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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序言)

한강이남(漢江以南)의 성동구(城東區) 석촌리(石村里), 가락동(可樂洞), 방이동일대(芳

夷洞一帶)는 삼국시대(三國時代) 백제(百濟)의 한성시대(漢城時代)의 중심지(中心地)

던 곳으로 현재(現在)는 행정구역상(行政區域上) 강남구(江南區)로 분리(分離)되어 서울

특별시(特別市)의 잠실지구(蠶室地區) 개발(開發)붐을 타고 날로 옛모습이 흔적없이 변

모(變貌)되어 가고 있다.

이 지역(地域)에 대(對)한 서울시(市)의 개발(開發)은 1972年度부터 본격화(本格化)하

기 시작(始作)하 으며 아울러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는 수차(數次)에 걸쳐 유

적(遺蹟)의 분포상황(分布狀況)을 조사(調査)해 왔다.

1974年 방이동일대(芳夷洞一帶)가 토취장(土取場)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市)에서는 

사전(事前) 발굴조사(發掘調査)를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잠실지구(蠶室地區) 유적지조사

단(遺蹟址調査團)이 구성(構成)되어 필자(筆者)는 조사단(調査團)의 일원(一員)으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1974年 12月 21日부터 1975年 1月 11日까지 실시(實施)된 第 1 차(次) 조사대상(調査

對象) 지역(地域)은 방이동(芳夷洞) 118번지(番地)의 구릉지대(丘陵地帶)로서 「대왕자

산(大王子山)」또는 「탱자산(山)」이라 불려오던 곳으로 이조시대(李朝時代) 인조(仁

祖)가 정유재란시(丁酉再亂時)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신(避身)도중 이 구릉(丘陵)을 

지나다 약수(藥水)를 마시고 떠났다는 얘기가 전(傳)해 오고 있다.

이 지역(地域)의 북(北)으로 뻗은 소구릉상(小丘陵上)에서 건물지(建物址)의 유구(遺

構)를 찾는데 그쳤으며 현재(現在)는 토취(土取)가 끝나 완전(完全) 평지(平地)로 화(化)

해 구릉(丘陵)의 옛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第 2 차(次) 조사(調査)는 1975年 8月 16日 부턴 동년(同年) 9月 30日까지 계속되었

으며 필자(筆者)는 방이동(芳夷洞) 366번지(番地) 소재(所在) 도굴(盜掘)된 백제석실고

분(百濟石室古墳) 1기(基)의 내부(內部) 구조(構造) 조사(調査)를 실시(實施)하게 되었

다.

이 보고서(報告書)의 작성(作成)에는 문화재(文化財) 연구소(硏究所) 이호관(李浩官) 

학예연구관(學藝硏究官)의 지도(指導)와, 「잠실지구(蠶室地區) 유적지(遺蹟址) 조사단

장(調査團長)」의 배려에 의해 이곳에 싣게 되었음을 감사(感謝)드리는 바이다.

Ⅱ. 방이동(芳夷洞) 건물지(建物址) 유적(遺蹟)

1. 위치(位置) 및 현상(現狀)

이 유적(遺蹟)은 방이동(芳夷洞) 118번지(番地) 발굴조사(發掘調査) 대상(對象)의 주

릉선상(主稜線上) 중앙부(中央部)에서 북(北)으로 약(約) 300m 가량 흘러내린 능선(稜

線)의 중간지점(中間地點)에 위치(位置)했던 건물지(建物址)다.

본(本) 건물지(建物址)는, 북(北)으로 넓은 평야지대(平野地帶)를 면(面)하고 있고 그 

건너편(便)에 백제토성지(百濟土城址)로 보이는 몽촌토성(土城)을 바라보고 있다.

건물지(建物址)의 원상(原狀)은 20여년생(餘年生) 정도(程度)의 소나무와 잡목(雜木)

들로 능선일대(稜線一帶)에 집생분포(集生分布)되어 있었으며 본건물지(本建物址)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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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분(部分) 일부(一部)는 경작(耕作)에 의(依)해 평탄(平坦)하게 조성(造成)되어 있는 

실정(實情)이 다.

최초(最初) 경작지(耕作地)의 동편(東便)에 치우쳐 폭(幅) 1m 장(長) 10m의 동서(東

西)를 장축(長軸)으로 한 트렌치를 설정(設定)하고 작업(作業)한 결과(結果), 주초석(柱

礎石)의 심초석(心礎石)으로 판단(判斷)되는 적심군(積心郡)이 나타나 다시 지형(地形)

에 따라 동서(東西) 10m, 남북(南北) 22m의 면적(面積)에 트렌치를 확장(擴張)하여 건

물지(建物址)의 존재(存在)를 확인(確認)하게 되었다.

2. 건물지(建物址)의 구조(構造)(圖面 1)

발굴조사결과(發掘調査結果) 전체(全體) 트렌치상(上)에 2개(個)의 건물지(建物址)가 

노출(露出)되어 편의상(便宜上) 第 1 號 건물지(建物址), 第 2 號 건물지(建物址)로 나누

어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1) 第 1 호건물지(號建物址) (圖版 1∼2.4)

노출(露出)된 유구(遺構)를 보면 동남향(東南向)의 건물지(建物址)로서 유존(遺存)하

는 심초간(心礎間)의 거리는 270㎝ 정방(正方)으로 된 2간(間) 건물(建物)의 심초(心礎) 

5개처(個處)가 잔존(殘存)하고 있다. 기타(其他) 다른 구조(構造)는 교란(攪亂)이 심(甚)

하여 존재(存在)하지 않고 있는 실정(實情)이 다.

2) 第 2 號 건물지(建物址)(圖版 3, 5, 6, 7, 8)

정동향(正東向)의 건물(建物)로서 전체(全體)의 윤곽(輪廓)은 확실(確實)치 않으나 온

돌시설(溫突施設)을 갖춘 건물(建物)로 여겨진다.

