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기나긴 코로나 시대가 그 끝을 알 수 없게 하는 엄중한 지구촌 상황입니다.

또 지구촌 일각에서는 모두가 코로나에 온 신경이 집중된 탓에 기아와 질병에 더욱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아이들이요..

이러한 엄중함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또다른 기록을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런 학술대회를 기획

하였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과 우리 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는 공동으로 몇차례의 협의 끝에 지금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모자란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것입니다. 

문화재.. 특히, 당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매장문화재는 현상태 그대로 원형보존함이 원칙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먹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의해.. 어쩔수 없이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매장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대로(지표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 조사하고 기록합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와 고고학을 업으로 삼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현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한정된 예산과 시간속에서도 때론      

비지땀을 바가지로 흘리고.. 때론 꽁꽁 언손 녹여가며 기록해 내고 또 기록해 냅니다. 

때로는 우리의 동반자나 협력자가 되어야 할 나랏님들의 무시와 멸시..

때로는 존중받아야 할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누군가는 매도하고 손가락질하여도 우리가 그러한 무시와 

매도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작지만, 소중한 역사에 대한 엄중함과 긍지를 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사관들..

비록 그들은 신분상으로 말단 공무원에 불과하였지만, 그들이 써내려간 기록들.. 사초(史草)는 왕조차도 

감히 볼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그들의 기록들이였습니다. 그러한 엄중함을 알기에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문화유산기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고학자들.. 고고학도들.. 땅꾼들..

비록 그 형태는 사못 다르지만 본질적인 목표와 마음가짐은 동일하게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현실적 한계속에서도 우리가 써내려가는 기록들은 또다른 형태의 사초(史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명감이 있기에 어떠한 멸시와 손가락질도 견뎌낼 수 있는 당당함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기록들 중의 하나이기에 지금 이 혼란스러운 지구촌 상황에서도 

묵묵히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최영창입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1년 동안 중부지역에서 진행된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과 중부지역 문화재조사기관 협회(이하 중문협)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고대 강원지역의 삶과 죽음’을 주제로 강원도 영서와 영동 지역에서 

실시된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성과를 집중 조명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중문협의 서봉수 회장님과 재단의 조진영 조사연구

단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의 지현병 원장님을 비롯한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은 1995년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일정 면적 이하 단독주택의 발굴조사   

경비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의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가 단독주택・개인사업・농어업시설・소규모 공장 등을 추진할 때 발굴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규모의 제한은 있지만, 민간에서 실시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매장문화재 조사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일정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라는 학술적인 측면과 민원 해결이라는 행정적     

측면 등 이중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이 두어지지만, 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성과가 뛰어났던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주 시내 일원에서 수장급의 목관묘를 최초로 발굴한 조사나, 국내 최초의 구구단 목간을    

발굴한 조사, 문헌에만 남아있는 대통사지 관련 유물 조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들이 연구자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공유되고,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의 학술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단편적인          

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문화재청의 위임을 받아 이 사업을 전담 운용하여 온 재단은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성으로 소규모 발굴조사의 학술적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연 450건 내외의 발굴조사 결과를 조사보고서로만 쌓아두기에는 아쉽기 때문

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재단 혼자만이 아닌, 여러 조사기관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29개 조사기관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까지 실시한 107건의 소규모 발굴조사를 두고 주제는 어떻게 정할지, 어느 유적을 대상으로 할지, 발표는 

어느 기관에서 할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조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비록 재단과 중문협을 앞에 내세우기는 했지만, 오늘의 자리는 29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서봉수 중문협 회장님과 관계자들, 29개 문화재조사기관 연구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한 재단 조사연구단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장      서봉수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최영창

인사말



사회(오전)  정훈진(한국문화재재단)

사회(오후)   신연식(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

등록	 10:00-10:30

개회식  10:30-10:50

개회사 최영창(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환영사 서봉수(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 협회장)

축하공연 10:50-11:10

사례발표	1부

11:20-11:40 영월 광전리 438-2번지 유적 발표 김봉성(한국문화재재단)

