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1차 학술자문위원회 자료집

2016. 8.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 몽촌토성 내성농장부지 및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2. 조사목적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에서 확인된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유구에 대한 정
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몽촌토성의 축조 및 경영시기, 성격 규명을 위한 기
초자료 확보
3. 위

치 : 138-749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88-3공)

4. 조사기간 : 2015년 3월 17일 ~ 2016년 12월 (현장조사 310일)

㎡

5. 조사면적 : 7,500

6. 허가번호 : 허가 제 2015-0186호
7. 조사단의 구성

조 사 단 장 :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박중균(한성백제박물관 발굴조사팀장)
조

사

원 : 강현정(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혁희(한성백제박물관 학예연구사)

준 조 사 원 : 윤정현(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보

조

원 : 이홍주(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성기열(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박선호(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김진연(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신화영(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연구원)

8. 조사경과

- 2015. 02. 13 : 2015년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허가 신청
- 2015. 03. 05 :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허가(허가 제2015-0186호)
∘ 발굴조사 면적 : 5,800㎡
∘ 발굴조사 실조사일수 : 130일
- 2015. 03. 17. :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착수
- 2015. 06. 25·26 : 1차 학술자문회의 개최
- 2015. 10. 5 ~ 8 : 2차 학술자문회의 개최
- 2015. 10. 20 :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1차 변경허가 신청
- 2015. 10. 26 :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변경허가
∘ 발굴조사 면적 : 변동 없음
∘ 발굴조사 실조사일수 : 재착수일로부터 60일(총 190일)
- 2015. 10. 27 :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연장발굴조사 착수
- 2015. 12. 16 :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동절기 조사 중지
- 2016. 03. 16 : 2016년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재착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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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 22 :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2차 변경허가 신청
- 2016. 05. 12~ :

2차 연장발굴조사 착수 및 진행

∘ 발굴조사 면적 : 7,500㎡(증 1,700㎡)
∘ 발굴조사 실조사일수 : 재착수일로부터 120일(총 310일)
- 2016. 06. 10 : 북문지 외측 통일신라 추정 경작유구 학술자문회의 개최
9. 조사결과
1) 북문지 내측
(1) 백제문화층

백제문화층은 현재 최소 2개의 문화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유구는
도로 5기, 구상유구 2기, 수혈유구 16기 등 총 23기가 조사되었음
- 도로유구는 북문지로 향하는 남서-북동 도로가 2기, 이와 직교된 남동-북서도
로 2기, 성벽을 따라 시설된 회곽도(廻郭道) 1기가 조사되었음
- 도로의 노면(路面)과 노체(路體)는 기반토 부스러기와 잡석을 단단히 다져 조성
한 포장도로이며, 각 도로는 현재 최소 상·하 2층의 중층으로 확인되고 있음
- 1호도로와 5호도로는 복수의 노면을 가진 독특한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1호도
로의 경우 각 노면의 폭은 3.4~3.5m이며, 중앙도랑 및 좌우 측구(側溝)를 포함
한 전체 너비는 18m 정도임
(2) 통일신라문화층

통일신라문화층은 2개의 문화층이 존재하며, 도로 2기, 굴립주 건물지 2동 및 주혈
군, 공방지 1기, 주거지 16기, 수혈유구 1기, 우물 1기(총 2기)가 확인 되었음
2) 북문지 외측

북문지 외측에 대한 조사에서는 2개의 통일신라문화층과 그 아래에서 백제문화층이
존재함을 확인함
- 통일신라 제1문화층에서는 사람과 동물발자국이 분포하는 생활면과 수레바퀴흔적
이 상·하층에서 확인되었음
- 백제문화층에서는 도로와 도로에 부속된 도랑이 확인되었으며, 수·개축(修·改築)
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백제 도로는 북문지 내측의 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북문지 내측에서 북
문지를 지나 약 50m정도 일직선(북동방향)으로 진행하다 북서쪽으로 회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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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몽촌토성 및 주변지역의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몽촌토성(夢村土城 사적 제297호)의 행정구역상 소속은 당초 경기도 廣州郡에 속
하였다가 서울시 강동구 방이동으로 변경된 뒤 현재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속한
다. 수리적 좌표는 동경 137°7′14″~137°7′47″, 북위 37°21′17″~37°30′9″에 해당한다.
몽촌토성은 남한산에서 북서쪽으로 분기한 능선의 끝자락인 해발 45m 내외의
자연구릉을 이용하여 축조된 토성이다. 따라서 평면모습은 성벽이 자연 구릉의 지형
을 이용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에 부정형의 마름모꼴을 하고 있다.
몽촌토성의 지형은 대체로 서남쪽이 높고 북동쪽이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어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4.8m로 서남벽에서 북서벽으로 회절하는 지점의 성벽 정상부에
해당하며, 가장 낮은 지점은 북문지 일대에 해당한다.
몽촌토성 주변의 수계는 몽촌토성의 북쪽으로 인접하여 서울시의 중심을 동서방향으로
흐르며 관통하는 한강이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한강의 지류인 성내천이
몽촌토성의 동쪽과 북쪽을 휘감아 돌며 흘러 한강으로 유입되면서 자연해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

2. 고고·역사적 환경
몽촌토성이 위치한 서울은 역사적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백제
온조왕이 기원전 18년에 나라를 세우고 기원후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성백
제가 멸망할 때까지 약 500년 동안 한성백제의 王都였으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 500년 동안의 수도역할을 하였던 역사적인 고도이다.
몽촌토성이 위치한 서울의 동부지역에는 선사시대로부터 고대에 이르는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데, 한강 남쪽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에는 주로 신석기, 청동기
시대 등 선사시대 유적과 백제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한강 북쪽 광진구에는
고구려와 신라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몽촌토성은 현재 학계에서 한성 백제 왕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풍납동토성(사적 11호)
이 북서쪽으로 7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풍납동토성과 더불어 남성과 북성의 형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성산성·남한산성·대모산성·삼성동토성·아차산성·아차산 일대의
보루유적 등 한강 남안과 북안에 분포하고 있는 삼국시대 관방유적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몽촌토성의 남쪽으로는 방이동 고분군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서남쪽으로 2㎞ 정도 떨어져 석촌동고분군과 가락동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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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백제왕도유적 분포현황(1919년 제작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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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백제왕도유적 분포현황(2012년 제작 수치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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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유적 현황표
구분

원삼국(馬韓)

城堡

古墳

聚落

풍납동토성내
3중환호취락

삼국
백제
풍납동토성
몽촌토성
삼성동토성(멸실)
대모산성
멱절산유적
석촌동고분군
가락동고분군(1~3호분)
방이동 4호분
우면동유적(석실분 2)
덕풍동 수리골유적
(토광묘 2)
광암동유적(석실분 2)
미사리유적(옹관분 3)
암사동유적(옹관묘 2)
미사리유적
암사동백제주거지
올림픽 미술관건립부지 유적
우면동유적(주거지)

고구려
구의동보루
용마산보루
시루봉보루
홍련봉보루
아차산보루

가락동 5호분
(?)

신라
아차산성
이성산성
양천고성(?)