이 온돌지(溫突址)는 남북(南北)으로 40∼60㎝ 간격을 두면서 할석편(割石片)을 길이

대로 뉘여서 구획(區劃)을 만들고 그 상단(上端)에 평평(平平)한 판석편(板石片)을 놓아 

온돌(溫突)의 구조(構造)를 갖춘 것으로 여겨지나 이 건물지(建物址) 역시 교란(攪亂)이 

심(甚)해 전체적(全體的)인 규모(規模)를 파악(把握)하기는 어려운 실정(實情)이며 더구

나 주초석(柱礎石)조차 잔존(殘存)치 않아 어느 정도(程度)의 규모(規模) 는지 불확실

(不確實)하다. 단지 현존(現存)한 유구(遺構)를 보아 남북(南北) 4.5m, 동서(東西) 1.8m

의 범위(範圍)에 비교적(比較的) 정연(整然)하게 온돌지(溫突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

정(推定)해 볼 때 원래(原來)는 상당히 큰 건물(建物)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現存)하는 온돌지(溫突址)는 서(西)에서 동(東)으로 약간(若干)의 경사(傾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當初) 건물(建物)을 세울때 지형(地形)에 맞추어 동단부(東

端部)를 약간 낮게하고 서단(西端)을 높게함으로써 아궁이로부터 화력(火力)을 잘 빨아

들이도록 배려하여 만들었는지 또는 오랜 시일(時日)이 경과(經過)됨에 따라 자연(自然)

히 동단부(東端部)가 침하(侵下)되었는지 현재(現在)로선 판단(判斷)키 어려우며 의문점

(疑問點)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차후(次後) 이러한 건물지(建物址)들이 더욱 많이 발견(發見)되어 자료(資料)

의 증가(增加)를 기다려 명확(明確)한 결론(結論)을 얻야 할 것이다.

3) 第 1 호건물지(號建物址)와 第 2 號 건물지(建物址)와의 관계(關係)

트렌치 서(西)쪽부분(部分)에 위치(位置)한 第1호건물지(號建物址)는 심초석(心礎石)

의 잔존상태(殘存狀態)로 보아 동남향(東南向)의 건물(建物)이었음이 분명(分明)하고, 

第2호건물지(號建物址)는 정동향(正東向)의 건물(建物)로서 이 두 개의 건물지(建物址)

가 같은 위치(位置)에서 존재(存在)함은 서로다른 건물(建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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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지(溫突址)의 유무(有無)로도 서로 비교(比較)된다.

이 두 건물지(建物址)의 선후관계(先後關係)는 불확실(不確實)하나 1호건물지(號建物

址)가 앞서며 2호건물지(號建物址)가 후(後)에 조성(造成)되었을 가능성(可能性)이 많으

며 이것은 1호건물지(號建物址)의 심초석(心礎石)보다 레벨이 약간 낮게 2호(號)건물지

(建物址)의 심초석(心礎石)의 나타남을 볼 때 판단(判斷)되기도 하며 온돌(溫突)이란 내

부시설(內部施設)을 볼 때에도 발전(發展)된 형태(形態)가 아닌가 여겨진다. 유구(遺構)

에서 나타나는 위치(位置)와 건물지(建物址)의 향(向)을 비교(比較)해 볼 때 동시(同時)

에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전혀 다른 시대(時代)에 속(屬)한다고 보기

는 더욱 어려우며 다만 거의 동시대(同時代)에 속(屬)하면서 선후관계(先後關係)가 있다

고 보아야 될 것은 건물(建物) 심초석(心礎石)의 집석양식(集石樣式)으로 보아 가능(可

能)하리라고 본다.

4) 건물(建物)의 조성년대(造成年代)

우리나라에 유존(遺存)하고 있는 건물지(建物址)의 심초석(心礎石)을 개관(槪觀)하여 

볼 때 경주지방(慶州地方)에서 나타나는 통일시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사찰건물지(寺

刹建物址)에 보이는 것과 유사(類似)한 점(點)도 있으며 또한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나

타나는 건물지(建物址)의 심초석(心礎石)과도 유사(類似)한 점(點)을 갖고 있다.

온돌(溫突)의 경우는 흔히 나타나지 않으나 기록(記錄)에 의(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부터 계속(繼續)되어 남하(南下)하여 남부지방(南部地方)까지 전

래(傳來)되었다고 하는 설(說)이 종설(宗說)로 되어 있는 점(點)으로 볼 때 이곳에서 발

굴(發掘)된 온돌(溫突)의 구조(構造) 역시 북방계(北方系)를 닯은 형태(形態)를 많이 내

포(內包)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1호(號)건물지(建物址)와 2호(號)건물지(建物址)의 심초석(心礎石) 및 온돌지(溫突址) 

부근에서 출토(出土)되는 와당편(瓦當片) 토기편(土器片), 도자편(陶磁片) 등(等)이 상당

량(量) 출토(出土)되었으며 그 질(質)과 형태(形態)에 있어서도 백제(百濟), 고려(高麗),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속(屬)하는 各樣各色)의 것이 다양(多樣)하게 나왔다. 

예(例)를 들면 승석문(繩蓆文)을 갖추고 토기구연부(土器口緣部)가 외반(外反)된 경질

(硬質)의 백제토기편(百濟土器片)이 출토(出土)되었는가하면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속

(屬)하는 와당편(瓦當片)이 또한 출토(出土)되고 있고 아울러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유

행(流行)되었던, 즉 인화문(印花文)과 승석문(繩蓆文)을 병용한 분청사기편(粉靑砂器片)

도 출토(出土)되고 있는 상태(狀態)이었다.

건특(建特)의 향(向)으로서도 이조시대(李朝時代)에는 궁(宮) 원(院) 묘(廟) 당(堂) 사

(寺) 민가등(民家等)의 향(向)이 거의 남향(南向)을 주향(主向)으로 한 건물(建物)이며 

고려시대(高麗時代)에는 이조시대(李朝時代)와 달리 주향(主向)이 동향(東向) 내지 동남

향(東南向)을 취(取)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본건물지(本建物址)의 조성년대(造成年代)

를 추정(推定)한다면 적어도 상한년대(上限年代)를 고려중기(高麗中期)까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바이다. 무리하여 재차(再次) 추정(推定)한다면 백제토기편등(百濟土器

片等)이 출토(出土)되는 점(點)으로 보아 후(後) 삼국시대(三國時代)까지 상한년대(上限

年代)를 올려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출토유물(出土遺物)(圖版 9∼15)

① 백제토기편(百濟土器片)(圖版 (9, 11, 12))

구연부(口緣部)가 외반(外反)되고 기벽(器壁)에 승석문(繩蓆文)이 있는 토기(土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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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토기(土器)의 내면벽(內面壁)에는 신라토기(新羅土器)에서 볼 수 없는 독특(獨特)한 

문양(文樣)을 사용(使用)한 것을 발견(發見)할 수 있으며 그것은 화문(花紋)을 반절(半

切)한 타출(打出)의 반절화문(半切花紋)이 상하(上下) 정연(整然)하게 전내면(全內面)을 

장식(裝飾)하고 있다.

