호묘 출토 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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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Q)(사진 98 . 99)은 청통숨가락으로 측면의 형태는 “S” 字形이다 완만하게 휘어져 있으며 

시면의 길이는 긴 타원형이다. 병부에서는 竹節形의 3마디를 확인할 수 있다. 지루의 배면에서는 지 

름이 약 15rnm인 원이 “o ” 형으로陰刻되어 있다. 원형 음각은앓部에서 炳部로 이어지는부분에서 

1개 , 竹節形 병부의 위에서 3개가 확인되며 선단부에서 7개가 확인된다. 

전체길이 25.Sc:m, 시면길이 7.9cm, 시면폭 3.3cm 

도면 20(사진 102)은 관고리 4점이다. 관고리는 고리와 좌판, 이음쇠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고리 

의 형태는 원형을 띠며 좌판은 일정하지 않은마름모형태이다 이음쇠고리는고리를감싸고좌판의 

중앙 부위에 고정되어 있다. 

도면 20-G)의 고리는 단면이 장방형 인 鐵棒을 둥글게 구부려 만든 것으로 그 형 태는 타원형 이다‘ 

좌판의 크기는 7. 5 × 4.0cm로 대각선의 길이이다 고리와 좌판을 연결하는 이음쇠고리는 단면이 장 

방형인 철봉의 끝으로 동그렇게 구부려서 고리를 감싸고 있으며 박음쇠의 끝부분으로 내려갈수록 

너비가 좁아지면서 뾰족해지는 형태이다. 박음쇠에서 일부 목질흔과 부푼 녹혹을 확인할 수 있다. 4 

점중완전한상태를보이고 있다. 

고리지름 8.4cm, 이음쇠고리길이 10.Scm 

도면 20.@의 고리는 원형의 형태에서 중간이 90。 정도구부러져 있다 좌판의 크기는 8.0 × 4.3cm 

이며 상부에는 큰 녹혹이 있다. 좌판의 하부에는 목질이 한층 덮여 있고 박음쇠에서도 목질의 흔적 

을확인할수있다 

고리지름 7.5cm, 이음쇠고리길이 8.4cm 

도면 20 -Q)의 고리는 고리와 이음쇠고리가 직각으로 고정되어 있다. 

도면 20 @의 끄리는중간이 반으로접혀서 이음쇠고리와직각으로고정되어 있다. 

관정(도면 21∼24, 사진 103∼108)은 91점 이 출토되었다 그중 양질의 관정을 69점 선별하여 아래 

〈표 2) 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8호묘 출토 관정 현황 

도면 사진 크게cm) 단면 
번호 번호 길이 i「t 두께 형태 

21-CD 103-CD 3.4 0.5 0 4 방형 

21-CT} i 103-CT} 5.0 0.5 0 4 방형 

21꾀@교 103~: 「‘36εz 04 0.5 방형 

21 0.5 」-0. 3 ‘ I 방형 

21 -Q) 103 Q) 70 06 0.6 처。바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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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部形式

有꿇뀐효굶式 

I o 
「----

0 

비고 

상단부만잔존. 두부에 목질이 횡으로잔존. 

미부결실 부분목질흔 

0 미부 횡으로목질혼 신부약간 휘어짐 

c 두부타격흔 미부결실 

전체적으로 이물질과목질흔 두부는타격으로심하 
0 

게변형 미부일부결실, 



도면 시진 코|(띠) 단면 頭部形式

번호 번호 길이 i「t 듀딩세 형태 有頭式 無頭式
비고 

21-® 103-® 5.1 0.6 0.35 방형 。 목질이 전체 분포 미부 일부결실 

21 ([) 103-(f) 6.0 0.5 0.4 바。회 。 。 녹혹이 부분고착 두부따격흔 신부에 목질흔. 

21-@ 103-@ 5.0 0.4 0.5 바。혀 。
하단부만잔존 신부에서 횡 • 종으로목질흔이 두껍 

게부착되어있음 

21-@ 103-@ 5.4 0.5 04 방형 。 두부타격흔 신부에 큰녹혹고착‘ 미부는 결실 

21-@ 103-@ 4.4 0.6 0.5 말각방형 。 두부타격흔 미부결실 

21-@ 103-® 6.0 0.4 0.4 정방형 하단부만휘어져잔존 

21-@ 103-@ 4.5 0.4 0.3 방형 。
두부타격흔 상단부목질흔 전체적으로녹혹과 이물 

질고착. 

21-® 103-@ 방형 
두부에 큰녹혹이 부풀어 있어 형태 파악불가능 신부 

5.7 0.5 0.4 0 
목질혼(횡), 미부 일부 결실. 

21@ 103-@ 4.2 0.4 0.3 H。L혀 。 하단부만잔존. 전체에 꽉질이 종으로확인 

21-@ 104-CD 6.S 0.4 0.4 마릉모형 。 전체에목질흔(횡). 

21-@ 104-@ 정방형 
하단부만 휘어져 잔존 전체에 목질흔(종) 미부에는 

4.3 0.4 0.4 
철판에 꽂혀 고착되어 출토된상태 

」-----ι- 」----- ---- ---- --……----… --- … .---… ---------“… …- -
21 -@ 104-Q) 7. 1 0.5 0.5 정방형 심한타격으로양단이 결실된 상태로 휘어져 있음 

21-@ 104-© 3.4 0.4 0.3 방형 。 상단부만잔존 두부타격흔 및 목질흔(횡) 

21-® 104-Ql 5.0 0.4 0‘3 방형 0 
두부는심한타격으로납작하게 꺾임. 미부결실 전체 

에 목질흔. 
[- --- ---… ---------……--------…‘--‘------------- ‘------------------- --- -……· … 

21 ® 104 ® 4.3 0.5 0.4 B。l동 。] 。
상단부는 횡으로, 신부는 종으로 목질흔이 뒤덮혀 

。λλl」J-

22-CD 104-(j) 바。혀 。
형태는작으나 원형의 못머리가 있음. 상단부만잔존 

28 0.5 0.4 。

목질흔확인 

22-@ 104-@ 7.0 0.6 0.4 방형 。 전면에 목질혼(상단부횡 , 하단부」종) 미부 일부 결실 
!--·-···-····-

22-Q) 104-@ S. 6 0.5 04 방형 0 타격흔 녹혹과 이물질 고착 하단부에 사선의 목질흔 

22 © 104 ® 7‘7 0.5 04 마름모형 두부와미부일부결실 신부에서 “ 〉”형으로꺾여 있음 

22-Ql 104-@ 방형 
두부는섬한타격으로 휘어져 있고녹혹이 크게 확인 

5.7 0.4 0.3 。

미부 일부 결실 전체에 꼭질층확인 

22-® 104-@ 5.2 0.5 0.3 방형 0 녹혹이 상단부에 고착 미부 결실 목질흔부분확인. 

22-(f) 10s-CD 4.2 0.5 0.4 방형 0 타격으로두부납작 상단부만잔존 

22-@ 105-@ 6.4 0.3 0.5 바。혀 。 0 미부 일부결살 휘어진 행태로잔존 

22-@ 105-Q) 방형 
두부는녹혹이 크게 부풀어 있음 상단부는목질혼 

4.4 0.4 0.3 0 
(횡), 하단부는 목질층(종) 확인-

22-® 105-© 5.1 0.35 0.3 방형 0 두부변형 미부결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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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cm) 단면 頭部形式

번호 번호 길01 으-동「 두께 형태 有頭式 無頭式
비고 

5.7 0.5 0.4 바。혀 。 。
두부 타격혼 상단부목질흔(횡), 신부목질혼(종) 

미부결실 

:잉:r:: 
8.3 0.6 0.4 방형 0 전체에 목질흔(횡 종) 확인. 

6.9 0.5 0.5 정방형 。 전체에 목질혼(상단부- 횡, 하단부-종) 확인, 

5.8 0.3 0.3 정방형 。 전체에녹혹이 군데군데 확인 하단부에종으로목질흔 

22-® I 105-(2) 5.3 0.5 0.5 정방형 。 두부타격으로 변형- 하단부목질흔‘ 미부 일부 결실 

22 @ l10s-@ 방형 
하단부만잔존. 목재가 덩어리로 떨어져 나와미부에 

4.0 0.35 0.3 
고착되어있음. 

22-@ l10s-® 5.8 0.35 0.35 정방형 。
두부의 한쪽이 타격으로눌립 하단부로갈수록 휘어 

짐. 하단부목질혼(횡)- 미부 일부 결실 

22-@ !105@ 7.5 0.6 0.5 바。혀 。 。 전체에 목질흔(횡) 하단부 약간 휩. 

23-(}) i 106-(}) 5.2 0.35 0.35 정방형 。 신부에 목질흔이 사선방향으로확인 

23-al i 106 al 4.2 0.5 0.4 방형 。 상단부만잔존‘ 전면에 목질충확인. 

23-Q) 106 Q) 4. 1 0.4 0,4 정방형 。
| 타격으로두부 변형 상단부만원 목질혼(상단부 -

횡 , 하단부 종) 

23-@ 106-@ 5.8 0.6 0.45 방형 。 | 하단부목질혼(횡). 미부 일부 결실, 

23-G:l 106-G) 5.3 0.3 0.3 처。바 。혀 。 하단부만잔존 목질흔 전변에서 확인. 

23-@ 106 ® 5.7 0.6 0.5 바。혀 。
두부는타격으로변형 전체에 목질층(상단부 횡,하 

。

단부-종). 
- -- -“----…‘ · 

23-<D 106-(2) 4.7 0.5 0.4 방형 0 전체에 이물질과목질이 고착. 미부결실 

23-@ 1106-@ 5.7 0,4 0.25 방형 0 부식으로균열확인. 상단부목질흔(횡) 미부일부결실 

23-(2) i 106-@ 4.9 0.5 0.4 바。혀 。 0 타격으로두부변형. 미부결실. 

23-@ 106-@ 62 0.4 0‘3 방형 
두부가타격으로눌려 있음 상단부에 목질흔(횡) 하 

。

단부에 큰녹혹이 있고, 휘어져 있음. 미부 일부결실 

23-@ 106-@ 6.3 04 0.3 방형 
두부는심한부식으로녹과 이물질 고착 목질흔(상단 

0 
부 횡 , 하단부-종) 

23-@ ,106@ 바。협 。
두부타격흔 균열이 나타남 상단부목질흔(횡). 미부 

60 0.4 0.3 0 
일부결실. 

←:®맡 ~ ; :띤:~그@힌 -

5.2 04 0.3 바。혀 。 0 심한타격으로두부가 뜰려 변형 미부 일부 결실 

5 .. 3 04 0.3 말각방형 。 두부는타격으로 변형 산부 휘어짐 

두부에는큰녹혹 있음 전체에 목질흔(횡) 미부에서 
6.3 0 4 0.3 방형 0 

“S”자로휘어짐‘ 

23 @ j107 ® 8.2 0.6 0.4 방형 0 목질이전체에층을이뜸 

→~t~~~~~-~~-0“ 5 
방형 

상단부는목질과녹혹으호두부의 형태를파악하기 
0 

어려움, 목질흔(상단부 2.2011 횡 , 하단부6,섯n-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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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사진 크기때 단면 頭部形式

번호 번호 길이 i「t 두께 형태 有頭式 無頭式
비고 

23 -뼈 107-® 0.35 방형 
I 두부는타격으로눌려있으며약간휘어짐 신부에목 

。

질혼(횡). 

24-CD 107-CV 4. 1 0.25 0.25 말각방형 。
3.0X l. 2an 크기의 목재의 한쪽변에 신부가부착. 

두부결실 미부휘어짐 

23-@ 107-@ 5.2 0.35 0.3 방형 
녹혹으로두부의 형태 파악불가능 부분목질혼-

。

미부일부결실-

24-Cl} 107-@ 6.9 0.5 0.4 방형 。 두부타격흔 부분녹혹확인. 

24-@ 107 ® 7.3 0.5 0.4 방형 
두부타격혼 녹과 이물질이 고착 

。

하단부에 목질흔(종), 

24-@ 107-@ 5.6 0.3 0.4 방형 
타격으로두부변형 하단부의 형태는낚시바늘처럼 

。

휘어짐 

24-~ 107-@ 6.2 I 0.4 0.4 마름모형 。 상단부에 녹혹이 많이 고짝 신부에서 약간 휘어짐‘ 

24 ® 107-® 6.5 0.4 0.5 방형 。 표면에 목질층(횡)이 확인 미부 약간 휘어짐, 

24 CV 100 CD 방형 
두부 일부 결실되어 있고둔각으로 꺾여 있음 

仁
0.35 

부분 이물질과녹이 덮여 있음 

24-@ 108 Cl) 0.6 방형 
전체에 목질충(상단부 - 횡 , 하단부-종)이 두꺼워 

9.7 。

형태 파악불가능. 

24-@ 108-@ 12.0 0.7 0.8 방형 。
두부는말아서 붙임 부분목질흔,신부에 큰녹혹, 

미부일부결실 

단변 방형인 철봉의 한쪽끝을구부려 못머리 만옮 

24-® 108-@ 11.5 0.7 0.5 바。협 。 。 상단부 5 . 5cm정도는목질흔이 횡으로,하단부는종으 

로확인. 미부 일부 결실. 군데군데 녹이 부풀어 있음. 

24-@ 108-~ 13.4 0.5 0.5 정방형 。
두부는철봉을말아붙였으며 녹과 이물질이 많이 

고착. 신부에서 하단부로목질흔이 종으로확인 

24-@ 108® 15.6 0.7 0.7 정방형 0 
못머리는철봉을말아붙임 신부하단부는목질충 

(종)이 한겹 두껍게 덮고 있어 형태 파악이 불가능. 

철제장식(도면 25, 사진 109∼11이은 12점이 출토되었다. 지름이 약 0.3cm꾀 앓은 圓衝形인 형태 

를 띠고 있으나 정확한 용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표면에는 직물이 일부분 고착되어 있고 부식과 파 

손으로정확한형태를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각철제장식의 특정은다음〈표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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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절제장식현황 

도면 사진 크게cm) 단면 
비고 

번호 번호 띨이 4-ξ, 형태 

25 φ 109-Q) :5.5 0.3 원형 
“」”자형으로 휘어져 부분출토 직물이 표변에 일부 고착. 한쪽끝에 1.4on 

의 다른철봉이 붙어 있음,관 

25 a> 109 a> 3.9 0.3 월;形 부분직물과이물질고착 

25-® 109-® 2.6 0.3 管形 부분 직물과 이물질고착‘ 

25-® 109-® 7.2 0.3 管形 부식으로녹혹이 군데군데 확인됨 이물질이 많이 고착 

25-Q) 109-Q) 4.7 0.3 管形 짧은철봉이 두개씩 붙어서 역방향으로 영켜 붙어 있음. 직물이 부분확인 

25-@ 109-@ 3.8 0.35 管形 두개의 철봉을붙여 직물로감싼흔적 확인 

25-Cl) 109-Cl) 5.0 0.3 管形 중간에 둔각으로꺾여 있고나머지 부분은 직물로 덮여 있음 

25-® 110-a> 9.8 0.3 管形 일부녹이 부풀어 있음. 한쪽 면에 직물이 표면에 부착 

25-® 110-® 
두개의 철봉이 붙어서 “〉”형으로구부러져 있음. 심한부식흐로녹이 많이 

9.4 0.3 管形
발생.목질흔일부확인 

25-® 110-@ 11.4 0.4 管形 표변에 녹혹과 이물질 많이 고착 직물 일부확인 

25@ 110-Q) 13.6 0.3 월·形 한쪽이 활처럼 휘어잠 표면에 부분적으로직물 끄착. 

25-@ 110-Q) 15.6 0.3 管形 표변에 녹과이물질이 영켜 군데군데부풀어 있거나박락됨 직물이 부분고착 

3) 9호묘 

(1) 遺構(도면 26, 사진 60∼76) 

9호묘는 II-2지점 8호묘에서 능선을 따라 서쪽으로 50m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능선 

이 급경사를 이루다가 완만해지는 부분으로 발견 당시 지표상에 개석이 노출되어 있었다. 

석곽묘는 생토면을 굴착하여 조성한 지하식으로 장축방향은 능선방향과 일치하며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동서방향이다. 석곽묘의 크기는 길이 160cm, 너비 153cm, 깊이 Blem 정도이다. 석곽 내부 

는 길이 90cm, 너 1~ 1 80cm, 깊이 Slcm이다. 

벽석은 20∼50 × 12∼22cm 정도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재를 사용하여 5--6단을 가로쌓기하였으 

나 동벽에서는 세로쌓기도 관찰된다. 남벽과 서벽이 접하는 곳은 수직쌓기로 축조하였다 벽면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북벽은 서벽의 내면에 접하고, 서벽은 남벽의 내면에 접하며, 남벽은 동벽의 

내면에,동벽은다-시 북벽의 내면에 접하고 있다. 석실 바닥서북편에 직경 ~;Ocm 크기로 암갈색 사 

질토의 굴광이 찾아졌으며, 그 위에 옹관이 놓여 있었다. 

유물은 석곽 내부의 서북쪽에서 옹관, 중앙에서 흑유완, 동남쪽에서 백자접시가 출토되었다. 옹관 

은 호의 저부를 뚜껑으로 사용하였으며, 안에는 인골이 담겨져 있었다. 인골은 두개골과 치아를 비 

롯해 팔뼈, 다리뼈 등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완전한 한 개체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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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遺物

@土器類

도면 27(사진 111)은 회청색 경질 토기 용으로 속심은 적갈색을 띤다. 소형 석곽인 9호분의 서북 

쪽에서 확인되었으며 인골이 담겨 있었다. 바닥은 고르지는 못하나 대체로 편평하고 동체는 콕면으 

로 올라오고 있다. 최대경은 동체상부에 있으며 견부에는 횡선 2줄을 시문되썼다. 경부는 완만하게 

내만하는 견부에서 직립하였으며 견부와의 경계에는 돌대를 하나 돌렸다. 구연은 인위적으로 타격 

해 유실되었으나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수평하게 완만하게 바라져 밖으로 말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0.3 × 0.3cm의 격자문을 시문하였고 내면에는 불규칙 

선문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사립이 소량 들어 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높이 57.lcm, 추정입지름 24.2cm, 바닥지름 26.3cm, 최대 통체지름 57.lcm, 두께 0.9cm 

도면 2s-CD<사진 112)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다. 호의 저부편으로 인위적 

으로 깨뜨려 옹관의 뚜껑으로 사용하였다. 형태는 바닥이 평저이며 동체는 곡면으로 올라가고 있 

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앓게 흘러 부분적으로 유리화되었다. 내면에는 물레질 할때 생긴 골이 선명 

하게 남아있다. 태토에는사립이 소량혼입되었으며 소성상태는양호하다. 

잔존높이 13.Scm, 바닥지름 llcm, 두께 0.5cm 

@磁器類

도면 28-@(사진 113-CD · 114)는 흑유완으로 톰체가 부드러운 콕선을 이츄며 구연부와 만난다. 

내면은 안바닥이 깊숙이 들어가며 몸체에는 매우 많은 흠집이 있다. 굽은 직립하였고 접지면폭은 

0.4∼0.5cm 정도이다. 굽안바닥에는 희미하게 묵서가 관찰된다. 유약은 검은색을 전체적으로 띠고 

구연부에만 흑갈색을 띤다. 몸체 하단부와 굽부분을 제외한 전면이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색을 띠 

며 가는 기포가 관찰되지만 비교적 정선된 편이다. 

높이 5.0cm, 입지름 10.lcm, 굽지름 3.5cm , 굽높이 0.5cm, 접지면폭 0.6cm 

도면 28-@(사진 113-@)은 고려백자 접시편으로 붐체가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와 이어지 

며 내저독면이다. 내면에는 내화토 비짐을 4곳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관찰된다. 굽은 직립하였고 접 

지면에는 내화토활 4곳 정도 받친 흔적이 있다. 유약은 청자와 유사한 담록색을 띠며 전면시유되었 

다 태토는회백색을띠며치밀하다. 

높이 2.7cm, 입지름 0.6cm, 굽지름 4.7cm , 굽높이 0.4cm, 접지면폭 0.4cm 

@A骨

사진 115 . 116은 옹관 안에 있던 인골로 1차적으로 세골된 후 매납되었다. 화장흔적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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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며 두개골, 치아, 팔뼈, 갈비뼈, 대퇴부, 다리뼈 등이 양호한 상태로 흙토되었다. 두개골은 완 

형에 가까우며, 체아는다량출토되었으나 어금니 상면의 에나멜질이 많。l 마모되었으며 대부분부 

서진 상태이다. 팔뼈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위팔뼈의 경우는 골두가 많이 손상되었다. 척추와 

경추의 보존상태는 매우 불량한 반면 갈비뼈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대퇴 골은 하부골두와 상부골 

두만이 남아있으며, 발가락뼈는 많은 부분이 세골당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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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遺構와 遺物에 대한 檢討

1. 遊웹i‘ 

매산리 고려 고분군에서는 I 지점에서 석실묘 171, 석곽묘 3기, 토광묘 2기 , 수혈유구 2기가 확인 

되었으며 II지점에서는 석곽묘 3기가 발견되었다. 고분은 모두 둥고선 방향과 직교하고, 축조방법 

은 가로쌓기가 주를 이루면서 일부 판석형 석재를 세로로 쌓는 방식도 혼용되었다, 고분은 모두 비 

봉산정상에서 북쪽으로내려온주능선의 가지능선에 위치한다 1∼8호묘는해발 200∼205m 사이에 

자리하고 9호묘만 해발 225m에 입지하고 있다. I · II-1지점에 위치한 1∼7호묘는 능선의 남사면에 

축조하였으나 II 2지점 에 입지한 8∼9호묘는 능선상면에 축조되어 지 역에 따른 입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l∼7호묘는 주향이 남향이나 앞에 다른 가지능선이 뻗어 나와 있어 앞으로 시야가 꽉 막 

혀 있는데 반하여 8∼9호묘는 동호t하고 있어 일죽일대와 음성방면까지 조망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1-7호묘가 입지한 I · II-1지점과 8· 9호묘가 위치한 II-2지점간에는 뚜렷한 입지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고분은 분포밀도는 지점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I 지점의 경우 석실분을 중심 

으로 4개의 유구가 중첩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II-1과 II-2지점의 경우 단일묘의 양상을 띠 

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고분이 급경사지역에 자리하여 봉토가 모두 유실되고 바닥시설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또굴된 상태로 출토 유물의 양이 극히 적다. 