11:40-12:00 영월 주천리 900-17번지 유적 발표 김정인(한성문화재연구원)

12:00-12:20 횡성 궁천리 49-1번지 유적 발표 이동훈(한국문화유산연구원)

사례발표	2부

13:30-13:50 강릉 초당동 106-3번지 유적 발표 이현우(중앙문화재연구원)

13:50-14:10 강릉 초당동 267번지 유적 발표 최정훈(한백문화재연구원)

연구주제발표

14:30-15:00 영서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생활양식   
 발표 강세호(중부고고학연구소) 토론 이준민(화서문화재연구원)

15:00-15:30 영동지역 삼국시대 분묘와 매장양식
 발표 박수영(예맥문화재연구원) 토론 이재현(백두문화재연구원)

15:30-16:00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성과와 전망
 발표 박종섭(한국문화재재단) 토론	현남주(한국문화유산연구원)

종합토론

16:10-18:00  좌장 지현병(강원고고문화연구원) 

 발표자 및 토론자 전체



목차

조사사례발표

008 영월	광전리	438-2번지	유적	 발표 김봉성(한국문화재재단)

024 영월	주천리	900-17번지	유적	 발표 김정인(한성문화재연구원)

046 횡성	궁천리	49-1번지	유적	 발표 이동훈(한국문화유산연구원)

066 강릉	초당동	106-3번지	유적	 발표 이현우(중앙문화재연구원)

084 강릉	초당동	267번지	유적	 발표 최정훈(한백문화재연구원)

연구주제발표

102  영서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생활양식	  

  발표 강세호(중부고고학연구소) 토론 이준민(화서문화재연구원)

124 영동지역	삼국시대	분묘와	매장양식

  발표 박수영(예맥문화재연구원) 토론 이재현(백두문화재연구원)

168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성과와	전망

  발표 박종섭(한국문화재재단) 토론 현남주(한국문화유산연구원)



8 9조사사례발표 고대 강원지역의 삶과 - 죽음

Ⅰ. 조사개요

영월 광전리 438-2번지 유적은 배거리산(842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말단부 남

서쪽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90m 정도 떨어진 곳에 평창강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조사대상지

는 묘목원으로 이용되었던 지역으로 주변에는 소수의 민가와 넓게 밭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유적

은 광전리 신석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 내 북서쪽에 치우쳐 위치하며, 주변 일대에는 현재까지 매장

문화재에 대한 정식 조사는 실시된 바 없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수혈유구 1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7동・수혈유구 2기 등 총 

1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공렬토기・구순각목토기・적색마연토기・석검・석촉・석

부・방추차, 원삼국시대 경질무문토기 옹・타날문토기 단경호・시루, 방추차 등 총 90점이 출토되었다. 

Ⅱ. 조사내용

   < 청동기시대>

1 ) 주거지

주거지는 조사구역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모두 4기가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2호와 3호는 원

삼국시대 주거지 1호와 5호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확인된 주거지는 모두 화재로 인해 폐기

된 주거지로 내부에서 탄화된 부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기, 석

검, 석도, 석부, 석촉, 석제 방추차, 대석 등 38점이 출토되었다.

(1) 주거지 1호

조사구역 중앙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7m 지점에 위치한다. 서

쪽으로 약 2m 이격하여 청동시대 주거지 2호,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3호가 인접하고 있으며, 남쪽

으로 약 6m 이격하여 주거지 4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남-북(N-S)향이고, 

규모는 길이 1000㎝・너비 531㎝・최대깊이 71㎝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점토

다짐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한 편이다.

바닥의 상부에서는 다량의 탄화부재와 소토가 섞여 노출되었다. 노출된 탄화부재는 부분적이고 

단절된 양상이어서 벽체 및 지붕의 결구모습의 파악은 어렵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폐

기된 주거지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내부수혈,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위석식 노지로 주거지 중앙과 북쪽에서 각 1개씩 2개가 확인되었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부분적으로 돌이 유실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중앙 노지는 돌이 유실된 흔적과 붉게 소결된 바

닥면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이며, 규모는 중앙 노지가 길이 100㎝・너비 70㎝, 북쪽 노지

가 길이 100㎝・너비 60㎝・최대깊이 10㎝ 이다. 확인된 노지는 동일한 축조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축

조방법을 살펴보면 주거지 바닥면에 15∼25㎝ 정도 크기의 천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면은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았다. 