② 와당편(瓦當片)(圖版 10)

고려시대(高麗時代)와 이조시대(李朝時代)에 흔히 사용(使用)되었던 와편(瓦片)들로서 

와당(瓦當)의 질(質)은 고화도(高火度)에서 제작(製作)한 소성도(燒成度)가 강(强)한 와

편(瓦片)들이며 와편(瓦片)의 후면(後面)에는 제작시(製作時) 타출(打出)된 마포문(麻布

文)으로 처리(處理)되어 있다.

분청자기편(粉靑磁器片) 및 백자편(白磁片)

건물지(建物址) 주변에서 분청자기편(粉靑磁器片)과 백자편등(白磁片等)이 다수(多數) 

출토(出土)되었다.

고려말(高麗末),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유행(流行)되었던 상감편(象嵌片)들이 보이고 

귀알분청(粉靑)도 나타나며 조선중기(朝鮮中期)에 속(屬)하는 청색(靑色)이 감도는 백자

편(白磁片)들도 많은데 이들의 기형(器形)은 완(碗), 발(鉢) 등(等)으로 생각된다.

③ 기타(其他) (圖版 13∼15)

표면(表面)과 주변에서 이조후기(李朝後期)에 보이는 옹기편등(甕器片等)도 수습되었

으나 이것은 후대(後代)에 교란(攪亂)되어 혼합(混合)된 것들이라 생각된다.

3. 결  언(結言)

방이동(芳夷洞) 일차발굴지(一次發掘地)에서 나타난 건물지(建物址)와 출토(出土)된 

유물편(遺物片)들을 개관(槪觀)하여 본다면 건물지(建物址)는 앞에서 언급(言及)한 바와 

같이 동남향(東南向)과 동향(東向)으로 된 건물지(建物址)임을 파악(把握)할 수 있게 되

었다.

특(特)히 이조시대(李朝時代) 건물(建物)이 주향(主向)은 남향(南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색(特色)이다. 이와는 달리 고려시대(高麗時代) 전물지(建物址)의 주향(主向)은 대개

(大槪)가 동향(東向) 또는 동남향(東南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색(特色)이다. 예(例)로서 

강화(江華) 고려궁궐지(高麗宮闕址)의 향(向)은 거의 동향(東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

목(主目)되는 것이며 또한 개성 만월대 등(等) 여러 고려시대(高麗時代) 건물(建物)들이 

동향(東向)을 하고 있는 예(例)를 들 수 있다.

건물지(建物址)의 심초석(心礎石) 집석방법(集石方法)도 이조시대(李朝時代)에 유행

(流行)되던 집석방법(集石方法)과는 달리 삼국시대(三國時代)나 신라말(新羅末)에 유행

(流行)되었던 집석방법(集石方法)과 유사(類似)한  심초석(心礎石)으로 되어 있는 점으

로 볼 때 본(本) 건물지(建物址)의 상한년대(上限年代)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까

지 올려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속(屬)한다고 봐야 될 것으로 여

겨진다.

동향(東向)한 건물지(建物址)에 나타난 심초석(心礎石)을 기준(基準)하여 규모(規模)

를 추정(推定)하여 본다면 측면(側面) 2간(間), 정면(正面) 3간(間)의 건물(建物)로 생각

되며 동남향(東南向)한 건물지(建物址)의 심초석(心礎石)으로 추정(推定)하여 보면 측면

(側面) 1간(間), 정면(正面) 2간(間)의 건물(建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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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以上)과 같은 구조(構造)라면 건물(建物)라면 건물(建物)의 양식(樣式)도 팔작(八

作)이나 우진각이 아닌 맛배 지붕을 갖춘 어떤 형태(形態)의 아담한 건물(建物)이 아니

었던가 본다.

주목(注目)되는 것은 동향(東向)한 건물(建物)로 생각되는 건물지(建物址)의 심초석

(心礎石)이 동남향(東南向)한 건물지(建物址)의 심초석(心礎石)보다 평균적(平均的)으로 

레벨이 낮아 있어 동시(同時)에 건립(建立)되었다기 보다 약간의 시대차이(時代差異)를 

가진 서로 다른 시기(時期)에 건립(建立)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건물지(建物址)에서 출토(出土)된 토기편(土器片)이나 와편(瓦片) 도자편(陶

磁片) 등(等)을 개관(槪觀)하여 본다면 건물지(建物址)와는 달리 특이(特異)하게도 백제

토기편(百濟土器片)과 고려(高麗),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유행(流行)되던 와편(瓦片) 그

리고 조선시대(朝鮮時代) 초기(初期)에 유행(流行)되었던 분청편(粉靑片), 또한 조선중

기(朝鮮中期) 이후(以後)에 유행(流行)되었던 백자편(白磁片) 등(等)이 층위(層位)에 따

라 출토(出土)되는 것이 아니라 혼재(混在)되어서 출토(出土)되고 있는 것이다.

백제토기편(百濟土器片)은 구연부(口緣部)가 외반(外反)되고 기벽(器壁)의 외면(外面)

은 승석문(繩蓆文), 내면(內面)은 화문(花紋)으로 처리(處理)한 것이 특수(特殊)하며 와

편(瓦片)은 일반적(一般的)으로 사용(使用)되었던 와편(瓦片)으로 보아 특징(特徵)은 없

으나 분청자기편(粉靑磁器片)과 백자편(白磁片)은 훨씬 시대(時代)가 떨어지는 이조시대

(李朝時代)에 속(屬)하는 것들로 볼 때 건물지(建物址)의 확실(確實)한 연대(年代)를 규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겠다.

백자편(白磁片)이나 분청자기편(粉靑磁器片)은 주(主)로 완(碗), 명(皿), 발등(鉢等)의 

구연편(口緣片)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고 문양(文樣) 역시 인화문(印花文), 승석문(繩

蓆文)을 주(主)로 하고 있다.