방이동고분군
가락동3~6호분
우면동유적
(석실묘 5)
광암동유적
(통일신라 석곽묘 11기)

Ⅲ. 몽촌토성의 현황과 문헌기록
1. 몽촌토성의 현황

몽촌토성 성벽의 길이는 성벽 정상부를 기준으로 서북벽이 617m, 동북벽 650m,
서남벽 418m, 동남벽 600m이며, 전체둘레는 2,285m에 달한다. 성 내부면적은 성벽
정상부를 기준으로 하여 약 216,000㎡(약 6만 7천평)이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 외벽 하단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441,767㎡(133,634평)이다.
몽촌토성 성벽의 높이와 너비는 현재 성벽 축조 당시의 구지표 위로 2.5~3.0m
정도 전체적으로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어 당초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각
지점별 Tr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바를 통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 몽촌토성 각 지점별 성벽 높이와 너비
지

점

Ⅰ지점(서북벽 北端)
Ⅱ지점(북문지 동쪽)
Ⅲ지점(동문지 남쪽)

너비

높이(현지표)
17m(13m)
12.5m(10.7m)
15.8m(1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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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7.5m
10.5m

하단(現地表)
약 50m(30m)
약 65m(55m)
약 28m(21m)

垓字는 1983년도 조사에서 서북벽 Ⅰ지점과 동벽 Ⅲ지점 하단에서 확인되었는데,
서북쪽에서는 현 지표하 2.8m 지점에서 회청색 뻘이 나타났고, 동쪽에서는 현 지표
하 3.2m 깊이에서 뻘층이 확인되었다. 해자의 규모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정확한
근거 없이 동문 앞 ’88호수 에서 외성을 돌아 토성 서남부까지 해자가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도면 4] 몽촌토성 지형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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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몽촌토성 현황도(발굴지역 및 기 조사지역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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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촌토성 관련 문헌기록
몽촌토성과 관련된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우선 『高麗史』 列傳 趙云仡에 “判典交寺事로
禑王 6년(1380)에 벼슬에서 물러나서 廣州 高垣江村에서 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운흘의 墓誌文에는 “廣州 古垣城”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광주 고원강촌은 옛 성터를 의미하는 고원성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몽촌토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東國輿地勝覽』 廣州府 山川條에는 “망월봉은 州의 서쪽 10리 몽촌에
있다(望月峰 在州西十里 夢村)”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망월봉은 바로 몽촌토성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이 외에 서거정이 望月峰을 읊은 시에 “移樽飛上夢村山顚”이라
하여 ‘몽촌산’이란 지명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보면 몽촌토성은 고려말에 고원강촌 혹은 고원성으로 불렸다가
늦어도 15세기 중엽에는 몽촌(夢村)으로 불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의 廣州郡에는 “中垈面 二里(夢村)에
소재하고 있다. 土壘는 약 250間정도가 현존하며, 높이는 약 3間이다. 陶器와 瓦片이 산포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일제강점기에는 광주군 중대면 2리에 속하였다는 것과 몽촌토성에
대한 대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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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내용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4년도 북문지 내측(내성농장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신라문화층 아래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문화층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삼국시대 문화층에 분포한 유적의 양상과 성격
을 파악하고, 삼국시대 도로유구의 성 안팎으로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
로 계획되었다.
금번 발굴조사 대상지역의 지형은 북문지 안쪽의 경우 몽촌토성 내에서 가장 고도
가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 해발높이는 조사지역의 북서부가 19m이며, 북문지쪽인
남동부가 17m 정도이다. 한편, 현재 피크닉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북문지 외측은
해발 13~14m 정도 높이의 평탄지형을 이루고 있다.
발굴조사의 진행은 편의상 조사구역을 크게 3개 지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그
리고 유구확인을 위한 제토는 전면제토를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의 층위
확인 및 층서에 따른 유구의 분류와 분포정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10m 간격으로 방
격의 그리드를 구획하고 20m마다 기준 토층 둑을 설정하여 평면조사와 단면 층위조
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현재 조사는 북문지 내측에 해당하는 Ⅰ·Ⅱ지구와 북문지 외측에 해당하는 Ⅲ
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15년도 몽촌토성 조사지역 Ⅰ·Ⅱ지구 전경(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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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지역 현황도(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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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몽촌토성 북문지 내측 Ⅰ·Ⅱ지구 유구 현황도(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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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지구

Ⅰ지구는 2014년도 조사지역인 북문지 내측의 3,500㎡와 여기에 남동쪽부로
500㎡가 확대하여 전체 조사면적은 4,000㎡이다. 1지구에 대한 제토는 2014년도
에 확인된 통일신라 제2문화층(도로 및 굴립주 건물지), 삼국시대 문화층(도로, 주
거지, 구상유구 등)을 기준으로 제토하였으며, 20m 간격으로 기준 토층 둑을 남겨
유구간의 층서관계를 파악하였다.
제토 깊이는 2014년도 조사 통일신라 주거지(16기) 및 우물이 확인된 통일신라
제1문화층으로부터 30~50㎝ 깊이까지 이루어졌다. 즉, 통일신라 제2문화층에서 주
거지 등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는 통일신라 제2문화층까지 제토 하였으며, 확인되
지 않은 경우는 백제문화층까지 하강·제토 하였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Ⅰ지구에서 확인된 유구는 다음과 같다.

[사진 2] 몽촌토성 북문지 내측 Ⅰ지구 전경(항공사진)
1) 삼국시대

1지구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유구는 2014년도 조사에서 그 일부가 조사된 남서북동방향의 도로유구 2기와 구상유구가 있으며, 새로이 북서-남동방향의 도로유구
2기, 구상유구 1기와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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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시대 도로

삼국시대 도로는 2014년도 조사 당시 북문지 안쪽에서 북문지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일부가 확인된 것을 금번 조사에서 그 진행방향과 구조, 축조기법을 파
악하기 위하여 남서쪽으로 조사구역을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4년
도에 확인된 남서-북동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 2기 외에 북서-남동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 2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가. 남서-북동 도로
백제 도로 1·2호가 남(서)-북(동) 도로에 해당한다. 두 도로사이의 간격은 노면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8m이며, 측구를 포함하면 약 10~13m 정도이다. 두 도로는 북
문지쪽인 북동쪽 조사지역 경계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20m 정도 진행하다가 각각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회절하여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3] 삼국시대 1호도로 및 통일신라 도로 전경(항공사진)

① 1호 도로
1호 도로는 정확히 북문지의 문도(門道)를 향하여 남서-북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길이는 S1W2~S1W5, N1W2~N1W5 그리드에 걸쳐 길이 35m 구간이 확인되
었다. 도로의 구조는 당초 중앙의 도랑을 중심으로 양쪽에 노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 노면 외측으로는 측구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적어도 2~3차례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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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축(修改築) 혹은 선형의 변화가 이루어져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호 도로는 N1W4와 N1W5 그리드 사이의 기준 토층 둑을 경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준 토층 둑을 경계로 문지쪽인 북동쪽부는 1-①호 도로, 남서쪽부 1-②호 도로로
명명하여 확인된 도로의 양상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①호 도로】
1-①호 도로는 2015년도 조사에서는 중앙도랑을 중심으로 양쪽에 노면이 있는 구조의
도로로 N1W4 그리드에서 중앙도랑이 없어지면서 두 노면이 합쳐져 2호 도로쪽인 북서쪽
으로 노선을 회절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파악된 도로의 양상은 2016년
조사에서 하층 노면 및 도로의 노체 및 노면의 축조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Pit조사를 실시
한 결과 3시기의 도로가 단계적으로 선형을 이동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①-ⓐ도로 [상층도로-백제 이후 삼국시대 도로]
중층도로-백제 상층도로의 북쪽 측구 위에 성토 다짐하여 조성하였으며, 노체 기저부
조성층에서 고구려 원통형삼족기편이 출토되어 고구려 점유시기에 조성된 도로로 추정된
다. 도로 노체의 조성은 축조 공정상 2개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먼저 중층도로 북쪽 측구 바닥면 위로 황회색 사질점토(2.5Y 4/1)-올리브갈색 사질점
토(2.5Y 4/3, 점성이 강하고 입자가 고움)-암회황색 사질점토(2.5Y 4/2)-황갈색 사질점토
(2.5Y 5/3)-탁한 황갈색 사질점토(10YR 5/4)-갈색 사질점토(10YR 4/4)를 6~14㎝ 두께로
수평 다짐하여 너비 530㎝, 높이 60㎝ 규모의 1차 성토부를 조성. 1차 성토부의 기저부에
목주 1개가 확인됨