내부수혈은 주거지 남동쪽에 5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8∼105

㎝・너비 28∼63㎝・깊이 5∼36㎝이다. 

주혈은 48개가 확인되었는데, 배치 양상 및 간격으로 볼 때 주주혈과 보조주혈로 구분된다. 주주

혈은 북벽에 5개, 남벽에 4개, 서벽에 6개, 동벽에 6개이며, 각 모서리에 1개씩 4개 등 총 25개이고, 보

조주혈은 23개이다. 주주혈은 서로 완벽하게 대칭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대칭적인 양상이며, 주혈 중

심간 거리는 110∼140㎝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4∼25㎝・깊이 5∼11㎝ 

정도이다. 보조주혈은 북벽과 동벽에 주로 배치되었으며, 배치 양상에 규칙성은 보이지 않았다.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이고, 규모는 지름 8∼15㎝・깊이 4∼14㎝ 정도이다.

Ⅰ.	조사개요																		Ⅱ.	조사내용																		Ⅲ.	조사성과

조사사례발표	❶

영월 광전리 438-2번지 유적
영월 광전리(438-2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김봉성  | 한국문화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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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은 주거지 동벽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바닥면에서 무문토기편 2점, 중앙 바닥면에

서 무문토기편 1점, 중앙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바닥면에서 적색마연토기편 3점・무문토기 저부

편 1점, 남서쪽 모서리 부근 바닥면에서 공렬토기 1점, 내부토 제거과정에서 석부 1점과 용도미상 석

제품 1점 등 10점이 출토되었다.

(2) 주거지 2호

조사구역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8m 지점에 위치한다. 남서

모서리 일부가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 의해 파괴되었다. 동쪽으로 약 2m 이격하여 청동시대 주거

지 1호, 남쪽으로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가 인접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남-북(N-10。-W)

향이고, 규모는 길이 1005㎝・너비 460㎝・최대깊이 70㎝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

닥은 점토다짐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한 편이다.

바닥의 상부에서는 다량의 탄화부재와 소토가 섞여 노출되었다. 노출된 탄화부재는 부분적이고 

단절된 양상이어서 벽체 및 지붕의 결구모습의 파악은 어렵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폐

기된 주거지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내부수혈,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위석식 노지로 주거지 중앙과 북쪽에서 각 1개씩 2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장

방형이고, 규모는 중앙 노지가 길이 100㎝・너비 70㎝・최대깊이 8㎝, 북쪽 노지가 길이 78㎝・너비 55

㎝・최대깊이 6㎝ 이다. 확인된 노지는 동일한 축조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주거

지 바닥면에 15∼25㎝ 정도 크기의 천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면은 별도의 시설

을 하지 않았다. 

내부수혈은 주거지 남서쪽에 1개・남동쪽에 2개 등 3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

는 지름 45∼48㎝・깊이 3∼12㎝이다. 

주혈은 45개가 확인되었는데, 배치 양상 및 간격으로 볼 때 주주혈과 보조주혈로 구분된다. 주주

혈은 북벽에 4개, 남벽에 4개, 서벽에 11개, 동벽에 11개이며, 남서 모서리를 제외한 각 모서리에 1개

씩 3개 등 총 33개이고, 보조주혈은 12개이다. 주주혈은 서로 완벽하게 대칭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대

칭적인 양상이며, 주혈 중심간 거리는 50∼130㎝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1∼20㎝・깊이 4∼7㎝ 정도이다. 보조주혈은 서벽과 동벽에 주로 배치되었으며, 배치 양상에 규칙

성은 보이지 않았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8∼23㎝・너비 6∼20㎝・깊이 3∼6㎝ 정

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동벽 중앙 바닥면에서 공렬토기 구연부편 1점・무문토기 저부 1점・주상석부 1점, 북

벽 중앙부 바닥면에서 이단경식 석촉 1점, 북서모서리 바닥면에서 석검편 1점 등 5점이 출토되었다. 

