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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유구(發掘遺構) 및 출토유물(出土遺物)

  

    1. 개     요(槪     要)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에서는 중서부(中西部) 고도문화권(古都文化圈) 개발 계획(開

發 計劃)의 일환(一環)으로 충남(忠南) 부여군(扶餘君) 부여읍(扶餘邑) 쌍북리(雙北里) 부소

산성내(扶蘇山城內) 서남(西南) 내성지(內成址) 중앙부(中央部)의 군창지(軍倉址)로 올라가는 

도로변(道路邊)에 위치(位置)하는 건물지(建物址)를 발굴조사하 다.(圖面1)

  1次로 1983年 8月 30日부터 10月 30日 까지와 2次는 1984年 6月 20日부터 7月 28日까지 

조사(調査) 실시(實施)하 는데 그 유적(遺蹟)은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일차년도(一次年度) 발굴조사(發掘調査)에서는 삼개소(三開所)으 수혈식건물지(竪穴式

建物址)와 남측(南側) 경사지에서 목책공(木柵孔)으로 추정(推定)되는 구덩이 열과 수혈건물

지(竪穴建物址) 주위에서 각각 대형저장공(大形貯藏孔) 3개소(個所)등 중요(重要)한 유구(遺

構)가 확인(確認)되었다.

  표토하(表土下) 약(約) 30∼40㎝ 까지는 출토유물(出土遺物)로 미루어 보아 백제시대(百濟

時代)의 말기(末期)로부터 고려시대(高麗時代) 중기(中期)까지 존속(存續)되었든 유적(遺蹟)

으로 추정(推定)되며 그 아래의  토층(土層)인 풍화암층(風化岩層)에서는 이 층을 깍아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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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식(竪穴式)으로 형성(形成)한 건물지(建物址) 3개소가 노출(露出)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

라 건축사상(建築史上) 대단히  중요(重要)한 유구(遺構)로 판단된다.

  그중(中) 제삼건물지(第三建物址)는 수혈(竪穴)의 크기가 가로, 세로 약(約) 400㎝ 의 정방

형(正方形)으로 깊이는 북벽(北壁)이 약(約) 90㎝ 이며 평균(平均) 80㎝ 정도(程度) 다. 이

주거지(住居址)는 지금까지 역사시대(歷史時代)의 유적(遺蹟)에서는 보기 드문 특이한 형태

(形態)의 연도(煙道)가 동측벽(東側壁)을 연접(連接)하여 형성(形成)되고 내부(內部)바닥의 

동벽(東壁) 중앙부(中央部)에서 ㄱ자형(字形)으로 서(西)쪽으로 꺽여서 측면(側面)으로 아궁

이가 만들어 있다.

  또한 평면(平面)으로 보아 내부(內部) 중앙부(中央部)에는 4개소(個所)의 기둥 구멍이 있

어 외부(外部)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 졌고 남면(南面)에는 이단(二段)의 계단지(階段

址)까지 노출(露出), 확인(確認)되었다. 이러한 수혈식 건물지가 있는 편편한 지역 남측에는 

동서로 대형 구덩이가 열(列)을 이루고 있으나 용도(用途)와 관련되는 유구가 어느 것인지

는 확인 할수 없어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되어야 할 특수한 유구이다.

  나. 제이차연도(第二次年度)에는 일차연도(一次年度)에 이어 수혈식건물지(竪穴式建物址)

와 목책공(木柵孔)의 연장 상태(狀態) 및 인접되어 있는 토성벽(土城壁)과의 관련 상태를 파

악하고져 연장 발굴(發掘)을 실시(實施)하 다.

  발굴조사(發掘調査)에서 확인(確認)된 유구(遺構)는 수혈식건물지(竪穴式建物址) 서면(西

面)경사지에서 길이 약(約) 10 m, 폭(幅) 약(約) 3 m의 자연석(自然石) 축대(築台)가 2∼3단

(段)만 잔존(殘存)한 상태(狀態)로 확인(確認)되었다.

〈圖面 1〉 부여 부소산성 현황도(扶餘 扶蘇山城 現況圖)

  또한 남동편(南東便) 경사지 아래에서는 추정(推定) 기둥구덩이 열(列)이 동서(東西)로 거

의 비슷한 거리의 위치(位置)에서 8개소(個所) 노출(露出)되었으며 그 사이에서 저장공(貯藏

孔)으로 추정(推定)되는 대형(大形)의 원형(圓形) 구덩이가 2개소(個所) 노출되었으며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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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內部)에서 금동제(金銅製) 서조두장식용구(瑞鳥頭裝飾用具) 등 중요(重要)한 유물(遺物)이 

다수(多數) 수습(收拾)되었다.

  또한 토성(土城)과의 관련 상태를 확인(確認)하고져 부소산성(扶蘇山城) 서남단(西南端) 

의 내성(內城)과 외성(外成)이 갈리는 곳으로 현재(現在) 전망대(展望台)인 반월루로부터 남

동(南東)으로 내성(內城)이 뻗고, 또한 북동(北東)으로 내성(內城)이 군창지(軍倉址)쪽으로 

연결되는 두 성(城)줄기가 분기(分岐)되는 곳으로서 내외성(內外城)이 시작되는 바로 아래에

서 토성벽(土城壁)의 토층단면조사(土層斷面調査)를 실시(實施)한 바 3次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變化)층이 나타나고 있다.