[사진 5] 1-①-ⓐ 도로 노체 내 木柱

[사진 4] 1-①-ⓐ 도로 단면 토층

- 이후 이 성토부의 북쪽 경계에 잇대어 회백색 기반암풍화토+(황)갈색 점토+잡석을 혼
합하여 다져 올려 2차 성토부를 조성하였는데, 이 2차성토부의 하부는 중층도로의 측구
바닥면을 삭토하여 내려감. 2차 성토부의 규모는 너비 210㎝, 높이 70㎝임
- 2차 성토부 위에 다량의 회백색 기반암풍화토와 잡석, 그리고 점토덩어리를 혼합하여
20㎝ 두께로 다져 노면을 조성하였는데, 이 노면 조성부는 1차 성토부까지 피복함
- 도로의 규모는 노폭 500㎝(최대 640㎝), 노체+노면 두께 100㎝(以上)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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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의 해발높이는 14.9m로 중층도로 노면의 북쪽부와 거의 같음
- 도로의 북쪽에 ‘U’자상의 측구 개설, 측구의 규모는 너비 154㎝, 깊이 40㎝임
㉡ 1-①-ⓑ도로 [중층도로-백제 상층도로]
백제 하층도로가 폐기된 이후 하층도로 위의 퇴적층에 도로를 축조하였으며, 상층도로
의 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도로의 축조양상과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도로의 축조는 하층도로 노면 위의
유수(流水)에 의한 퇴적층(암회색 (사질)
점토 : 환원층)위에 진회색 점질토와 갈
색 사질점토(풍화암반부스러기 다량 포
함)를 얇게 깔고 그 위에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는 기반암풍화토 부스러기
와 잡석을 이용하여 단단히 다져 노체
(路體)와 노면(路面)을 축조함
- 노면의 양쪽에는 측구를 개설하였
는데, 남쪽 측구는 노면 남쪽 경계에서

[사진 6] 1-①-ⓑ 도로 노체 단면토층(북동에서)

남쪽으로 5m 정도 폭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내려가다가 폭 80~90㎝의 ‘凹’자형 측구
를

개설하였으며, 북쪽 측구는 바닥면은 노체와 노면을 구성한 다짐층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쪽으로 이어지고 있음(노면의 해발높이는 14.7(남쪽부)~14.9m(북쪽부)임
- 노면은 너비가 430㎝ 내외이며, 남쪽 측구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음
- 노체 기저부에서 노면까지의 최대 두께는 55㎝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두께
가 얇아짐
- 문지쪽인 북동부 일부에서는 기존 노면 위로 황갈색 점질토와 잡석을 다져올려 보수
(補修)하였음
한편, 북문지에서 남서쪽으로 진행하던 이 중층도로는 N1W4 그리드에서 북서쪽으로 회
절하여 2호도로쪽으로 진행한다. 도로의 회절부 양상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회절부분의 경우 노면의 남쪽 경사면을 따라 너비 50㎝ 내외로 작은 도랑(溝)이 시설
되었으며, 이 도랑은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진행하여 1호 도로의 남동 측구로 이어 지고
있으며, 이 도랑의 외측인 남쪽으로 다시 너비 120~220㎝의 도랑이 시설되어 있음
㉢ 1-①-ⓒ도로 [하층도로-백제 하층도로]
백제 하층도로는 중층도로의 노면으로부터 110~140㎝ 아래에서 확인되었으며, 하층도
로와 중층도로 사이에는 유수에 의해 퇴적된 모래층과 (암)회색 사질점토층(패각+목재편+
나뭇가지+목탄 포함층) 등이 80~90㎝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하층도로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하층도로는 회백색 풍화암반토와 잡석을 섞어 다져 축조한 포장도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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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은 남쪽과 북쪽에 2개의 노면이 확인되었는데, 두 노면 사이는 너비 430㎝의 도
랑이 형성되어 있음
- 두 노면이 동시에 축조되어 사용되었는지는 현 조사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으나 노면의
높이가 거의 동일함(노면의 해발 높이는 13.4~13.9m임)
- 남쪽 노면은 너비가 970㎝로 중층도로의 2배 이상이며, 노면의 남쪽 경계로부터 전체
너비의 약 1/3 지점을 기준으로 남쪽부는 남쪽 도랑으로 약간 경사져 있으며, 북쪽부는
북쪽 도랑으로 경사져 있음
- 북쪽 노면은 상층도로의 노체 기저부 아래에 위치하는데, 북쪽부 일부는 상층도로 노
체의 2차 성토부를 조성할 때 삭토된 것으로 판단됨
【1-②호 도로】
1-②호 도로는 북문지쪽에서 남서쪽으로 진행하다 북서쪽으로 회절하여 진행하는 1-①
-ⓑ도로(중층도로)의 회절부를 따라 남쪽으로 개설된 북서-남동방향의 도랑(溝) 건너인
S1W5·N1W5 그리드에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도로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 이 도로는 2개 이상의 노면이 확인되었으나 현대의 폐기물을 매립한 교란구덩과 통일
신라도로와의 중복으로 인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움
- 성토 다짐하여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도로 ⓵과 유사하나 암황갈색사질점토+잡석을 성
토 다짐하여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성토재료상의 차이를 보임
- 토층 단면상에 1-⓵-ⓑ 도로의 도랑 내부토인 회흑색 사질점토층 위로 노체와 노면
조성층이 확인되고 있어 1-⓵-ⓑ 도로 보다는 시기적으로 후행함
- 1-②호 도로의 중앙도랑을 기준으로 남쪽 도로와 북쪽 도로 모두 노면으로 조성된
층이 현재 상·하 2층 정도가 확인되고 있어 노면이 1~2차례 개보수된 것으로 추정됨
- 도랑은 중앙도랑과 남동 도로의 남동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조성된 측구(側溝)가 있음
- 도랑 내부 퇴적토의 토층 양상은 흑회색 사질점토층(환원층) 아래로 굵은 석립과 기
반토 덩어리가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층이 수평상의 층위를 이루고 있음. 이 황갈색 사
질점토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로 조성층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중앙도랑의 규모는 너비 160~300㎝ 내외, 깊이 30㎝ 내외이며, 남동 도로의 남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시설된 측구는 너비
60~70㎝, 깊이 20㎝ 정도의 작은 측구임
【암거(暗渠)】
삼국시대 1호 도로에서는 2개의 석축
암거시설이 확인되었다. 암거 ⓵은 1-①ⓑ 도로의 진행방향과 직교하게 도로 노
면과 노체를 굴착하고 석축의 암거를 시
설하여 북쪽 측구에서 남쪽 측구로 배수
[사진 7] 1-①-ⓑ 도로의 암거① 전경(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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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조성한 것으로 석축시설이 잔존한 규모는 길이 390㎝, 너비 60㎝ 내외이다. 암거
⓶는 1-⓵-ⓑ 도로의 회절부 남측을 따라 조성된 북서-남동 도랑의 중간지점에서 확인되
었다.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현존규모는 길이 180㎝, 너비 70㎝ 내외이다. 진행
방향은 도랑과 직교하게 북서-남동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1-②호의 남쪽도로 남측으로 개
설된 측구와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암거 ②는 1-①-ⓑ도로의 측구가 폐기된 이후 조성된 1-②-남쪽도로의 암거로
추정된다.
【출토유물】
유물은 주로 도로의 도랑에서 출토되었는데, 삼족기, 고배, 기대편, 뚜껑, 대상파수편,
장란형토기편, 구연부에 각목문이 시문된 발 구연부편, 어망추 등 토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중국청자편이 출토되었으며, 1-⓵-ⓑ 도로의 북쪽 측구 상부 퇴적토 내에서
석제 방추차 1점과, 1-⓶호 도로의 중앙도랑에서 반파(半破)된 돌절구 1점이 출토되었다.