(3) 주거지 3호

조사구역 남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0m 지점에 위치한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5호와 

상하 중복되었는데, 주거지 서쪽 상부가 파괴되었다. 주거지 남서쪽 부분은 묘목 이식행위로 인해 파

괴되었다. 서쪽으로 약 7m 이격하여 청동시대 주거지 1호, 북쪽으로 약 4m 이격하여 원삼국시대 주

거지 6호가 인접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동-서(E-W)향이

고, 규모는 길이 725㎝・너비 507㎝・최대깊이 46㎝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점토다짐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한 편이다.

바닥의 상부에서는 탄화부재와 소토가 섞여 노출되었다. 노출된 탄화부재는 부분적이고 단절된 

양상이어서 벽체 및 지붕의 결구모습의 파악은 어렵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폐기된 주

거지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위석식 노지로 주거지 중앙과 동쪽에서 각 1개씩 2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중앙 노지

는 현대 묘목 이식행위로 인해 파괴되었으나 잔존 양상으로 보아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판단되고, 동

쪽 노지는 방형이다. 규모는 중앙 노지가 길이 68㎝・너비 45㎝・최대깊이 11㎝, 동쪽 노지가 길이 64

㎝・너비 64㎝・최대깊이 7㎝ 이다. 확인된 노지는 동일한 축조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축조방법을 살펴

보면 주거지 바닥면에 10∼18㎝ 정도 크기의 천석을 이용하여 방형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면은 별

도의 시설을 하지 않았다. 

주혈은 35개가 확인되었는데, 북벽에 9개, 남벽에 9개, 서벽에 6개, 동벽에 7개이며, 각 모서리에 

1개씩 4개가 배치되었다. 주혈은 서로 완벽하게 대칭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대칭적인 양상이며, 주혈 

중심간 거리는 40∼110㎝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1∼20㎝・깊이 4∼9㎝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북벽 중앙 바닥면에서 무문토기 저부 2점・석제 방추차 2점・대석 1점, 중앙 노지 부

근에서 적색마연토기 1점, 동쪽 노지 부근에서 석제 방추차 1점, 북동 모서리 부근에서 무문토기 구연

부편 1점・무문토기 저부 1점・마제석검 1점・이형석도 1점・편평편인석부 1점・미완성석제품 1점, 동벽 

중앙 바닥면에서 미완성 석제품 1점・돌보습 1점・합인석부 1점・무문토기 저부편 1점, 남동 모서리 부

근 바닥면에서 구순각목토기 1점・무문토기 저부 1점・대석 3점 등 22점이 출토되었다. 

(4) 주거지 4호

조사구역 남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8m 지점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약 6m 이격하

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가, 동쪽으로 약 5m 이격하여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남-북(N-10。-W)

향이고, 규모는 길이 430㎝・너비 285㎝・최대깊이 24㎝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

은 점토다짐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으며,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한 편이다.

바닥의 상부에서는 탄화부재와 소토가 섞여 노출되었다. 노출된 탄화부재는 부분적이고 단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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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어서 벽체 및 지붕의 결구모습의 파악은 어렵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폐기된 주

거지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위석식 노지로 주거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1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장

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67㎝・너비 41㎝・최대깊이 8㎝이다. 노지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주거지 바닥

면에 15∼43㎝ 정도 크기의 천석을 이용하여 장방형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면은 별도의 시설을 하

지 않았다. 