  1次축성(築城)은 황갈색(黃褐色) 사질토(砂質土)와 적갈색(赤葛色)의 점토(粘土)로 한층씩 

번갈아 판축(板築)으로 다져 쌓고 초기(初期)의 원형(原形)은 외벽(外壁)에 암기와편(片)을 

붙이고 내부에 흙으로 메꾸어 다짐하여 성벽을 축조(築造)한 특수(特殊)한 방법을 사용(使

用)하고 바닥 하부(下部)에는 약(約) 60 ㎝ 폭(幅)의 석렬(石列)이 노출되고 5∼6 ㎝ 두께의 

모래가 쌓여 있어 배수로(排水路), 혹은 성벽(城壁)을 보호(保護)하는 시설(施設)로 추정(推

定)된다.

  2次축성(築城)은 1차의 성벽(城壁)이 유실되어 보축(補築)한 것으로서 백제시대(百濟時代)

의 암기와편(片)과 잡석(雜石)으로 혼축(混築)하 으며, 3次의 보축된 토층(土層)은 잡석(雜

石)으로 혼축(混築)된 현재(現在)의 표토층(漂土層)으로 유실(遺失)이 심하여 경사가 완만하

게된상태(狀態)이다.                                       

  그 밖에 발굴(發掘) 구역내(區域內)에서 이기(二基)의 석곽묘(石槨墓)가 노출(露出)되었으

며 第1기(基)의 규모(規模)는 동서폭(東西幅) 약(約) 120㎝, 남북(南北)길이 약(約) 270 ㎝로

서 북단(北端)의 바닥에서 4점(點)의 토기개배(土器蓋杯)가 수습(收拾)되었으며

  第2기(基)는 동서(東西)길이 약(約) 240㎝, 남북폭(南北幅) 약(約) 110㎝로서 북측(北側)의 

벽(壁)은 풍화암(風化岩)을 깍아서 뒷벽으로 이용(利用)한 구축방법(方法)으로 서북단(西北

端)의 바닥에서 토기호(土器壺) 2점(點)이 수습(收拾)되었다. 이상과 같이 발굴조사(發掘調

査) 과정(過程)에서 수습(收拾)된 출토유물(出土遺物)은 1次 연도(年度)에 연화문(蓮花文) 숫

막새기와 등(等) 63점외(點外) 토기파편(土器破片) 다수(多數)와 2次 연도(年度)에 토기개배

(土器蓋杯)등 79점외(點外) 토기파편(土器破片) 다수(多數)를 수습(收拾)하 다. 

  그 중(中)에서 대표적(代表的)인 유구(遺構)와 중요유물(重要遺物)에 대(對)하여 소개하고

자 한다.

         2.발굴유구(發掘遺構)   

     가. 수혈식건물지(竪穴式建物址) : 3개소(個所)

  1) 第1 건물지(建物址)

  현(現) 지형상(地形上) 동북측(東北側)에 위치(位置)하는 수혈식유적(竪穴式遺蹟)으로서 풍

화(風化)된 화강암층(花崗岩層)을 깍아 벽(壁)(높이 50㎝)을 만들고 1변(邊)의 길이가 약(約) 

400㎝ 의 정방형(正方形)에 가까운 평면(平面)으로 깊이 약 40㎝ 내외(內外)의 수혈식건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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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竪穴式建物止)이다.

  북측벽(北側壁)에는 바닥에서부터 기둥의 반이 묻히도록 만든 기둥구멍(직경(直徑) 30㎝,  

깊이 30㎝)이 2개소(個所) 노출(露出)되고 있다.

  이 건물지(建物址)의 서편(西便)에는 서벽(西壁)을 이용(利用)하여 평면폭(平面幅)이 40㎝

되는 석렬(石列)이 남북(南北)으로 뻗어 (길이 370㎝) 있으며 그 위에는 백제시대(百濟時代)

후기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암기와 편(片)을 우묵하게 깔아 만든 장방형(長方形)의 유구가

노출되고 있으며 그 용도(用度)는 확실(確實)치 않으나 토층조사(土層調査) 결과로 보아 불

을 사용(使用)하 든 시설(施設)로 추측(推測)된다.

  2) 제2 건물지(建物止)

  일변(一邊) 약(約) 400㎝ 의 정방형(正方形) 수혈식건물지(竪穴式建物址)로서 네모서리에

는 비교적 큰 기둥구멍(직경(直徑) 60∼70㎝)이 있고 동(東)과 서벽(西壁)에는 조금 작은 기

둥구멍이 같은 간격으로 벽면을 반씩 접(接)하여 2개소(個所)씩 대칭으로 되어 있다.

  바닥은 적색(赤色)의 점토(粘土)로 다짐한 층(層)이며 동측벽(東側壁) 중간부(中間部)에 접

한 바닥면에서 남북으로 시설(施設)되었든 것으로 보이는 석재일부(石材一部)와 소토층(燒土

層)이 나타나고 있어 불을 사용(使用)하 든 시설(施設)로 판단되나 유구가 많이 회실된 상

태이다.