온돌(溫突)의 구조(構造)도 전체(全體)의 윤곽(輪廓)이 뚜렷치 않고 교란(攪亂)되어 확

실(確實)한 규모(規模)를 파악(把握)키 어려운 실정(實情)이나 현존(現存)한 유구(遺構)

의 형태(形態)로 보아 산화된 토질(土質)이나 판석편(板石片)의 배열(配列) 등으로 볼 

때 뚜렷하게 온돌(溫突)을 건물내(建物內)에 사용(使用)하 다고 볼 수 있다.

이상(以上)의 여러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차 방이동(芳夷洞), 석촌동(石村洞), 가락동

(可樂洞) 등지(等地)의 백제고분(百濟古墳)과 주거지유적(住居址遺蹟)이 재정리(再整理) 

발굴(發掘)될 때 명확(明確)한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이다.

Ⅲ. 방이동(芳夷洞) 백제(百濟) 第 1 號 고분조사(古墳調査)

1. 발굴조사개요(發掘調査槪要)

서울 성동구(城東區) 방이동(芳夷洞) 소재(所在) 백제유적(百濟遺蹟) 발굴조사(發掘調

査)에 참가(參加)한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서는 방이동(芳夷洞) 366번지(番地)에 

있는 발굴고분(發掘古墳) 1기(基)에 대(對)한 내부구조(內部構造) 조사(調査)와 아울러 

이화여자대학교(梨花女子大學校), 단국대학교(檀國大學校), 유적발굴장소(遺蹟發掘場所)

의 전방(前方) 사면(斜面)과 숭전대학교(崇田大學校) 조사반(調査班)의 측면일대(側面一

帶)에 대(對)한 유구(遺構) 탐색작업(作業)을 실시(實施)하 다.

2. 第 1 號 석실고분(石室古墳) 내부조사(內部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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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경위(調査經緯)

第1호(號)적(蹟)이 위치(位置)한 일대(一帶)의 조사(調査)는 1971年 4月 국립중앙박물

관(國立中央博物館)과 문화재연구실(文化財硏究室) 합동(合同)으로 성동구(城東區) 방이

동(芳夷洞), 송파동(松坡洞), 가락동(可樂洞)에 산재(散在)해 있는 백제시대(百濟時代)에 

속(屬)하는 유적(遺蹟)의 지표예비조사(地表豫備調査)를 실시(實施)한 당시(當時) 방이

동(芳夷洞) 366번지(番地) 일대(一帶)에 백제시대(百濟時代) 고분(古墳)으로 측정(測定)

되는 고분(古墳) 6기(基)를 확인(確認)한 바 있었으며 유적(遺蹟)의 중요성(重要性)에 

의(依)해 서울시(市)에서 계획(計劃)한 동지역(同地域)의 개발(開發)에 따른 토취작업(土

取作業)을 시작(始作)하기전(前) 학술적(學術的)인 발굴조사(發掘調査)가 선행(先行)되

어야 한다는 것을 서울시(市)에 통고한 바 있었다. 그 후 토취장(土取場)과는 관련되지 

않아 현상(現狀)대로 보존(保存)되어 왔다.

1973年 5月 5日 방이동(芳夷洞) 366번지(番地) 거주(居主) 김흥배씨집 뒷산(山) 언덕

이 사태로 인(因)하여 석실고분(石室古墳)의 선도입구(羨道入口)가 노출(露出)되어 석실

내부(石室內部)에서 백제토기(百濟土器) 3점(點)을 수습하여 김흥배씨에 의해 문화재관

리국(文化財管理局)으로 신고(申告)되었었다. 이로서 동지역(同地域) 일대(一帶)에 분포

산재(分布散在)된 고분(古墳)들의 형태(形態)가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석실고분(石室古

墳)임이 밝혀졌으며 또한 유적(遺蹟)의 중요성(重要性)이 새삼스럽게 인정(認定)되었다.

그후 1975年 8月 서울시(市) 잠실지구 신시가지건설작업(新市街地建物作業)에 따라 

이 일대(一帶)의 구릉(丘陵)이 매립(埋立)에 필요(必要)한 토취장(土取場)으로 되어 있

어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서는 이 지역(地域)의 유적조사(遺蹟調査)와 아울러 노

출(露出)된 석실고분(石室古墳)의 내부조사(內部調査)를 담당 실시(實施)하게 되었다.

2) 유적(遺蹟)의 분포(分布) 및 현상(現狀)(圖版 16) 방이동(芳夷洞) 366번지(番地) 김

흥배씨댁(宅) 뒷산의 낮은 구릉(丘陵)이 본(本) 석실고분(石室古墳)이다. 본(本) 고분(古

墳)을 중심(中心)하여 이와 연접(連接)해서 봉토(封土) 경약(徑約) 10m 지표고(地表高) 

약(約) 3m 정도(程度)의 고분(古墳) 1기(基)가 있고 이 고분(古墳)에서 다시 동(東)으로 

15m 간격을 두고 같은 크기의 또 다른 고분(古墳)1기(基)가 위치(位置)하고 있다. 또한 

선도입구(羨道入口)가 노출(露出)된 고분(古墳)에서 서(西)로 약(約) 20m 떨어져 있는 

곳에 직경(直徑) 5m 내외(內外)의 고분(古墳) 1 기(基)가 밭 중앙부(中央部)에 위치(位

置)하여 있다. 이로서 동지역(同地域)에는 모두 4기(基)가 유존(遺存)하고 있는 실정(實

定)이다.

현(現) 천호동(千戶洞)과 송파동(松坡洞)을 연결하는 구국도변(舊國道邊)의 방이동(芳

夷洞) 구릉상(丘陵上)에는 직경(直徑) 5m 내외(內外)의 이조시대(李朝時代) 민묘(民墓) 

4기(基)가 남북(南北) 일렬(一列)로서 분포(分布)되어 있으며 유적분포(遺蹟分布) 지역

(地域)의 전체형태(全體形態)는 동(東)에서 서(西)로 타원형(隨圓形)을 이루면서 구릉(丘

陵)의 지역(地域)을 형성(形成)하고 있다.