주혈은 26개가 확인되었는데, 북벽에 3개, 남벽에 3개, 서벽에 6개, 동벽에 6개,  남서쪽 모서리를 

제외한 각 모서리에 1개씩 3개, 중앙에 남북으로 5개가 배치되었다. 주혈은 서로 완벽하게 대칭하지

는 않으나 대체로 대칭적인 양상이며, 주혈 중심간 거리는 35∼80㎝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

형이며, 규모는 지름 7∼19㎝・깊이 3∼8㎝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동벽 중앙 바닥면에서 구순각목토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수혈유구

조사구역 남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2m 지점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약 5m 이격하여 

청동시대 주거지 4호, 남동쪽으로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가 인접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규모는 길이 202㎝・너비 182㎝・

최대깊이 23㎝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한 편이다.

유물은 서벽 부근 바닥면과 중앙부 바닥면에서 무문토기 저부편 각 1점씩, 동벽 부근 바닥면에서 

적색마연토기 1점 등 3점이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

1) 주거지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조사구역 중앙부와 남쪽에서 모두 7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1호와 3호는 

상하 중복되었는데, 주거지 1호가 3호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주거지 2호와 4호는 남쪽 조사경계 외

부로 연장되고 있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주거지 1호와 2호는 북서-남동향이고, 3∼7호는 남북향이

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옹・타날문토기 단경호・시루・토제 방추차 등 47점이 출토되었다.

(1) 주거지 1호

조사구역의 남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4m 지점에 위치한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

의 북서쪽 부분과 동벽 일부, 청동기시대 주거지 2호의 남서쪽 부분을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동쪽으

로 약 1m 이격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출입구가 남동쪽으로 돌출된 철자형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 35°-W)향이고, 규모는 길이 924㎝・너비 637㎝・최대깊이 32㎝이다. 

주거부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규모는 길이 829㎝・너비 637㎝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

착되었고, 바닥은 벽에서 약간 이격하여 점토다짐 처리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는데, 부분적으로 고

르지 못한 편이다.

출입시설은 주거부의 남동벽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돌출시켜 조성하였는데, 교란과 삭평으로 인

하여 남동쪽 일부만 잔존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판단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95㎝・너비 162

㎝이다. 바닥면은 남동쪽으로 갈수록 경사져 올라간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1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규모

는 길이 103㎝・너비 79㎝・최대깊이 6㎝이다. 노지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주거지 바닥면을 평면 타

원형으로 굴착한 후 6∼12㎝ 정도 크기의 천석을 1벌 깔았다. 

주혈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29개가 확인되었는데, 서로 완벽하게 대칭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대

칭적인 양상이며, 주혈 중심간 거리는 40∼60㎝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6∼25㎝・깊이 8∼11㎝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서벽 부근 바닥면에서 경질무문토기 저부편 2점・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점, 주거

지 남쪽 바닥면에서 타날문토기 동체부편 1점, 중앙부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바닥면에서 경질무

문토기 저부편 5점・경질무무토기 구연부편 1점・타날문토기 구연부편 1점, 북동 모서리 부근 바닥면

에서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 1점・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점 등 13점이 출토되었다.

(2) 주거지 2호

조사구역의 남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3m 지점에 위치한다. 조사경계 남쪽 외부로 연

장되고 있다. 북서쪽으로 청동기시대 수혈유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약 1m 이격하여 원삼국

시대 주거지 4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장축방향이 원삼국시대 1호와 동일하여 (장)방형 혹은 철자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 35°-W)향이고, 노출규모는 길이 563㎝・너비 636㎝・최대깊이 73㎝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부시설로는 구들과 주혈이 확인되었다. 

구들은 피열된 부분과 고랫돌이 빠져나간 구멍만 확인되었는데, 그마저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잔존 양상은 주거지 중앙에서 북벽쪽으로 진행하다 북벽과 약 

70㎝ 정도 이격하여 서벽쪽으로 진행한다. 노출된 평면형태는 ‘ㄱ’자형이고, 규모는 남북 260㎝・동

서 305㎝이다. 구들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주거지 바닥면에 돌을 이용하여 고래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랫돌이 탈락된 간격이 넓어서 점토로 보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혈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10개가 확인되었는데, 주혈 중심간 거리는 70∼80㎝ 정도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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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격으로 배치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2∼25㎝・깊이 4∼8㎝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북쪽 모서리 부근 바닥면에서 타날문토기 단경호 1점・경질무문토기 옹 5점・뚜껑

돌 1점・경질무문토기 구연부 1점・경질무문토기 저부 2점・경질무문토기 1점・타날문토기편 1점・토제 

방추차 1점 등 13점이 출토되었다.