  현재(現在)의 벽높이는 약(約) 50∼60㎝이며 남벽(藍碧)은 경사지로 깍여나가 현재(現在) 

약(約) 20㎝ 정도(程道)이다. 이 유구(遺構)는 第 1 건물지(建物址)의 남서측(南西側)에 위치

(位置)하며 第1건물지(建物址)의 남벽(南壁)과 第2건물지(建物址)의 북벽(北壁)의 거리는 약

(約) 3.5㎝ 정도이며 두 건물지(建物址)의 바닥 수평 차이는 약(約) 40㎝로 건물지가 낮다.

  

  3) 第3 건물지(建物址)(圖面2)

  표토(表土)로부터 약(約) 50∼60㎝ 깊이에서는 백제시대(百濟時代) 말기(末期)에서 고려시

대(高麗時代) 초기(初期)까지 존속(存續)되었든 것으로 추측되는 유구가 일부(一部) 노출(露

出)되었으며 그 토층(土層)에는 파상문(巴狀文)숫막새기와와 인화문토기(印花紋土器) 등이 

출토(出土)되었다. 여기서 발굴 진행(發掘 進行)에 따라 수혈주거지(竪穴住居址)위를 매립(埋

立)한 토층(土層)으로 회백색마사토(灰白色摩砂土)와 적색사질토(赤色砂質土)를 각각 층을 

바꾸어 인위적(人爲的)으로 성토(盛土)한 것으로 보이는 판축층(版築層)이 노출(露出)되고 

이 밑에서 풍화(風化)된 화강암층(花崗岩層)을 깎아서 만든 수혈식건물지(竪穴式建物止)가 

나타났다.(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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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2〉 부소산성내 제삼수혈건물지 유구(扶蘇山城內 第三竪穴建物止 遺構)

  건물지(建物址)의 크기는 평면(平面)으로 보아 가로, 세로가 각각 약 400㎝씩으로 거의 정

방형(正方形)에 가까우며 수혈지(竪穴址)의 깊이는 약 70∼90㎝ 이다.

  그리고 남측면(南側面) 중앙부(中央部)에는 출입(出入)에 편리(便利)하도록 2단(段)의 계단 

(폭(幅) 130㎝)이 마련되어 있고  계단의 바닥쪽에는 2개(個)의 기둥구멍이 양쪽에 노출되어 

있다(사진2).

  계단(階段)은 그 답고(踏高)가 위의 것이 약(約) 25㎝, 밑의 것이 약 21㎝로 되어있고 또 

답면폭(踏面幅)은 위의 것이 30㎝, 밑의 것이 60㎝이며 그 밑에는 경사져서 바닥면과 연결되

어 있다.

  또한 수혈지(竪穴址) 내(內)에는 동측벽(東側壁)에 연접(連接)하여 중앙부(中央部)에서 시

작(始作)하여 북벽(北壁) 외부(外部)로 뻗어나간 2줄의 석렬(石列)(길이 360㎝, 폭 30㎝)로 

된 구들 시설(施設)이 있었고 이 시설의 내부(內部) 끝부분에서는 약(約) 50㎝폭(幅)으로 넓

혀지면서 그끝의 서측벽이 폭(幅) 50㎝정도로 트인 ㄱ자형구조(字形構造)가 만들어져 있었

다.

  또한 석렬(石列)의 내벽(內壁)에는 연기에 의한 거스른 흔적과 불에탄 흔적이 잔존(殘存)

하며 바닥에는 불에 탄 흙이 깔려있어 불을 사용(使用)하 든 시설(施設)인 구들과 아궁이

로 판단되며 연도(煙途)위에 덮 든 개석(蓋石)은 모두 결실(缺失)된 것으로 추측(推測)된

다.(사진3)

  또 아궁이쪽에 솥을 걸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位置)에 화강석(花崗石)을 세워 놓은 흔적

도 확인되었다.

  이 구들의 내외(內外) 끝의 높이 차이는 약(約) 75㎝로 외부(外部)가 높다.

  이 수혈지(竪穴址)의 바닥 내부(內部) 중앙부(中央部)에는 건물(建物)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4개소(個所)의 원형(圓形) 기둥 구멍이 정방형(正方形)을 이루고 있는데 옆의 것과 

간격이 거의 같이 약 150㎝ 이고 이 기둥 구멍의 깊이는 34㎝이며 직경은 18㎝이다.

  그리고 수혈(竪穴)의 서측(西側)과 북측벽(北側壁)에 거의 접한 바닥에는 전체를 적색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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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色粘土)로 다짐한 ㄱ자형(字形)구덩이가 노출(露出)되었는데 바닥면에서 깊이 약28 ㎝, 

폭(幅) 약(約) 78㎝로 파서 북변(北邊) 길이 248㎝, 서변(西邊)길이 278㎝되는 바닥 구조(構

造)를 형성(形成)하고 있다. 

  그 내부(內部)에는 깨끗한 마사토로 메꾸어져 있었다.