[사진 8] 삼국시대 1-①·②호 도로 출토 유물

[사진 9] 1-②호 도로 중앙도랑 출토 돌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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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1-①-ⓐ 도로 노체 기저부 출토
원통형 삼족기

② 2호 도로
백제 2호 도로는 2014년도 조사 당시 북문지에서 성내 서쪽에 위치한 N4W2 그리드 내에
서 길이 6m 정도가 확인되었다. 당시 도로의 진행방향은 동-서 방향에 가깝게 북문지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 11] 삼국시대 2·4호도로 및 통일신라 굴립주 건물지·주혈군 전경

[사진 12] 2호도로 남쪽 측구 단면토층⓵

[사진 13] 2호도로 남쪽 측구 단면토층⓶

금번 조사를 통하여 2호 도로의 현재까지 확인된 길이는 26m 정도이며, 진행방향은 남
-북 방향에 가까운 남서-북동방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로의 노면과 측구는 도로가 폐
기된 이후 통일신라 주혈군(굴립주건물지 주혈)과 주거지 등이 조성되면서 심하게 중복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 2호 도로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구조는 성벽에 인접한 조사지역의 북동쪽부에 해당하는 N4W2 그리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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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도랑을 중심으로 양쪽에 2개의 도로가 조성된 양상을 보이다가 남서쪽으로 좀더
진행한 N4W3 그리드에서는 중앙도랑이 없어지고 노면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음
- 하나로 합져진 도로는 조사지역 북동경계로부터 약 21m정도 남서쪽으로 진행한 지점
에서 남동쪽으로 회절하여 백제 1호 도로쪽으로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삼국시대 1·2호 도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도로의 현재 확인된 규모는 두 노면으로 분리된 지점의 남쪽 도로의 노면은 너비가
400~500㎝이며, 하나의 노면으로 합쳐진 부분의 경우는 너비가 10m 정도임
- 도로면 조성방법은 황갈색 점질토+잡석층을 채토하여 성토 다짐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1-①호 도로의 성토재료와 같은 회백색을 띠는 기반암풍화토 부스러기와 잡석
을 섞어 다짐함. 이러한 성토재료의 차이는 도로의 개·보수과정에서 나타난 시간적 선후관
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됨
- 도랑(溝)은 중앙 도랑과 남쪽 측구가 확인되었고, 북쪽 측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다. 중
앙 도랑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북동부 일부구간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바닥면의 경우 노
면의 다짐층이 측구 바닥면까지 이어진 양상을 띠고 있음
- 남쪽 측구는 기준 토층 둑의 단면 토층 상에 나타난 층위양상을 보면, 측구가 한번
정도 남동쪽으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며, 회색 사질점토층(환원층) 위의 측구 바닥면은
노면에 형성된 수레바퀴 흔적처럼 凹면이 확인되고 있음(사진 7·8).
- 중앙도랑의 너비는 120㎝ 내외이며, 남쪽 측구의 너비는 400㎝ 정도임
- 도로의 출토유물은 대부분 측구 내에서 출토되었는데, 백제 고배편, 단경호편, 뚜껑편
등 백제토기편과 동물 뼈 등이 있음

[사진 14] 삼국시대 2호도로 출토유물

. 북서-남동 도로

나

남서-북동방향으로 진행하는 삼국시대 1·2호 도로와 직교하게 북서-남동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2기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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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호 도로
3호 도로는 성벽 안쪽으로 인접하여 성벽을 따라 북서-남동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성벽
이 회절하는 부분의 성벽 안쪽에 해당하는 N7W2 그리드에서는 북서쪽으로 진행하던 노면이
서쪽으로 회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양상으로 보아 삼국시대 3
호 도로는 성벽안쪽을 따라 개설된 도로로 추정된다. 이 도로의 남동쪽부는 삼국시대 2호 도
로의 중앙도랑 북쪽부의 노면과 연결되어 있어 2호 도로와 같은 시기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호도로의 남서쪽부로는 4~7호 수혈유구가 인접되거나 연접되어 위치하고 있는 양
상이다.
3호 도로는 Pit 조사결과 노면이 상·하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노출된 상
층 노면 상에는 수레바퀴가 지나간 흔적으로 추정되는 2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데, 홈의 너
비는 30㎝ 내외이며, 두 홈의 중심간격은 150~180㎝ 내외이다.
출토유물은 도로의 노면에 형성된 수레바퀴 흔적으로 추정되는 홈 내에서 소형의 직구호가
출토되었다.

[사진 15] 삼국시대 3호도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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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삼국시대 3호도로 출토유물

② 4호 도로
4호 도로는 남서-북동방향으로 진행하는 2호 도로와 N3W4 그리드에서 교차되어 북서-남
동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로 3호 도로와는 남서쪽으로 약 22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4호 도로는 현재 노면이 동일 축선에서 상·하 2개층으로 구분되고 있다. 2015년도 조사시에
는 서로 교차되는 2호 도로와 4호 도로를 상호 선후관계가 있는 중복양상으로 파악하여 4호
도로가 2호도로를 파괴하고 조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2016년도 들어와 중복관계 및
축조양상 파악을 위한 Pit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도로는 선후에 따른 중복이 아니라 동시기
에 운영된 도로로 확인되었다.
- 노면 ⓵은 하층에 위치한 노면으로 노면의 바닥면이 상층 노면 보다 30㎝ 정도 낮다.
현재 노출된 범위는 길이 12m 정도이다. 주목되는 점은 삼국시대 3호 도로의 노면상에 나타
난 것처럼 수레바퀴가 지나간 흔적으로 추정되는 2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홈의 너비는 20㎝ 내외이며, 두 홈의 중심 간격은 160~180㎝ 내외로 3호 도로
의 양상과 유사하다.
- 노면 ②는 상층에 위치한 노면으로 N3W4·N3W5 그리드의 남동쪽부 양상과 N4W5·N5W5
의 북서쪽부 양상이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동쪽
부의 경우는 하층 노면과 축조재료가 동일하며, 노면
상에도 하층 노면의 수레바퀴 홈과 동일 축선상에 수
레바퀴홈이 형성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동측
측구가 2호 도로의 남동측 노면 경계를 따라 시설된
남동 측구와 이어져 있어 4호 도로의 남동쪽 상층노면
과 현재 노출된 2호도로의 도로면은 동시기에 조성되
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서쪽부의 경우는 ’14년도 조사된 백제 주거
지와 수혈유구 쪽으로 이어져 있다. 노면의 조성은
기반토를 구(溝)처럼 얕게 굴착하고 그 안에 굵은 모
래가 섞인 황갈색 사질점토와 잡석으로 성토 다짐하
여 조성하였다. 노면은 최소 상·하 2층이 확인되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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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4호도로 노면 출토 器臺

차례 이상 개·보수가 이루어졌으며, 개·보수 과정에서 노면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4호도로의 단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N5W5 그리드의 남쪽부에 설치한 Pit에서는 최상층 노
면 아래에서 너비 40㎝ 내외의 도랑이 확인되었으며, 이 도랑을 사이에 두고 서쪽과 동쪽에
노면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도랑은 백제 주거지 및 1호 수혈유구의 동쪽부에서 확인된 당초
2호 구상유구로 명명하였던 구상유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호도로의 노면 너비는
최상층의 경우 270~290㎝로 추정되며, 중층의 노면은 도랑 동쪽의 것이 90~130㎝, 서쪽의
것이 160~18㎝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4호도로의 동쪽으로 측구가 시설되었는지의 여부는 1호 구상유구와 중복되어 있어
정확히 알 수 없다.
출토유물은 노면 ②의 북서쪽부 노면 상면에서 고사리문양이 장식된 백제 기대와 고배편
등이 출토 되었다.
(2) 구상유구, 수혈유구