선도입구(羨道入口)가 노출(露出)된 第 1 號 고분(古墳)의 현상(現狀)은 기흥배씨댁

(宅) 뒷산 언덕의 단애(斷崖)로서 민가(民家)의 후벽(後壁)을 대신(代身)하고 있으며 고

분(古墳) 선도입구(羨道入口) 2m하(下)에는 6.25당시(當時) 방공호(防空壕)로 사용(使

用)되었던 인위적(人爲的)인 굴(窟)이 있었으나 지금은 메꿔져 폐쇄(閉鎖)되어 있다.

산(山)사태로 인(因)하여 노출(露出)되어 선도입구(羨道入口)를 막았던 폐쇄석(閉鎖

石) 일부(一部)는 김씨가(家)의 장독대(臺) 축석(築石)으로 사용(使用)되고 있으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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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物)을 세우기 위(爲)해 고분(古墳)의 남부(南部)역시 인위적(人爲的)으로 제거(除去)

되어 단애(斷崖)를 이루고 있다.

3) 석실고분(石室古墳)의 구조(構造)(圖版 17∼22, (圖面) 2)

① 벽   면(壁面)

석실(石室)은 장축(長軸)을 남북(南北)으로 하고 있으며 선도(羨道)는 서벽(西壁)을 따

라 내부현실(內部玄室)로 향(向)할수록 조금씩 넓어지게 조성(造成)하 다. 선도(羨道)

는 천장부(天井部)까지 직립(直立)되게 할석(割石)으로 축조(築造)한후 개석(蓋石)을 얹

었으며 현실(玄室)에서는 4벽(壁)모두 상부(上部)로 향(向)할수록 내향만곡(內向彎曲)으

로 처리(處理)하여 천장부(天井部)에 거대(巨大)한 개석(蓋石) 1매(枚)를 올려 그 중압

(重壓)으로 석실(石室) 벽면(壁面)을 더욱 견고(堅固)히 유지(維持)하게 했다.

석실(石室)에 축조(築造)된 석재(石材)는 할석(割石)의 부정형(不定形) 괴석재(塊石材)

를 이용(利用)하 으며 현실사벽(玄室四壁)의 4∼5단(段)까지에는 같은 형태로 직립(直

立)되게 쌓아 올렸으나 그 이상(以上)부터는 내향만곡(內向彎曲)의 천장(天井)을 이루기 

위(爲)하여 벽(壁)의 모를 죽여 축석(築石)하기 위한 수법(手法)으로 비교적(比較的) 두

터운 할석재(割石材)를 어긋나게 쌓아 올렸다. 전체적으로 보아 석실내부(石室內部)가 

궁형(弓形)을 이루게 하 고 최상부(最上部)에는 모서리마다 벽면석재(壁面石材)보다 훨

씬 길이가 긴 석재(石材)를 올려 조정식(操井式)이 되게 했으며 그 위에 거대(巨大)한 

괴석(塊石)1매(枚)를 올려 전체적(全體的)인 석실(石室)을 만들었다.

벽면(壁面) 축조과정(築造過程)에 있어서 축석(築石) 사이의 공간(空間)에는 점토(粘

土)로서 메워 다졌고 벽(壁)의 전면(全面)은 회(灰)칠 대신 점토(粘土)로서 엷게 발랐으

나 누수(漏水)로 인(因)해 대부분(大部分) 점토부분(粘土部分)이 탈락(脫落)되어 버렸다.

② 연   도(羨道)

입구(入口)에서부터 내부(內部)로 향(向)할수록 약간씩 넓어져있다. 내부(內部)의 연도

입구폭(羨道入口幅)은 1.5m에 달(達)하며 양벽(兩壁)의 축석(築石)은 직립(直立)되게 쌓

았고 최대(最大) 높이 1.3m이다. 

연도부(羨道部)의 개석(蓋石)은 판석형(板石形)의 장방형(長方形) 괴석(塊石) 4매(枚)

로써 덮어 처리(處理)하 으며 선도(羨道)의 동벽(東壁)은 3m에 달(達)하나 폐쇄부(閉

鎖部)까지의 축석(築石)길이는 1.8m에 지나지 않는다.

연도(羨道)의 내부입구(內部入口)에서부터 1m범위내(內)에는 공간을 두고 그 밖으로 

선도(羨道)를 폐쇄(閉鎖)하 다. 이와같은 상태(狀態)는 도굴(盜掘)에 의(依)해서인지 아

니면 폐쇄당시(閉鎖當時)부터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실(確實)히 알길이 없으나 대부분(大

部分)의 경우 폐쇄부(閉鎖部) 역시 일정(一定)한 구역(區域)을 정연(整然)하게 쌓아 올

려 폐쇄(閉鎖)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언젠가 인위적인 도굴(盜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推定)되기도 한다. 입구부(入口部)의 바닥에는 석재(石材)로서 무질서하게 여러겹으로 

깔려 있었으며 연도내부입구(羨道內部入口)에서 밖으로 1m 범위에는 공간을 형성하면

서 바닥에는 10㎝ 내외(內外)의 천하석(川下石)으로 깔았으며 이 바닥이 현실(玄室)의 

바닥면(面)과 같은 면(面)을 이루고 있다.

③ 현   실(玄室)

동서(東西) 2.5m 남북(南北) 3.1m의 장방형(長方形)의 석실(石室)바닥을 형성(形成)하

고 있다. 

그러나 연도입구(羨道入口)에서부터 현실(玄室)로 향(向)할수록 넓어지는데 서벽(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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壁)은 약(約) 15°각도(角度)로 벌어져 있어 남벽(南壁)보다는 북벽(北壁)이 넓어진게 조

성(造成)되었다. 현실(玄室) 바닥은 10㎝내외(內外)의 천하석(川下石)을 깔았으며 그 상

부(上部)에 남북(南北)으로 동벽(東壁)에 치우쳐 시상대(屍床臺)를 마련했던 것으로 추

측(推測)되었다.

1973年 5月 5日 최초(最初)발견당시(發見當時) 내부(內部) 현실(玄室)에는 토기(土器) 

3점(點)과 함께 시상대(屍床臺)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나 그후 인위적(人爲的)으로 현

실내부(玄室內部) 바닥이 심히 교란(攪亂)되어 당초(當初)의 형태(形態)는 볼 수 없었다.