  이 ㄱ자형(字形)바닥 구조는 전술(前述)한 중앙부(中央部)에 놓인 4개(個)의 기둥구멍 외

측(外側)에 접(接)하여 있고 또 구들의 아궁이와 남측계단(南側階段) 및 그 옆의 저장시설

(貯藏施設) 등과 활동공간(活動空間)이나 동선(動線)에 방해(妨害)되지 않는 위치(位置)에 놓

여 있고 또 폭과 길이 등이 침상(寢牀)의 규모(規模)와 비슷하므로 이곳에 건초(乾草)를 두

껍게 깔고 휴식(休息)하던 침상(寢床)으로 추측(推測)되었다.

  이러한 예(例)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노출(露出)된 것으로 보인다. 

  또 수혈(竪穴)의 서남(西南) 위에는 큰 호(壺)나 옹(甕)을 놓았던 자리로 추측되는 직경(直

徑) 40∼50㎝의 원형(圓形)으로 파인 흔적(痕蹟)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옆에 계단(階段)과의 

사이에는 좁은(약 50㎝) 통로(通路)와 같은 것이 밖으로 연결되어 그 바깥 끝부분에 역시 

저장호(貯藏壺)를 놓았던 흔적(痕迹)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외부(外部)로 통(通)하는 계단(階段)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외부(外部)에 저장된 

시설(施設)을 이용(利用)하기 위한 편리(便利)한 통로시설(通路施設)로 보인다. 수혈(竪穴)의

외벽(外壁) 기둥 구멍은 수혈의 어깨선(線)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그 규격(規格)과 배

열(配列)이 불규칙(不規則)하게 되어 있었고 유구로 보아 수직 기둥과 지상에서 뜬 서까래

의 구조를 갖추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수혈의 동측 벽상에서 동측(東側)으로 연결되는 몇 개의 구멍으로 파인 시설이 있으나 그

용도(用途)와 관련되는 유구는 확실치 않고 수혈지보다 후기에 만들어진 유구(遺構)로 판단

된다.

  또 계단외부(階段外部)로 끝나는 부분(部分)의 양측(兩側)에는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2개

(個)가 있어 출입구(出入口)의 지붕이 시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혈(竪穴)의 가구(架構)를 생각해보면 중앙(中央)에 놓인 4개(個)의 주(主)기둥이 사천주

(四天柱)와 같이 구조적(構造的)으로 중요(重要)한 기능(機能)을 갖는 것이며 그 상부(上部)

에서 도리를 돌리고 이 도리에서 밑으로 처마까지 4방향(方向)으로 서까래를 걸었을 것이며 

이 위쪽으로는 인자(人字)보와 용마루를 얹어 맞배 지붕을 형성(形成)했을 것으로 이 형식

(形式)은 일본인(日本人)들이 말하는 소위 고전조(高殿組)(たたら)와 같았을 것으로 추측(推

測)된다. 이 건물지(建物址)의 용도(用途)는 병 (兵營)으로서의 기거인지 또는 주거지(住居

址)인지 확실(確實)치 않으나 입지조건(立地條件)이나 주위(周圍)에 나오는 다른 유구(遺構)

로 보아 병 (兵營)과 관련된 거처 던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4)축대석렬(築臺石列)과 구덩이 예(例)

  第3 수혈건물지(竪穴建物址)의 남측(南側) 경사지 7m 아래에서 동서(東西)로 장축(長軸)을 

이루고있는 축대석(築臺石)의 잔존부분(殘存部分)이 2개소(個所) 노출되었으며 축석(築石)의 

면(面)은 남향(南向)으로 선(線)을 맞추어 반듯하게 쌓았다.

  그리고 그 축석(築石)의 바로 앞 바닥 층에서 규모(規模)와 형태(形態)가 거의 일정(一定)

한 구덩이 열(列)이 동서(東西)로 계속 연장되는데 그 간격은 평균(平均) 120㎝로 배열(配

列)되고 있다.(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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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덩이는 2단(段)으로 굴토(掘土)하여 만들었는데 위의 단(段)은 직경(直徑) 약(約)40∼

50㎝이고 깊이가 약(約) 20㎝로 파여 있고 그 한쪽에 밑 단(段)의 기둥 구멍이 파여 있는데 

그 직경은 약 20㎝ 정도(程度)이고 깊이는 약(約) 35㎝정도(程度)로 되어있다.

  이것도 목책주(木柵柱)를 세우고 견고하게 보강(補强)시키기 위한 수법(手法)으로 추측된

다.

  또한 이 구덩이의 용도(用途)는 확실(確實)치 않으나 위 건물지와의 관련으로 보아

  ㅇ방비(防備)를 위한 방호책(防護柵)이었거나 

  ㅇ지형(地形)에 따라 시설(施設)한 목책(木柵)의 일부(一部)로 추정(推定)된다.