①

구상유구(溝狀遺構)

구상유구는 2기가 확인되었다. 1호 구상유구는 Ⅰ지구의 서쪽부에 해당하는 N6W5
그리드에서 확인된 백제주거지와 수혈유구의 바로 동쪽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
며, 진행방향은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18] 삼국시대 백제주거지, 1호 구상유구, 수혈규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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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발굴조사 시 부분적인 조사만이 이루어졌는데, 유구 바닥면이 불규칙하게
구덩이처럼 굴착되어 있어 채토장(採土場)으로 추정되었다. 유구 내부에서는 백제 고
배편·조족문토기편·기대편·어망추·방추차 등과 고구려 대상파수(帶狀把手)편·토기 동체
편, 중국 청자편, 철촉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 밖에 동물뼈가 다수 출토된 바 있다.
현재까지 실시한 금번 조사에서는 북서-남동의 길이가 15m, 남서-북동 너비는 7m
정도로 파악되었다.
이 유구는 삼국시대 4호도로의 동쪽부와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1호 구상유
구가 4호도로를 파괴하고 조성되어 있어 4호도로 보다는 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N4W4~N4W3 그리드의 북쪽부에 설정한 기준 토층둑의 층위 양상을 보면 삼
국시대 문화층이 2개 층위로 확인되고 있다. 즉, 기반토상에 유구을 조성한 삼국시대
2 문화층 위에 황갈색 점토와 잡석을 섞어 인위적으로 성토하고 그 위에 유구를 조성
한 삼국시대 1문화층이 분포하고 있는데, 1호 구상유구의 동쪽부 유구 조성면은 바로
2문화층을 굴착하고 조성하고 있다. 문화층 내의 출토유물 양상을 보면 1문화층에서
는 고구려토기와 백제토기편이 공반하며, 2문화층에서는 현재까지 백제토기만이 출토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호 구상유구는 백제 1호도로-도로 ⓶
의 남동 도로 노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면 및 노체 조성층과 그 아래의 기반토
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현재 확인된 평
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까우나 남서부 조
사지역 경계 외측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
다. 내부토는 ‘U’자상의 퇴적양상을 보이
고 있으며, 회흑색 사질점토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210

[사진 19] 3호 구상유구 토층

㎝, 너비 60㎝이다.
② 수혈유구(竪穴遺構)
수혈유구는 ’14년도에 조사된 1호 수혈유구를 포함하여 총 15기가 확인되었다. Ⅰ
지구에서 확인된 수혈유구의 평면형은 대체로 (부정)타원형에 가까우며, 백제도로와
인접하여 위치한 3·5·6·7호 수혈유구의 경우 바닥면에 전체적으로 재+숯이 깔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토유물은 백제 고배, 삼족반, 유견광구호(합), 뚜껑, 개배, 장란형토기 등 백제토
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일부 백제 기와편과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7호 수혈유구에서는 백제 직구단경호의 어깨에 「官」字를 좌서(左書)로 찍은 명문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한편, 7호 수혈유구의 경우 내부 퇴적토인 회색 점토층(5Y 4/1) 위에 형성된
18~20㎝ 내외 두께의 황갈색 사질점토+명황갈색 점토층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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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따라서 수혈유구가 폐기된 이후 전체적으로 황갈색 사질점토+명황갈색 점
토를 성토하여 생활면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Ⅰ지구 백제 수혈유구 현황표
호
수

평면형

1

타원형

2

부정타원형

3

부정타원형

4

크기(

㎝

)

출토유물

길이×너비×깊이
344×270×15

* 크기의 ( )는 현존길이임
비고

삼족반, 고배편, 뚜껑편, 어망추 등 ’14년도 조사
고배편, 호편 등

백제 2호도로 및 통일신라 19호 주
거지와 중복

368×194×37

고구려토기 구연부편, 시루편 등

백제 2호도로-도로⓶의 남동도로 측
구와 연접

부정타원형

240×160×55

호편

5

부정타원형

322×302×60

고배편, 장란형토기편, 직구호편,
기와편, 동물뼈 등

6

부정타원형

280×260×33

백제 고배편

7

부정타원형

800×600×60

고배, 유견광구호, 뚜껑, 「官」字銘
직구호편 등

8

말각장방형 350×현존146×20

9

부정타원형

250×260×16

광구호편, 심발형토기편, 뚜껑 등

10

세장타원형

386×90×31

대각편, 호 동체편, 고배편, 뚜껑 등

11

부정형

212×90×3

뚜껑편, 완편, 동체부편 등

12

세장타원형

157×54×12

-

13

말각방형

398×385×36

어망추, 고구려 옹 저부편·발
구연부편 등

백제 3호도로와 일부 중복
7호수혈과 중복(후행)
백제도로 3의 남서부에 인접

광구단경호, 삼족반

[사진 20] 3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11호와 중복(후행)

11호와 중복

[사진 21] 4호 수혈유구 조사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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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5호 수혈유구 조사중 전경

[사진 23] 6호 수혈유구 조사중 전경

[사진 24] 7호 수혈유구 조사중 전경

[사진 25] 7호 수혈유구 출토 「官」字銘 토기편

[사진 26] 8호 수혈유구 조사중 전경

[사진 27] 13호 수혈유구 조사중 전경

[사진 28] 삼국시대 수혈유구도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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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Ⅰ지구에서는 유구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통일신라 4호주
거지 하층에서 호상(弧狀)으로 돌아가는 구
상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유구 확인을 위해
설치한 pit내에서 주거지나 수혈유구로 추정
되는 유구의 윤곽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N6W3 그리드의 남동벽에 설치한 Pit 내에
서는 백제 고배 1점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또한 N6W2 그리드의 백제층에

[사진 29] N6W2 그리드 내 출토 말 턱뼈

서는 말 턱뼈가 출토되었다.

2) 통일신라
통일신라 유구는 도로, 주거지, 굴립주 건물지의 주혈로 추정되는 주혈군(柱穴群), 우물
등이 ’14년도 조사에 이어 확장조사 되거나 추가로 확인되었다.

(1) 통일신라 도로 및 수레바퀴 홈
①
통일신라 도로

통일신라 도로(’14년 조사 시 2호 도로)는 ’14년도 조사에서 길이 10m 정도가 확인된
것을 금번 조사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확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로
의 진행방향은 삼국시대 1호 도로와 나란하게 남서-북동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의 남쪽부는 1-①-ⓐ도로(상층도로)의 북쪽 측구와 중복되어 있다. 1지구에서 확인된 통
일신라 도로의 길이는 35m이다.
도로의 조성은 암황갈색 사질점토(Ⅸ층)을 도랑(溝)처럼 굴착하고 조성하여 도랑의 바닥
면이 노면을 이루고 있다.1) 또한 도랑 바닥면(노면)의 양쪽 가장자리에 측구를 조성하였
는데, 측구 내에는 모래가 퇴적되어 있으며, 할석과 자갈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
도로 조성을 위한 굴착 너비는 550~600㎝이며, 도로의 너비는 측구를 포함하여 340㎝
내외이다.