(3) 주거지 3호

조사구역의 남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2m 지점에 위치한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에 의해 북서쪽 상부 부분과 동벽 상부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1호에 의해서 서

벽부근 바닥면이 파괴되었다. 또한, 후대 교란에 의 해 서벽 남쪽과 출입구 부분이 파괴되었다. 북쪽

으로 약 1m 이격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2호가, 동쪽으로 약 1m 이격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서벽 남쪽과 출입구 부분이 파괴되어 정확한 평면형태

는 알 수 없으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출입구가 남동쪽으로 돌출된 철자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남-북(N- 10°-W)향이고, 잔존규모는 길이 970㎝・너비 745㎝・최대깊이 34㎝이다. 

주거부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으로 추정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970㎝・너비 745㎝이다. 벽면은 약

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벽에서 약간 이격하여 점토다짐 처리하여 생활면을 조성하였는데, 

부분적으로 고르지 못한 편이다.

출입시설은 주거부의 남동벽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돌출시켜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

란과 삭평으로 인하여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1개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유실되고 평면 타원

형으로 붉게 피열된 바닥면만 잔존하고 있다. 피열된 규모는 길이 95㎝・너비 71㎝이다. 정확한 축조

방법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굴착한 흔적이나 돌의 탈락흔적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거

지 바닥면을 굴착하지 않고 점토를 이용하여 시설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혈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33개가 확인되었는데, 주혈 중심간 거리는 50∼130㎝ 정도이다.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0∼16㎝・깊이 4∼33㎝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동벽 남쪽 부근 바닥면에서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점・ 경질무문토기 저부 1점・

토제 방추차 2점 등 4점이 출토되었다.

(4) 주거지 4호

조사구역의 남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5m 지점에 위치한다. 조사경계 남쪽 외부로 연

장되고 있다. 후대 교란으로 인하여 북동 모서리와 북벽 일부 서벽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북쪽으로 

약 5m 이격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 5호가, 서쪽으로 약 1m 이격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가 위

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평면형태는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동-서(N- 80°-E)향이고, 

규모는 길이 573㎝・너비 350㎝・최대깊이 31㎝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고르

게 정지되었다.

내부시설로는 주혈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8개가 확인되었는데, 주혈 중심간 거리는 100∼140㎝ 정도이다. 평

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2∼20㎝・깊이 4∼9㎝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북벽 부근 바닥면에서 경질무문토기 옹 8점, 내부퇴적토에서 경질무문토기 옹 2

점・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점・토기편 2점 등 13점이 출토되었다.

(5) 주거지 5호

조사구역의 남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8m 지점에 위치한다. 후대 교란으로 인하여 

동벽 중앙과 남서모서리, 주거지 중앙부가 파괴되었다. 북쪽으로 약 3.5m 이격하여 원삼국시대 주거

지 6호가, 남쪽으로 약 5m 이격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 4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남-북(N- 10°-W)향

이고, 규모는 길이 534㎝・너비 518㎝・최대깊이 29㎝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고르게 정지되었다.

내부시설로는 주혈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12개가 확인되었는데, 주혈 중심간 거리는 70∼200㎝ 정도이다. 평

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8∼50㎝・깊이 4∼20㎝ 정도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6) 주거지 6호

조사구역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8m 지점에 위치한다. 참

관조사 트렌치로 인하여 주거지 바닥면 동쪽 일부와 동벽 일부, 서벽 상부 일부가 파괴되었고 후대

교란으로 인하여 주거지 중앙부와 노지 일부 남동 모서리・남서모서리・서벽 북쪽 부분 등이 파괴되

었다. 남쪽으로 약 3.5m 이격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 5호가, 동쪽으로 약 1.8m 이격하여 원삼국시대 

수혈유구 2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남-북(N- 10°-W)향

이고, 규모는 길이 570㎝・너비 532㎝・최대깊이 40㎝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

은 고르게 정지되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1개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유실되고 평면 원형으

로 붉게 피열된 바닥면만 잔존하고 있다. 피열된 규모는 잔존길이 91㎝・너비 88㎝이다.  