  이구덩이와 석축(石築)의 관계는 구덩이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후(後)에 석축(石築)이 

축조(築造)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대형 저장공(大形 貯藏孔)

  第2 수혈건물지(竪穴建物址) 남측(南側) 부근(部近) 2개소(個所)에는 장방형(長方形)과 원

형(圓形)의 구덩이가 함께 접(接)해 있는 시설(施設)이 있고 (사진5)

  또 第3 건물지(建物址) 북측(北側)에는 원형(圓形)으로 형성(形成)된 구덩이가 노출(露出)

되었는데 이들은 건물지(建物址)와 관련되는 시설(施設)로 판단된다.

  장방형(長方形)과 원형(圓形)이 병존(竝存)하는 구덩이 중(中) 큰 것의 규모(規模)는 방형

(方形)으로 장축(長軸)은 동서(東西)로 뻗어 그 길이가 230㎝이며 폭(幅) 110㎝이고 장방형

(長方形) 구덩이의 깊이는 약(約) 110∼120㎝이며 동측(東側)으로 연결되어 소형(小形) 구덩

이가 위 부분(部分)에 시설(施設)되어 있었다.

  이 방형(方形) 구덩이 서측(西側) 바닥에서 백제(百濟) 후기(後期)의 암기와가 출토(出土)

되었다.

  또 구덩이의 동(東)쪽으로 치우친 북편(北便)에는 원형(圓形)의 구덩이가 있는데 그 직경

(直徑)은 110∼120㎝이었고 깊이는 약(約) 70㎝이며 장방형(長方形) 시설과 연접(連接)하여 

약 10㎝ 정도의 간벽(間壁)을 두고 있다.

  특히 이들 구덩이는 상협하광(上夾下廣)으로 되어 밑면의 직경이 약(約) 30㎝ 정도 더 넓

었다. 이러한 것은 중국(中國)의 대혈(袋穴)이나 혈창(穴倉)의 시설과 같아 저장시설(貯藏施

設)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원형(圓形)구덩이 내(內)에서 중형(中形)의 토기(土器)항아리 2점(點)이 파손(破

損)된 상태(狀態)로 수습(收拾)되었는데 동벽(東壁)의 바닥에 바르게 놓여 있었다.

  또한 완형(完形)의 적색 연질(赤色 軟質)의 암기와 (길이 44.8㎝) 1점(點)도 수습(收拾)되

었으나 구덩이의 사용시기(使用時期)와 유물(遺物)과는 같은 시대(時代)로 볼 수는 없다.

      3. 출토 유물(出土 遺物)

   가. 第1次 연도(年度)

  1) 파상문(巴狀文) 숫막대기와(사진 6-1,6-2)

  만자문(卍字文) 와당(瓦當)이라고도 하는 막새기와로서 건물지(建物址)의 서북측(西北側)

표토(表土) 바로 밑 약(約) 20㎝ 깊이의 적색점토층(赤色粘土層)에서 암기와 편(片)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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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收拾)되었다.

  막새기와의 주연(周緣)은 두텁게 각(角)을 지어 턱을 이루고 자방(子房)은 작게 도두라지

며 연자(連字)는 없이 판면이 사판(四瓣)으로 구획(區劃)되어 있는데 능선(稜線)으로 시문(施

文)된 것과 판면(瓣面)이 둥 게 된 이종류(二種類)가 있으며 사구획(四區劃)을 이루는 계선

(界線)은 도두라지게 양각(陽刻)되어 있다.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으로서 백제시대 후기(百濟時代 後期)의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지금까지 부여지방(扶餘地方)에서 파편(破片)으로 수점(數點) 수습(收拾)되었을 뿐 완형(完

形)으로 출토(出土)된 예(例)는 처음이다. 회청색(灰靑色), 경질(硬質)기와로서 희귀한 종류

(種類)이다. 직경 :  약 17㎝, 내경 : 약(約) 14㎝, 자방경(子房經) : 약 2.5㎝, 두께 : 약(約) 2 

∼2.5㎝,

  2) 연화문(蓮花文) 숫막새기와 (사진 7)

  8엽단판(葉單瓣) 연화문(蓮花文)으로 연판이 짧고 폭(幅)이 넓으며 계선(界線)이 선명하며

판면외부(瓣面外部)에는 연판중앙(蓮瓣中央)에 꽃잎을 접어 능선(稜線)이 시문(施文)되고 주

연부(周緣部)에는 구상권대(溝狀圈帶)를 만들고 있으며 낮게 부조(浮彫)된 자방에는 1+8+16

과(顆)의 3중(重)의 연자(蓮子)를 배열(配列)하고 있으며 자방(子房)주위에는 원권(圓圈)을 

둘려 연판권(蓮瓣圈)과 분리(分離)하고 있다.

  백제시대(百濟時代) 전형적(典型的)인 막새기와 양식이다. 직경 :16.5㎝, 내경 14㎝, 자방폭 

4.2㎝, 두께2㎝,

  3) 암기와(사진8)

  건물수혈지(竪穴建物止) 남측(南側) 경사지 앞 원형(圓形)의 대형(大形)․저장공내(貯藏孔

內) 바닥층에서 수습(收拾)된 적색 연질(赤色 軟質) 암기와로서 대체로 규모가 크며 완형(完

形)이다.

  뒷면에는 제작과정에서 천을 깔아서 접힌 포흔(布痕)이 있다.