②

통일신라 수레바퀴 홈

통일신라 수레바퀴 홈은 삼국시대 1호 도로의 상부 퇴적층(탁한 황갈색 사질점토)에서
확인된 것으로 삼국시대 도로면보다 20㎝ 위에 수레바퀴 홈이 형성되어 있다. 수레바퀴
홈의 진행방향과 노출된 길이는 삼국시대 1호도로와 동일하다.
수레바퀴 홈 내에는 대부분 모래가 충전되어 있는데, 평면과 토층 단면상에 나타난 수
레바퀴 홈의 간격은 110~180㎝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레바퀴 홈의 너비는 10~20㎝ 정도
이다.
1) 이렇게 지면을 굴착하여 조성한 통일신라 도로는 청원 황청리 도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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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통일신라도로 전경(우측의 삼국시대 1호도로를 굴착하고 조성. 북서에서)

(2) 통일신라 주거지
통일신라 주거지는 ’14년도에 조사된 16기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35기 정도가 확인되었
다. 주거지는 대부분 중복관계가 심한 상태로 확인되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27~29호, 35호 주거지는 통일신라 제1문화층의 하층인 통일신라 제2문화층에서 확인되었
다.

<표 4> Ⅰ지구 통일신라 주거지 현황표
호
수

평면형

19

말각방형

20

크기(

㎝

)

* 크기의 ( )는 현존길이임

내부시설

출토유물

주요 내용

380×380×30

점토 부뚜막,
주혈, 벽구

병, 고배
대각편 등

•주거지 바닥면의 일부분이 1호도로(백제도로)의 노면과
중복됨
•(통일)신라 굴립주 주혈과 중복

말각방형

410×430×30

완, 공방지로 추정됨
구들, 주혈 뚜껑, 대부완,
숫돌

21

(장)방형

(280)×300×20

구들

토기편

22

(장)방형

(230)×(250)×10

-

우각형파수

23

장방형(?)

(410)×(100)×5

-

-

•22호와 중복, 남동쪽부는 현대 콘크리트 구조물에 교란
됨, 중복 주거지 2기 추가확인

24

장방형(?) (540)×(210)×11

뚜껑 꼭지

북서쪽 조사경계에 걸쳐 확인되어 조사지역 내의 일부분
만 조사를 진행. 14호 주거지와 중복

11·21·22호 중복(21→22→11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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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의 북동쪽에 위치, 거의 바닥면만 잔존하고 있고,
11호와 중복되어 남서벽은 멸실

25

장방형(?)

335×(225)×6

26

장방형

260×(260)×5

27

장방형

420×450

구들

∙주거지 동벽쪽에 할석축조 구들 시설-구들 고래의 바
닥에도 판상할석을 깔음
∙ 6호 주거지 하층에서 확인됨

28

말각장방형

390×377×40

구들

인화문 뚜껑편, •구들은 동벽에 치우쳐 조성, ‘一’자형 2줄고래 : ’14년
어망추(2), 병, 도 4호주거지와 동일하나 아궁이가 북쪽에 위치하여 차
원반형 석기편 이를 보임

29

장방형

(338)×260

주혈 1

30

(장)방형(?) (133)×(195)×4

31

(장)방형(?)

(40)×(45)

35

방형

320×320×32

대부완편,
기와편,
평저완편

대부완

•유구 내부에 전체적으로 숯+재가 깔린 층이 확인 : 면
이 불규칙함, 유물은 모두 숯+재층 위에서만 출토

•25호와 중복(25호의 하부에서 유구 윤곽선 노출)
•15‧31호와 중복(15호에 선행), 거의 바닥면만 잔존하며,
북쪽부의 일부만이 잔존함.

주혈 1

•4호, 5호, 30호 주거지와 중복

토기편

•27호와 중복(27호 주거지의 동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됨)

[사진 31] Ⅰ지구 서쪽부 통일신라 주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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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20호 주거지(공방지) 전경

[사진 33] 20호 출토유물

[사진 34] 28호 주거지 전경

[사진 35] 28호 주거지 출토유물

[사진 36] 25·29호 주거지 조사중 전경

[사진 37] 29호 출토 완

(3) 굴립주 건물지 및 주혈군(柱穴群)

굴립주 건물지 및 주혈군은 대체로 통일신라 도로 서쪽부인 N2W4~N2W5 구역, 그리고
N4W2~N4W4구역에서 백제 2호도로와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① N2W4~N2W5 구역에서 확인된 굴립주 건물지는 ’14년도 조사 시 N2W4 그리드 내
에서 일부가 확인된 것으로 금번 확장조사를 통하여 규모가 확인되었다. 주혈군의 분포양
상은 남서-북동 방향으로 4칸이며, 남동-북서방향으로는 북동쪽이 1칸, 남서쪽이 2칸으로
확인되었다. 주혈간의 중심간격은 250~270㎝이며, 주혈의 직경은 30㎝내외이다. 이 주혈
군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N2W5에서도 또 다른 주혈군이 확인되고 있는데, Ⅰ지구 남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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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 38] N2W4 굴립주건물지 전경

[사진 39] 주혈 토층 단면 세부모습

② N4W2~N4W4에서 확인된 주혈군은 백제 2호도로의 노면과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정확한 배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2~3기 정도의 굴립주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40] N4W2~N4W4 구역내 주혈군 전경

2.

[사진 41] N4W2~N4W4 구역내 굴립주건물지 전경

Ⅱ

지구

Ⅱ지구는 ’14년도 내성농장부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도로의 성 안쪽으로의 진
행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Ⅰ지구에서 남서쪽으로 20m 이격되어 20×30m(대상면적
600㎡) 크기로 조사구역을 설정하였다. 현 지표면에서 300㎝ 내외 깊이까지 제토
하여 유구를 확인한 상태이다.
유구가 확인된 문화층은 현 지표면에서 300㎝ 내외에서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
유구와 백제유구가 층의 구분없이 동일층에서 확인되고 있는 양상이다. 즉, Ⅰ지구
의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는 백제문화층과 통일신라문화층이 뚜렷이 구분되
고 있는 것에 반해, Ⅱ지구에서는 통일신라 유구가 앞선 시기의 백제유구를 파괴
하고 중복 조성된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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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Ⅱ지구 유구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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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구에서 확인된 유구는 백제 한성기 도로유구 2기·수혈유구 3기와 통일신라 도
로 2기·수레바퀴 홈, 우물 1기, 수혈유구 1기, 주혈군, 시대미상의 석축유구 등이
있으며, 이외에 통일신라 도로와 중복된 미조사유구 2기가 있다.

[사진 42] Ⅱ지구 전경(항공사진)
1) 삼국시대

(1) 삼국시대 도로

삼국시대 도로는 2기가 확인되었다. S1W8에서 확인된 도로는 남서-북동방향의
도로로 Ⅰ지구의 삼국시대 1호 도로가 남서쪽으로 연장된 것이며, S1W9에서 확인
된 5호 도로(남동-북서도로)와 연결된다.
S1W9에서 확인된 5호 도로는 1호 도로와 방향을 달리하여 남동-북서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5호 도로는 황갈색 점토와 잡석을 섞어 성토다짐하여 노면을
조성하였으며, 조성한 노면(폭 120㎝ 내외)을 중심 양쪽에 작은 측구(너비 100㎝
내외)가 개설되어 있고, 다시 측구의 외측으로 노면이 조성된 양상이다. 남서 측구
의 외측으로 개설된 노면은 노면 층이 상·하 2층으로 확인되었다. 하층 노면상에
는 숯과 재가 깔린 부분이 있으며,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으로 추정되는 홈이 도
로의 진행방향과 나란하게 형성되어 있다. 상층노면은 하층노면 위에 퇴적된 모래
층과 회흑색 사질점토층 위에 황갈색 점토와 잡석을 섞어 다져 조성하였다.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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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상에도 수레바퀴 자국으로 추정되는 홈이 확인되고 있는데, 중심간격은 150㎝
이다. 노면 폭은 350㎝ 내외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상층노면의 모래퇴적층에서 청동방울 1점, 하층노면의 바닥면에서
대옹 구연부편, 남서측구 내에서 직구호편과 고배편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43] 백제 5호 도로 전경

[사진 44] 백제 5호 도로 남서측구 출토 직구호

(2) 백제 수혈유구
수혈유구는 백제 도로 1의 서측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통일신라도로 및
자연도랑에 의해 유구의 (북)서쪽부가 유실되었다.
① 1호 수혈유구는 북동쪽부가 조사지역의 경계에 걸려 있으며, 북서쪽부는 통
일신라 도로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기
둥구덩이와 작은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고 있으며, 남서쪽부에서 백제토기 뚜껑, 삼
족반, 호편 등이 출토되었다. 현존규모는 길이 330㎝, 잔존너비 150㎝, 깊이 10㎝
내외이다.