조사결과(調査結果) 동벽(東壁)쪽으로 높이 30㎝정도(程度)의 정연(整然)한 시상대(屍

床臺)가 마련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벽면(壁面)에 칠했던 점토질(粘土質)의 흙이 

누수(漏水)에 씻겨내려 현실(玄室) 바닥층(層)에 깔았던 천하석(川下石)들과 혼합(混合)

되어 있었으며 시상대(屍床臺)에 사용(使用)되었던 판석(板石)들은 교란(攪亂)된 채로 

남아 있었다. 73年 5月 5日에 수습되었던 토기(土器)3점(點)은 발견자(發見者)의 전언

(傳言)에 의하면 시상대(屍床臺) 서편하(西便下)의 바닥에 남북일례(南北一例)로 묻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누수(漏水)에 씻겨내린 흙이 바닥에서 시상대(屍床臺)높이까지 

약(約) 30㎝가량 쌓 던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④ 시상대(屍床臺)

처음 발견당시(發見當時)에는 정연(整然)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사료(思料)되나 그

후 시상대(屍床臺)로 사용(使用)한 석재(石材)들이 인위적(人爲的)으로 교란(攪亂)되어 

완전(完全)히 구별(區別)키 어렵게 되어 있었다. 발견당시(發見當時) 최초(最初)로 현실

(玄室)에 들어가 유물을 수습했던 당시(當時)의 얘기를 종합(綜合)하여 현실(玄室)바닥

을 정리(整理)한 결과(結果) 시상대(屍床臺)는 동벽(東壁)쪽으로 치우쳐 남북(南北) 

2.4m 동서(東西) 1.3m 범위에 2단(段)으로 판석편(板石片)들을 정연(整然)하게 쌓아올

려 마치 구둘장을 깐 것처럼 마련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시상대(屍床臺)의 높이는 

30㎝ 가량으로 추정(推定)되었다. 그위에 시체(屍體)를 남북(南北)으로 안치(安置)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외(外) 특수(特殊)한 구조물(構造物)은 없었다.

4) 출토유물(出土遺物)

출토유물(出土遺物)은 전무(全無)했으며 지난 1973年 5月 5日 석실고분내(石室古墳

內)에서 발견(發見) 신고(申告)된 백제토기(百濟土器) 3점(點)이 국립중앙박물관(國立中

央博物館)에 보관(保管)되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발견(發見) 신고자(申告者)의 말에 의(依)하면 최초(最初) 발견당시(發見當時) 석실내

(石室內) 현실(玄室)의 시상(屍床)과 서벽(西壁) 사이에 토기(土器) 3점(點)이 남북(南

北) 일렬(一列)로 놓여 있었던 것을 수습했다고 한다. 원래(元來)는 현실(玄室)의 서벽

(西壁)가까운 바닥의 역석층(礫石層)에 놓여 있었던 것이 누수(漏水)로 인(因)하여 벽면

(壁面)에 입혔던 점토질(粘土質)의 벽면이 씻겨내려 시상대(屍床臺)와 서벽(西壁)사이의 

낮은 부분을 메웠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로 인(因)해 묻혔던 상태(狀態)로 발견(發見) 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출토(當時出土)된 토기(土器) 3점(點)에 대(對)한 설명은 다음

과 같다.

① 토기호(土器壼) 1점(點)

송산리(宋山里) 5호분(號墳)에서 출토(出土)된 토기호(土器壼)와 형태가 비슷하며 구

연부(口緣部)는 외반(外反)되고 외반(外反)된 구연부(口緣部)는 2단(段)으로 처리되어 

있고 전체적(全體的)으로 두텁게 처리(處理)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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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口徑) 6.0㎝, 고(高) 14.2㎝

② 유대단경호(有臺短頸壼) 1점(點)

직립(直立)되고 대부(臺部)는 투창(透窓)이 없는 기대(器臺)로서 기복부(器腹部)는 매

우 넓게 처리(處理)된 단경호(短頸壼)이다. 

구경(口徑) 7.8㎝, 고(高) 11.8㎝, 저경(底徑) 10.4㎝

③ 토기배(土器杯) 1점(點)

일반적(一般的)으로 백제토기(百濟土器)의 고배류(高杯類)에서 보이는 와질(瓦質)의 

고배형(高杯形)으로서 얼핏보기에는 완형(碗形)에 대(臺)를 부착한 형태의 고배(高杯)이

다. 고배대(高杯臺)는 신라토기(新羅土器)에서 보이는 연부(緣部)가 날카롭게 처리(處

理)되지 않고 부드럽게 곡선(曲線)으로 처리(處理)되어 있는 것이 특징(特徵)이다.

구경(口徑) 8.8㎝, 고(高) 7.0㎝, 저경(底徑) 5.4㎝

5) 고   찰(考察)

본(本) 1 號 석실고분(石室古墳)의 구조(構造)와 축조양식(築造樣式)을 고찰(考察)해 

보면 처음 지맥(地脈)을 이용(利用)하여 남북향(南北向)으로 일정(一定)한 깊이로 굴진

(掘進)한 다음 석실(石室)의 바닥부를 마련하고 벽면(壁面)을 축조(築造)했던 것으로 추

정(推定)되며 최종(最終) 천개석(天蓋石)을 올리고 난후 그 상부(上部)에 약(約) 2m 정

도(程度)의 봉토(封土)를 마련하 다고 본다. 발굴당시 봉토경(封土徑) 약(約) 10m 고약

(高約) 5m의 봉분(封墳)이 형성(形成)되어 있었다.