  길이 : 44.9㎝, 위폭 35.9㎝, 아래폭 28.5㎝, 두께(상(上)) 2.3㎝, (하(下)) 2㎝

  4) 토기(土器)뚜껑 편(片) (사진9)

  第3수혈건물지(竪穴建物址)의 중앙부(中央部) 연도(煙道) 아궁이 자리바닥 소토층(燒土層)

에서 반파(半破)된 상태(狀態)로 수습(收拾)된 토기(土器)로서 손잡이 부분에 꼭지가 있었던 

흔적(痕蹟)은 있으나  결실된 상태(狀態)이며 구연부(口緣部)는 짧고 약간 안으로 기우린 모

양으로 기벽(器壁)은 얇고 정교하며 흑갈색(黑褐色)의 연질(軟質)로서 무늬가 없다.

  이 토기(土器)는 수혈건물지(竪穴建物址)의 사용연대(使用年代)를 추정(推定)하는 절대적

(絶對的)인 귀중(貴重)한 자료(資料)이다.

  직경(直徑) 10.5㎝, 높이 3.1㎝, 굽높이 1.4㎝,

  5) 토기(土器) 뚜껑(사진 10)

  第3건물지(建物址) 서측벽(西側壁) 부토층(浮土層) 약 120㎝하(下) 회백색(灰白色) 마사토

층(摩砂土層)에서 수습(收拾)된 것으로 일부(一部) 파손되었으나 복원(復元)하여 완형(完形)

에 가깝다. 꼭지는 다른 토기(土器)의 뚜껑에 비해서 대단히 크고 위 면(面)은 내부(內部)가 

둥 게 홈이 파여 있으며 동체부(胴體部) 상면(上面)은 약간 둥굴게 경사지며 손잡이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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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接合)된 부분(部分)은 내반되어 있어 손잡이로서의 안정(安定)된 형태(形態)이며 구연부

(口緣部)는 약간 내경되어 턱을 이루고 거의 직립(直立)되어 있어 뚜껑으로서의 안정(安定)

된 기형(器形)이다.

  소성과정(燒成過程)에서 적갈색(赤褐色)과 흑회색(黑灰色)으로 나타나며 경질(硬質)이다.

  직경(直徑) : 12.6㎝,  높이 : 4.6㎝

  6) 인화문(印花文) 토기(土器)뚜껑( 사진 11)

  뚜껑의 면(面)은 점(點)으로 음각(陰刻)된 인화문(印花文)이 손잡이 부분(部分)에서 기복부

(器腹部) 하단(下段)의 외반된 곳까지 종선(縱線)을 이루어 전면(全面)에 시문(施文)되어 있

다.

  손잡이는 이중(二重)의 꼭지로서 위의 것은 더욱 돌출되고 아래 것은 둥 며 동체부(胴體

部)에 접합(接合)된 부분(部分)은 점점 내경되어 손잡이의 기능을 잘 보존하고 있다.

  동체부(胴體部)는 둥 게 내려가다 주연부(周緣部) 앞에서 약간 턱을 이루며 다시 외반되

어 주연(周緣)을 형성(形成)하고 있다. 표토층하(表土層下)의 부식토층(腐蝕土層)에서 수습된 

완형(完形)의 경질토기(硬質土器)이다.

  직경 : 10.5㎝, 높이 4.8㎝, 꼭지 높이 1.7㎝

  7) 인화문(印花文) 토기(土器)사발(사진 12)

  동체부(胴體部)에는 위가 열린 이중원(二重圓)의 인문(印文) 음각(陰刻)되어 전면(全面)에 

횡대(橫帶)를 이루고 있으며 구연부(口緣部)의 목에는 이중(二重) 심선문(沈線文)을 돌리고 

구연은 약간 외반되어 있다. 저부(底部)의 굽받침은 낮고 밑으로 퍼져 안정(安定)된 기형(器

形)으로 회백색(灰白色)의 경질토기(硬質土器)이다.

  구연부(口緣部)가 일부(一部)파손되었으나 거의 원형 복원(原形 復員)이 가능(可能)하다.

     직경 : 15㎝, 높이 6.2㎝

     저경 7.4㎝, 굽높이 0.4㎝

  8) 양손잡이 사발형토기(土器) (사진 13)

  반파(半破)된 상태로 수습(收拾)된 토기(土器)로서 일반 솥걸이와 같은 모양의 주연부(周

緣部)를 갖추고 있는데 주연부(周緣部)의 어깨선 양쪽에는 손잡이 형으로 턱을 두어 돌출시

키고 다른 양쪽은 테를 생략하여 만들어진 특이한 모양의 토기이다. 

  양쪽에 돌출된 턱은 손잡이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저부(底部)의 굽은 크고 높게 만들어져 안정감을 준다.

  회백색(灰白色)의 경질토기(硬質土器)로서 복원(復員)이 가능(可能)하다.