현재까지 조사된 매산리 고분군의 유구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지금까지 조사된 각 묘들의 축 

조방법을 살펴보면 1호묘는 동벽은 274 × 140cm 크기의 판석 형 석재를 1매만 사용하였으나 북벽과 

개석사이에 형성된 틈에는 작은 할석재를 끼워놓았다. 서벽은 최하단에 높이 90cm 가량의 대형 석 

재 2매를 세로쌓기한 후, 두께 20∼30cm 가량의 석재로 1단을 가로쌓기하여 올-려놓고 빈틈에는 작은 

할석재로 채웠다. 북벽은 2매의 판석을 세로쌓기한 후 그 위에 두께 15∼20cm 정도의 석재로 3단을 

가로쌓기 하였다 벽면축조는 무덤 안쪽 단벽인 북벽의 안쪽으로 동벽과 서벽이 접하고 있어 북벽 

을 먼저 축조한 것으로추측된다. 남벽은유실되어 형태를알수 없으며 동벽의 석재가깨져있는 것 

으로 보아 무덤의 규모는 현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1호묘에서 특이한점은측벽의 부재로대형의 석재를사용한 것이며,동벽판 1매의 석재만을사용 

하였고 서벽은 2단으로 축조되었는데 최하층을 대형의 석재로 조성하였다 깨석 또한 대형의 판석 

형 석재를사용하고 있어 다른지역에서 볼수 없는특정적인축조방법을보이고 있다. 

석곽묘는총 6기로 2 · 5 · 6 · 7 · 8 · 9호묘등이 해당된다. 석곽묘는고려시대 일반적인 구조와특 

수묘제로 구분되어진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석곽묘의 입지는 석실묘의 경우와 같이 풍수지리사상 

을 따라 산의 남사면에 분포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사된 석실묘 중에서 2 . 5 . 6 . 7호묘는 능선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8· 9호묘는 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상면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의 차이에 

서도구분이 된다. 2·5·6· 7호묘는급경사에 위치하며 “」”자형 굴광한후 벽체를구성하고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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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매산리 고분꾼유구현황 

유구명 장축방향 현실규모(an) 묘제 출토유물 입지 비고 

1호묘 남-북 274 × 130 × 140 석실묘 토제구슬 능선남사면 | 
2호묘 'it -쁘커호 260 × 81 × 83 석곽묘 청동편 능선남사면 

3호묘 북동-남서 146 × 80 × 43 토광묘 청동발, 청동숨가락, 통곳 능선남사변 

4호묘 북통-남서 120 × 68 × 65 토광묘 능선남사면 

5호묘 」n」L - 객 커브L 20Q X84 × 80 석곽묘 능선남사면 

6호묘 남 - τ 닙"1 190 × % 석곽묘 능선남사면 
---- --- - -- -…-----

7호묘 남-북 290 × 88 × 85 석곽묘 관정 놓선남사면 

8호묘 동-서 277 × 120 × 86 λ「4고 「l-l그L 
호, 청자발, 청자반구병, 청자접시, 

청동숨가락, 관고리 , 관장식,은제환, 관정 
농선상면 

9호묘 동-서 % × 80 × 81 석곽묘 옹, 호,흑유완,고려백자, 인골 능선상면 

수혈유구1 남-붓 157 × 56 × 12 능선상면 토광묘(η 

수혈유구2 L디↓ - τ ''\- 258 × 110 × 6 능선상연 토광묘(η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인근의 좌항리고분군26)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하단벽을 횡구식 석실묘의 횡구부와 유사하게 축조하였다 석곽묘의 남벽뜬 모두 유실되었는데 좌 

항리고분군에서 확인되는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석곽묘는 추가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급경사변에 ‘L ’ 자형으로 굴착할 경우 수직방향으굶 하관하기가 힘들어 앞 

에서 관을 밀어 넣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석곽묘는 굴광의 20∼30cm 안쪽에 측벽을 세 

로쌓기와 가로쌓기를 혼용하여 축조하였으나 주로 가로쌓기를 사용하였다. 2호묘의 축조방법을 살 

퍼보면 각 측벽관 허튼충 쌓기를 하여 정형성이 없으며 북동모서리에서 동벽 3단의 석재위에 북벽 

의 3단의 석재가 위로 물려있는 것으로 보아 각 측벽을 통시에 쌓아 올리며 높이만 맞춘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통벽은측벽이 ‘S’자형태에가깝게 휘어지고있으며 석재또한서벽보다작은석재를 

1∼3매를 1단으로 사용하여 조잡하게 축조하였다. 5호묘의 축조방법은 북벽의 최하층이 동 서벽 안 

쪽에 접하고 있으나 2단부터는동서벽이 북벽 안쪽으로접하고 있어 벽체뜰동시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7호묘는 서벽의 내면에 북벽이 접하고 통벽은 북벽의 내면에 접하고 있어 서벽 , 북벽, 동 

벽 순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5. 7호묘의 벽체는 줄을 맞추어 정연하게 조성하기보다 허 

튼층쌓기를 하여 축조하였다. 이들 3기의 석곽묘는 축조방법이나 형태가 유사하여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시기의 유적으로는 안산 대부도 육곡27) ' 용인 좌항리28) 마북리 고려 고분29)군 

26) 明쩌]大學校博物館, 1994, 『龍仁 {t.r:·I흐里 高1111:!J!t훌群 發?폐 ID힘3홀報告書』 . 

27) 漢|陽大學校博核l館, 2002 , r安山 大뿔島 六감 高H 慣基群 發f패 ill힘흉후R告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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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에서 같은 구조의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 

한편 고려시대 일반적인 석곽묘와 달리 중대형의 횡구식석곽묘인 8호묘와 소형의 석곽안에 옹관 

을 놓은 9호묘가 펙인되었다. 이들 석곽묘는 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급경사 

지역이 아닌능선씨 완만하게 내려오는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8호묘는다른석곽묘와달리 내부 공 

간이 넓고 동벽에 출입시설이 있는 것과 남 · 북벽이 동쪽 모서리쪽에서 수직쌓기가 확인되는 것으 

로 보아 횡구식석곽묘로 추정된다. 석재는 내부로 향하는 면을 비교적 고르게 처리하였다. 묘실은 

남 · 북 -서벽 모두 생토면을 굴광한 후 석재를 쌓아올리다 최상단에 이르러 1-2매의 석재를 생토 

면에 걸쳐 넓게 쌓은 후 개석을 올려놓았다. 동벽은 남북벽에 세로로 1열을 덧붙여 쌓은 후 2매의 대 

형 석재를 세워 믹-았다. 유구 내부시설은 별도의 바닥시설을 만들지 않았고 암반층을 평평하게 조 

성하였다. 바닥면에서 관고리 4점과 100여점의 철정과 기타 금속유물이 수습되었다. 8호묘는 중부 

지방에서는 드물게 많은 유불과 중대형의 횡구식석곽묘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초로가 되 

고있다. 

9호묘는 다른 석곽묘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다 석곽묘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북벽은 서벽의 

내면에 접하고, 서벽은 남벽의 내면에 접하며 , 남벽은 동벽의 내면에 , 동벽은 다시 북벽의 내면에 접 

하고 있다. 즉, 각 측벽 내면에 다른 측벽이 접하도록 조성하였다. 벽체는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통벽 

에서만 세로쌓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옹 안에서 인골이 출토되고 있어 관 대신 용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조사된 고려시대 무덤 가운데 석곽 안에 옹관을 사용한 예는 보고된 바가 없어 

묘제 연구에 중요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토광묘는 2717} 조사되었는데 모두 I 지점의 석실묘에 접해 조성하였다. 3호묘는 선단부 연미형 

의 청통숨가락과 청동발, 동곳이 출토되어 조성시기를 어느정도 추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호묘 

는 3호묘와중첩되어 있고파괴가심하며 부장품도출토되지 않아조성시기될가늠하기 어려우나 3 

호묘와장축방향이동일한 것으로보아 3호묘와동시기일것으로추측된다. 

이상의 매산리 고려 고분군은 석실묘와 석곽묘, 토광묘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석곽묘는 북벽에 

대형의 석재를 2∼3단 쌓아올려 축조하였는데 이 같은 형태는 고려시대 경기지역과 충북지역의 석 

곽묘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30)이다 또한 인근지역에서 나타나는 석곽묘의 일반적인 구조이외에 

횡구식석곽묘와 석곽 안에 옹관을 사용한 석곽옹관묘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28) 明知大쩔校博物館, 1994 , 앞의 책, 

29) 京짧道1핑物館, 2001 , f龍仁 麻北里 高00 古項』 .

30) 황정욱, 2001, 「고 려시대 석곽묘 연구」 ,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29 .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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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遺物

1) 土器類

매산리 고려 고분군에서는출토된토기는소량으로동체부 2점 , 호저부 2점,완형의 옹 1점이 있 
다. 이들토기에 대해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지역에 위치하는고분내에서는토기가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호 석곽묘의 남쪽 인근에 

서 회청색 경질포기 2점과 청자 잔탁편이 함께 수습되었다. 2점은 같은 개체의 파편으로 여겨지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경부가 일부 남아있는 편에는 예리한 도구로 3줄 이상의 파상문과 여러 줄의 

횡선을그었다. 두께가 0.8cm로비교적 두꺼운 편이며 , 태토에는석립과사립이 다량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잔편이지만 청자접시와 함께 출토된 점과 파상문이 정교하지 못한 점 

둥으로 보아 대체로 고려시대31 )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토기까 출토된 곳은 8호묘이다. 이곳에서는 동벽과 인접한 곳에서 회색 연질토기편들이 

여러 조각으로 황어져 수습되었다. 저부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 연질 토기의 바닥은 편평하고 동체 

는 약간 벌어져 녁올라가고 있다. 외변에는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을 가해 문양의 대부분이 지워 

졌으며 내면에는 불규칙 선문이 관찰된다 이러한, 내외면의 타날문은 고랜시대 토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보여진다 

마지막으로는 9호묘 석곽안에서 옹과 옹의 뚜껑으로 사용된 호의 저부가 발견되었다. 먼저 옹은 

완형으로 확인되었는데 , 안에는 인골이 탐겨져 있다. 구연은 인위적으로 타격하여 훼손되었으나 일 

부분은 남아있다. 구연은 경부에서 수평하게 바라졌으며 바닥은 편평하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에는 

한 줄의 돌대를 ;조성하였고 견부에는 횡선이 돌아가고 있다. 외면에는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0.3 

× 0.3cm 정도의 격자문을 시문하였고 내면에는 불규칙선문의 박자흔이 관찰된다. 최대경이 중상에 

있어 견부가 발달한였다. 뚜껑은 호를 깨뜨려서 저부만을 남겨 사용하였는데 , 외면은 자연유가 흘 

러 부분적으로 유리화되었고 일부는 박락되었다r 내면에는 물레질할 때 생낀 골이 선명하게 남아있 
다. 이처럼 소형익 석곽 안에서 출토된 토기는 형태나 내 · 외면에 남아있는 문%ε을 볼 때 고려시대 

의 것이 분명해 보이며 공반출토된자기를통해 볼 때 12세기 전반의 것으로-편년된다. 또한토기저 

부를 뼈단지의 뚜껑으로 사용한 예는 그동안 보고된 바가 없어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 

31) 파상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부나 견부에 화려하고 정연하게 시문되다 불규칙적이고 곡선이 둔해지는 것으 

로보고 있다(한혜선,20D3, 「경기지역 출토고려시대 저장운반용질그릇 연구」, r한국상고사학보』40,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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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磁器類

안성 매산리 고려 고분군에서 출토된 부장품의 구성을 보면 자기류+청동류+기타, 자기류+청 

동류, 자기류 풍으로 구분할 수 있다. 32) 이들 부장품 중 자기류를 통해 제작시기와 제작지 둥을 추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많은 단서를 제꼼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유적에서 출토된 자기류를 세부적으로 다루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매산리 고려 고분군에서 자기류가 출토된 곳은 2호묘 주변, 8호묘, 9호묘이다. 이들 묘에서 출토 

된 자기류는 고려청자와 고려백자이며 기종에 있어서는 발, 접시 , 병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기 

류를 각 묘별로 주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부장된 유물의 제작시기와 제작지를 추정해 보았다. 아 

울러 자기류 부장품을 통해 당시의 부장기종의 구성도 함께 알아보았다. 이상의 세부적인 접근방법 

은 부장과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도자기의 소비패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71회가 될 수 있을 것이 

라고생각된다. 

각 묘별로 출토펀 자기류와 공반유물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를 보띤 2호묘 주변에서는 청 

자잔탁편 1점과 토-기 병편 2점 이 출토되었다. 8호묘에서는 청자발 1점 , 청자접시 3점 , 청자반구병 1 

점 , 청동숨가락, 은제환, 관고리 , 관정 둥 매우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맺L묘에서 출토된 자기류 

는 다른 묘에서 보이지 않은 중국제 혹유완 1점이 출토되어 주목되며 이와 함께 백자접시 1점이 공 

반되었다. 이들 각 묘별 자기류를 기형과 유색, 번조방법 퉁을 통해 추정되는 제작시기와 제작지를 

알아보면다음과같다. 

출토유물 

청자잔탁편 1점 많
 -
랩
 

-랩
 -랩
 

8호묘 

9호묘 

청자반구병 l점, 청자발 1점, 청지정시 3정 

중국제 흑유완 1점 , 백자접시 1점 

우선 2호묘는 석곽묘로 남쪽에 인접하여 청자잔탁편과 함께 토기 병편으효 추정되는 2점이 출토 

되었다. 유물이 석곽내부에서 출토되지 않았고 석곽의 남벽 외곽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부 

장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출토유물 역시 깨진 편으로 극히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성격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청자잔탁편은 남아 있는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고급청 

자를 생산했던 강진의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32) 고려시대 부장품의 구성은 자기류+청동류, 자기류+기타, 자기류 퉁으로 구분할 수 있다(曺周뻐 2005 , 『高麗

前期 白짧의 特徵과 性格 冊究」 ,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請求論文,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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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묘는 청자반구병, 청자발, 청자접시, 청통숨가락, 은제환, 관고리, 관정 등이 출토되었고 석곽 

묘이다. 이중에서 청자발은 구연부를 살짝 오려내어 꽃을 표현한 화형발로 유색과 시유상태, 태토 

등으로 볼 때 고급청자가 생산된 강진지역의 가마의 출토품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가마빌굴이 

이루어진 유적 줍에서 강진 용운리 10-2호에서 이러한 기형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제작 시기 

는 대략 12세기 전반경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공반된 청지접시와 청자반구병은 유색과 시유 

상태, 태토의 질씨 떨어지는 조질의 청자류에 속한다. 조질청자를 생산했턴 대표적인 가마는 인천 

경서동으로 발굴에서 출토된 청자의 평굽과 유약의 시유상태, 태토의 질 퉁이 매우 유사하다. 33) 특 

히 청자반구병은 매산리 이외에 전국의 고려고분 147R소에서 출토되었는데, 매산리 출토품의 경우 

처럼 면각을 한 폐가 드물어 주목된다. 이러한 면각의 형태는 고분 출토 조질계 반구병의 선후관계 

에 있어서 가장 씨른 것으로 본격적인 제작 시기는 11세기 전반경으로 알려져 있다. 34) 하지만 매산 

리 출토품은 제작수법에 있어서 문양의 형태 등이 정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보다는 조금 늦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8호묘의 부장된 유물은 대략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에 제작되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고급자기류와 저급자기류가 함께 공반됨으로써 피장자가 강진의 고급자기 

뿐만아니라 인천 경서통과같은 저급자기를동시에 사용했던 것을알수 있다. 특히 청자발과청자 

접시를 비롯하여 청자병에서 사용 흔적이 곳곳에서 관찰됨에 따라 피장자가 생존에 사용했던 도자 

기를 부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용흔적은 비단 8호묘의 자기류뿐만 아니라 뒤이어 살펴 

볼 9호묘의 자기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9호묘는 석곽묘이며 출토유물은 중국제 흑유완과 백자접시로 모두 2점뿐이다. 흑유완은 기형과 

유색 , 시유상태 똥의 특정으로 볼 때 중국 建뿔의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고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에 제작된 것으보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혹유완은 사지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이 유 

적과 같이 분묘에서 출토된 유적으로는 대전 가오동유적36)을 들 수 있다 대전 가오동에서는 2호 토 

광묘에서 중국제 흑유완과 함께 중국제 백자완, 청자접시, 청자병 , 청동발, 챙동거울 등이 출토된 바 

있다.37) 대전 가요동의 흑유완은 매산리의 흑유완과 기형 , 태토, 유약의 시유상태 등을 비교해 보았 

을 때 질에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삽도 1), 

33) 國立中央댄物館, 1990, 띠二川 景西j同 綠좁짧쫓址』 

34) 현문필, 2005 , 「고분 출토 광구병 고찰」 , 『삼성미술관Iεeum 연구논문집』 1 , 45쪽. 

35) 建쫓는 중국의 福建省에 위치한 建陽쫓를 말하며 宋代 혹유자기의 유명한 생산지이다(源先銘, 1998, 『中國古關

종圖典』, 文物出版社, 275쪽) . 이 유적의 혹유완에서 보이는 유색과 기형 퉁이 일부 選代 關磁에서도 확인된다 

(路훔, 2003, 『還‘代뼈숲』 , 選수面根 出版社, 118 . 121쪽). 

3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가오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전 가오동유적』 

3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위의 책, 123∼126. 22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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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매산리 고분군 9호묘 대전 가오동 고분군 2호묘 

〈삽도 1 > 매산리 고려 고분군출토흑유완의 비교 

백자접시의 기형과 유색 , 번조방법 등은 용인 서리 중덕 고려백자요지38l III기층 이후에서 출토된 

접시와 흡사하기 때문에 11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유물은 대략 11세 

기 말에서 12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흑유완의 옴체에서 관찰되는 흠집은 당시 사용이 

이루어졌던 그릇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안성 매산리 고려 고분군에서 출토된 자기류 중 혹유완과 청자발, 고려백자는 인 

근에 위치한 안성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자기류와 유사성을 보여 주목된다. 안성 봉업사는 고려 

태조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경기도박물관에 의해 3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 

이다. 

현재까지 안성 봉엽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자기류는 고려청자, 고려백자, 중국자기류 등이다. 

이중 중국산으로 확인된 흑유완은 편으로 매우 소량이 확인되었으나 흑갈색의 유색과 기형 등으로 

통해 건요산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자발은 고급과 저급이 함께 출토되었지만 매산리와 같은 유색 

과 태토, 기형은 고급자기로 강진에서 생산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려백자는 주변에 위치한 

용인 서리와 여주 중암리의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얘) 이러한 유물의 특징으로 추정된 

봉업사지 자기류띄 생산지는 안성 매산리 고분군의 자기류의 생산지와 대부분 일치한다 41) 따라서 

안성 매산리와 가까운 봉업사에서도 동시기에 강진과 용인 서리 퉁의 도자기가 함께 사용되었던 것 

으로생각된다. 

이상의 안성 매산리 고려 고분군자기류는대부분굽접지면이나도자기의 내 · 외면의 흠집을통 

38) 湖嚴美術館, 200갔, 『龍仁西里高麗白않쫓 發쉬힘調효報告書 II』 . 

39) 京짧道博物館, 2002, 앞의 책, 

40) 京짧道博物館, 2002 , 위의 책 , 359-361 . 462-464쪽-

41) 안성 봉업사지의 1∼3차의 출토 자기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요산 흑유와 강진산 청자, 용인 서리에서 제작된 

것으로추정되는고려백자를볼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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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피장자가 생존;에 사용했던 일상용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장품에서 고급자기와 저급자 

기를 함께 출토됨에 따라 이들 기종이 동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장된 기종에 있어서도 

다른분묘와같이 발,접시가중심이며 이외에 병 , 잔탁이 포함된 것을볼수 있었다. 

3) 좁鋼類 

안성 매산리 고려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동류는 청동발 1점 , 청동숨가락 2점, 동곳, 청동편 등이 있 

다. 이중 3호묘에서 출토된 청동발은 동체에서 구연까지 직립한 형태이며 바닥은 편평하고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는 폼체와 굽을 따로 제작한 후 결합하기 위한 흔적드L로 이와 유사한 유물은 

안산 대부도,42) 흉인 좌항리43)와 안성 봉업사지44)에서 출토된 바 있다 또한 8호묘 청동숨가락과 3 

호묘에서 공반 출=토된 청동숨가락45)은 그 형식이 화려하고 측면에서 본 곡선이 “S” 字 형태로 많이 

휘어져 있는 형식임에 고려시대 중기에서 퇴화되는 형식임을 알 수 있다. 3호묘 청동숨가락은 선단 

부가 긴 5熊尾形이며 병부에 8개의 음각선을 교차하여 새겨 놓았는데 이는 대략 1.5Km정도 떨어진 

봉업사의 납석제인장의 상면에 새겨진 문양과 흡사한 것으로 보아 그 시기가 고려시대 중기임을 입 

증시켜주고있다. 

r~'.摩

매산려 3호묘 출토 청동숨가락 세부 봉업사지출토납석제인장 

〈삽도 2) 매산리고분군출토 정동숨가락과봉업사지 출토 납석제인장의 문땀비교 

42) 漢陽大學校博物館, 2C02, 앞의 책 

43) 明知大學校博物館, 1994 , 앞의 책. 

44) 京짧道博物館, 2002, 앞의 책. 

45) 이난영, 1992, 『韓國古代金屬I藝li!f究』 ' 12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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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鐵製類

I · II지점에서 출토된 철제류는 관정 98점, 관고리 4점, 철제장식 12점, 첼제과대편 1점 퉁이다. 