방이동일대(芳夷洞一帶)의 백제시대(百濟時代) 유적(遺蹟)은 백제(百濟)가 한강변(漢

江邊)을 중심(中心)하여 고구려(高句麗)와 대항(對抗)해서 삼국(三國)의 정립(定立)을 보

았던 한성시대(漢城時代)에 속(屬)하는 고지(古地)에 포함된다. 즉(卽) 백제(百濟)가 고

구려(高句麗)의 세력(勢力)에 려 고구려(高句麗) 장수왕(長壽王) 63年에 웅진(熊津)

(공주(公州))으로 천도하기 전(前)까지의 전기(前期) 350年경∼474년간(年間) 약(約) 

120년간(年間) 광주(廣州)를 중심(中心)하여 백제(百濟)가 정립(定立)되었던 시기(時期)

에 속(屬)한다. 당시의 백제고분(百濟古墳)으로 석촌동(石村洞)
1 
가락동(可樂洞)

2) 
중곡동

(中谷洞)3) 여주매용리(驪州梅龍里), 여주보통리소재(驪州甫通里所在) 고분등(古墳等)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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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별

(古墳別)

선도위치

(羨道位置)

현실개석

(玄室蓋石)

관   대

(棺   臺)

바닥처리

(處理)

벽   재

(壁  材)

도   면

(圖   面)

가락동2호분

(可樂洞2號墳)

남벽중앙부

(南壁中央部)

판석수매

(板石數枚)
/

천석처리

(川石處理)

부정형할석

(不定形割石)
3

중곡동갑호분

(中谷洞甲號墳)
〃 〃

동 서 향

(東 西 向)
〃 〃 7

동상을호분

(同上乙號墳)
〃 〃

동상

(同上)
〃 〃 8

매용리2호분

(梅龍里2號墳)
〃 〃

동     동서벽동서벽동동  eeeee동동ehdd     동ㅇㅇㅇ동   동서벽     동  동서벽                   동서벽에동서벽동서벽(東西壁)에 

각(各)일개식(一個式)
〃 〃 ×

동상8호분

(同上8號墳)
〃 〃

동상

(同上)
〃 〃 ×

보통리1호분

(甫通里1號墳)
〃 〃

동 서 향

(東 西 向)
/ 〃 ×

한성시대(漢城時代)에 속(屬)하던 이들 지역(地域)에서의 이미 조사(調査)된 석실고분

(石室古墳)의 구조(構造)는 위의 표(表)와 같다.

이상(以上)과 같이 주변일대(一帶)의 기조사(旣調査)된 석실고분(石室古墳)의 구조(構

造)를 종합(綜合)해 보면 방이동일호분(芳夷洞一號墳)과 뚜렸하게 동일(同一)한 것은 없

으며 이것은 석실(石室)을 구축(構築)하는데 있어서 벽석(壁石)의 재료(材料)는 같으나 

선도처리(羨道處理), 현실천정부개석(玄室天井部蓋石), 현실(玄室)바닥처리(處理), 시상

대(屍床臺)의 마련등(等)에서는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으나 어떤류의 고분(古墳)이 선

행(先行)하고 후행(後行)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연구(硏究)과제이다.

방이동(芳夷洞) 1 호(號)분(粉)이 연도(羨道)를 서벽(西壁)에 붙혀서 마련한 것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한성시대(漢城時代) 다음의 웅진시대(熊津時代)에 속(屬)하는 송산리

(宋山里) 고분(古墳)에서 보이는 선도(羨道)가 동벽(東壁)에 접(接)해서 편제하고 천정

개석(天井蓋石)이 판석일매석(板石一枚石)으로 처리(處理)된 것에 유사점이 더 많은 것

을 알 수 있으나 반드시 이와 관련 된다고는 하기 힘들다. 그러나 방이동일호분(芳夷洞

一號墳)과 여주(驪州) 보통리(甫通里) 1호분(號墳)과의 관계는 선도(羨道)와 바닥처리가 

상이할 뿐 축조방법(築造方法)은 같음을 볼 때 서로 관련성(性)이 강함을 느끼게 한다.

3. 유적(遺蹟)탐색 작업(作業)

백제시대(百濟時代)의 유구(遺構)를 찾기 위해 총(總) 20개(個)의 대소(大小)트렌치를 

설정하여 시굴(試掘)하 으나 유구(遺構)의 흔적은 발견(發見)되지 않았다. 단지 전체

(全體) 작업중(作業中) 표토(表土)부식층에서 분청사기편(粉靑砂器片) 1점(點)과 와편

(瓦片), 토기편(土器片) 몇점이 수습되었다.

① 분청완(粉靑碗)(圖版 23)

완형(碗形)으로서 第 4 탐색트렌치 부식토층에서 수습되었으나 파손(破損)이 심하다 

기벽(器壁)은 비교적(比較的) 두터워 투박하며 기내면(器內面)의 상하(上下)에 오개(五

個)의 세선(細線)을 돌렸고 그 중앙(中央)에는 연판문양의 화판(花瓣)을 상감청자(象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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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磁)에서 보이는 식(式)으로 백토(白土)를 감입(嵌入)하여 처리하 다. 기내면(器內面) 

바닥에는 사목(砂目)의 형태(形態)가 뚜렷이 남아 있고 바닥의 유약(釉藥)은 산화(酸化)

되어있는 상태(狀態)이다 거의 완파(完破)되고 결손된 상태(狀態)이므로 완(碗)의 전체

적(全體的)인 형태(形態)를 파악(把握)하기는 힘들다.

② 와편(瓦片)(圖版 24)

第5트렌치 작업중(作業中) 출토(出土)된 와편(瓦片)들로서 「상덕(尙德)」이란 명문

(銘文)이 새겨져 있으며 와질(瓦質)은 강(强)한 편(便)이다. 또한 소성도(燒成度)가 약한 

일매(一枚)의 와편(瓦片)에는 화문(花文)과 엽문(葉文)을 새겼다. 이와같이 타(他) 유구

(遺構)의 발견(發見)은 없었으나 백제시대(百濟時代)부터의 석실고분(石室古墳)을 비롯

해서 고려이조시대(高麗李朝時代)까지 고분(古墳)들이 조성(造成)되어져왔던 지역(地域)

으로 사료(思料)된다.

“주(註)” ①②③④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소화이년도(昭和二年度) 고적조사보고(古蹟調査報告)」 제이

책(第二冊)(공주송산리(公州宋山里) 고분조사보고(古墳調査報告)) 참조(參照)

주(註)⑤ 1970年度 문화재연구실(文化財硏究室)에서 여주(驪州) 대신면(大神面) 보통

리(甫通里) 백제고분조사(百濟古墳調査) 대상(對象)으로 석실고분(石室古墳) 1기(基)를 

발굴(發掘)한 바 있는데 구조(構造)를 보면 남(南)으로 연도(羨道)가 설치(設置)되고 내

부벽(內部壁)은 사벽(四壁)을 위로 향(向)할수록 차츰 간격을 좁혀 거대(巨大)한 판석일

매(板石一枚)로 천개석(天蓋石)을 마련했으며 관대(棺臺)는 북벽(北壁)에 접(接)해서 동

서(東西)로 길게 마련되어 있었다. 벽면(壁面)의 틈에는 점토(粘土)를 다져 메우고 벽면

(壁面)은 회(灰)칠을 했었다.