[사진 45] 1호 수혈유구 전경

[사진 46] 1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② 2호 수혈유구는 1호수혈유구의 남서쪽부에 위치하고 있다. 북동쪽부는 1호
수혈유구가 조성되면서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북서쪽부는 자연도랑에 의해 유실되
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타원형에 가까우며, 바닥면이 수평면을 이루지 않다. 내부에
서는 타원형에 가까운 작은 수혈이 확인되고 있으며, 백제 고배 대각편 등이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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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유구의 잔존규모는 길이 280㎝, 너비 170㎝ 정도이다.
③ 3호 수혈유구는 2호 수혈유구의 남쪽부에 중복되어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북쪽부는 2호 수혈유구가 조성되면서 파괴되었으며, 서쪽부는 자연도랑에 의해 유
실되었다. 평면형은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바닥면은 대체로 수평면을 이루고 있
다.
유구 내부의 남쪽부에는 벽면 안쪽을 따라 연도(煙道)처럼 ‘ㄱ’자형으로 숯층이 확
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숯층 상면에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

) 통일신라

(1) 통일신라 도로
통일신라 도로는 2기가 확인되었다. Ⅱ지구 중앙부에서 확인된 남서-북동방향의
도로 1은 Ⅰ지구 남서쪽으로 연장된 도로로 북문지쪽에서 선형의 변화없이 일직선
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Ⅱ지구의 서쪽부에서 확인된 도로 2는 동-서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이
다. 현재, 조사지역 서쪽 경계로부터 동쪽으로 길이 12m 정도 진행하다 도로 1과
중복되고 있는데, 중복된 지점 이후로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도로
1이 조성되면서 멸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2의 구조는 도로 1이 구 지표면을 도랑처럼 굴착하여 조성한 것에 반해
중앙의 구(溝)를 중심으로 양쪽에 노면이 있는 형태로 노면에는 수레바퀴 홈 자국
이 형성되어 있다.
출토유물은 내부 퇴적토상에서 방아확석, 백제 기대편·호편, 통일신라 뚜껑편 등
이 출토되었다.

[사진 47] Ⅱ지구 통일신라 도로 전경

[사진 48] Ⅱ지구 통일신라 도로 토층단면

(2) 수혈유구 ·우물

① 수혈유구는 1기가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Ⅱ지구의 남서쪽부인 S1W9에 위
치하고 있다. 평면형은 원형으로 벽면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
며, 내부에는 할석들이 들어가 있는 양상이다. 크기는 직경 90㎝, 깊이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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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물은 1호 통일신라 도로의 북서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수혈유구
에서는 북쪽으로 14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평면 원형으로 기반토를 굴착
한 다음 벽면은 냇돌과 할석으로 돌려 쌓았다. 크기는 직경 110㎝ 정도이다.

[사진 49] 통일신라 수혈유구 전경

[사진 50] 통일신라 우물 전경

이 밖에 통일신라유구는 수레바퀴
홈과 주혈군이 확인되고 있다. 수레
바퀴 홈은 Ⅰ지구의 백제도로 1의 상
부 퇴적토상에서 확인된 수레바퀴 홈
과 연결되어 있다. 주혈군은 주로 조
사지역의 남동쪽부에서 백제도로 혹
은 백제도로 상부퇴적상에서 확인되
고 있는데 규칙성은 없다. 주혈의 직
경은

30~40㎝

내외이며,

깊이는

20~30㎝정도 잔존하고 있다. 토층상

[사진 50] 통일신라 수레바퀴홈 및 주혈군

목주흔이 확인 된 경우의 목주 지름은 10~12㎝ 정도이다.
3.

Ⅲ

지구

Ⅲ지구는 북문지 외측의 평탄지로 현재는 피크닉장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Ⅲ지구에 대한 조사는 Ⅰ지구에서 확인된 백제 도로의 진행방향과 성 밖의 유적양상
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조사구역은 대상면적 1,200㎡로 공원 내에
시설된 조경물과 식재된 수목을 피하여 설정하였다.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조사상황을 요약하면, 통일신라시대 2
개의 문화층과 그 아래에서 백제문화층이 확인되었다. 통일신라문화층에서는 수레바
퀴가 지나간 흔적인 수레바퀴 홈이 상·하 두 문화층에서 모두 확인되었으며, 상층문화
층(제1문화층)에서는 동물 발자국 과 사람 발자국이 잔존하는 생활면이 확인되었다.
백제문화층에서는 백제도로가 확인되었는데, 이 백제 도로는 북문지 내측에서 확인
된 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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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시대 문화층(도로유구)

[도면 9] 몽촌토성 북문지 외측 Ⅲ지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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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지구에서 확인된 백제문화층은 현 지표2)(14.5~15.0m)로부터 3.5~3.8m 깊이에서
확인되었다. 백제도로는 N2E7·N3E7 그리드 북서-남동 트렌치에서 현 지표하 380㎝
깊이에서 백제 도로면 노출되었다. 백제 도로면은 중앙도랑을 중심으로 2개가 존재하
며, 북문지 내측에서 확인된 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의 축조는 황갈색
점토(부분적으로 회백색 점토도 섞여 있음)와 잡석을 성토다짐하여 축조한 것으로 판
단된다. 잔존 노면의 폭은 남동 도로의 경우 2.5m 내외, 북서 도로의 경우 2.1m 정
도이며, 중앙도랑의 너비는 1.2~2.0m이다.

[사진 52] 통일신라 수레바퀴 홈(상층) 및 백제도로 노출 전경

[사진 53] 백제도로 북서 측구 바닥면의 발자국 흔

한편, 북서 도로의 노면에서 북서쪽으로는 경사면으로 이루며 낮아지다 수평면 이
루고 있는 북서 측구로 추정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 이 북서측구로 추정되는 부분은
회색의 환원층 아래에서 인위적으로 성토 다짐한 생활면이 노출되었으며, 생활면에는
다수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확인되었다.
이 생활면은 당초 도로의 노면이었던 것으로 추정되
며, 이후 도로가 개축되면서 노면이 남동쪽으로 이
동하여 높게 축조됨에 따라 측구로 활용되었던 것으
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은 주로 노면과 도랑에서 고배편, 장경호
편, 호 동체편 등 백제토기편들이 출토되었으며, 중
앙도랑 바닥면에서 중국 시유도기편 1점이 출토되었 [사진 54] 백제도로 중앙도랑 출토 시유도기편
다.