여기서 관정은 상태가 불량한 22점을 제외하고 76점을 보고하였다. 관정은 8호묘에서 69점 중 일부 

가편으로출토되었는데 그길이를 추정하거나완형인 정을보면 4.5∼8.6cm 정도되는중형 관정이 

대다수이며 9.7∼1 5.6cm인 대형 관정이 6점 확인된다. 관정에는 목질이 대부분 고착되었는데 상단 

부와 하단부로 구분하면 상단부에서는 횡으로, 하단부에서는 종으로 목질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상 · 하단부의 길이는 관정마다 어느정도의 길이 차이를 보여 굳이 보고하진 않았으나 목질의 방향 

과 출토된 위치로 보아 제작당시 목관의 나무결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형 관정중 有頭式

4점 (4-(2)∼@)은 목관의 네 모서리에 위치하며 이는 관뚜껑과 관벽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 

진다. 관고리 4점은 有頭式 관정 4점의 안쪽에서 분포하여 출토되었는데 목관의 장축 좌우에 박혔 

던 위치이고 고리 의 지름이 대략 8cm 정도로 남자의 손으로 고리를 들 수 있는 크기로 보아 목관을 

이동할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철제장식은 모두 편으로 격자직물이 부착되어 출토되었는 

데 수습위치가 머리주변이나 그 사용 용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5) A骨

9호묘의 옹관에서 출토된 인골은 1차적으로 세골된 후 매납되었는데 화장흔적은 발견되지 않았 

다. 두개골, 치아, 팔뼈 , 갈비뼈 , 대퇴부, 다리뼈 등이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한 개체분에 해당 

한다. 두개골은왼형에 가까우며, 치아는다량출토되었으나대부분부서진 상태이다. 어금니의 상 

면은 에나멜질이 많이 마모되었다. 팔뼈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위팔뼈퍼 경우는 골두가 많이 

손상되었으며 척추와 경추의 보존상태는 매우 불량하지만 갈비뼈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대퇴골 

은 하부골두와 상부골두만이 남아있다. 발가락뼈는 많은 부분이 세골당시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뼈의 갈이로 복원한 신장은 165cm 정도이며 성인 남성으로 보인다. 뼈의 굵기나 크기로 

보아 영양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인골은 개체수가 많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 

여져 고려시대 형질인류학적 연구에 좋은자효로가될 것으로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안성 매산리 고려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 중 자기류와 청동류의 편년을 살펴봄으로 

서 공반출토된 토기류의 편년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출토된 자기 · 청동류의 편년이 11세기 후 

반에서 12세기 초로 편년되고 있어 공반출토된 토기류의 제작시기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류가 전세품일 가능성도 있으나 조질자기와 공반출토되고 고급자기에서도 사용흔적인 확인되 

는 것으로 보아 전세품보다는 실생활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물이 제작되고 피장자가 

사용한 이후에 같씨 부장된 것으로 보여짐으로 유구의 편년도 자기류의 제작시기와 많이 차이가 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매산리 고려고분의 조성시기는 자기류의 제작시기보다 약간 늦은 

12세기 전반에서 후반으로 편년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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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맺는말 

매산리 고려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고분의 규모 축조방법 부장품 등의 현상을 파악하여 조 

영 시기 및 주체를 알아보고 분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묘제는 석실묘와 석곽묘, 그리고 토광묘로 나뉘어진다. 석실묘는 171로 대형의 석재를 이용 

해 축조하여 축조당시 피장자의 신분 내지 경제력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석곽묘는 

고려시대의 일반적인 석곽묘의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이외에 횡구식석곽묘와 석곽옹관묘가 나타 

나고 있다 석곽은 주로 가로쌓기를 하였으나 세로쌓기도 흔용하여 축조하였다. 토광묘는 2기가 조 

사되었으나 대부분 훼손되어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3호묘에서 출토된 청동숨가락을 통해 볼 

때, 토광묘의 하한은 12세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고분군은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하 

고 있어 봉토가 완전히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 암반층을 이용하여 별다른- 바닥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무덤들이 석곽묘로서 매산리 高麗 고분군이 형성될 당시 주된 무덤양식을 이루었 

음을알수있었다. 

둘째, 유물은 8· 9호묘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굴된 상태로서 옹, 호편 퉁의 ]효기류와, 흑유완, 청자 

반구병 · 완 · 발 · 접시, 백자접시 둥의 자기류, 청동발, 청동숨가락, 관정 , 인골 퉁이 출토되었다. 

이중에서 토 · 자기류는 2호묘 외곽 출토 경 · 견부편의 경우 파상문이 정교하지 못하고 청자편과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8호묘 출토품은 녹유를 시유한 반구병과 저부편 외변에 격자문과 내면에 선 

문이 타날된 연질포기 저부편 등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8호묘 출토 자기류 

는 고급청자와 저급청자가 공반 출토됨으로써 실생활에서 동시에 사용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기류의 제작시기는 기형과 유색 , 번조방법 등을 살펴보았을 때 대략 12세기 전반에 제작 

된 것으로 추정되떠 자기류 중 9호묘에서 출토된 흑유완은 중국 建쫓의 생산똥일 가능성이 높다. 한 

편, 9호묘에서는 화의 저부를 뚜껑으로 사용한 옹이 출토되었는데 내외면의 문양으로 볼 때 고려시 

대 것으로 보여진따. 즉, 9호묘에서 출토된 옹관은 중국제 흑유완과 백자접시 등의 공반유물을 참고 

하여 보면 12세기로 편년되어 고려시대 토기 편년의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석곽묘에 옹관을 사용한 석곽옹관묘의 고려 묘제를 처음으 

로확인한점이다. 9호묘의 석곽서북쪽에서 호의 저부를뚜껑으로사용한옹관이 발견되었다. 수혈 

식석곽묘에 옹관달 사용한 예와 뼈단지의 뚜껑을 토기 저부로 사용한 에는 -그동안 보고된 바가 없 

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옹관 내부에 매납된 인골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완전한 1개 

체분을 이루고 있윤 뿐아니라 부장된 유물을 통해 매장연대를 추정할 수 있어 고려시대 형질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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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좋은 자호로가 된다. 

넷째, 매산리 고려 고분군의 입지를 살펴보면 능선사면의 급경사 지형에서는 고려시대의 일반적 

인 석곽묘와 토광묘의 구조가 사용된 반면, 능선상면의 완경사 지형에서는 횡구식석곽묘와 석곽옹 

관묘등 특수한표제가나타나고 있어 지형에 따라 축조방법이 차별화되었읍을 알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 축조집단의 변화에 따른것인지는자료의 부족으로밝 

힐수는 없으나,선호하는묘제에 따라 입지를달리 하였음은분명하다. 이 같은 입지에 따른묘제의 

구분은주변지역에 분포한고분에 대한추가조사를통해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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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遺題整備方案

안성 매산리 고펴 고분군은 경기남부지방에서 잘발견되지 않는대형 석실묘과그유례를찾기 힘 

든 석곽옹관묘 퉁이 발굴되어 통일신라∼고려시대까지 죽산지역의 묘제와 지 역 연구에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인근의 수많은 고려시대 문화유적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고려시대 지방 

도시의 구조를유기적으로파악하는데 많은도움을주었다. 하지만유적의 충요성에도불구하고 이 

에 따른 조치는 매우 미진한 편이어서 호우와 산지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훼손에 항상 노출되어 있 

으며 주변의 미발견 고분에 대한 도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향후 계속되어야 할 유적의 정비방향을 몇 가지 제시해보고 

자한다. 

첫째 , 매산리 고려 고분군을 보호하고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죽산지역은 산업과 물류의 배후기지로 성장하고 있어 농지와 야산 

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문화유적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 

한 개발은 불가피한 것이겠으나 이미 알려진 문화재를 개발의 위협에 노출시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문화재 지정에 따른 유적 주변의 형상보존과 정비대책이 요구된다. 유적이 위치한 비봉산의 

북쪽계곡은 해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홍수피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일례로 유적에서 불과 

SOm밖에 떨어지치 않은 곳이 몇 해 전의 호우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유적 인멸의 위험이 도사리 

고 있다 이에 홍수와산사태에 대비한사방공사와배수로 정비 등의 대책마떤이 매우시급하다. 

셋째, 유적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적을 비롯한 인근 토지의 매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유적은 현재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피해나 보 

수소요발생시 당국의 임의적인조치가불가능하다. 이에사유재산을침해하지 않는범위에서 유적 

과인근지역에대한토지매입은필수적이라하겠다. 

넷째 , 유적의 답사를 위한 탐방로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가 요구된다. 매산리 고려 고분군은 현 

재 봉업사와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죽주산성과는 지척의 거리에 있다. 이 세 유적 

을 비롯하여 봉업사지 발굴조사 때 확인된 묘골사지와 유적 주변의 고분군 등 인접 유적을 망라한 

탐방로를 조성하여 운영한다면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살아있는 죽산의 역사를 홍보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적의 중요성을 지역주민과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교 

육의 현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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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죽산 주민들을 비롯한 안성시민들에게 유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지 

역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할 방안으로 유적정비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개발 제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유적의 정비 , 개발에 따른 관광자원화와 이것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퉁을 심충적으로 분석하 

여 지역민들에게 홍보되어야 하며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적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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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조사지역원경 1 

〈사진 2) 조사지역 원경 2 

사진 _ 103 



〈사진 3) 조사지역 전경 

〈사진 4) I 지점 조사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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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1호묘조사전전경 1 (남쪽에세 

〈사진 6) 1호묘조사전 전경 2(서쪽에세 

사진 _ 105 



〈사진 7) I 지점 조사후 전경(흥녕촬영) 

〈사진 8) 1호묘조사후 1 (남쪽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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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1호묘조사후 2(동쪽에세 

〈사진 10) 1호묘조사후 3서쪽에세 

사진 107 



〈사진꺼 〉 1호묘조사전석실내부 

〈사진 12) 1호묘조사후석실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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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1호묘축조상태 1(북벽) 

〈시진 14) 1호묘축조상태 2(동벽) 

사진 _ 109 



〈사진 15) 1호묘주변 탐색조사전경(북쪽에세 

〈사진 16) 1 -4호묘조사후전경(남쪽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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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2∼4호묘조사후 전경 

〈사진 18) 2호묘축조상태 1(뿔~) 

사진_ 111 



〈사진 19) 2호묘 축조상태 2(동벽) 

〈사진 20) 2호묘축조상태 히북동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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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 2호묘 축조상태 4(.서벽) 

〈사진 22) 3호묘 조사후 전경 

사진 113 



〈사진 23) 3호묘 유물출토 상태 

〈시진 24) 3호묘축조상태(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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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4호묘조사후 전경 

〈사진 26) 5호묘조사전 전경(남쪽에세 

사진 _ 115 



〈사진 27) 5호묘조사후 전경 1(항공촬영) 

〈사진 28) 5호묘 조사후 전경 2(남쪽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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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5호묘 축조S돼 1(북벽) 

〈사진 30) 5호묘축조상태 2(동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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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5호묘축조상태 3(서벅) 

〈사진 32) 6호묘 조사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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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6호묘조사후 전경(남쪽에세 

〈사진 34) 수혈유구 1 조사후전경(남쪽에세 

사진 _ 119 



〈사진 35) 수혈유구 2 조사후 전경(남쪽에세 

〈사진 36) II 1 지접 조사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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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II 1 지점 조사후 전경(항공촬영) 

〈사진 38) 7호묘조사전노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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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7호묘조사후 전경(남쪽에세 

〈사진 40) 7호묘 축조상태 1 (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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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7호묘 축조ε빼 2(동벽) 

〈사진 42) 7호묘 축조상태 3(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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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 43) 8호묘조사전 전경 

〈시진 44) 8호묘조사후전경 1 (항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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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8호묘 조사후 전경 2(통쪽에세 

〈사진 46) 8호묘조사후 전경 3(서쪽에세 

사진 125 



〈사진 47) 8호묘 개석 노출 상태 

〈사진 48) 8호묘 유물 출토상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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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9> 8호묘 유물출토상태 2(광구병) 

〈사진 50> 8호묘유물출토상태 3(청자화형접시) 

사진 127 



〈사진 51) 8호묘 유물출토상태 4{청지접시 및 정동슷가락) 

〈사진 52) 8호묘 유물출토상태 터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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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8호묘유물출토상태 6(은제환 • 관고레 

〈사진 54 ) 8호묘축조상태 1(북벽) 

사진 _ 129 



〈사진 55) 8호묘 축조상태 2(동벽) 

〈사진 56) 8호묘 축조상태 3(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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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7) 8호묘축조상태 4(남벽) 

〈사진 58) 8호묘축조상태 터남벽 수직쌓게 

사진 131 



〈사진 59) 9호묘 조사전 전경 

〈사진 60) 9호묘 조사후 전경(흥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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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1) 9호묘 개석 노출 상태 

〈사진 62) 9호묘 개석 노출 세부 상태 

사진 133 



〈사진 63) 9호묘 개석 제거후상태 

〈사진 64) 9호묘 옹관 노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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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5) 9호묘 옹관 내부 모습 

〈사진 66) 9호묘 유물 출토 상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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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7) 9호묘 유물출토 상태 2 

〈사진 68) 9호묘 조사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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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9) 9호묘 굴광흔 

〈사진 70) 9호묘축조상태 1 (북벽) 

사진 137 



〈사진 71) 9호묘 축조상태 2(북동벽 모서리) 

〈사진 72) 9호묘축조상태 예동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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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3) 9호묘축조상태 4(동남벽 모서리) 

〈사진 74) 9호묘 축조상태 5(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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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5) 9호묘 축조상태 6(서벽) 

〈사진 76) 9호묘 축조상태 7(서북벽 모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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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7) 개토제 모습 

〈사진 78) 조사광경 1 (6호묘) 

사진 _ 1 4 1 



〈사진 79) 조사 광경 2(8호묘) 

--〈사진 8::J) 인골 조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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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1) 지도위원회 광경 1 

〈사진 82) 지도위원회 광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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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3) 1호묘출토토제 잠식 

@ 

〈사진 84) 2호묘 주변 수습토 자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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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진 85) 2호묘주변 수습토게A f진 84-Cl)) 외면 세부 

〈사진 86) 2호묘 주변 수습 정동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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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7) 3호묘출토정동유뭘:cD청동숨가락,@정동곳,@정동발) 

〈사진 88) 3호묘 출토 청동발 내면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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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9) 3호묘출토정동숨가락세부 

φ @ @) 

@ 

@ 

@ 

@ 

〈사진 90) 7호묘출토 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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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1) 8호묘 동벽 외측 출토토기편 

〈사진 92) 8호묘 출토 청자화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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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3) 8호묘출토정자완 1 

〈사진 94) 8호묘출토정자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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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5) 8호묘출토정자완3 

〈시진 96) 8호묘출토청자반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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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7) 8호묘출토 청자단F구병 세부 

〈사진 98) 8호묘출토청동숨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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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9) 8호묘출토 정동숱가락세부 

〈사진 100) 8호묘 출토 절제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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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101 ) 8호묘출토은제환 

--

〈사진 102) 8호묘출토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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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3) 8호묘출토관정 1 

© 
@ 

@ 

@ @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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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4) 8호묘출토관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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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6) 8호묘 출토 관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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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7) 8호묘출토관정 5 

@ 

@ 
@ @ 

@ 

@ 

〈사진 108) 8호묘출토관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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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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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9) 8호묘출토 절제 잠식 1 

@ 

@ @ 
@ 

〈사진 110) 8호묘출토절제장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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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1 ) 9호묘출토옹 

〈사진 112) 9호묘출토호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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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 

〈사진 11 3) 9호묘출토흑유완및백자 

〈사진 11 4) 9호묘 출토 흑유완 바닥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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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5) 9호묘 출토 인골(두개골 복원 상태) 

·--
〈사진 116) 9호묘 출토 인골(일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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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졸휠l 

금속유물에 대한 제작기흙 분석 

--이재성* · 전익환* • 박잠식** 

I .머리말 

매산리 고분군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사통팔달의 요지인 안성시 죽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기호지방과 삼남지방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현재까지도 망이산 

성과 죽주산성 퉁 관방유적과 봉업사지 , 장명사지 , 칠장사 동의 불교유적, 그리고 화곡리 도요지 퉁 

많은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특히 고려시대 최대 사찰 중 하나인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철제유물에 

대하여 미세조직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상호 비교 연구가 가능한 유물도 포함되어 있어 결과에 

따라지속적인 연구성과도기대할수있다. 

본고는 발굴 당시 출토된 철제 관정 4점과 청동유물 4점에 대한 분석결과뜰 정리한 것으로, 매산 

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속유물의 분석결과를 통해 고려시대 안성지역에서 철기 및 청동기에 행해 

진 제작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분석방법 

유물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은 유물이 가진 분석의 제한A로 인해 충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 

• 경기도박물관 보존j과학실,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스 금속공학과 

부록1_ 163 



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그중가장대표적인 것이 열처리내지는가공이 많이 되었을것으로추정되는부분에서 시 

편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도 유물의 미세조직이 가진 전체 조성을 이해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유물이리는 제한된 소재임을 감안할 때 , 유물의 대표성을 가진 부분에 

서 취한 시편을 분석하여 제작기법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분석방법이라할수있다. 

분석 대상 유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mic1‘。-t。。l에 d iamond 

휠을 이용해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편은 연마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에폭시수지로 마운팅 

하였다. 시편 연마는 시료연마기에서 300q] m 속도로 사포 800번 , 1000번 , 2000번, 4000번 순으로 연 

마한 다음, 150rpm 속도 하에서 l µm diamond suspensi。n으로 최종 연마를 실시하였다. 연마된 시 

편은 유물의 재질에 맞는 부식액에 수초간 침적시킨 뒤 물과 에틸알코올로 세척하고 건조함으로써 

모든 시료제작 과정을 마쳤다. 이 때 부식액으로 철제유물에는 나이탈 3% 똥액을 사용하였고, 청동 

유물에는 에틸알코올 l 20ml , 염산 30ml , 산화철( III ) lOg으로 혼합한 용액을 사용하였다. 

미세 조직 관찰은 반사식 광학현미경(DMRBE, Leica)을 이용하였으며, 조직전체를 50배로 확인하 

고 특징적인 부분을 100배, 200배, 500배로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어 

려운 고배율(1000배 이상)의 경우에는 시편 표면을 골드코팅하여 주사전자현미경QSM-6460LV , 

JEOL, JAPAN)으호조사하였다. 또한 철기의 미세구조분석시 제작기술을 이해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개재물, 기지조직 등은 주사전자현미경에 장착된 EDS( Oxfo rd 7딩74 , UK)로 분석하였다. 

경도에 따른 물성파악을 위해 미세경도시험기(MVK-E , Akashi , JAPAN)로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 

였으며 , 측정하중은 기본적으로 lOOgf로 5초간 실시하고 특정부위에 따라 하중을 25gf, l Ogf로 다르 

게 측정하였다 최종 경도값은 특징적인 부분을 5회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구했다. 

제작기술 분석을 위해 선정된 분석 대상 유물 및 시편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유월및시편 

순번 구델 유구 묘제 드II으EξE크口 C그j 시료채취 

합껴l 8점 13개 

l- 혔난 석곽묘 관정 1 

? 관정 2 ,Q- ffl’ I HN.f.l ffl‘ 
철써1 

듀듀 
3 

L-
관정 3 .싼fl I 휩頭퓨|‘ 

4 관정 4 5rim1 rnmm‘ 

> 토광묘 청동숨가락 끝(연미장식부분) 

6 f ~ 갱용넬 구연부 
청동제 

7 석곽묘 칭동숭가락 술잎 /지루 

8 청동편 身i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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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및고찰 

1 . 철제유물 

8호묘에서 출토된 101점의 관정 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시편채취가 가능한 관정 4점을 사진 1 

과 같이 선정하였다. 시편은 관정 4점의 분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T頭部와 身部에서 채취하 

였다. 

1 

2 

3 

4 

「--i--「
〈사진 1 ) 8호묘출토관정 4점의외형및분석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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篇斷틈톰톰 2 

3 

4 

〈사진 2) 8호묘출토 관정 4점의 X ray 투과 조사 사진 

1) 관정 1(시-진 1 , 2의 1번) 

관정 1은 失部까 뾰족하고 휩頭部가 퉁글게 말린 세장한 형태이다. 사진 2의 X-ray 투과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율f部 중간부터 첨부 끝까지 부식되어 금속심이 남아 있지 않으며 , 힘頭部는 방형의 

정 끝을 퉁글게 말아 제작되었다. 

사진 3은 관정 1의 身部(사진 1의 1-a)에서 취한 시편의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약 2mm정도의 

부식층 아래에 담속심이 존재한다. 부식층 아래 남아있는 금속심의 미세조직은 대부분 사진 4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페라이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측 상단을 확대한 사진 5와 같이 페라이트 

조직 바탕에 미량의 탄소함량을 가진 미세조직이 일부 존재한다. 사진 4의 미세조직에 대한 경도값 

은 llOHv이고, 사진 5의 미세조직에 대한 경도값은 112Hv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사진 6은 관정 1의 숲T頭部(사진 1의 1-b)에서 취한 시편의 전체를 보여주눈 사진으로 개재물이 가 

공 방향을 따라 면신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탄소함량이 매우 낮은 미세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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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의 중앙하단을 확대한 사진 7에서는 판상의 페라이트가 관찰되며 사진 6의 우측하단을 확대 

한 사진 8에서는 침상의 페라이트와 적은 양의 펄라이트가 관찰된다 사진 7에 대한 경도값은 

143Hv이고, 사진 8에 대한 경도값은 155Hv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사진 9는 사진 6의 좌측상 

단에 미량으로분포하는 펼라이트조직을 확대한사진으로 펄라이트의 경도값은 202Hv이다. 

관정 1의 身部와 휩頭部에서 탄소함량을 가진 미세조직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순철 

조직으로 이루어쳐 있어 관정 1은 탄소함량이 낮은 순철에 가까운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소재에 대한 재질 강화를 위하여 침탄이 수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반, 부식층 2rrun 아래의 

금속심에 대한미세조직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침탄여부를판단하기 어렵다. 

〈사진 3) 관정 1의 身部미세조직(그림 1으|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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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사진 3의 중앙하단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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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관정 1의 訂頭部미세조직(그림 1 으|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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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人댄 6의중앙하단광학현미경사진 

〈사진 9) 사진 6의 좌측상단광학현미경 사진 

2) 관정 강사진 1, 2의 2번) 

관정 2는 옷部가뾰족하고 윈頭部가방형인 세장한 형태이다. 사진 2의 X-ray 투과사진에서 보이 

는 것처럼 身部 뚱간부터 첨부 끝까지 부식되어 금속심이 남아 있지 않으며, £]-頭部는 방형으로 마 

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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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은 관정 2의 身部(사진 1의 2-a)에서 취한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상부는 표면을 

향하고 하부는 내부를 향한다. 전체적으로 페라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평균적으로 120Hv 

의 경도값이 측정된다. 시편의 전체에 검게 보이는 부분들은 사진 11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금속개 

재물과그주변이 일부부식된것들이다. 