주(註)⑥ 소화이년도(昭和二年度) 고적조사보고서(古蹟調査報告書) 제이책(第二冊)에 

송산리(宋山里) 1, 2, 5호분(號墳)에 대(對)한 조사내용(調査內容)을 보면 선도(羨道)가 

동벽(東壁)에 붙어 있는 점이 방이동(芳夷洞)1호분(號墳)과 틀리는 점이나 그 외(外)는 

구조(構造)가 같다. 단지 시상대(屍床臺)의 유무(有無)에 대(對)해서는 언급이 없어 불확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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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 1, 2호건물지관계(동남에서) (1, 2號建物址關係(東南에서))   
 
 

<圖版 2> 1, 2호건물지관계(서에서) (1, 2號建物址關係(西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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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 2호건물지집석상태 (2號建物址集石狀態)                
      

 

<圖版 4> 1, 2호건물지(서북에서) ( 1, 2號建物址(西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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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5> 2호건물지 (서에서) ( 2號建物址(西에서))
 
 

<圖版 6> 2호건물지(서남에서) ( 2號建物址(西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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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7> 2호건물지온돌노출상태 ( 2號建物址溫突露出狀態)
 
 

<圖版 8> 2호건물지세부 (2號建物址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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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9> 토기구연부편 (土器口緣部片)
 
 

<圖版 10> 와당편 ( 瓦當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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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1> 토기편문양각종 (土器片文樣各種)
 

 

<圖版 12> 토기편이면문양 (土器片裏面文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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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3> 백자편 (白磁片)                          
      

 

<圖版 14> 백자저부편 (白磁底部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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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5> 분청자기편 (粉靑磁器片)    
 
 

<圖版 16> 방이동 백제고분군 전경 (芳夷洞 百濟古墳群 全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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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7> 제 1 호분 선도 (第 1 號墳 羨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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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8> 내부에서 본 석실동남벽 석축상태와 선도
(內部에서 본 石室東南壁 石築狀態와 羨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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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9> 석실서벽과 북벽 (石室西壁과 北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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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0> 석실 동남벽 석축상태 (石室 東南壁 石築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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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1> 내부에서 본 석실천개석 (內部에서 본 石室天蓋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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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2> 내부에서 본 석실천개석 놓인 상태 (內部에서 본 石室天蓋石 놓인 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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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3> 2 구트렌치 출토분청사기편 (2 區트렌치 出土粉靑砂器片)
 
 

<圖版 24> 5 구트렌치 출토와편 (5 區트렌치 出土瓦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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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5> 건물지출토토기 표면문양(기1) (建物址出土土器 表面文樣(其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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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6> 건물지출토토기 이면문양 (建物址出土土器 裏面文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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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7> 건물지출토토기 표면문양(기2)(建物址出土土器 表面文樣(其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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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8> 건물지출토토기 이면문양(建物址出土土器 裏面文樣)
 
 

<圖版 29> 건물지출토토기 표면문양(기3) (建物址出土土器 表面文樣(其3)) 
      

 

195



- 32 -

<圖版 30> 건물지출토토기 이면문양 (建物址出土土器 裏面文樣)  
                      

 

<圖版 31> 건물지출토토기 표면문양 (建物址出土土器表面文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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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32>건물지출토토기이면문양 (建物址出土土器裏面文樣))                
 

<圖版 33> 건물지출토토기 표면문양(기4) (建物址出土土器 表面文樣(其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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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4> 건물지출토 토기이면문양(기4) (建物址出土 土器裏面文樣(其4))
 
 

<圖版 35> 출토토기 표면문양 (出土土器 表面文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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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6> 출토토기 이면문양 (出土土器 裏面文樣)
                      

 

<圖版 37> 건물지출토토기 표면문양(기5) (建物址出土土器 表面文樣(其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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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8> 건물지출토토기 이면문양(기5) (建物址出土土器 裏面文樣(其5))      
                              

 

<圖版 39> 건물지출토 와편문양(기1) (建物址出土 瓦片文樣(其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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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40> 건물지출토 와편문양(기2)(建物址出土 瓦片文樣(其2))
 
 

<圖版 41> 건물지출토 와편문양 (기3) (建物址出土 瓦片文樣 (其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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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 방이동 제 1 호 석실고분실측도      (芳夷洞 第 1 號 石室古墳實測圖)
 
 

<圖面 2> 방이동 제 1 호 석실고분실측도      (芳夷洞 第 1 號 石室古墳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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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3>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가요리 제 2 호분 평면약도     
(京畿道 廣州郡 中垈面 可樂里 第 2 號墳 平面略圖)

 

<圖面 4>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가요리 제 2 호분 절단약도     
(京畿道 廣州郡 中垈面 可樂里 第 2 號墳 切斷略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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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5> 경기도 여주군 매용리 제 8 호분 실측도      
(京畿道 驪州郡 梅龍里 第8 號墳 實測圖)

 
 

<圖面 6> 경기도 여주군 매용리 제 2 호분 실측도       
(京畿道 驪州郡 梅龍里 第2 號墳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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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7> 경기도 고양군 잠도면 중곡리 갑분실측도     
(京畿道 高陽郡 蠶島面 中谷里 甲墳實測圖)

 
 

<圖面 8> 경기道 고양군 잠도면 중곡리 을분실측도     
(京畿道 高陽郡 蠶島面 中谷里 乙墳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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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9>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석촌리 제 6 호분 급 제 7 호분 실측도     
(京畿道 廣州郡 中垈面 石村里 第 6 號墳 及 第 7 號墳 實測圖)

 
 

<圖面 10>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가요리 제 2 호분 실측도       
(京畿道 廣州郡 中垈面 可樂里 第 2 號墳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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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1> 공주 송산리 1 호분 실측도                   
(公州 宋山里 1 號墳 實測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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