     직경 13.3㎝,  전체높이 6.5㎝,

     저경 9.1㎝,   손잡이폭 2㎝

  9) 토제(土製) 벼루 편(片) (사진 14)

  원형(圓形)으로서 바닥에는 돌아가면서 연봉형(連峰形) 다리가 붙어 있는 벼루로서 먹을 

가는 부분(部分)은 중앙부(中央部)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위에는 낮게 홈을 파서 물을 담

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구연부(口緣部)에는 다시 턱을 두어 전체(全體) 모양을 둥 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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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底部)에는 연봉형(連峰形)의 다리를 약간씩 거리를 두고 돌리어 있으며 안정감을 준

다.

 외부(外部)에는 2개(個)의 단으로 형성(形成)되어 있으며 대체로 회백색(灰白色)의 경질(硬

質)이다.

 현재(現在) 상태(狀態)는 일부편(一部片)으로 연봉형(連峰形)다리가 3개(個)만 남아 있다.

     전체높이 6.7㎝, 받침높이 4.8㎝,

     물받이 깊이 1.7㎝, 물받이폭 2.3㎝

     나. 第2次  연도(年度)

  10) 금동제(金銅製) 서조두장식용구(瑞鳥頭裝飾用具)

  第3수혈건물지(竪穴建物址) 남측(南側)의 표토(表土)밑에서 저장공(貯藏孔)이 노출(露出)되

었으며 그 내(內)에서 (지하(地下) 90㎝) 수습(收拾)된 것으로서 용(龍)의 귀와 독수리의 눈

과 서조(瑞鳥)의 부리 등이 정교(精巧)하고 힘차게 표현(表現)된 금동제(金銅製) 조각장식품

(彫刻裝飾品)이다.

  특(特)히 부리에는 여의주(如意珠)를 물고 있으며 장식(裝飾)의 한쪽 끝은 마무리한 몰딩

이 있고 그 내부(內部)에 목재(木材)의 잔편(殘片)이 남아있어 목재봉(木材棒)을 끼웠던 것

으로 추측(推測)되며 이곳에서 약(約) 10㎝옆에서 길이 3.5㎝, 직경 1.3㎝의 끝마금 장식편

(裝飾片)이 함께 수습(收拾)되었다. 이 전체(全體) 장식(裝飾)의 생긴 모양과 크기로 보아 나

무봉(棒)을 끼워서 손에 들고 지휘(指揮)하던 용구(用具)로 추측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는 처음 출토(出土)된 희귀한 유물이다. 일부(一部) 부식(腐蝕)되어 있으나 대체로 문양이나 

색갈은 양호(良好)한 상태(狀態)이다.

    길이 12.5㎝, 직경 2.4㎝, 끝장식길이 3.5㎝,

  11) 유리 곡옥(曲玉) (사진 16)

  전술(前述)한 금동제(金銅製) 서조두장식(瑞鳥頭裝飾)과 함께 第3수혈건물지(竪穴建物址) 

남측(南側)의 대형(大形) 저장공내(貯藏孔內)에서 수습(收拾)된 완형(完形)의 곡옥(曲玉)으로

서 머리 부분(部分)에 1mm 정도(程度)의 동선(銅線)을 꾀어 달수 있도록 구멍이 뚫여있으

며 한쪽은 약간 크고 다른 쪽은 작아 도구(道具)를 사용(使用)하여 구멍을 뚫은 것으로 판

단되며 이 구멍 속에 길이 약(約) 5mm정도의 동선(銅線)이 남아 있다.

  이 곡옥(曲玉)은 투명한 백색(白色)의 유리로서 정교(精巧)하게 세공(細工)된 제품(製品)으

로 대단히 큰 곡옥(曲玉)이다.

  12) 개원통보(開元通寶)(사진 17)

  대형(大形) 저장공(貯藏孔) 내(內)에서 수습(收拾)된 동전(銅錢)으로 개원통보(開元通寶)는 

중국(中國) 당고조(唐高祖) 4年(AD621年)에 주조(鑄造)된 화폐(貨幣)로서 어느때까지 사용

(使用)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시기(時期)는 백제시대(百濟時代)의 말기(末期)에 해당

되는 것으로 동전(銅錢)의 출토상태(出土狀態)는 양호(良好)한 편이며 씨의 순서는 상(上), 

하(下), 우(右), 좌(左)이고 뒷면은 무문(無文)으로 완형(完形)이다.

     직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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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철제 대도(鐵製 大刀)

  토성지(土城址) 북측내벽(北側內壁) 토층조사(土層調査)시 표토하(表土下) 약(約) 30㎝의 

부식토층(腐蝕土層)에서 수습(收拾된 긴 칼로서 손잡이의 환대(環帶)에는 청동(靑銅)으로 돌

리어 2조(條)의 몰딩장식을 하 고 전체적(全體的)으로 보아 세형(細型)의 날카로운 장도(長

刀)로 서 부식상태(腐蝕狀態)가 심하다.