사진 12는 관정 2의 n頭部(사진 l의 2-b)에서 취한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상부는 표면 

을 향하고 하부는 내부를 향한다. 전체적으로 순철인 페라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 12 

의 중앙하단을확대한사진 13과 사진 12의 우측을확대한사진 14를 비교할 경우결정립 크기의 차 

이를 보인다. 조대한 페라이트 조직의 경도값은 116Hv이며 , 조밀한 페라이트 조직의 경도값은 

125Hv이다 이와 같이 표면과 근접한 부분에 조밀한 페라이트 조직이 집중되는 이유는 관정 제작시 

정두부에 가해진 까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정 2는 탄소함량이 낮은 순철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身部와 윈頭部 어디에 

서도의도적인 열처리 흔적을찾을수없어 재질을강화하기 위한 열처리는수행되지 않고사용된 

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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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관쟁 2의 身部 미서|조직(그림 1 으|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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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관정 2의 訂頭部미세조직(그림 1 으| 2-b) 

L____'.잎때 ' 

3) 절정 3(사진 1, 2의 3번) 

관정 3은 失部가 뾰족하고 옮T頭部가 둥글게 말린 세장한 형 태 이다. 사진 2의 X-ray 투과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종f部 중간부터 첨부 끝까지 부식되어 금속심이 남아 있지 않으며, 좌頭部는 방형의 

정 끝을 둥글게 말아 제작되었다. 

사진 15는 관정 3의 身部(사진 1의 3-a)에서 취한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상부는 표면을 

향하고 하부는 내부를 향한다. 시편의 대부분 영역에 페라이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122Hv의 경도값이 측정된다 사진 16은사진 15의 좌측상단을확대한사진으로침상의 비드만스돼 

튼 조직과 함께 펄라이트 조직이 관찰된다 사진 17은 사진 15의 중앙에 분포하는 비금속개재물을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파얄라이트 바탕에 수지상의 뷔스타이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 

진 17에서 관찰되는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성분 분석을 위해 SEM-EDS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래프 1과 2로 나타난다, 사진 17의 1지점에서는 대부분 산화물 형태의 철이 검출되며, 사진 17의 

2지점에서는 Si, Ca, Al, Mg, K 둥의 원소가산화물형태로검출되었다 용해를수반하지 않고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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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저온환원 제련과정에서는 불순물의 완전제거가 불가능하므로 사진 17과 같은 비금속개재물이 

필연적으로잔류히-게 된다. SEM-EDS로분석된 원소의 정량치는표 2와같다. 

사진 18은 관정 3의 숲r頭部(사진 1의 3-b)에서 취한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상부는 표면 

을 향하고 하부는 내부를 향한다. 전체적으로 페라이트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며, 시편의 중앙을 확 

대한 사진 19와 우측을 확대한 사진 20을 비교할 경우 결정립 크기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두 영 

역에 대한 경도값 측정 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평균 120Hv의 경도값이 측정 된다. 시편의 우측 

에 검게 보이는 부분들은 사진 20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금속개재물과 그 주변이 일부 부식된 것들 

이다. 사진 21은 시진 18에서 관찰되는 비금속개재물 부분을 확대한 사진으로 수지상의 뷔스타이트 

조직이형성되어있다 

관정 3의 身部에서 탄소함량을 가진 미세조직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순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와근접한부위에탄소함량이 증가된미세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와같 

이 형성된 미세조객의 특정을 보았을 때 , 관정 3은 탄소함량이 낮은 순철을 소재로 이용하여 제작된 

것으로보인다. 비금속개재물에서 분석되는내용을통해 관정 3의 제작에 괴련철이 원소재로사용 

된 것으로추정된다. 

〈표 2) 사진 17의 1, 2지접 EDS 성분분석 결과 

Mg 鋼
f

K 
Ca t。tal

분석시료 | 분석지점 

관정3 身部 
1지점 

2지점 

Fe 

79.08 

51.11 0.18 

0 

25.62 

33.98 

104.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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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 

〈사진 16) 사진 1 5의좌측상단광학현미경 사진 

spectrum 
Fe 

fO f2 f4 
keV 

〈사진 17) 사진 15의개재물전자현미경 사진 

Sp같김피꾀1 

。

Fe Si 
lea Al 

Fe 

fO ,.2 ,.4 
keV 

〈사진 18) 관정 3의원頭部미세조직(그림 1의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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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사진 18의 우축 하단 광학현미경 사진 

- -ι 

〈사진 21 ) 사진 18의중앙상단개재울 

4) 관정 4(사진 1, 2의 4번) 

관정 4는 失部가 뾰족하고 n頭部가 둥글게 말린 세장한 형 태 이다. 사진 2파 X-ray 투과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身部 중간부터 첨부 끝까지 부식되어 금속심이 남아 있지 않으며, 윈頭部는 방형의 

정 끝을둥글게 말아제작되었다 

사진 22는 관정 4의 身部(사진 1의 4-a)에서 취한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상부는 표면을 

향하고 하부는 내부를 향한다. 사진 23은 사진 22의 상단을 확대한 사진으로 페라이트 조직과 가공 

방햄따라개재물이 연신되어 있다 사진 24는사진 22의 좌측하단을확대한사진으로공석강부 

근의 탄소함량을가진펄라이트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페라이트조직의 경도값은 117Hv, 펄라이트 

조직의 경도값은 247Hv이다 

사진 25는 관정 4의 ~T頭部(사진 1의 4-b)에서 취한 시편 전체를 보여주는 사진으로 상부는 표면 

을 향하고 하부는 내부를 향한다. 시편의 내부에 높은 탄소함량을 가진 미세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외부로 갈수록 점차 탄소함량이 낮아진다. 사진 26은 사진 25의 상단을 확대한 사진으로 125Hv의 

경도값을 가진 페라이트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며, 비금속 개재물이 관찰된다 사진 27은 사진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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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하단을 확대한 사진으로 공석강 부근의 탄소함량을 가진 펄라이트와 침상의 비드만스돼튼 조 

직이 형성되어 있다. 비드만스튀l튼은 비교적 냉각속도가 빠를 때 형성되는 조직으로 이 부분에 대 

한 냉각속도가 빨랐음을 보여준다. 펄라이트의 경도값은 252Hv이다. 

관정 4는 탄소-함량이 낮은 순철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부의 표면에 가까운 미세 

조직에서 탄소함량이 높은 미세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제작 과정에서 재질 강화를 위한 침탄이 이루 

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탄소함량이 높은 조직이 외부에 근접한 부분의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많으며, 정두부의 미세조직은 외부보다 내부와 근접한 부분때 탄소함량이 높은 미세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특정을 보았을 때 , 철정 4의 미세조직에 포함된 높은 탄 

소함량의 조직은 침탄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원소재가 가지고 있는 불균질한 탄소함량 

에의한조직일까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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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사진 22의 상단 광학현미경 사진 〈사진 24) 사진 22의 좌축하단 광학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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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관정 4의 최頭部 미세조직(그림 1의 4-b) 

〈사진 27> 사진 25의 좌측 하단 광학현미경 사진 

2. 청통제유물 

1) 청동 숨가딱(3호묘) 

사진 28은 짧尾形의 자루에 음각선이 새겨진 청동숨가락의 외형으로 자루 끝의 화살표 부분에서 

분석용 시편을 취하였다. 사진 29는 미세조직의 광학현미경사진으로 미세한 바늘형상의 마르텐사 

이트조직 바탕에 a상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마르텐사이트조직은 600℃이상의 온도인 P영 

역에서 담금질할 경우에 출현하는 조직으로 이 유물에 이에 상응하는 급랭처리가 수행되었음을 보 

여준다. 또한결정립 내에 직선경계의 쌍정이 보이는데 , 이는이 시편이 비교적 높은온도에서 두드 

림과 같은 작업을 통해 심각한 변형을 받아 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사진 30은 전자현미 

경 사진으로 가운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불순 개재물의 존재가 관찰된다. 개재물에 대한 EDS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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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3호묘출토정동숱가락의 외형 및 분석 위치 

〈사진 29) A댄 28의 회냉표 부위 광학현미경 사진 

〈사진 30) 사진 29의 일부분을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Spectrum 1 

Cu 
Se 

r2 f4 
쁘:YI 

〈그래프 3) 사진 38의 개재물 부분 EDS분석 스펙트럼 

석 결과인 그래프 3과 같이 구리 (Cu)와 주석 

(Sn) 외에 황(S), 철(Fe), 셀레니움(Se) , 벨루리 

움(Te)이 검출되었다, 일반적으로 불순 개재물 

을 통해 제련과정에서 공급된 광석의 종류를 

알수 있는데 여러 종류의 구리광석 중황과철 

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황동광(chalcopyrite : 

CuFeS2 ) 이 있고, 황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휘동 

광(chalcocite CwS)아 있다. 따라서 이 유물 

의 제련에 공급된 소재가 황동광이나 휘동광일 

가능성이 있다. EDS에 의한 조성분석 결과 주 

석함량이 22wt%로 분석되었다 이 함량은 지 

금도 輸器E들 사이 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순동 16냥(600g)에 주석 4냥 5돈(168.Sg)의 합금(Cu-

22%Sn)조성과 일치한다.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평균 경도값은 274H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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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동발 

---

사진 31은 굽이 유실된 

청동발의 외형으로 구연의 

화살표 부분에서 사편을 취 

하였다. 사진 32눈 미세조 

직의 광학현미경 사진으로 

주조시 발생한 검은색의 기 

공이 관찰된다 사진 33은 

사진 32를 확대한 전자현 

미경 사진으로 둥필고 밝은 

입자가 시료전체에 분포되 

어 있다 사진 34늪사진 33 

의 중앙 하단부콸확대한 

사진으로 걱각 다른 4개의 
〈사진 31) 3호묘출토 정동발의 외형 및 분석위치 

상으로 구성되어 각 지점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EDS분석 결과 사진 %의 1영역은 

그래프 4에서와 같이 구리와 주석이 고용체를 

이룬 a상이다. 사진 34의 2영역은 그래프 5에 

서와 같이 주석함량이 비교적 높은 δ상인데 , 

이 δ상은 주조 후 천천히 냉각시킬 경우 나타 

나는 조직으로 강도 및 경도는 높으나 취약하 

여 깨지기 쉬우므로 상온에서의 단조는 불기-능 

하다. 시진 34의 3영역은그래프 6에서와 같이 

〈사진 33) 사진 32의 일부분을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2 

〈사진 34) 사진 33의 중앙하단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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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으로나타나는데, 납의 융점(328℃)이 청동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고려할 때 이 부위가가장늦게 

응고되었음이 분명하다 사진 34의 4영역은 그래프 7에서와 같이 대부분 구리와 황으로 이루어져 

있는 황화물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영역에 대한 미소경도 측정결과, 108Hv로 나타난다 

형감퓨um1 
Cu 

Cu 

1°4 1눔 i's 2·0 
keV 

〈그래프 4) 사진 34으| 1영역 EDS분석 스펙트럼 

Cu 
As 

Pb 
Spectrum 킥 I Cu 

라N L__으U원 7ζ 맺 Pb 

$ ~ ib 1강 1'4 i's i's :io 
Full Scale 15653 cts Cursoro -0.071 keV (2 cts) keV 

〈그래프 6) 사진 34의 3영억 EDS분석 스펙트럼 

3) 청동 숨가락(8호묘) 

S pec trum 

Pb 
As 

f4 1S fB 2'0 
ke씨 

〈그래프 5) 사진 34의 2영역 EDS분석 스펙트럼 

Spec trum 

s 
Cu 

2·0 
ke씨 

〈그래프 7) 사진 34의 4영역 EDS분석 스펙트럼 

사진 35는 자푸에 죽절무늬가 새겨진 청동숨가락의 외형으로 술잎(사진 35의 a)과 자루(사진 35 

의 b)에서 시료콸채취하였다. 사진 36과사진 37은각각 a와 b로표시된부위의 미세조직으로 마르 

멘사이트 바탕에 a상이 존재하고 있다. 사진 37의 일부분에서 y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담금질 직 

전에 시편의 온s:.가 R와 y의 경계인 586℃ 부근에 이르렀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담금질 직전에 

자루부분의 가열 온도가 술잎보다 약간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술잎과 지루의 미세조직을 전자현미 

경으로 확대한 사진 38과 사진 39에서는 결정립 내에 쌍정이 관찰되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길 

게 늘어진 불순 깨재물의 존재가 관찰된다 개재물에 대한 EDS분석결과인 그림 6에서와 같이 구리 

(Cu)와 주석 (Sn) 외에 황(S), 철(Fe) , 셀레니움(Se), 델루리움(Te)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이 청동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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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냥-〈사진 35) 8호묘출토 정동숨가락의 외형 및 분석위치 

〈사진 36) 사진 35의 a부분광학현미경 사진 〈사진 37) 사진 35의 b부분광학현미경 사진 

〈사진 38) 사진 36.C::~I 일부분을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사진 39) 사진 37의 일부분털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부록1 179 



혈한파괴 락의 제작과정에도 고온에서의 두드림 작업이 

s 

Cu 

Sn Fe 
Te Te J\ Fe Se 

,~기'4 
keV 

| 있었으며 황동광 또는 휘동광이 제련용 원광석 

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석함량은 

약 23. 2wt.%로 앞서 살펴본 숨가락보다 다소 높 

다 미-르댄사이트 조직의 평균 경도값은 

285Hv。1다. 

〈그래프 8) 그림 39의 개재물 부분 EDS분석 스펙트럼 

4) 정동편 

----

사진 40은 표면에 나선형 

의 가질흔적이 남아 있어 

청동발편으로 추정되는 청 

동편으로 하단 화살표부분 

에서 분석용 시편을 취하였 

다 사진 41은 청동편의 화 

살표부분에 대한 미세조직 

으로 마르텐사이트 바탕에 

쌍정을 가진 a상이 존재하 

며 부식으로 인하여 a상이 

일부 어둡게 나타난 것을 

볼수있다 이유물에도앞 
〈사진 40) I 지점에서 출토된 정동편의 외형 및 분석위치 

〈사진 41 ) 사진 40의 화살표 부위 광학현미경 사진 〈사진 42) 사진 41의 일부분을 확대한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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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F 

ISe 

s 
Cu 

Fe JI Cu 
Fe 

증b같TrUni 

12 f4 
쁘::!l 

서 살펴본 2점의 숨가락에서와 같이 비교적 높 

은 온도에서 두E림에 의한 변형가공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이 후 600℃이상의 온도에서 담 

금질 처 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2 

는 사진 41의 미세조직 일부를 확대한 전자현 

미경 사진으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두드림 

작업으로 인해 짙게 늘어진 불순 개재물이 존 

재한다. 개재물에 대한 EDS분석결과인 그래프 

9에서는 구리(Cu)와 주석 (Sn) 외에 황(S) ' 철 
〈그래프 9) 사진 42의 개재물 부분 EDS 스펙트럼 

(Fe), 셀레니움(Se), 댈루리움(Te)이 발견된다 

제련과정에 황동광 또는 휘통광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석함량은 3호묘 출토 청동숨가락과 

동일한 22wt%로 방짜유기의 조성과 일치한다.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평균 경도값은 282Hv, 상의 평 

균 경도값은 195Hv로 측정된다 

IV . 맺음말 

고려시대에 조성된매산리 고분군의 출토금속유물을분석함으로써 다음과같은결론을 얻었다 

φ관정의 제작에 탄소함량이 매우낮은순철이 소재로공급되었다 특히 관정 3의 身部에서 관 

찰되는 비금속개재물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저온환원법에 의해 생산된 괴련철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 

@단조과정을거쳐 제작된관정의 재질을강화시키기 위한 열처리는수행되지 않은것으로보인 

다. 관정 4에서 관찰되는 공석강 부근의 미세조직은 침탄이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 

지만 탄소를 함유한 미세조직이 불균질하게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리 내부에 근접한 부위에 

서도 나타나고 있어 원소재에 포함된 미세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 청동유물의 제작에는 단조와 주조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적용되었다. 수저는 단조로만 제작된 

반면, 청동발과 청동발편은 주조와 단조로 제작되어 용도에 따른 제작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현재도 청동발처럼 담는 용도의 유기는 주물방식의 주조유기와 단조 방식의 방짜유기로 제작 

하고 있어, 뚜 가지의 상이한 방법에 따른 청동용기 제작법이 고려시대에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단조로 된 청동유물은 무게비로 22% 내외의 주석을 함유하는 청통합f을 기본소재로 공급되 

었고,형태 제작을 위해 고온에서의 두드림 작업에 이은담금질처리가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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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로 된 청동발에는구리,주석 외에 납이 포함되어 있으며 , 유물제작은단순주조에 의존하 

고 있다, 즉 청동소재에 납을 첨가한 것은 두드럼 작업을 고려하지 않고, 주조에만 중점을 두었 

음을 의미한다. 

@제련용구리광석으로는황을포함하는황동광이나휘동광이 공급되었응을것으로추정된다. 

매산리 고분군출토금속유물에 대한분석에 앞서 고려시대 최대 사찰 중하나인 봉업사지에서 출 

토된 철제유물 대하여 미세조직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 두 유적은 조성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 

니라, 유사한 유뀔도 포함되어 있어 금속유물에 대한 제작기법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향후안성지역출토금속유물에 대한미세조직 분석이 지속적으로진행될 때 경기 남부지역에서 행 

해진 금속유물 제작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헌
 

잠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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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졸켈l 

안쩡 p~산리 고팩 화.분f균 출토 
인플f에 대한 인류학적.로고서1) 

신동훈2) 

고고학적 발굴 펀장에서 확인된 인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구역량이 그 분석에 집중되는가 

에 따라 매장 당사자와그문화에 대한종합적인 양상을파악할수 있는자료를제공할수 있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매산리 발굴 인골의 경우,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었던 고려 

시대의 한국인에 대한 체질적, 유전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효로가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기법을 동 

원한본조사의 중요성이 있다고할수 있겠다. 

I . 수습된 인골에 대한 개략적 검사 

인골은 2지점 9호 석곽옹관묘에서 발견된 옹관바닥에서 수습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 

실 신동훈 등에게 조사가 의뢰되었다. 발굴현장에서 수습된 인골에 대한 개략적인 보존 양상을 살 

펴본 결과 이 옹관에 매장된 사람의 인골은 1개체 분이며 , 거의 모든 뼈가 남아 있었지만, 길이가 긴 

1) 본 보고서에 사용펀 용어는 대한해부학회 용어집 (4판)에 의거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제통의 해부학 한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어를 병기하였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부교수. 

본 보고서에 수록펀 조사결과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와 정종민 연구원, 단국대학교 방 

사선학교실 이인션 교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한원정 , 김미은 교수팀 , 단국대학교 해부학교실 김명주 교수 퉁과 

의 공동연구 하에 얻어졌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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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들이나 머리뼈의 경우 파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다리뼈의 경우, 뼈가 2분, 혹은 3분 

되어져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수습된 뼈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로 운반되어 세척이 실시되었으며 경도가 떨어져 
있는 뼈들의 경우눈 Caparol binder를 이용하여 경화처리 하였다. 뼈 말단 부가 약화 되어 추가 손 

상이 우려되는 긴 뼈들의 경우에는 석고를 긴 뼈의 내부(diaphyseal cavity) 에 주입하여 외부로부 

터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수습된 뼈들은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정리된 뼈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머리뼈 중 temporal bone의 일부는 

미토콘드리아 DNA분석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의뢰하였다. 

뼈의 일부에서는 겁게 그을린듯한 흔적이 발견되어 화장의 흔적일 기능성을 생각하였으나 세척 

후 현미경 조사 결과 단순한 뼈의 변성의 결과로 판명하여 이 뼈가 화장 처리되었을 가능성은 배제 

할수있었다. 

수습된 뼈의 상태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머리뼈 작은 파편으로 파쇄되어 발견되어 부분적 복원을 시도하였다. 복원의 결과, 머리뼈 중 frontal 

bone, parietal bone, temp。ral bone, zyg。ma tic b。ne등은 남아 있었으나 후두부 뼈(。ccipital 

b。ne)는 발견되지 않았다. 턱뼈의 경우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빨은 빌L끓현장에서 인계 받을 때 

이미 상당한 손상이 야기되어 이빨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총 4개였는데 , 이 4개의 

이빨 중 2개를 이용하여 연령 추정을 시도하였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한원정, 김미은교수팀). 

몸통뼈 복장뼈(sternum)가 확인되었으나 오른쪽 빗장뼈(clavicle) 및 첫번째 갈비뼈(rib)가 관절하는 부 

위의 파손이 관찰되었다. 7개의 등뼈가 확인되었으며 다수의 갈비뼈들, ;그리고 오른쪽 hip b。ne

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Sacrum도 확인되었다 

팔뼈 왼쪽 및 오른쪽 빗장뼈(clavicle)가 확인되었으나 3조각으로 파쇄되거나(왼쪽) 일부만이 남아 있었 

다. 오른확 scapula가 확인되었으나 medial border만 남아있어 비교적 손상이 심한 편이었다. 왼 

쪽 humerus는 머리부분과 위쪽 부분만이 남아 있었으며 오른쪽 humerus는 가운데 부분만이 남아 

있었다. 왼쪽 radius는 styloid process가 부서져 나가 있었으며 head부분은 관찰되지 않았다 오 

른쪽 radius는 2조각이 나 있었는데 역시 styloid process는 부서져 있었지만 head po1tion은 남아 

있었다. 왼쪽 비na는 。lecranon부분만이 남아 있었다. 손뼈의 경우는 다수 확인되었으나 파손된 

정도가심하였다 

다리뼈 , 왼쪽 femur의 경우, 아래쪽 부분과 머리부분, 목 부분이 남아 있었다. 오른쪽 femur의 경우 역시 

아래 부분이 남아 있었지만 가운데 부분은 3조각이 나 있었다 왼쪽 tibia의 경우, 2조각이 나있었 

으며 아래쪽 1/4 부위에서 부러져 있었다 오른쪽 tibia의 경우, 가운데 부분과 아래 부분의 2조각 

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왼쪽 fibua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 오른쪽 fibu la는 아래 부분이 각각 남 

아 있었다. 오른쪽 patella가 확인되었으며 발뼈는 Rt. Calcaneus, Left first metatarsal bone, Lt. 

Phalan탤S 가 각각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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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육안소견상에서의 특기할 만한 점뜰 

다음과 같은사헝들이 매산리 석곽옹관묘출토인골 조사과정 중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1. 뼈가작은조각으로파쇄되어 있는점 

머리뼈와 긴 뼈둡의 경우 예외 없이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는 자연적인 것이라기 보 

다는인위적인 결과로생각된다. 특히 뼈가들어있었던옹관의 최대 구경이 17-18 센티미터에 불과 

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 이 옹관 속으로 뼈를 그대로 넣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 

다 따라서 머리뼈의 경우에는 세골장과 같은 이차장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더라도, 파쇄하지 않으 

면 이 옹관 속에 념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긴 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작게 부 

서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머리뼈의 일부에서는 절단면이 예리한 부분도 관찰되어 자연적인 

파쇄로보기 어려운측면이 있었다. 