2) 통일신라 문화층
(1) 통일신라 제1문화층
2) 현 지표면은 1980년대 공원을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50~100㎝정도 복토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80년대 구 지표면으로부터는 2.5~3.0m 깊이에 백제 문화층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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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제1문화층은 현 지표면으로부터 2.0m 내외의 깊이에서 확인되었다. 제1
문화층에서 확인된 유구는 N2E6·N3E6 그리드에서 북서-남동으로 진행하는 수레바퀴
홈이 확인되었으며, N4E7·N4E8 그리드와 N4E9에서 사람 발자국과 소발자국 등동물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다수 분포한 추정 경작유구 2개소가 확인되었다.
① 수레바퀴흔적
통일신라 제1문화층의 수레바퀴흔적은 N2W6
·N3W6 그리드에서 확인되었다. 수레바퀴가 확
인된 층은 현 지표로부터 2.7m 깊이이며, 현재
노출된 수레바퀴 홈의 진행방향은 성벽 진행방
향과 나란한 북서-남동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
다.

성벽 북서-남동 방향의 수레바퀴 홈의 중

심 간격은 대체로 180㎝ 내외, 수레바퀴 홈의
너비는 10㎝ 내외, 깊이는 5~7㎝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 55] 통일신라 제 1문화층 수레바퀴 흔 전경

② 추정 경작유구
가. 1호 경작유구
1호 경작유구는 N4W7·N4W8 그리드에서 확인되었다. 경작면은 현지표로부터
2.0m 아래에서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으로 80년대 공원을 조성하면서 20~50㎝ 두께로
복토된 것을 감안하면, 80년대 구지표로부터는 1.5m 내외의 깊이에 해당한다.

[사진 56] 통일신라 제 1문화층 1호 경작유구 전경

[사진 57] 1호 경작유구 발자국 흔 세부 모습

추정 경작층은 갈색사질점토(10YR 4/6)이며, 경작면으로 추정되는 층의 상면은 사
람발자국이 조밀히 분포하고 있으며, 군데군데 동물발자국도 확인되고 있다.

경작유

구의 방향은 북서-남동방향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남동쪽부는 부분적으로 교란이 이
루어졌다. 1호 경작유구의 凹凸면을 이루고 있는 남서-북동 너비는 14m인데, 수평면
을 이루고 있는 면은 11m 이며, 양쪽 가장자리로 가면서 약간 오름 경사면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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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통일신라 1호 경작유구의 상층으로는 경작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층
이 4층정도 확인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후 80년대까지 경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
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2호 경작유구
2호 경작유구는 1호 경작유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7m 정도 떨어진 N4E9 그리드에
서 확인되었다. 역시 현 지표로부터 2m 깊이에서 확인되었으며, 경작면으로 추정되는
면에서 다수의 소 발자국과 경작과 관련된 흔적으로 추정되는 구상(溝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경작층은 1호 경작유구의 층과 같은 갈색사질점토(10YR 4/6)이며, 남서북동의 확인된 너비는 8m 정도이다. 경작유구의 남서부는 교란되어 정확한 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북동부는 약간 오름경사를 이루고 있어 경작유구의 북동 경계로
추정된다.
2호 경작유구의 방향은 소발자국의 진행방향이 동-서 방향을 이루고 있어 동-서
방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 경작유구의 경작면 위로는 5층 정도의 경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층이
확인되고 있다.

[사진 58] 통일신라 제 1문화층 2호 경작유구 전경

[사진 59] 2호 경작유구 소 발자국 흔

(2) 통일신라 제2문화층
통일신라 제2문화층은 현 지표면으로부터
2.9~3.0m 아래에서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유구는 N2E10·N3E10 그리드에서 수레바퀴
홈 및 추정 측구 노출되었다.
제2문화층에서 확인된 수레바퀴 홈들은 너
비가 약 7.0m 범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수레바퀴 흔적의 진행방향은 북서-남동방향
이다. 수레바퀴의 진행방향과 직교하게 탐
색 Pit를 설치하여 단면 및 하층조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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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0] 통일신라 2문화층 수레바퀴 흔

행한 결과 수레바퀴 흔적이 노출된 면 아래로 하층의 수레바퀴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도로 노면이 개보수 되면서 상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Ⅴ. 조사결과
금번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는 2015년 3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실조사일수
190일간(당초 130일, 1차 연장 60일)의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조사 대상면
적은 전체 5,800㎡로 북문지 내측 지역(Ⅰ·Ⅱ지구 : 내성농장부지)이 4,600㎡, 북문지
외측 지역(Ⅲ지구 : 피크닉장)이 1,200㎡이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는 북문지 내측에서 백제 한성기 도로 5기·구상유
구 2기·수혈유구 16기, 통일신라 도로 2기, 굴립주 건물지 2동 및 주혈군, 공방지 1
기, 주거지 16기, 수혈유구 1기, 우물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북문지 외측에서는 통
일신라 문화층에서 수레바퀴 흔적 2개소, 백제도로 1기가 확인되었다.
현재까지의 진행한 발굴조사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북문지 안쪽지역에서 백제 한성기 도로 5기가 조밀히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백제 도로는 북문지쪽으로 진행하는 남서-북동방향의 도로가 2기(1·2호 도
로), 그리고 이와 직교하는 북서-남동 방향의 도로가 3기(3~5호 도로)이다. 백제 도로
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⓵ 각 도로의 관계를 보면, 1·5호와 2·4호가 교차하며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1·2호 도로는 현재 연결지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호도로의
경우 노선이 북서쪽으로 회절하여 2호도로쪽으로 진행하고, 2호도로는 남동쪽으로 회
절하여 1호도로쪽으로 진행하고 있어 서로 연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극히 일부지
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양상을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금번 북문지 안
쪽에서 확인된 백제 도로는 계획 하에 조성된 구획도로로 추정된다.
⓶ 각각의 도로는 기반암 풍화토와 잡석을 섞어 단단히 성토다짐하여 노체와 노면
을 구축한 포장도로이다. 노면은 최소 상·하 2층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시기 차에 따
라 도로의 선형이 이동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몽촌토성의 경영시기 동안 도로가
지속적으로 改·補修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⓷ 5기의 도로 중 문지 부근에서 2호 도로와 연결되는 3호 도로는 성벽 안쪽을 따
라 진행하고 있어, 성벽 안쪽을 따라 개설된 회곽도(廻郭道)로 추정된다.
⓸ 또한, Ⅱ지구에서 확인된 북서-남동의 도로는 중앙의 노면을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측구가 개설되어 있고, 다시 측구의 양쪽으로 노면을 조성한 1路 3道의 독특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⑤ 3~5호 도로에서는 수레바퀴가 지나간 흔적으로 추정되는 2줄의 홈이 확인되었
는데, 홈의 중심간격은 150~180㎝로 나타나고 있다.
⑥ 북문지 외측에서도 지표면으로부터 3.8m 아래에서 백제 도로가 확인되었는데,
이 도로는 북문지 내측에서 확인된 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현
재 북문지 외측에서 확인된 남서-북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풍납동토성 쪽인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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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 회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둘째, 백제 수혈유구는 총 16기로 Ⅰ지구에서 13기, Ⅱ지구에서 3기가 확인되었으
며, 수혈유구 내부에서는 삼족반·고배·뚜껑·호 등의 백제토기와 동물뼈가 출토되었다.
특히 Ⅰ지구에서 확인된 수혈유구중 백제도로와 연접되어 위치한 수혈유구는 바닥면
에 전체적으로 숯+재가 깔려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통일신라 문화층은 북문지 내·외측에서 모두 2개 층으로 확인되었다. 북문지
내측에서는 현재까지 주거지 16기, 도로 2기, 우물 1기, 굴립주 건물지 2기 및 주혈
군, 공방지 1기, 수혈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2014년에 조사된 18기를 포함
하면, 현재까지 34기로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외에 수레가 왕
래한 도로, 창고로 추정되는 굴립주 건물지 및 주혈군이 확인된 것은 몽촌토성이 백
제 멸망이후에도 단순히 성내에 자연취락 정도가 조성되어 활용되었다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물류단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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