     전체길이 69.5㎝, 손잡이 길이 10㎝, 칼폭 2.5㎝,

  14) 철제(鐵製) 갑옷편(片)

  토성지(土城址) 북측벽(北側壁)의 표토하(表土下) 약(約) 40㎝ 깊이에서 출토(出土)한 갑옷

편(片)으로서 삼국시대(三國時代) 갑옷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도 부식(腐蝕)이 심한 

상태(狀態)로 수개(數個)의 파편(破片)으로 수습(收拾)되었으며 전체(全體)의 크기는 알 수 

없으나 길이 10㎝, 폭 2.5㎝의 대철(帶鐵)로 엮어서 조판(組板)을 만들어 갑옷의 면(面)을 형

성(形成)한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조판길이 10㎝, 폭 약 10㎝,

   15) 토기 개배(土器 蓋杯)

  수혈건물지(竪穴建物址) 서남측(西南側)의 경사지 중간(中間) 위치(位置)에서 석곽묘(石槨

墓) 1기(基)가 노출(露出)되었으며 그 고분(古墳)의 북측(北側) 바닥에서 출토(出土)된 토기

(土器)로서 모두 4점(點)이 수습(收拾)되었는데 기형(器形)은 거의 비슷하여 바닥과 뚜껑으

로 판단되는 것 중 2점(點)은 완형(完形)으로 출토(出土)되었다. 동체(胴體)의 겉부분은 약간 

둥 게 제작(製作)되었으며 바닥일 경우는 안정감이 없으며 또 주연부(周緣部)의 어깨 부분

에서  안으로 턱을 두었다.

  토기(土器)의 구연부(口緣部)는 직립(直立)된 것, 내반된 것, 외반된 형태로 각종이다.

  토기(土器)의 내부(內部)는 둥근 모양이며 색깔은 흘갈색(黑褐色)으로 소성도(燒成度)가

높아 경질(硬質)이다.

     직경 12.5㎝, 높이 3.5㎝, 구연부직경 10 ㎝ 내외

                        4. 결 어(結 語)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굴(發掘)된 수혈식건물지(竪穴式建物止)는 백여기(百餘基)가 넘

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건물지(建物止)와 같이 백제(百濟)의 역사시대(歷史時代)에 속

(屬)해 있는 수혈식건물지(竪穴式建物止)로서 산성내(山城內)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고 또한 그 보존상태(保存狀態)도 극히 양호(良好)하여 건축사(建築史)의 귀중(貴重)한 자

료(資料)가 되는 것이다. 특(特)히 부소산성(扶蘇山城)에서 가장 중요(重要)한 위치(位置)로 

동남(東南)으로 펼쳐진 포곡지대(包谷地帶)의 동편(東偏)에 군창지(軍倉止)와 대응(對應)되는 

위치(位置)인 서편(西便)에 자리잡고 있어 건물주위(建物周邊)에 방호목책(防護木柵)이라든

가 토성(土城)에 둘러쌓인 지점(地點) 등으로 보아 군사시설(軍事施設)로 추측(推測)이 된다.

  이렇게 수혈식(竪穴式)의 병사(兵舍)는 일본 궁성현(日本 宮城縣)에 있는 다하성내(多賀城

內)에도 있다고 하나 시대(時代)가 이보다 떨어지는 AD 7∼8세기의 것이라 한다.

  이러한 사항(事項)으로 미루어 볼 때 수혈(竪穴)로 거처(居處)를 이룬 것은 건축기술(建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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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術)이 부족(否足)해서 라기 보다는 군사적 방호(軍事的 防護)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

측(推測)이 된다.

  이러한 중요(重要)한 자료(資料)를 장차 후학(後學)들이 비교 연구(比較 硏究)할 수 있도

록 복원 전시(復元 展示)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또 이번 발굴조사에서 출토(出土)된

  금동제(金銅製) 서조두 장식용구(瑞鳥頭 裝飾用具), 곡옥(曲玉), 및 파상문(巴狀文) 숫막새

기와 등은 백제시대 유물(百濟時代 遺物)로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종류의 귀중(貴重)한 

유물로서 현재 금속류(金屬類)의 유물(遺物)들은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보존과학연구

실(保存科學硏究室)에서 보존처리중(保存處理中)에 있다.

사진 1) 제3수혈식건물지전경(竪穴式建物止全景)

(사진 2) 제3수혈건물지의 계단노출상태(竪穴建物止의 階段露出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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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제3수혈건물지내연도노출상태(竪穴建物止內煙道露出狀態)

(사진 4) 석축 및 목책공노출상태(石築 및 木柵孔露出狀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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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대형저장공노출상태(大形貯藏孔露出狀態)

(사진 6-1) 파상문(巴狀文)숫막새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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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2) 파상문(巴狀文)숫막새기와

(사진 7) 연화문(蓮花文)숫막새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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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암 기 와

(사진 9) 토기(土器)뚜껑편(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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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토기(土器)뚜껑

(사진 11) 인화문토기(印花紋土器)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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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인화문토기(印花紋土器)사발

(사진 13) 양손잡이 사발형 토기(土器)

198



(사진 14) 토제(土製) 벼루편(片)

(사진 15) 금동제서조두장식용구(金銅製瑞鳥頭裝飾用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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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유리곡옥(曲玉)

(사진 17) 개원통보(開元通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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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철제 대도(鐵製 大刀)

(사진 19) 철제(鐵製) 갑옷편(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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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토기개배(土器蓋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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