2. 근육이 닿는 푸위의 융기가 두드러진 점 

육안관찰 상으화는 피매장자의 경우, 병을 앓고 있었던 근거가 될만한 소견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 

였다. 특히, 단국대학교 방사선학교실 이인선 교수팀에 의해 촬영된 방사선 검사 소견에서도 뼈에 

남아 있는 이상소견은 전혀 관찰 되지 않아, 생전에 매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는 것을 알수 있었다. 다만 뼈에 근육이 닿는부위의 융기가 매우두드러져 있는특징이 관찰되었다 

는 점은 특기해 둘만 한데, 이는 생전에 피장자가 활발한 육체적 활통을 하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 일 

수 있다. 초기에 윤안으로 확인한 바 다리뼈의 일부가 크게 팽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인 

골 실물과의 대조결과 정상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성별및나이,신장판별 

피장자의 성별쓸 판별하기 위하여 머리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하였다. 우선 

Rogers(2005)에 의하여 성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특정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는 

supraorbital ridge 의 모양을 이용한 방법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머리뼈의 supraorbital ridge 

부분의 모양을 종이찰흙으로 본을 뜬 다음 석고로 다시 이 모양을 다시 재현하였다. 재현된 석고는 

가로 절단하여 Rogers에 의해서 제시된 여러 가지 형태의 supraorbital ridge와 비교하였다. 그 결 

과,피장자는남성일가능성이 높다고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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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피장자의 성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mastoid process의 모양에 의한 분류에 

서도 전형적인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어 피장자는 남성으로 판정하게 되었다. 

피장자의 나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피장자의 치아가 이용되었다. 먼저 정확한 치아의 종류를 판 
별할수 있는 4개의 치아들중에 위턱뼈의 왼쪽 송곳니와아래턱뼈의 첫번째 어금니를관찰하여 이 

를 치아 마모도에 의한 나이추정에 대한 Takei0984)법을 웅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피장자의 나이는 63.33 ± 0.23세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피장자의 신장을 추정하기 위하여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뼈들 중, tibia의 길이를 이 

용하여 신장을 추정하는 Choi0997)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tibia의 길이는 34.7cm로 확 

인되어 신장은 165 .75 ±4.23cm로 추정하였다. 

III. 미토콘드리아 DNA분석 

피장자의 유전적 특정을 확인하는 것은고대 및 중세인의 종족적 계통을꽉원할자료가 된다는 점 

에서 고인골의 정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데이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피장자의 뼈에 

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리하여 사람 개체마다 변이도가 높다고 알려진 hypervaria ble regions 

l(HVl) 및 2(HV2)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장자의 temp。ral b。ne에서 채취한 골편의 표면을 4센티 미터 정도 갈아낸 후 샘플을 가루로 파쇄하였 

다 total DNA는 Sambr。。k(1989)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pr。teinase K digestion: 및 phenol-chi。roform

extractio n meth。d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D - 1。。p는 Tully(2000) 및 

Steighner(1999) 등이 제안한 방법 에 따라 two overlapping fragments로서 확인하였다. 

DNA를 증폭하기 위한 PCR method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0-SOng의 DNA templ a te 이 사용되었는데 initia l denaturati。n을 95 ℃ 에서 2분간, 3 5cycl e의 

denaturation을 95℃ 에서 30초간, annealing을 58℃ 에서 30초간, extension을 72℃ 에서 30초간 시행하 

였다. Final extension은 7분간 시행하였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엽기서 열 분석 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징비된 automatic sequencer를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이 결과 피장자의 HVl및 HV2의 

서열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서열은 Anders。n(1 98 1) 에 의해 보고된 Cambridge Reference 

Sequence( CRS)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표 2), 

확인된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의 특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기 확인한 한국인의 

미토콘드리아 염기서 열과 Oota(1999)가 보고한 중국 산동성의 고인골을 분석하여 얻은 13개체 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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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콘드리아 염기서 열 등을 이용하여 phylogenetic netw。rk을 만든 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인골의 염기서 열달 함께 연산하여 확인하였다 

피장자의 미토콘뜨리아 DNA의 haplotype은 M*로 확인되었으며 피장자의 미토콘드리아 서 열에서 변이 

가 확인된 16223 및 73위치에서의 변이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보이는 변이의 위치인 점(Kim, 

200이을 고려해 펀다면, 수긍이 가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다섯 군데 

의 특정적 변이가 확인되는데 16223(T to C in 78% of K。reans), 16362(T t。 C and G in 39.9% 。f

Koreans), 73(A to Gin 99.1 % of K。reans), 263(A t。 Gin 98% of K。reans) and 310(five kinds 。f

p。ly C insertion) 등이 그것이다 (Lee et al., 1997). 이 중에서 16223과 73에서 변이가 확인되었다는 것 

은 이번 조사에서의 인골 DNA가 한국인의 유전자 풀에 온전히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고인골로부터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DNA에 의한 연구는 그 

숫자가많지 않아 이번 보고의 의미는크다고할수 있는데 최근까지 보고된 껏중가장주목할만한 

연구는 1999년 Oota에 의해 보고된 2000년 전의 산동성에 살던 사람들의 고인골로부터 분리한 미 

토콘드리아 DNA씌 비교연구가 되겠다. 즉, Oota는 이들 고인골로부터 미토콘드리아 DNA의 D

loop의 서열을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계 1298명의 미토콘드리아 서열로부터 구축된 

phyl。genetic tree에 이를 포함시켜 함께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환태평양지 역의 아시아인의 경우 

크게 보아 6개의 그룹으로나뉘어 지고 있다는점을보고하였다. 

Oota가 분리한 산동성 지 역의 고인골들은 이 들 6개의 그룹중에서 4개의 그룹에 분산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4개의 그룹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Gr。up I : C/T transiti。n at site 16223 with。ut TIC transiti。n at site 16362 

Group II TIC transition at site 16362 without GI A transiti。n at site 16319 

Gr。upV ‘ TIC transition at site 16217 with。ut substituti。ns at sites 16223 and 16362 

Gr。up VI TIC transition at site 16304 without substituti。n at sites 16223 and 16362 

Oota는 이 연구에서 산동성 고인골 집단(Yixi group)과 함께 동아시아 각 지 역의 민족집단에 있 

어서의 각 radiati。n group의 빈도를 계산하였는데, 우선 산동성 고인골 집단은 전체의 38%가 

Group VI에 포함꾀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한국인, 몽골인, 일본의 경우에는 Group I과 Group II 

가 더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중, Group I의 경우에는 o。ta의 연구에서 

확인된 모든 민족집단에서 모두 확인되는 비교적 분포가 넓은 radiation group에 속하지만 그 중에 

서도 특히 오키나와의 일본인과 광동성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radiation group II의 경우에는 몽골인과 한국인, 일본인에서 각각 34, 44, 40%의 높은 빈도 

가 확인되어 Group V가 주로 남아시아 7-l 역에 많이 분포승}는 집단인 반면에 Group II의 경우는 북 

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집단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즉, Oota0999)에 의하면 radiation 

gr。up I은 모든 민족에서 골고루 출현하는데 반해서 Group II는 한국인, 혼슈에 거주하는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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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동에서 높게 나타나며 Group III는 아메리카 인디언에서 , Group IV는 유럽인에서 , Group V 

는 폴리네시안에서 , Gr。up W는 대만의 한족과 산동성 고인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보 

고하였었다. 한편 Oota0999)는 한국인의 경우, Group II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Gr。up I이 , 다음 

에는 Group IV , V, VI가 소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거의 

유사한결과가도출되었다. 

본 연구진은 지금까지 확보한 74명의 한국인의 미토콘드리아 서 열 HV-106194- 16365)과 같은 

위치 에서의 중국 고인골 mtDNA(137B체분), 금번에 조사된 매산리 출토인골의 mtDNA를 BioEdit 

Sequence Alignment Editor로 계산한 다음 이 프로그램과 Network 4.1.1. 2(Fluxus Technology) 

를 이용하여 UPGMA Neighb。r phyl。genetic tree와 phyl。genetic network를 구성하였다. 그 결 

과는별첨한사진과같다. 

우선, UPGMA-·Neighb。r joining method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서는 한국인 전체의 mtDNA에 

서 Oota radiation group I과 II에 해당하는 그룹이 뚜렷이 확인되었고 이 그룹에는 Oota가 각 그룹 

에 속하는 것으보 생각했던 산동성의 고인골들 역시 차이 없이 속해졌다 이에 의하면 힌국인에서 

가장 많은 그룹은 o。ta0999)의 지적대로 Group II인 것으로 보이며 Group I은 이보다는 약간 적 

은 숫자이지만 이 그룹 안에 매산리 인골이 속해 있었다. 한국인의 mtDNA분석에서는 Oota분류 그 

룹 I과 II , 그중에서도 그룹 II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 그룹이 북아시아인에게서 

많이 출현하는 타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다. 금번조사에서 확인된 매산 

리 석곽옹관묘 출토인골의 경우에는 Group I에 속하는 것으로서 많은 민족/종족 집단에서 보편적으 

로 발견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o。ta의 조사에서는 류큐인과 광동성 사람에서 많이 발견되었었다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한 phyl。genetic mtDNA network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는 

데 매산리 인골의 경우는 한국인의 mtDNA변이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NJ tree에서 확인할 수 있었 

던 것처 럼 한국인에 가장 많은 Group II에 속하지는 않았다. 

IV . 종합고찰 

고려시대의 것으로 최초로 확인된 석곽옹관묘의 피장자는 나이 63.33±0.23세 , 신장 165.75 ± 

4.23cm로 추정되는 남성이다. 육안 및 방사선 소견상에서는특별한 이상소견은관찰 되지 않았지 

만 인골의 상태를 볼 때 , 피장지는 활발한 육체적 활동을 했던 건장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인골은 심 

하게 파쇄된 상태로 발견되어 이를 복원하였다. 인골의 파쇄는 의도적인 것으로 추정되며 옹관의 

좁은 입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옹관의 크기로 볼 때 이 석곽옹관묘의 인골은 2차장으로 

이 옹관안에 넣어졌던 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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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group I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생각되며 mitochondria 염기위치 16223 및 73에서 변이 

가 확인되는 ha plotype M*의 사람으로 생각 된다. Radiation group I은 아시아 지 역의 다른 민족 

집단에서도 많이 보이는 유형이지만 특히 오키나와 및 광동성 지역에서 그 빈도가 높은 유형이며 

이러한고인골에 대한유전학적 정보는추후의 다른사례의 경우와함께 고려되어 한국인의 기원과 

관련 중요한 자료뚱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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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 ription 。n the b。nes

Partia lly rec。nstructed ; Fro ntal , parietal and temp。ra l b。nes re ma ined; Lt. maxilla part 

re ma ined; Rt. and Lt. zyg。matic arch br。ken 。r l。ss; Part 。f rt . temp。ra l b。ne used f。l

mtDNA analys is; Lt. mast。id pr。cess remained; Lt. external audit。ry meatus identified ; Rt. 

supraorbital arch preserved; Skull fragments n。t used f。l rec。nstructi。n c。llected. Teeth 

(Used for age estimati。n)

Manubrium 。f sternum (Articular facets fo r 11. Clavicle and 1st rib br。ken); Sacrum (Sacral 

pr。m。nt。ry, Lt. Ala remained); Rt. Hip b。ne (Acetabular pa rt re mained) ; Rib fragments; 

Vertebra (7 pieces) 

Lt. Clavicle (Bro ken as 3 pieces) ; Rt. Clavicle (Acr。mial end re ma ined); Rt. Scapula (Medial 

b。rcl er remained); Lt. Humerus (The head and uppe r part re mained ); Rt . Humeru s (Midp1ece 

Upp앉 extremities I remained ); Lt. Radius (Sty l。 i d pr。cess br。ken ; head pa rt l。ss ) ; Rt. Radius (Tw。 pieces, 

L。wer pa다 remained; styl。id pr。cess broken , head paπ remained) ; Lt. Ulna (Ol ecran。n part 

Skull 

Axial B。nes

L。wer extre mities 

re mained); Hand b。nes

Lt. Femur (L。wer part , Fe mu r head and neck reπiained; ep i c。ndy les seve re ly l。ss) ; Rt. 

Fe mur ( L。we 1 paπ remained; epic。ndyles severely l。ss, Miclpiece br。ken as 3 pieces); Lt. 

Tibia (Tw。 pieces, Br。ken at l。wer 1/ 4 level); Rt. Tibia (Midpiece‘ and l。wer pa rt remained 

as 2 separate p ieces); Lt. Fi bula (Midpiece remained); Rt. Fibula (L。we1 part rema ined); Rt. 

Pate lla; F。。t b。nes (Rt. Ca lca neus, Left first metatarsal b。ne, Lt. Phalanges 。f T。e preserved) 

〈표 2) 매산리 9호분혈토 인골의 미토콘드리아 염기서열분석 

p。lymorphic p。sitions1l

M• 

16223 。fHVl

c 
T 

73 。f HV2

A 

G 

Samples 

CRS 

N0 9 。f II-2 

T-la pl。g1 。u p

1) Numbe red acc。rding t。 p ublis hed Camb ridge Refe re nce Seq uence (CRS, Anders。n et al..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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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A) 현장에서 수습된 인골 펀을배열한모습, (8) 복원된 두개물의 모습 

(A) 현장에서 수습된 인골 편을 배열한 모습. 1개체 분의 인골이 확인되었으나 파쇄가 심하게 되아 있었 

다. 특히 두개골과 긴 뼈에서 이 런 현상이 두드리졌다. (B) 복원된 두개골의 모습‘ 별표가 찍힌 부분이 원 

래 파편화 되어 있던 두개골 부분이다 F1。nta l b。ne의 일부는 지점토로 보강하였다 Zyg。ma tic bone의 

일부가 남아 역시 복원하였다 작은 그림은 가로로 절단된 supra。rbital r idge의 모형 이다 아래 그림은 

Roger(2005)에 의해 제시된 남성과 여성의 suprao rbital ridge의 에시도인데, 남성 1번과 그 모양이 유사 

한것을알수있다, 

male female 
/ ’-f-、 -2- -3- -7- -6- -5-

;、~f' t1 u u LJ u 
니 니 LJ u 

U' U u 니 LJ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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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C) 복원된 두개골의 일부 (미와 (티, (티는 각각 옆, 아래, 안쪽에서 본 mastoid process의 사진 

(C) 복원된 두개꽃의 일부 역시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것 (하얀 별 표시 부분)을 이어 붙인 것이다 

이처 럼 작은 조각으로 나원 이유는 옹관 안에 쉽게 넣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D) t。 (F) 

mast。id pr。cess의 그림 이 매장자의 mast。i d pr。cess의 모양은 남성의 특정을 나타내고 있다 D와 E, 

F는 각각 옆, 아래 , 안쪽에서 본 m< stoid process의 사진이다 별 표시 부분이 masto id pr。ces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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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_xlllary ’· ’ '~'- Mt M2 MJ 

~ · lingual 없행짧폈 
Right 

흉꿇£흥표[i) 

B~::~↓l겠~뽑뚫$ 
치아의 분석. (A) 아래턱뼈의 첫번째 어금니 (B) 위턱뼈의 송곳니. (C) 아래턱뼈의 첫번째 및 두번째 

prem o lar teeth. (D) 정확히 구분하기 어 려운 치아 파편들. (E) 위치가 확인된 치아들. O은 연령 판별에 

사용된 치아들이며 @은 위치는 확인되었지만 연령판별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닫이다. 연령판별은 단국 

대학교 치과대학 한원정/김미은 교수팀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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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여러 가지 수습된 뼈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수습된 뼈들의 모습들. (A) 1st metatarsal b。ne . (B) femur의 아래쪽 부분. 근육이 닿는 부위 

가 심하게 융기되어 있는데 (점선 안 부분) 이러한 특정은 피장자가 육체적으로 팔발한 일생을 보냈다는 

것을 말해 준다- (C) to (F) 피장자의 긴 뼈들.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개골들과 마찬가지로 옹 

관내에 넣기 편하게 하는 이유에서였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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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적 조사 결과. (A) Humerus 

(B) Femur (C) 두개골 단국대학교 

방사선학교실 이인선교수의 조사 결 

과 특별한 병변 소견은 관찰되지 않 

았다. 

〈사진 5) 여러 까지 수습된 뼈들의 모습들 

〈사진 6) 에서 아래 점선 박스부분은 이번에 조사된 매산리 출토 인골이다 이 그램은 UPGMA-Neighb。r

joining meth。d에 의하여 산출된 그림이다. 그림에서 검은 색 점(.)은 Oota0999)가 중국산동성 및 현 

재 살아 있는 사땀들에 대한 mtDNA 결과에 의한 r< 

빗금 점은 그룹 V를 가리키며 회색점(口)과 하얀점(口)은 각각 Gt。up I 및 Group II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인의 mtDNA분석에서도 이러한 분포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서 o。ta의 결과와 거의 같은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의 mtDNA분석에서는 o。ta분류 그룹 I과 II ' 그중에서도 그룹 II에 속하는 사람들 

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 그룹이 북아시아인에게서 많이 출현하는 타입이라는 섬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다. 금번조사에서 확인된 매산리 석곽옹관묘 출토인골의 경우에는 Group I에 속하는 

것으로서 많은 민족/종족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ta의 조사에서는 류큐인 

과 광동성 사람에서 많이 발견되었었다 위 점선과 아래 점선으로 묶인 부분이 각각 o。ta0999)에 의한 

radiation group I과 II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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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었〈。 

P•91<0 。써 

””ONA network among ancient Korean an<l ancient Chinese i”‘livillluals. 
The ne‘work was con었ructe<l by use of a part of HV-1 nucleotide seque”ces of 14 individuals from Yixi Han site 

(Oota et al. , 1999’ and the same sequence of a buried ”erson from Maesan-ri, Ans1”l!J, Korea constructed 
durin !I G Ol}'eo D”iasty. 

〈사진 7) mtDNA network 

mtDNA netw。rk. 앞에서 별표가 표기된 부분이 매산리 인골이다. 밑줄친 숫자가 표시된 노드는 산동성 

고인골의 일련번호이며 , 이 network에서는 o。ta(1999)의 radiation group에 의한 그룹의 분류가 본 연 

구진에 의해 시행된 mtDNA에서도 역시 확인되었는데, o。ta 분류에 의한 radiation group은 각각 그림 

자 색깔로 구분해 놓았고, Gr 이라는 이름으로 병기해 두었다. 동그라미가 노드인데 노드의 크기는 해당 

변이를 가진 개체수와 비례한다, 숫자로 표기된 곳은 mtDNA의 변이가 일어난 위치이다. 매산리 인골의 

경우는 한국인의 mtDNA변이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NJ tree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 럼 한국인에 가장 

많은 Gr II에 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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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졸휠l 

竹,,山地域 新鍵見 文f~~뿔물훨 

白種f五·吳虎錫*

-

I . 머리말 

죽산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안성시에 속하며, 동쪽으로는 안성시 일죽변 북쪽으로 용인시 백 

암면, 남쪽으로는 충북 음성군, 서쪽으로는 안성시 삼죽변과 접하고 있다. 원래 죽산면은 일죽면과 

삼죽변 뿐만아니라 용인시의 원삼면과 백암면까지 관할하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 이곳은 오랫동 

안 경기지역과 삼넘지방을 연결히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많은 문화 

유산이 남아있게 띄었다. 

지금까지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보고된 바는 없으나 신석기시대를 포함한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 

고 있으므로 좀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존재가 확인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시대의 경 

우 봉업사지 3차 발굴조사에서 신석기 유물이 확인되었다. 1) 죽산리 신석기유적은 신석기시대 후기 

중에서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서해안 일대 유적의 빗살무늬토기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아 

니라 중부내륙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장원리유적3)에서 무문토기와 간돌검 퉁이 보고된 이후 죽주산성 발굴조사에서 민무늬토기가 출토 

되었으며 ,4) 망이산성에서는 민무늬토기를 비롯한 덧띠토기,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그리고 쇠뿔 

·京짧道博物館 

1) 경기도박물관, 2005, 『高麗 王室좋刺 奉業좋」 '51쪽. 

2) 백종오 강진주, 2005 , 「安城 竹山里 新E뚫時代 遺題에 대하여」, f韓國古代文化冊究』 , 백산자료원, 21쪽. 

3) 경기도박물관, 1997, r경기문화유적지도」 I , 102쪽 

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 「죽주산성 남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지료집」 ‘ 

부록4 221 



\、

、、

〉\、

용인시 
\ 

매산리보분군 (_/ ___ © ® 

l 0 
삼죽면 / 

-/《、‘-、 // 

/ 
/ 

@ 

@ 

® • 

@ 

죽주산성 
• 

@ 

@ 
@ 

@ @ 

〈지도 1) 죽산지역 신발견 문호묶적 분표도 

222 갖城 梅山里 펴隨 古낀mt 

일죽면 

1. 뚝주산성 동사연 추정 고분군 

2. 매산리아랫절터 

3. 죽산리석탑재 

4. 매산리 유물산포지 1 

5. 때산리유물산포지 2 

6. 때산리유물산포지 3 

7. 때산리 유물산포지 4 

8. 때산리유물산포지 5 

9. 좁산리유물산포지 l 

10. 죽산리 유물산포지 2 

11. 죽산리 유물산포지 3 

12. 죽산리 유물산포지 4 

13. 죽산리 유물산포지 5 

14. 장원리 유물산포지 1 

15. 장원리 유울산포지 2 

16. 장원리 유물산포지 3 

17. 장원리 유물산포지 4 



모양 토기 손잡이등 여러 토기와 간돌창, 홈X내, 반달돌칼 퉁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5) 또 봉업사지 1∼3차 발굴조사에서도 민무늬토기와 붉은간토기 , 그리고 돌도끼와 반달 

돌칼 퉁이 출토되어6) 죽산 일대에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죽산지역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던 것 

으로이해된다. 

삼국시대 들어와지리적으로교통의 요충지로서 주목되면서 죽산지역에는삼국의 문화가다OJ:"하 

게 전해졌으며, 고려시대에는 태조대부터 관방유적에 대한 역사와 불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말 이후 외적들의 침입경로로 이용되면서 대부분 유적들이 피해를 입었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많은불교문화재와다양한유적이 남아있다. 

이 글은 매산리고분군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진행한 죽산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새로이 찾 

아진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고분유적과 불교유적 그리고 기타 유물산포지로 구분하여 각 

유적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어서 이들 유적들이 분포상으로나 똘토유물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新發見文化遺題

1 . 古瓚遺題

죽산지역에서 조사된 고분유적으로는 매산리고분군, 죽산리 묘골 고분군, 죽주산성 남사면 고분 

군, 용설리 고분, 당목리 추정 고분7) 퉁이 있으나 매산리고분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표조사만 이루 

어진 상태로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 새롭게 찾아진 죽주산성 동사면 추정고분군은 

그 유물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매우 큰 규모의 유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죽산지역의 삼국문화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하문식, 2002, 「청동기시대의 전개와 발전 - 유적과 유물」 , 『경기도사』 제1권 선사시대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18-219쪽, 

6) 경기도박물관, 2002 , 『奉業츄』 , 434-435쪽 

경기도박물관, 2005 , 앞의 책 ' 180쪽 

7) 죽산면 당목리에서는 유개호와 유개병 퉁이 매장문화재로 출토 신고되었는데(국립중앙박물관, 1989, 『重몇發見 

얻용藏文化財圖錄』 I , 187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동 입지상으로 보아 고분일 가능성이 높다(경기도 

박물관, 2005, 『安城 梅111 里 古境群 發f댐 ID힘3흥 m옵報告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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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죽산지역고분현황 

구분 유적명 소재지 T 。r굳己 시대 지도번호 

죽산리묘골고분군 죽산면죽산리 토기,자기 고려 안성 68 
• ‘------죽주산성남사면고분군 죽신연죽산리 +- 미상 안성 68 

---- --- ·* 

용설리고분 죽산면용설리 미상 안성 88 
-------+----

4 당목리추정고분 죽산면당목리 인화운토기병 , 호 통일신라 안성 88 
} 

5 죽주산성 동사연추정 고분군 죽산면 매산리 원저단경호,고배 -"J-국 안성 68 

1) 죽주산성 동사면 추정고분군(사진 1∼2 , 도변 1) 

( 1 ) 현황 

죽주산성 동북-포대기- 있는 곳에서 동북쪽으로 흘러내린 사변에 해당한다 동쪽에는 청미천이 북 

에서 남으로 흘러 죽산천과 합류하며, 하천을 사이에 두고 경작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현재 숙박시 

설과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고, 일대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절개되어 유구의 잔존 여 

부는 불확실하다. 숙박시설 공사 중에 원저단경호 등의 유물이 완형으로 출토되기도 하였다고 전한 

다. 채집된 유물은 굽모양의 손잡이 달린 뚜껑을 비롯하여 단각고배편과 타날문토기편 동으로 모두 

경질토기이다. 유물은주로 절개지 하단부에 분포하고 있어 공사로 인해 사변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2) 유물 

도면 1 -Q)(사진 2-Q))은 회청색 경질토기로 굽 형태의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다. 구연의 형태는 드 

림부가 ‘「’ 자 형태를 띠고 있다. 태토는 소량의 모래 알갱이가 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높이 5.2cm, 추정입지름 13cm, 손잡이지름 Scm 

도띤 1-~(사진 2-@)는 회청색 경질토기로 고배의 대각과 동체의 일부가 남아있다 대각은 ‘八’

자형으로각단은밖으로살짝벌어진형태이다. 태토는사립이 소량포함되었다. 

진존높이 4.6cm , 굽높이 2.Scr끼 

도면 1 -0)(사진 2-~)은 회청색 경질토기로 호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밖으로 벌어졌고, 경부는 

호형으로 몸체에 이어진다.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태토는 치밀하다. 

두께 0 . 6cm 

도면 1 -@(사진 2-0))는 회청색을 띠는 경질토기로 동체부와 경부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외면에 

느 선문을 타날한 후에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횡침선을 돌렀으며, 경부에는 소문화하였다. 태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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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되었으며 소성상태가 좋다. 

두께 0. 4cm 

도면 1-0)(사진 2-@)는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 

을 중복 타날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소성상태가 좋지 못하다 

두께 1.lcm 

도면 1-@(사진 2 @)은 속심이 회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박자를 

이용하여 선문을 중복 타날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었다. 

두께 lcm 

도면 1-(])(사진 2-@)은 속심이 회청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통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 

한 후에 3cm 정또의 간격으로 횡침선을 돌렸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포함되었다. 

두께 0. 7cm 

도면 1-@(사진 2-0))은 회색의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조밀한 승문이 새겨졌다. 태토 

는비교적치밀하다. 

두께 0.6cm 

도면 1 @(사걷l 2 @)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통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중복타날되었으며 태 

토는 소량의 가는 모래가 포함되었다 

두께 0. 6cm 

2. 佛敎週趙

죽산지역에 분포하는불교유적에 대한조사는 6∼70년대에 간략한소개8)가 이루어진 이후로미진 

한 상태였다. 이후 봉업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현재 죽산지역에는 봉업사지를 중심으로 많은 불교 유책이 남아있는데, 매산리 

사지 , 묘골사지 , 장명사지를 비롯하여 죽산리석불입상, 죽산리석탑, 장원리석탑, 두현리석조삼존불 

등 많은 석조문화재가 남아있으며, 봉업사에서는 청통봉업사명향로(보물 제 1414호) 동 60여점에 달 

하는금속유물9)이 출토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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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죽산지역 불교문화재 현황 

구분 유물명 소재지 

1 봉업사지석불입상 현) 죽산면 칠장리 764 

2 죽산리석불입상 죽산면죽산리산6-2 

3 매산리석불입상 죽산면매산리 266 

4 장병사지석조대좌 죽산변 죽산리 515-2 

5 두현리석조삼존불 죽산면두현리 53-10 

6 묘꼴사지연화대석 죽산면죽산리 

7 안성공원내 석조여래죄ι상 현)낙원동αη-5 

8 장원리석조보살좌상 현) 죽산면 칠장리 764 

9 죽산리오충석탑 죽산변죽산리 14용5 

10 죽산리삼층석탑 죽산연 죽산리 24[ )-2

11 매산리오충석탑 죽산면매산리 365-3 

12 죽산리석탑 죽산변죽산리산6-2 

13 장원리석탑 죽산면장원리 

14 칠장사원통전앞석탑 죽산면칠장리 764 

15 용설리석탑 죽산면용설리 

16 봉엽사지당간지주 죽산면죽산리 728 

17 칠장사당간및지주 죽산면칠장리 801-1 

18 칠장사혜소국사비 죽산면칠장리 764 

8) 죽산면의 불교유적을 소개한 자료로는 다음과 같다 

정명호, 1961, 「安城의 石佛」, 『考古美術』 12 , 한국미술사학회. 

신영훈, 1961,「安城那의 E搭(-)」, 위의 책. 

_ ,1961, 「安城那의 石훔(二)」, 위의 책 , 

시대 

고려 

나말여초 

960 
Cf:)7 

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993 

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고려 

1080 

Hanict Mattusch, 1962, 「安城 二竹面의 홈흉立像과 훌座」 , r考古美術」 28, 한국미술사학회 

신영훈, 1965, 「安城君~ 七長츄의 ID히흉」, 『考古美術』 53 , 한국미술사학회. 

최성봉, 1965, 「竹山 南山의 石搭 E佛」, r考古美術』60, 한국미술사학회 

_ , 1973 , 「安城 竹山의 -O:f흥」 , 『考古美術』 117 , 한국미술사학회.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9,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9) 경기도박물관, 2005, 앞의 책,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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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산리 매곡 석탑재(사진 3∼4 , 도변 2) 

( 1 ) 현황 

죽산향교가 있는 죽산리 매곡마을회관 뒤편의 민가 뒷마당에 석탑의 갑석으로 추정되는 정방형 

의 석재가 놓여있다 192 × 191 × 20cm의 대형으로 상면 중앙에 탑신석을 받치기 위해 마련한 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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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어있다. 부재의 크기로 보아 원래 석탑은 대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는 기와편 

을 비롯하여 토 자기편 퉁이 모두 확인된다 기와는 어골문과 연화문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복합 

문 계열이 주를 이룬다. 갑석이나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사찰이 있었던 것으 

로추정된다. 

(2) 유물 

도면 2 @(사진 4-G))은 회색 경질의 암기와편이다 태토는 가는사립과 석립이 포함된 점토질을 

시용하였다. 배면은 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은 포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측면은 와도를 내면 

에서 배면으로 1/107}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0. lcm, 잔존너비 15.3cm , 최대두께 2.4cm 

도면 2-@(사진 4 -@)는회청색 경질의 어골문 암기와편이다 태토는 다량의 가는사립이 섞여있 

는 점토질이다. 배면은 중앙에 2중의 원문을 새기고 그 안에 사방으로 뻗은 어골문을 타날하여 연화 

문을기하학적으∼로표현하였다. 내면은빗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6.Scm, 잔존너비 10.4cm, 최대두께 2.lcm 

2) 매산리 아랫절터(사진 5∼8, 도면 3∼4) 

( 1 ) 현황 

비봉산과 죽주산 사이에 형성된 묘골 고개를 넘으면 매산리 장광마을에 이른다 죽주산성에서 비 

봉산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매산리고분군이 있는 가지능선 사이의 계독부를 따라 중턱까지 오르면 

50 × 40111 규모의 평탄지가조성되어 있는데 , 이콧에 석축과유물이 산재하고 있다 사지는동향하고 

있는데 , 북동쪽은 계곡부의 수해로 유실되었다. 3단으로 대지가 조성되어있는데 , 가장 높은 북쪽에 

는민묘가조성되어 있다, 사지의 중앙부분에는 90 × 1 20cm의 크기의 뱃돌이 남아있다. 채집유물로 

는기와류가대부분이며 , 이 밖에 토자기류가함께 확인된다. 

(2) 유물 

도면 3-G)(사진 7-G))은 회청색 경질 수키와편이다. 배변에는 거치문과 함께 화문이 새겨졌다. 내 

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측면은 내면에서 O.Scm 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되었다. 

잔존길이 16.Scm, 잔존너비 12cm , 두께 2. 4cm 

도면 3-@(사진 7 -@)는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배면에는 너비 7cm 정도의 시문구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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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골문을중복되게 타날하였다. 내면에는포흔이 조밀하며,하단을조정하였다. 태토는가는사립 

이 다량으로 포함되었다. 

잔존길이 23cm, 잔존너비 15cm, 두께 2.3cm 

도면 4-CD<사깐 7 -Q))은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배변에는 중앙에 2조의 선이 표현된 어골문 

이 타날되었다. 내변에는 매우 조밀한 포흔이 관찰된다 내면 하단은 조정하였다 측면은 안에서 밖 

으로 0.3∼0.8cm 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7.8cm, 잔존너비 12.3cm, 두께 2.lcm 

도면 4-~(사진 s-CD)는 회갈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몽체는 직립하다가 구연에서 90 로 꺾 

여 있으며, 직립딴 턱이 마련되었다- 내변에는 물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되었다 

두께 0.4cm 

도면 4-Q)(사전 8-~)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박자흔이 관찰되나 매우 희 

미하다. 내변에눈 점토대를 붙인 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다. 

두께 0.6cm 

도면 4-@(사전 8-Q))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바닥은 편평하며, 내면에 물손질흔과 점 

토대를말아올린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다량의 기는사립이 포함되었다. 

두께 0.6cm 

도면 4-0)(사전 8-0))는 청자접시의 저부편이다. 폼체는 사선으로 굽에 이어지며 굽은 죽절굽의 

형태이다. 내변에는 중앙에 화문을 두고 3조의 횡침선을 두었으며 다시 작은 국화문을 백상감하였 

다. 접지면에는 굵은 사립을 받쳤던 것으로 여겨진다. 유약은 녹색으로 전면시유되었으며 , 태토는 

회청색으로치밀하다 

잔존높이 1.8cm, 굽높이 0.6cm, 굽지름 3.9cm 

도면 4-@(사잔 8-@)은 청자의 통체부편이다 내변에 불규칙한 횡침선이 상감되었으며, 바닥에 

는 태토비짐을 붉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진녹색을 띠지만 소성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태 

토는회청색으로가는사립이 포함되었다 

두께 0.7cm 

도면 4-(2)(사진 8-@)은 백자발의 저부편이다. 내변에는 내저음각이 돌아가며 바닥에는 태토비짐 

의 흔적 3개가 관찰된다. 굽은 직립하였으며 안바닥이 살짝 오목하다 유약은 굽부분을 제외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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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었으며 , 태토는 회백색으로 치밀하다‘ 

잔존높이 2.9cm, 굽높이 0.7cm, 굽지름 6cm, 접지면폭 lcm 

3. 其他週趙

죽산면 일대에서 확인된 고고유적으로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유적은 주또 매산리, 죽산리, 장원 

리 동의 나지막한 구릉 사변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죽산지역이 오랫동안사람들의 터전으로활용되었음을알수 있다. 

〈표 3) 죽산지역 신발검 기타유적 

구분 유물명 소재지 시대 비고 지도번호 

1 매산리유물산포지 1 죽산띤매산리장광 토기 삼국 안성 67 

2 매산리유물산포지 2 죽산면 매산리장광 토기 삼국 안성 68 

3 매산리유물산포지 3 죽산면매산리관암 토기 심국-조선 안성 68 

4 매산리유물산포지 4 죽산연매산리상구산 토기 삼국-고려 안성 68 

5 매산리유물산포지 5 죽산면 매산리 538일대 기와,자기 고려∼조선 안성 68 

6 죽산리유울산포지 1 죽산연죽산리 기와,토기,자기 고려조선 안성 67 

7 죽산리유울산포지 2 죽산면죽산리 617 무문토기, 기와 청동기 고려 안성 67 

8 축산리유울산포지 3 축산변죽산리 토기,자기,석제용기 조선 안성 67 

9 죽산리유울산포지 4 죽산변죽산리 기와 고려 안성 68 

10 죽산리유울산포지 5 죽산면죽산리 기와,토기,자기 삼국-조선 안성 68 

11 장원리유물산포지 1 죽산연장원리 508 기와, 토기,자기 고려-조선 안성 77 

12 장원리유물산포지 2 죽산연장원리 기와,토기,자기 고려-조선 안성 78 

13 장원리유물산포지 3 죽산연장원리 기와,토기,자기 고려-조선 안성 78 

14 장원리유물산포지 4 죽산연장원리 기와,자기 고려-조선 안성 88 

1) 매산리 유물산포지 1(사진 9∼10, 도면 5) 

( 1) 현황 

매산리 장광마쓸 竹山齊에서 동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 매산리고분군이 있는 능선에 있는 경작지 

에서 토기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이곳은 해발 180m 가량 되는 곳으로 능선은 동북흥t하고 있다. 경 

작지의 최통단에는 유구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석재가 상면만 노출되어 있으나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유적의 법위는 40 X 50m 정도이다. 유물은 대부분 회청색을 띠는 겸질 타날문토기로 문양 

으로보면선문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삼국시대의 유적이 존재할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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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도변 5-CDC사진 10-(D)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경부편이다. 경부는 직립하였고 톰체는 넓게 벌어졌 

는데, 외면에는 선문을 타날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횡침선을 불규칙한 간격으로 그었다. 태토는 모 

래가포함되었으나 소성상태가양호하다. 

두께 0.6cm 

도면 5 -~(사진 10 @)는 회청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경부편이다. 경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구연부 쪽에서 밖표로 벌어졌다. 외면의 옴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고 경부와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치밀하다 

두께 o.6cm 

도면 5-Q)(사진 10-G))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분을 타날한 다음 도구를 

이용하여 횡으로션을그었다. 내변에는물손질흔이 남아있다 태토는정선되었다‘ 

두께 0.4cm 

도면 5-@(사진 10-@)는 회청색의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분을 새기고 도구를 이용 

하여 횡선문을그었다. 태토는매우치밀하다. 

두께 0.6cm 

도면 5-G>C사진 10-G))는 회청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변에는 선문을 타날하였으 

며태토는정선되었다. 

두께 0.4cm 

도면 10-@(사진 10-@)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푼을 교차되게 중복 타 

날하였다. 내면에눈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소성상태가 양호하다. 

두께 0.5cm 

도면 10-Q)(사진 10-@)은 석기로 추정되는 석제편이다 양쪽면을 갈아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지 

면 편이 작아 정확딴 용도는 알 수 없다. 

잔존길이 5.2cm, 최대두께 1.lcm 

도면 10-@(사진 10-Q))은 숫돌편이다. 단면형태는 삼각형 에 가까우며 양면을 사용하였다. 

잔존길이 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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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산리 유물산포지 2(사진 11∼12 , 도변 6) 

( 1) 현황 

매산리 장광마을 입구에 있는 “성바울의 집”의 뒤편의 구릉 남사면과 경작지에서 토기편이 수습 

되었다 이곳은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사면으로 구릉 정상부에서 흡러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물이 분포하는 범위는 30 × 60m 가량이다. 수습된 유물은 매산리 유물산포지 1의 양상과 매 

우 유사하고 이될 유물이 구롱 상에서 흘러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곳 장광 

마을 일대에 삼국시대의 대규모유적이 존재할가능성이 높다고할수 있다. 

(2) 유물 

도면 6 @(사진 12 @)은회청색 경질토기로호의 경부편이다. 경부는직립하며 사선으로통체와 

연결된다. 외면판 종방향의 평행선문이 시문되었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 흔이 보인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소량혼입되었다. 

두께 0.4cm 

도면 6-(?)(사진 12-(?))는 회색 연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교차타날 되었으나, 

마모가심하다 내면은물손질 되었다. 태토는기는사립이 소량포함되었으나정선되었다. 

두께 0.7cm 

도면 6-G)(사걷l 1 2-G))은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종방향의 평행선문이 시문 되었으 

며 ,2조의 횡침션이 돌아간다. 내면은작은사립들이 노출되었다. 태토는가는사립이 다량섞여있다. 

두께 0.5cm 

도면 6-@(사진 12-Q))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평행선 

문이 종방향으로타날되었으며 , 4조의 횡침선이 0.5∼O.Scm 간격으로 돌아간다, 내면은물손질 되었 

다 태토는정선꾀었다. 

두께 0.4cm 

도면 6-Q)(사전 12-@)는 외면은 황회색을 내면은 황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 

은 평행선문이 교차 타날되었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다. 

두께 0 . 3cm 

도변 6-@(사전 12-@)은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평행선문이 교차 타날되었다. 

내면은정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면이 고르지 못하다. 태토는굵은사립이 다량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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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0.6cm 

도면 6-Cl)(사진 12-Cl))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혹회색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0.1 × 

O.lcm 정도 크기의 격자문이 확인된다. 내변에는 격자문의 박자흔이 관찰되나 물손질되어 희미하 

다. 태토는정선되었다. 

두께 0 . 5cm 

3) 매산리 유물산포지 3(사진 13∼16 , 도면 7∼8) 

(1) 현황 

매산리 관암마을 뒤편의 해발 120m 내외의 구릉 사면에 해당한다. 매산리 유물산포지 2에서 동쪽 

오로 계속 이어지는 능선의 말단부이다. 현재는 대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보 삭평하여 경작지로 활 

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물은 절개면을 포함한 경작지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유적은 100 × 70m 

정도의 범위이며, 유물은 기와편, 토기편, 자기편 등 다양한데 선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토기는 매 

산리 유물산포지 1∼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계통이다. 

(2) 유물 

도면 7-CD(사센 14-CD)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배면에는 한변 4.5cm의 방 

형 구획 안에 6협의 연화문을 새기고 구획 밖 하단에는 어골문을 타날하였다. 내면은 포흔이 남아있 

으며,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2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lOcm, 잔존너비 9.8cm, 두께 2.2cm 

도면 7-@(사진 14-@)는 회청색 경질의 복합문 암키와편이다. 배면은 차륜문과 어골문을 새긴 

후 물손질 하였다. 차륜문은 지름 5cm 가량의 크기인데 , 밖으로 1조의 운분이 새겨져있으며 , 그 아 

래에 어골문이 사문되었다. 내면은 포흔이 있고 마포가 접혀 눌린 흔적이 있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 

로 1/3가량 그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9.7cm, 잔존너비 11.6cm, 두께 2.lcm 

도면 7-~(사씬 is -CD)은 황갈색 연질 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넓게 벌어졌으며 구순은 밖드 

로말아붙였다. 몽체 외면에는 여러 줄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내면은아무런문양이 확인되지 않는 

다. 태토는가는모래가많아사질에가깝다. 

두께 0.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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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사진 15 @)는 병의 구연부편으로 회청색을 띠는 경질이다. 구떤은 목에서부터 밖으로 

벌어져 올라오다 직립하였으며, 외면에 2조의 돌기선이 돌아간다. 몸체의 목부분에는 1조의 파상문 

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으나, 물레흔이 관찰된디 . 태토는 작은 모래 알 

갱이가포함되었다. 

두께 0.7cm 

도면 7-QJ(사진 15-G))는 회청색 경질의 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선문이 교차 타날되었으 

며,내면에는희미한물레흔이 남아있다. 태토는사립이 소량포함되었다 

두께 0 . 4cm 

도면 7-@(사진 15 -@)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규칙적인 타날하고 

lcm 내외의 간격으로 횡침선을 그었다 태토는 정선되었다 

두께 0 . 3cm 

도면 s-CD<사진 15 -QJ)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돌대를 돌렀으며, 내면에느 

격지문이 타날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포함되었다. 

두께 0 . 9cm 

도띤 8-@(사진 15-@)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바닥은 편평하며 

몸체는 사선을 그퍼며 올라간다. 내띤에는 회전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포함 

되었으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잔존높이 3cm, 꽁체두께 0.6cm 

도면 8-G)(사진 16-CD)은 분청사기 접시편이다. 몽체는 둥근 호형으로 구연부가 직립하였다 외 

면에는 4조의 음각선이 돌아가며, 내면 바닥에는 2조의 음각선이 백상감되었다, 유약은 내외면에 

모두 시유되었으내 고르지 못하다. 태토는 회청색을 띠며 정선되었다. 

두께 0.5cm 

도면 8-@)(사진 16 @)는 분청사기 접시편이다. 몸체는 사선을 이루며 구연부에 이어진다- 내외 

면에는 평행한 원권문과 함께 인화문이 빼곡히 시문되었다. 유약은 녹색으로 전면시유되었다 태토 

는 치밀하며 회청색을 띤다. 

두께 0 . 5cm 

도면 8-QJ(사진 16-G))는 분청사기 저부편이다. 외면에는 장식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내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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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에는 중앙에 연화문 백상감하고 2조의 평행한 원권문 사이에 국화문을 될렸다. 굽이 낮고 바닥이 

편평하며 접지떤에는 내화토 비짐의 흔적이 있다. 유약은 굽 일부를 제외짜고 시유되었으며, 태토 

는회청색으로정선되었다. 

잔존높이 1.5cm, 굽높이 0.4cm , 굽접지면폭 0.4cm , 굽지름 4. Son 

도면 8-@(사진 16-Q))은 청자 저부편이다 외면에는 음각선이 확인되지만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다. 내면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닥까지 이어진다. 굽은 직립하였다. 접지면과 내면에는 내화토 

비짐을 붙였던 흔적이 남아있어 포개구이임을 알 수 있다 유약은 진녹색으로 바닥 일부분을 제외 

하고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치밀하고 정션되었다. 

잔존높이 3.4cm, 굽높이 0.7cm, 굽접지면폭 0.6crn, 굽지름 6.6cm 

도면 8-CZ)(사낀 16-@))은 백자발 저부편이다. 내면에는 넓은 내저원각이 돌아가고 굽은 죽절굽의 

형태이다. 접지띤과 내면 바닥에 내화토비짐을 붙인 흔적이 4개가 관찰된다. 유약은 바닥을 제외하 

고 시문되었으며, 태토는 회백색으로 치밀하다. 

잔존높이 4cm, 굽높이 0.9cm, 굽접지변폭 0.6crn , 굽지름 5.4crn 

도면 8 @(사전 16-@)은 백자발 저부편으로 굽과 몸체 하단부의 일부만 남아있다. 굽은 놈고 접 

지면 폭이 좁으며, 모래받침의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 바닥에는 내저원각이 돌아간다. 유약은 유백 

색으로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매우 치밀하다. 

잔존높이 4.3cm, 굽높이 1. 2cm, 굽접지면폭 0.3cm, 굽지름 7cm 

도면 8-(2)(사전 16 - CZ))는 사암질의 숫돌편이다. 양쪽 모두 결실되었으나 남은 형태로 보아 4면을 

모두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9‘ 7cm 

4) 매산리 유물산포지 4(사진 17∼18 , 도면 9) 

(1) 현황 

매산리 상구산에서 장광저수지로 넘어가는 비포장 도로변의 절개지와 경작지에서 유물이 확인된 

다 현재 도로개설과 전원주택 부지 조성으로 상당부분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습된 유물은 

주로 토기편이지만 편이 작아 정확한 양상을 살피기 어려우나 선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토기가 확 

인된다. 유물이 주로 분포하는 범위는 30 × 40111 정도이지만 죽주산성 동사면 고분군과 인접하고 있 

어 구롱 상면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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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도면 9-Ql(사진 18-Ql)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밖으로 벌어졌으며, 흠을 돌 

려 턱을 마련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었다. 

두께 0. 5cm 

도면 9-Q)(사진 18 -Q))는 회청색의 경질토기 경부편이다. 몸체와 만나는 부분에 1조의 돌기선이 

양각되었으며 , 상단에는 3조의 음각선이 평행하게 돌아간다. 태토는 소량의 모래가 포함되었으나 

치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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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0.4cm 

도면 9-@(사진 18-@)는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선분을타날한후에 1.5cm 내 

외의 간격을 두고 횡방향으로 눌러 문양을 지웠다. 태토는 매우 치밀하다. 

두께 0. 4cm 

도면 9-G)(사진 18-G))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저부펀이다 바닥은 편평하며 

몸체는 사선으로 올라갔다. 소성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태토는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1.4cm, 바닥두께 0.6cm 

5) 매산리 유물산포지 5(사진 19∼20, 도면 10) 

( 1) 현황 

비봉산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능선 말단부의 경작지에 해당한다. 현재는 17번 국도가 능선을 가 

로질러 남-북으화 연결되고 있어 독립구롱처럼 보인다. 능선 앞으로는 넓은- 경작지가 펼쳐져 있고, 

청미천이 서 동으후 흘러 죽산천과 합류하고 있다 이 일대는 고려∼조선시대의 分行輝이 있었던 곳 

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유적의 범위는 60 × 80111 정도이며 유물은 기와편, 자기편, 토기편이 수습 

되었는데, 백자편이 월둥히 많다. 

(2) 유물 

도면 10-CD<사진 20-φ)은 회색 경질의 암기와편이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배면은 격지문。1 시문되었으나 마모가 심하다 내변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길이 7.4cm, 잔존너비 5.0cm, 두께 2.3cm 

도면 10 -@(사진 20-@)는 경질의 암기와편이다. 태토는 가는 석 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질이다 배 

면은 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은 횡방향의 윤철흔이 뚜렷하며 , 포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측면 

은 일부 잔존하냐, 마모가 심하다 

잔존길이 12.5cm , 잔존너비 14.4cm , 두께 1.8cm 

도면 10-G)(사진 20-@)은 회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외면은 격자문이 시문되었으나 물손질 

정면되어 희미하다. 내면은 목리조정흔이 관찰된다. 바닥은 편평하며 표면이 매끄럽다. 태토는 굵 

은석립과가는사립이 다량섞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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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높이 5.7cm, 추정바닥지름 18.2cm, 두께 1. 0cm 

도변 10-@(사진 20-Ql)는 백자 몽체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외면은 구연쪽으로 두께 0.8cm의 

진사가 띠처럼 탈아간다. 유약은 담청색을 띠며 전면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백새이며 가는 사립이 

포함되었으나 정선되었다. 

두께 0.6cm 

도면 10-Q)(사진 20-Q))는 백자발 저부편이다. 외면은 완만한 사선으로 끊과 연결되며, 연결되는 

부분을 돌려짝았다. 내면에는 0.2cm 정도의 흠이 굽보다 넓게 돌아가며 , 모래를 대어 포개구이 하 

였다. 굽은 높고 접지띤에는 모래가 다량 붙어있다 유약은 담청색을 띠며 첸변에 고루 시유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이고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4. Scrn , 굽지름 5.8cm, 굽높이 1. 9cm, 접지변폭 0.4crn 

6) 죽산리 유 물산포지 1(사진 21∼23, 도면 11∼12) 

(1) 현황 

죽산리 구교동의 가장 안쪽으로 비봉산에서 뻗어 내려온 두개의 가지 능선이 넓게 감싸고 있다. 

이 일대는 원래 竹山쩨校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유물은 경작 

지와 능선 상에 분포하는데 , 분포범위는 50 × 60111 정도이며 어골문 기와를 포함하여 자기편과 토기 

편, 숫돌 퉁이 수습되었다 자기편 중에는 청자류가 많이 확인된다 

(2) 유물 

도면 11-CD<사진 22-CD>은 회청색 경질의 파도문 암기와편이다 태토는 다량의 굵은 석 립과 사립 

의 혼입된 점토질이다. 배면은 파도문을 폭 3crn 정도의 시문구로 타날한 후 물손질 정띤 하였으며, 

파도문 밑으로 종-선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은 빗질흔이 확인되며, 하단 7cm부터 짝기 조정하여 두께 

를 lcm 까지 줄았다. 측면은 와도를 내변에서 배펀으로 1/2정도 그은 후 분할히-였다. 

잔존길이 17.8[ :111 ,잔존너비 9.3cm, 두께 2.3cm 

도면 11-~(사진 22-~)는회청색 경질의 어골문암기와편이다. 태토는 소량의 굵은석립과사립 

이 섞인점토질을시용하였다 배면은중앙에다중의 방곽을두고그안에 +자를 배치하였으며,그 

밑으로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하단면은 물손질 흔이 보인다. 내면은 횡방향의 윤철흔과 포흔이 관 

찰된다 측떤은와도를 내변에서 배면으로 1/6가량그은후분할하였다. 

잔존길이 18.Sc:rn, 잔존너비 13.3crn, 두께 2.l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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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CDC사씬 23-CD)은 회청색 경질의 어골문 암기와편이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들어있는 

점토질이다. 배면은 폭 3.5cm 정도의 시문구로 어골문이 타날되었다. 포흔은 올이 가늘고 정 연하다. 

잔존길이 12. lcm, 잔존너비 11.8cm, 두께 1.9cm 

도면 12-@(사센 23-@)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흑회색 경질토기의 통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 

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동심원 모양의 박자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소량 혼입되 

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두께 0.6cm 

도면 12-@(사전 23-@)은 흑색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 한 흔적이 보 

인다. 내면은 물레질로 인한 굴콕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태토는 사립이 소량 흔입되었으나, 소성상 

태는양호하다. 

두께 0 . 7cm 

도면 12 @(사끽얀 23-@)는 청자접시편으로 저부만 남아 있다. 폼체는 완만한 사선을 이루다가 굽 

과 연결된다. 굽뜬 죽절굽이며, 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다. 유약은 녹색을 띠고 전면시유되었으나 

접지면 일부분이 박락되었다. 

잔존높이 0.6cm, 굽지름 5.lcm, 굽높이 0.4cm, 접지면폭 0.7cm 

도면 12-GX사진 23-Q))는 청자발 저부편으로 몸체가 사선을 이루며 굽과 이어진다. 내면에는 내저 

원각이 돌아가며,바닥에는모래가붙어 있다. 굽은접지변에서 안바닥으로오목하게 들어갔다. 접지 

면에는 적갈색 흙불과 모래가 붙어 있다 유약은 전면 시유되었고, 태토는 회색을 띠며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4.lcm, 굽지름 6.lcm, 굽높이 2.l cm, 접지면폭 0.3cm 

도면 12 @(사진 23-@)은 밝은 황갈색 사암질의 숫돌편이다 평면형태눈 장방형이며 반파되었 

다. 단면형태는방형으로 4면모두사용하였다. 

잔존길이 16.Scm, 너비 5.2cm , 두께 4.6cm 

7) 죽산리 유물산포지 2(사진 24∼28, 도면 13∼1 6) 

(1) 현황 

유적은 죽산리 유물산포지 1에서 동남쪽으로 lOO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역시 비봉산에서 남쪽으 

로 뻗어내린 짧은 가지 능선의 서사면 말단부의 경작지에 해당한다 경작지 서쪽으로는 산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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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흘러내려오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문양과 명문이 시문된 기와류를 포함해서 

자기류와 토기휴가 분포한다‘ 기와는 대부분 평기와로 명문기와는 “ 功德妙君· ”銘 “峰豊”銘 ,

“天”銘, “- -達”銘 기와 등 다OJ:하게 확인된다. 이 들 명문기와는 봉업사지를 비롯하여 망이산성 등 

에서 출토된 바 있다. 유적의 범위는 20 × 40m 정도이다. 한편, 경작지 북편에서 민무늬토기의 저부 

편이 1점 수습되어 주목된다. 죽산일대에서 민무늬토기가 확인된 곳으로는- 봉업사지 , 죽주산성, 장 

원리유적 , 망이산성 등이 있어 일대에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넓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2) 유물 

도면 13-G)(사진 25-G))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다 배변에는 서로 다른 인동당초 

문과 명문을 右흙하였으며 , 부분적으로 물손질 하였다 인동당초문은 폭 3∼3.8cm의 구획선 안에 새 

겼다 명문은 정교한 精書를 세로로 새겼는데 字쩔은 3cm이며 , 내용은 “。斯功德妙君致大平-- ‘” 이 

다 내면은 조밀한 미-포흔과 함께 물손질한 부분이 관찰된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태토는 소량의 가는 모래가 섞여 있으나 매우 치밀하다. 

잔존길이 30.5cm , 너비 27.4cm, 두께 1. 8∼2.6cm 

도띤 13-CT)(사진 25 - CT))는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다. 배면에는 “嗤뿔四年王j파 大介山/竹州凡草”

와 “乾德三年-- -” 의 명문이 함께 右書되었다 字짧은 일정하지 않다 m꽃웰은 광종의 독자 연호로 4年

은 광종 14년(963)이다. 다만 l俊豊 4년은 또~이 아닌 찢갖년으로 王따은 U浚뿔 3년(962)이다. 乾德

은 송나라 태조띄 연호로 3년은 광종 16년(965)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작년대는 965년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내변에는 포흔이 관찰되나 물손질 되었다 측면은 안에서 깊이 0.3crn 가량으로 2∼3 

차례 걸쳐 그어 분할하였으나분할선이 일정하지 않다. 태토는 가는모래까 섞여 있으나치밀하고 

표면은회청색과 적갈색을동시에 띠고있다. 

잔존길이 27.9crn, 잔존너비 21. 3cm, 두께 2.3cm 

도변 14-G)(사진 26 -G))은 경질의 명문 암키와이다. 명문의 내용은 “l俊豊四f듀王~ .. . 竹vH· --” 이다

명문내용이나분할 방법 , 태토,소성도 등제작 방법이 도면 13-CT)와동일하다- 다만내변에 성형 시 

에 점토판을 붙인 흔적이 관찰된다 이 명문기와는 인근의 봉업사지와 망이산성 등에서 다량 출토되 

었다 

잔존길이 14.9cm , 잔존너비 13.4cm , 두께 2.2cm 

도면 14 @(사진 26 @)는 회청색의 경질 병문 암키와편이다. 배면에는 “ --達” 이 左書되었으며 

물손질 되었다. 내띤에는 마포흔이 관찰되며 ,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치밀하지 못하다. 같은 내용이 

시문된 명문와가 봉업사지에서 출토되었다-

잔존길이 17 . 3cm, 잔존너비 10 . 4cm, 두께 l. 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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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G)(사진 26-Ql)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 명문 수키와이다. 배면에는 “天”지를 새긴 가로 세 

로 2.3 × 2.9cm의 방곽 밖에 8엽의 단판 연호댄을 시문하였고, 연화문 위로는 雲文을, 아래에는 어골 

문을 시문하였는데, 운문이 새겨진 위쪽은 물손질되었다 어골문 사이에는 너비 1.3cm로 마련된 시 

문구 안에 자경 lcm 내외 크기의 “己E · · ·” 명문이 세로로 左렬되었다. 내변에는 마포흔과 점토판을 

붙이 흔적이 선명하다. 3cm 가량의 큰돌이 섞여 있을정도로태토가고르지 못하다. 봉업사지에서 

다량으로출토되었으며 , 내용은 “i3E八月十日作官草” 이다. 

잔존길이 28.7cm, 잔존너비 12.2cm, 두께 2.2cm 

도면 is -CD<사진 26 @)은 회청색의 경질 암키와편이다 배면에는 집선문과 명문이 중복 타날 되 

었다. 명문은 세로로 새겼는데 “大 華---”로 추정된다. 자경은 3.5cm 내외이며 左書되었다. 내면에 

는 희미한 포흔과 세로 방향으로 빗질흔이 확인된다. 측면은 1/3가량 안에서 밖으로 그은 후 분할하 

였다. 태토는 작은 돌이 섞여 있으며 , 치밀하지 못하다. 

잔존길이 15 . 5crn, 잔존너비 10. 5cm , 두께 2.l cm 

도면 15-@(사진 26-@))는 표면이 회청색을 띠는 경질의 명문 암키와편이이다. 배면에는 아무런 

문양 없이 “本(古)” 이란 글자를 左書하여 횡으로 연속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포흔이 선명하다. 측면 

은 안에서 밖으로 1/3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모래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잔존길이 14.3cm, 잔존너비 13.lcm , 두께 2.lcm 

도면 15-®(사진 27-CD)은 회청색의 경질 수키와편이다. 배면에는 어골문 끝에 화문을 시문하였 

으며,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포흔이 관찰되며 0.8cm 너비의 흠이 돌아간다. 기와의 속심은 잃은 적 

갈색을띤다. 

잔존길이 20.3cm, 잔존너비 9.2cm, 두께 2.2cm 

도면 16-CD<사진 27-@)은 회청색의 경질 암키와이다. 시문구의 폭은 8. 3cm이다. 내면은 물손질 

하였으며, 하단을 조정하였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4가량 그은 후 분할하였다. 모래 알갱이가 

다량포함되었다. 

잔존길이 17.7cm, 잔존너비 18.lcm, 두께 2cm 

도면 16-@(사진 2s-CD)는 회청색 경질의 토기 호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을 시문한 후에 

상단에 1줄의 음각선을 돌리고 5.3cm 간격을 두어 2줄 1조의 음각선을 그었다. 그 사이에는 1조의 

파상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에는 방사선문 박자를 이용 정연하게 시문한 다음 정면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었다. 

두께 0.6cm 

부록4 _ 255 



도면 16-Q)(시진 28-Q))은 회청색 경질 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흘러나왔으며 , 

내면에는 물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치밀하다. 

두께 0. 4cm 

도면 16-@(사진 28-@)는 엽은 적갈색을 띠는 무문토기 저부편이다 속심은 회청색을 띠며 모래 

가많이포함되었다. 

두께 O.Scm 

도면 16-(2)(사진 28-@)는 분청사기 발의 구연부편이다. 붐체는 구연에서 사선으로 내 려오며 표 

면이 일정하지 않다. 내면에는 1조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태토는 다량의 고운 모래가 포함되었으나 

치밀하다. 

두께 O.Scm 

도면 16-@(사진 28-(2))은 분청사기 저부편이다 외면은 사선으로 굽과 연결되고 내면에는 횡침 

선과 화문을 백상감하였으며, 바닥에는 내저원각이 돌아간다. 

두께 0.7cm 

8) 죽산리 유물산포지 3(사진 29∼30, 도면 17) 

( 1) 현황 

죽산리 죽산제일교회와 심종아파트 주변 경작지에 유물이 산포하고 있다. 이곳은 해발 120111 내 

외의 완만한 구릉 지역으로 비봉산에서 내려온 가지능선에 해당한다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 

나 경작을 위해 대부분 삭평되었다 유물은 경질토기편을 비롯하여 납석제 용기의 저부편, 상감청 

자구연부편, 납석제 용기 저부편등이 수습되었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30 × 50m 이다. 

(2) 유물 

도면 17-CDC사진 30-G))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흑색 경질토기의 구연뿌편이다. 경부는 직립하 

다가 구연에서 끔격하게 외반하고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 · 외면에는 회전 물손질흔이 확 

된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으나 정선되었다 

두께 0.6cm 

도면 17 @(사진 30-@)는 속심은 적갈색이고 내 외면은 혹청색인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내 

외면은모두물손질되었다 태토는기능사립이소량섞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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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0.6cm 

도면 17-®(사진 30-@)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경질토기 견부편이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 

었으나 물손질 돼어 희미하다 내면은 원형문의 박자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잡물이 없이 치밀하다. 

두께 0.8cm 

도면 17-@(사진 30-CT))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 

가 심하다 내띤은 선문의 박자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다량 함퓨되었다. 

두께 0.9cm 

도면 17 @(사진 30-Q))는 상감청자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살짝외반하며 , 구순은 뾰족하게 처리 

하였다. 외면은 구연쪽으로 3조의 선을 두고, 그 아래로 원권문을 백상감하였다. 내면은 구연쪽으로 

횡선과 단사선을, 그 밑으로 원권문을 백상감하였다. 유약은 전면시유되었으며, 태토는 회청색이며 

기눈사립이포함되었다. 

두께 0.5cm 

도면 17 -@(사진 30-@)은 납석제 용기함으로 저부만 남아있다. 외면과 바닥면의 표면은 매끄럽 

게 가공하였다. 내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바닥변을 다듬을 때 생긴 흔적이 낚아있다 바닥은 편평하 

다 통돌을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잔존높이 3.5cm, 저경 9.0cm, 두께 1.7cm 

9) 죽산리 유물산포지 4(사진 31∼32, 도면 18) 

( 1 ) 현황 

죽산리 묘골 최상부에 위치한 민가와 주변의 경작지에 기와류와 토기편n 자기편 등이 분포한다, 

묘골 고분군에서 150m 아래쪽에 해당한다. 민가의 담장과 마당에는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남아 

있어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추정된다. 유적의 범위는 6o x 50m 정도이다. 유물은기와와토기,자 

기류 등이 다량 분포한다 수습유물로는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것10)과 동일한 문양을 시문한 것, 복 

합문기와편과화형청자편등이 있다, 

10) 경기도박물관, :ZOOS , 앞의 책, 134쪽, 도변 56-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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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뮤물 

도면 18-G)(사진 32 @)은 회청색 경질 암키와편이다 배면에는 격지문+선문 둥으로 구성된 복합 

문이 새겨졌으며 , 내면에는 포흔과 빗질흔이 선명하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47}량 그은 후 분할 

하였다. 태토는가는모래가 소량포함되었으며 속심이 적갈색을 띤다 

잔존길이 12.Scm , 잔존너비 10.3cm , 두께 1.7cm 

도면 18 .(사진 32-~)는 회청색을 띠는 경질 암키와편이다 배면에는 한변 0.6cm 크기의 정격 

지문이 규칙적으로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빗질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3가량 그어 

분할하였다. 태토는가는모래가포함되었다. 

잔존길이 7.6cm, 잔존너비 12.9cm , 두께 2.5cm 

도면 18-(2)(사진 32-G))는 회청색 경질의 화문 암키와편이다. 배면은 화운을 타날하였으며 , 내면 

은포흔이 확인된다. 태토는소량의 가는석립이 들어 있는점토질이다. 

잔존길이 5.7cm, 잔존너비 llcm, 두께 2.3cm 

도면 18-~(사진 32-@))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경부편이다. 구연부는 외반 

되었으며 , 몸체와 만나는 곳에 2조의 횡침선을 돌려 마치 돌대처 럼 표현하였다. 그 아래에는 불규칙 

한 2조의 파상문이 음각되었다. 내면에는 l cm 내외의 간격으로 도구를 이흉해 그은 흔적이 관찰된 

다 태토는 소량띄 굵은모래가섞여 있다. 

두께 0.8cm 

도면 18 @(사진 32-(2)) 청자의 저부편이다. 몸체는 사선으로 굽에 이어지는데 하단부에 음각선 

이 확인되고 있어 화문이 새겨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부분을 제외하고 녹색의 유약이 고르게 

시문되었으며 , 태토는 회청색으로 매우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1.Scm, 추정굽지름 4.2cm , 굽높이 0.5cm , 접지면폭 0.7cm 

10) 죽산리 유물산포지 5(사진 33∼34 , 도면 19) 

( 1 ) 현황 

유적이 위치한 곳은 죽산리 삼충석탑에서 서쪽으로 100111 가량 떨어진 경작지로 비봉산에서 남쪽 

으로 뻗은 능선 말단부에 해당한다 봉업사지와 인접하고 있어 사역의 일부에 포함될 기-능성이 매 

우 높다. 유물은 “大大---”銘 기와편을 비롯하여 토기편과 자기편이 모두 확인되는데 , 승문이 시문 

된 회색의 경질로기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유물의 분포 범위는 60 x80cm 까량으로 넓고 봉엽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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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편으로이어지고있다. 

(2) 유물 

도면 19-CDC사전 34-CD)은 회청색 경질의 어골문 암기와편이다. 배면은 연화문을중앙에 두고상 

하단에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은 희미하게 포흔이 관찰되며 , 빗질흔이 뚜렷하다 하단은 내면 

조정을하여 두께를줄였다. 측면은와도를 내면에서 배면으로 1/3가량그은후분할하였다. 태토는 

굵은 석립과 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질이다. 

잔존길이 33.5cm, 잔존너비 15.3cm, 두께 2.5cm 

도면 19-~(사낀 34-~)는 회청색 경질의 명문 암기와편이다. 외면에는 “大大…”가 세로로 우서 

되었다 명문주변에는 종선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남이-있으며 , 종방향의 윤철 

흔이관찰된다. 

잔존길이 8.8cm , 잔존너비 6.3cm, 두께 2.3cm 

도면 19 @(사센 32 @)는 회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승문이 시문되었으나 마모가 

심하며, 하단으로는 물손질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물손질 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함유되었다. 

두께 0.9cm 

도면 19-®C사전 32-0))은 흑색 연질토기로 완의 저부편이다. 동체는 둥글게 올라가며 , 외면에는 

물레흔이 보인다. 내면은 물손질 되었다. 바닥은 편평한 편이다. 태토는 사럽이 소량 혼입되었으며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5.2cm , 저경 6.8cm, 두께 0.8cm 

도면 19-0)(사진 32-@))는 상감청자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백상감된 3조의 횡선이 남아있으며 , 

내면에는 백상감펀 초문과 3조의 횡선이 확인된다. 유약은 진한 녹색을 띠며 전면시유 되었다. 태토 

는 적회색을 띠며 정선되었다. 

두께 0.5cm 

도면 19-@(사진 32-@)은 백자발 저부편이다. 몽체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굽과 이어진다. 유약 

은 회백색을 띠며 외면만 시유되었다. 내면과 굽에는 유약이 흐른 자국이 보인다 태토는 황갈색을 

띠나유약이 스며든곳은회백색을 띠며,정선되었다. 

잔존높이 7.9cm, 굽지름 10.4cm, 굽높이 1.5cm, 접지면폭 0.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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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원리 유물산포지 1(사진 35∼36, 도면 20) 

( 1 ) 현황 

장원리 유물산포지 1은 남산(해발 336m)에서 뻗어내려온 가지 능선의 말단부로 서편에 통안성교 

회가 인접하고 있다. 현재 구릉을 삭평하여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지반 잔존부분의 단면에는 

기와, 토기, 자기 퉁 다량의 유물이 확인된다. 유물의 분포 상태나 밀집도로 볼 때 놓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J특히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 장원리 일대의 석조문화재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 

는 지역이다. 유물-의 분포 범위는 20 × 50m 정도이다. 

(2) 유물 

도면 20-CDC사센 36-CD)은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내면 

에서 직립하여 밖으로 살짝 벌어진 형태로 목이 짧다. 내외면에 아무런 문양이 없으나 외면에는 소 

성시에 잡물이 붙었다. 태토는 치밀하다. 

추정입지름 19.4cm 

도면 20-@(사진 36 -@)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격지문이 

타날되었으며 ,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되었다. 

두께 0.5cm 

도면 20-®C사전 36-@)은회청색의 파수부편이다. 태토는작은사립이 다량으로포함되어 있다. 

잔존길이 6.3cm 

도면 20-@(사전 36-0))는 속심이 황갈색을 띠는 회색 토기의 저부편이다. 내외면에 아무런 문양 

이 없으며 , 바닥은편평하다. 태토는모래가다량포함되었다. 

잔존높이 3.4cm, 추정바닥지름 16.2cm 

도면 20-@(사선 36-Q))은 분청사기 접시의 저부편이다. 굽은 접지면폭이 일정하지 않다. 내변 바 

닥에는 넓게 내저원각이 돌아가는데 중앙에 화문을 두고 그 밖으로 0. 3cm 정도의 간격으로 원권이 

백상감되었다. 유약은 바닥을 제외하고 시유되었으며, 태토는 회청색으로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1.6cm , 굽지름 4.4cm, 굽높이 0.5cm, 접지면폭 0.5cm 

도면 20-0)(사센 36-@)는 청자 저부편으로 굽과 톰체의 일부분만 남아있다. 태토비짐을 사용한 

흔적이 관찰된다 유약은 진녹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었으나 소성상태가 좋지 못하다. 태토는 회청색 

으로 소량의 사립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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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높이 1.9cm, 추정굽지름 4.8cm, 굽높이 0.6cm, 접지면폭 0.3cm 

도면 20-(2)(사진 36-(2))은 분청사기 저부편이다. 태토비짐을 붙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전 

면에 시유하였으며, 태토는 회청색을 띠지만 가는 모래가 다량 포함되었다. 

잔존높이 2.6cm, 굽지름 4.8cm, 굽높이 0.5cm, 접지면폭 0.4cm 

도면 20-@(사진 36-@)은 분청사기 발의 저부편이다 굽은 죽절궁의 형태를 띠며 내면에 0.2cm 

정도의 간격으로 여러 줄의 원권문이 돌아간다. 유약은 바닥 부분을 제외하고 시유되었으나 상태가 

좋지 못하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4.6cm, 추정굽지름 5cm, 굽높이 0.7cm, 접지면폭 0.5cm 

도면 20-(2)(사진 36-(2))는 분청사기 호의 동체부편이다. 내면에 4cm 간격으로 3조씩의 원권문이 

돌아간다 유약은 시유상태가 좋지 않으며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으로 포함되었다. 

두께 1.4cm 

12) 장원리 유물산포지 2(사진 37∼38, 도변 21) 

(1) 현황 

남산에서 북쪽으로 이어져 내려온 구릉으로 현재 대부분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구릉 앞 

으로는 죽산천이 서-동으로 흐르고 있으며, 정상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의 민묘가 확인된다. 유물은 

기와류를 포함한 토기 , 자기류 등이 확인된다. 유물의 분포 범위는 100 × 50111 정도로 넓다. 

(2) 유물 

도면 21-CDC사진 38-CD)은 회청색 경질의 어골문 암키와편이다. 배면에는 어골문을 횡으로 새겼 

는데, 너비는 4cm 정도이다. 내면에는 포흔이 관찰되며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3가량 그은 후 분할 

하였다. 

잔존길이 14.7cm, 잔존너비 12. Scm, 두께 2.3cm 

도면 21-~(사진 38-~)는 회청색의 경질 수키와편이다. 배면에는 굵은 집선문을 중복타날하였고 

내변에는 포흔이 관찰된다. 측면은 밖에서 안으로 1/37}량 그은 다음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6.7cm, 잔존너비 7cm, 두께 l.5cm 

도면 21-CTX사진 38-G))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외면에는 아무런 문양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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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바닥은편평하다. 내면은고르지 않고굴콕이 심하다. 태토는사립이 소량포함되었다. 

잔존높이 3.9cm, 추정바닥지름 9.Scm 

도면 21-@(사진 38-@)는 백자발의 저부편이다. 굽은 죽절굽의 형태이며 내면바닥에는 내저원각 

이 돌아간다. 접지면과 안바닥에는 각각 4개씩의 태토비짐을 붙였던 흔적띠 있어 포개구이임을 알 

수 있다. 유약은 회백색으로 바닥 부분을 제외하고 전면시유되었으나 소성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태토는백색으로치밀하다. 

잔존높이 4cm, 굽지름 5.Scm, 굽높이 0.9cm, 접지면폭 0.3cm 

@ 

、、

‘ 

'~초7 
@ 

鍵펀撥迷鐵ι \ 

@ 

© 
0 5cm 

〈도면 21) 장원리 유물산포지 2 수습 유물 

266 _ 강城 빠山 里 E흙뼈 古따쩨 



13) 장원리 유물산포지 3(사진 39-40, 도면 22) 

(1) 현황 

남산의 가지능선에 해당하며 능선 사면에는 장원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맞은편은 죽산리 관읍 

당 일대와 죽산리 봉업사지 주변이 조망된다. 유물이 분포하는 곳은 장원산업단지 뒤편으로 현재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유물은 기와편을 포함한 토기, 자기편 퉁이 산포하4는데, 경작 과정에서 대 

부분파괴되어 잔편만잔존한다. 40 × 50m 정도의 범위에서 유물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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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도면 22-CD<사진 40 @)은 회청색 경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상단에 흠을 두고 밖으로 말 

아 붙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관찰되며 , 태토는 정선되었다. 

두께 0. 3cm 

도면 22-@(사진 40-@)는 속심이 적갈색을 띠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에는 서 

문이 희미하게 관찰되지만 소문화하였으며, 내변에는 격지문이 확인된다. 태토는 치밀하다 

두께 0.5cm 

도면 22-CT)(사진 40-@)은 속심이 적갈색인 회청색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소문화하였으 

며,내면에는거치문이 남이-있다. 태토는정선되었다. 

두께 0.5cm 

도면 22-@(사진 40-CT))는 회청색 경질토기의 동체부편이다. 외면은 희미한 격지문이 시문되었으 

나 소문화되었고1 내변에는 아무런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소량 포함되었다. 

두께 0.8crn 

도면 22-Q)(사진 40-Q))는 분청사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밖으로 벨어졌으며 몸체는 사선 

으로 내려간다. 내변에는 0.3crn 간격으로 횡선이 백상감되었다. 유약은 진녹색으로 고르게 시유되 

었다- 태토는회청색으로치밀하다. 

두께 0.3cm 

도면 22-@(사진 40-@)은 청자 저부편으로 굽과 몸체의 일부만 남아있다‘ 굽은 직립하였고, 접지 

띤에는 황갈색 점토비짐을 붙였던 흔적이 남아있다. 유약은 청녹색으로 전변에 시유되었으나 소성 

시 잡물이 붙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정선되었다. 

잔존높이 1.8crn, 추정굽지름 5. 2crn, 굽높이 1. lcm, 접지띤폭 0.5cm 

14) 장원리 유물산포지 4(사진 41-42, 도면 23) 

( 1 ) 현황 

장원리 장자터 미-을 가장 안쪽 농장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의 좌측 경작지에서 유물이 확인된 

다 이 곳은 해발 150111 내외에 해당하며 , 북쪽으로 죽주산성 아래의 죽산리 매산리 일대가 조망된 

다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50 × 80m 정도이며 유물은 기와편,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이곳은 장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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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산포지 1과 마찬가지로 사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2) 유물 

도면 23-CD<사진 42-CD)은 회청색 경질 어골문 암기와편이다 태토는 가는 석 립이 소량 혼입된 점 

토질을 사용하였다. 배면은 중앙에 횡침선이 1조 돌이-가는 종선문을 두고, 상 하단에는 어골문을 배 

치하였다 내면은 포흔과 빗질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측면은 와도를 내변에서 배면으로 1/ 3 가량 

그은후분할하였따 

잔존길이 11. 3crn , 잔존너비 9.lcrn, 두께 l .8crn 

도면 23-G)(사진 42-Q))는 회색 연질토기의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짧은 경부에서 살짝 바라져 있 

다. 구순은둥굴게 처리하였다. 내면은물레흔에 의한 굴곡이 뚜렷하다. 태토는가는석립이 소량 

포함되어있다. 

두께 0.5 cm 

도면 23-®C사진 42 -G))은회청색 경질토기 동체부편이다. 외면은물손질 정면되었다 내면에는 

방사문의 박자흔과물레흔이 남아있다 태토는가는석립과굵은사립이 섞여있다. 

최대두께 0.7cm 

도면 23-Q)(사진 42-G))는 회흑색 경질토기의 저부편이다 내면은 물레질에 의한 굴곡이 확인된 

다. 바닥은 편평하며 표면이 거칠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추정바닥지름 14.2cm, 

도면 23-@(사진 42-@)는 청자병 몸체편이다. 내면은 물레흔이 확연하게 남아있다. 유약은 열은 

녹색을 띠며 내면에는 부분적으로만 확인되나, 외면은 전면시유되었다. 태토-는 회백색이며 잡물이 

없이치밀하다. 

두께 0.7cm 

도면 23 -@(사진 42-@)은 청자발 저부편이다. 몸체는 왼만한 사선을 이루며 굽과 연결된다. 내면 

에는 모래비짐을 댄 흔적이 관찰된다. 굽은 좁고 편평하며 , 모래비짐을 댄 흔적이 있다. 유약은 담록 

색을 띠며 굽과바닥은시유되지 않았다. 태토는흑청색이며 가는사립이 섞여있다. 

잔존높이 2.5cm, 굽지름 5.4cm , 굽높이 l. Ocm, 접지면폭 0.5cm 

도면 23-(2)(사진 42 - (2))은 청자완 저부편이다. 몸체가 사선을 이루며 , 굽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유 

약이 뭉쳐져 있다. 내면은모래비짐을한흔적이 보인다. 굽은좁고접지변에서 오목하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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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약은녹색을띠벼굽과바닥을제외하고내외면모두시유되었다.태토는회백색이며정선화었다. 
잔존높이 5.7cm, 굽지름 4.6cm, 굽높이 0.5cm, 접지면폭 0.2cm 

III. 遺體立地와 出土遺物의 特性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신발견 유적의 입지상의 특정과 출토유물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죽산천을 포함하는 청미천 주변의 낮은 구릉 지대는 일찍부터 매우 양호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유적이 밀집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 대 

부분이 봉업사지뜰 중심으로 분포하는 점이 가장 큰 특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 · 서 · 남쪽은 

죽주산(해발 250m) - 비봉산(해발 372m) -도덕산(해발 366m) -바카프미산(해발 332m) - 남산(해발 

337m) - 죽림산(해발 351m) 등으로 이어지는 산지에 둘러쌓여 있고, 통쪽은 하천에 의한 자연 경계 

가뚜렷한자연지퍼적인구조에기인한것으로이해된다. 

입지상으로 보면 대부분의 유적은 낮은 구릉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완만한 경사의 

구릉 일대가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즉,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유사시 산성으로의 대피 등에 유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따. 또한 수원을 바탕으 

로 한 최대한의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죽산 

지역의 유적의 배치는 背山臨水의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입지를 그대로 채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유적들은 봉업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도시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 

로 여겨진다. 특히 봉업사지나 죽주산성 등지에서 출토되는 동시대의 유물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점 

으로 보아 봉업사파 죽주산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죽산지역의 도시 구조와 그 변화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죽산리 유물산포지 2와 매산리 유물산포지 4에 

서 수습된 “---功德妙君- - -”銘, “U俊豊”銘, “天”銘, “---達”銘 기와 등의 명문기와들은 고려 광종의 재 

위기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초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주목할 만한 자료라고 하겠다. 

죽산은서에서 폼으로흘러 청미천과합류하는죽산천에 의해 남북으로구분되는데 그북쪽의 경 

우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비봉산에 의지하여 주요 시섣들이 분포하였던 것으 

로 파악된다. 이는 신라가 이곳에 진출한 이후부터의 상황과 결부하여 추측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백제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대부분 죽주산성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죽주산성 동사면 추정고분군이나 매산리 유물산포지 1∼4 등에서 백제토기편이 주로 수습되는 반 

면, 죽주산성 남쪽 지역에서는 각종 신라 토기류를 포함하여 봉업사의 전신인 “華次춤” 11)를 중심으 

로 죽산리 삼층석맙의 하부에서 찾아진 석탑기단과 “太和六年”(흥덕왕 7년, 832년)명 기와 등을 비 

롯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12)과 이후 고려시대의 유물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죽산지 역은 

부록4 271 



처음 죽주산성을 중심으로 북쪽의 매산리 장광마을 일대에 백제세력이 자리를 잡았으나, 이후 신라 

의 북진으로 인해 신라의 영토에 편입된 이후에는 그 중심지가 죽주산성 남쪽으로 변화된 후에 고 

려시대에 진전사원 봉업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말해주는 껏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분유적에 있어서 죽주산성 동사면 추정고분군은 비록 현상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심국시대의 

유물만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매산리 고려 고분군과 비교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추후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에서의 시대에 따른 묘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매산리 아랫절터는 그동안 기록에만 전하던 長光춤에 대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적으로서 의 

미가 크다 장광사는 『新增東國與地勝魔』 竹山縣條에 비봉산 북동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사지가 있 

는 곳이 장광마을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장광사에 대한 위치 비정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이 봉업사지에서 “長7t놓” 명 기와13)가 출토된 점 둥으로 보아 봉업사의 인곤 사찰14 )로서 봉업사의 

불사에 동원되었먼 사찰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찾아진 유적 중에서 유물산포지의 경우 대부분 다양한 기와들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건물지의 존재가능성이 매우높음을알수있으며,그중에서 수개소눈절터일기능성도배제 

할 수 없다. 특히 기존에 장원리에서 조사되었던 훔像 등15)의 유물이 현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장원리 일대의 유물산포지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또 죽산지역에 죽산리오층 

석탑, 죽산리삼층석탑, 죽산리석불, 매산리석불입상, 장명사지, 묘골사지, 죽산리 매곡 석탑재 등 많 

은 수의 불교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 이 일대가 수많은 사찰렐이 밀집하는 불교문화 

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매산리 유물산포지 1∼4에서 확띤되는 토기류와 죽주산 

11) “華次츄”라는 사찰명은 奉業츄址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를 통해 확인되었는데(경기도박물관, 2002 , 앞의 책, 166 

쪽), 추정목탑지의 여러 특성과 출토유물을 통해 봉업사가 경영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통일신라시대의 사찰로 

추정된다 

12) 봉업사지 3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죽산리삼층석탑 하부에서 흐트러진 기단석 3매가 확인되었다(경기도박물관, 

2005, 앞의 책, 47-49쪽) 중앙에 탱주를 모각하였는데, 기단 갑석(현재 삼층석탑의 지대석)과 함께 통일신라시 

대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삼충석탑 주변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太和六年”명 기와의 절대연대가 홍 

덕왕 7년(832)으로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탑임을 알 수 있다 

13) 경기도박물관, 2005, 위의 책 ,81쪽 

14) 이 외에 고려시대 죽주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로는 I앓E츄, 飛足츄, 萬善츄, 長光춤, 智通춤 퉁이 

있다 

15) 장원리 일대에서 조사되었던 탑상으로는 장원리 석탑, 장자터석탑, 탑골석탑, 석조여래좌상, 석조보살좌상, 탑 

골 큰석불 둥이 있으며 , 이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장원리석탑과 칠장사로 옮겨진 석조보살좌상 퉁 2구 뿐이 

다(吳虎錫, 2005 , 「高짧時代 竹州地域 石造美術 冊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쪽). 이들이 위치했던 곳은 

봉업사의 남쪽에 위치한 남산의 북사면 능선 일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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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동사면 추정고분군에서 수습된 토기류의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역시 삼국시대 대규모 

유적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 과거 삼남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죽산지역은삼국시대 이래로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문화를꽃피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더라도, 청동기시대는 물론 심국시대∼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까지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많은 종류의 명문기와를 포함한 기와류와 중국자기16) 퉁 자기 

류가 곳곳에서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죽산면 일대가 지리적 요충지로서 오랫동안 물류가 집중되는 

지 역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1 7) 또 청동시기대의 대표유물 

인 민무늬토기가 확인된 죽산리 유물산포지 2의 경우 유물이 수습된 일대의 구릉 지대에 마을유적 

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다 정밀 

한조사가진행된다면구석기 시대의 유적도찾아질 것으로생각된다. 

IV. 맺는말 

이상에서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서 새롭게 찾아진 유적에 대해 현황과 채집유물을 살펴보고 유적 

입지와출토유물띄 특성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새롭게 확인된 17개소의 유적을통해 죽산지역 

일대 , 특히 죽주산성과 봉업사를 중심으로 한 죽산리, 매산리, 장원리 일대에 많은 유적이 밀집 분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들을 통해 죽 

산지역의 중요성파 다양한 문화양상을 밝힐 수 있는 지역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시대과정에 

따른 변화과정도 나름대로 추정할 수 있었다. 즉 죽산지역을 장악한 국가에 따라 중심지가 현재의 

매산리 장광일대에서 죽산리일대로 변천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 여러 유물산포지의 경우 

많은 기와류를 포함한 유물들의 양상으로 볼 때 건물터 특히 사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봉업사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죽산일대에서 사용된다양한기와토기 자기류의 유물이 어느경로를통해 이 지역에 공급 

되었는가를 밝히까 위한 자료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편이다 토기의 경우 봉업사에서 출토된 옹 

이 인근 화콕리 요지에서 생산된 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 개체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성이 

있다. 자기류는기-까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음성 생리를 비롯하여 용인 서리요지 , 여주중암리 요 

지 동의 생산품과 비교가 가능하지만 그 유통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 

16) 중국제 자기는 봉업사지와 매산리 고려 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17) 白웰f五 · 曺周뻐, 2003, 「高麗 뼈쫓址의 分布와 流通에 관한 품論的 檢討」 , f京熾없學』 7, 京腦史學會, 4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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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아있다. 기와류의 경우 인근에서 기와를 생산한 가마가 밝혀진 예기- 없을 뿐더러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꽉잡하게 나타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다만 이들 유물이 봉업사지에서 출토된 유 

물과 동일한 점으혹 볼 때 봉업λ바 지역문화의 중심이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죽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진행된다면 이 일대의 시대별 도시 구조나 유물의 

유통관계 퉁 당시 사회상이 보다 명확히 밝혀 질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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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매산리 아랫절터 수습유물 1 

〈사진 9) 매산리 유물산포지 1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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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매산리 유뚫산포지 2수습유물 



〈사진 13) 매산리 유울산포지 3 전경 〈사진 14) 매산리 유울산포지 3 수습유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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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매산리 유물산포지 5 전경 

〈사진 21 ) 죽산리 유물산포지 1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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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 결산리 유물산포지 1 수습유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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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매산리 유뚫산포지 5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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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죽산리 유물산포지 1 수습유물 1 

〈사진 24) 죽산리 유울산포지 2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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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죽산리 유물산포지 2 수습 유물 1 〈사진 26) 죽산리 유물산포지 2수습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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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죽산리 유물산포지 2 수습유물3 〈사진 28) 죽산리 유물산포지 2 수습 유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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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죽산리 유물산포지 3 전경 〈사진 30) 죽산리 유뚫산포지 3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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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죽산리 유펄산포지 4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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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죽산리 유물산포지 5 전경 〈사진 34) 죽산리 유품산포지 5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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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장원리 유물산포지 1 전경 〈사진 36) 장원리 유룹산포지 1 수습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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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장원리 유울산포지 2 전경 〈사진 38) 장원리 유물산포지 2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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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장원리 유물산포지 3 전경 〈사진 40) 장원리 유물산포지 3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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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 장원리 유울산포지 4 전경 〈사진 42) 장원리 유울산포지 4수습유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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