16 17조사사례발표 고대 강원지역의 삶과 - 죽음

주혈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10개가 확인되었는데, 주혈 중심간 거리는 75∼194㎝ 정도이다.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0∼25㎝・깊이 6∼10㎝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남벽 부근 바닥면에서 타날문토기 단경호 1점, 내부퇴적토에서 시루 저부편 1점 

등 2점이 출토되었다.

(7) 주거지 7호

조사구역의 중앙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9m 지점에 위치한다. 후대 교란으로 인해 동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남동쪽으로 약 7.5m 이격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 6호가, 서쪽으로 약 3m 이격

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2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남-북(N- 11°-W)향이

고, 규모는 길이 486㎝・너비 444㎝・최대깊이 31㎝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고르게 정지되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내부수혈,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1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바닥면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50㎝・너비 40㎝・최대깊이 6㎝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내부에는 목탄과 소토가 혼입된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바닥면은 

고르게 정지되었으며, 약하게 피열되었다.

내부수혈은 주거지 북동모서리 부근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바닥면을 굴착하여 조성하였

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30㎝・깊이 18㎝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고, 단면

형태는 ‘U’자형이다. 바닥면은 약간 오목하게 굴착하였다.

주혈은 주거지 벽면을 따라 19개가 확인되었는데, 동벽 일부가 교란되어 주혈 1개가 유실된 것으

로 판단되며 원래의 주혈 개수는 20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배치는 북벽에 4개, 남벽에 4개, 서

벽에 4개, 동벽에 3개이며, 각 모서리에 1개씩 4개가 배치되었다. 주혈은 서로 완벽하게 대칭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대칭적인 양상이며, 주혈 중심간 거리는 55∼95㎝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

며, 규모는 지름 10∼28㎝・깊이 3∼9㎝ 정도이다.  

유물은 주거지 동벽 부근 바닥면에서 석촉 1점, 내부퇴적토에서 경질무문토기 구연부편 1점 등 2

점이 출토되었다.  

2) 수혈유구

(1) 수혈유구 1호

조사구역 남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8m 지점에 위치한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에 의

해 상부가 삭평되었으며,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 서쪽 바닥면을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 내부퇴적토인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

이며, 규모는 길이 125㎝・너비 105㎝・최대깊이 71㎝이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단면형

태는 ‘U’자형이다. 바닥면은 수평으로 고르게 정지되었다.

유물은 내부퇴적토에서 석제 방추차 1점이 출토되었다

(2) 수혈유구 2호

조사구역 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해발 약 229.5m 지점에 위치한다. 참관조사 트렌치에 의해 남

쪽부분이 파괴되었다. 서쪽으로 약 1.8m 이격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 6호가 위치하고 있다.

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여 축조하였으며, 남쪽부분이 파괴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규모는 길이 240㎝・너비 212㎝・최대깊이 39㎝이다. 벽면은 약

간 경사지게 굴착되었고, 바닥면은 고르게 정지되었다.

유물은 중앙 바닥면에서 우각형파수 1점이 출토되었다.

Ⅲ. 조사성과

조사대상지는 광전리 신석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 내 북서쪽에 치우쳐 위치한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4동・수혈유구 1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7동・수혈유구 2기 등 14기

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공렬토기・구순각목토기・석검편・이단경식석촉・합인석부・편평편인석부・주

상석부・석제방추차, 경질무문토기 옹・타날문토기 단경호・시루저부편・토제방추차 등 90점이 출토

되었다.

1)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4동이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1・2・4호

는 남-북향이고, 3호는 동-서향이다. 주거지의 면적은 주거지 1호는 53.1㎡, 주거지 2호는 46.2㎡, 주

거지 3호는 36.8㎡, 주거지 4호는 12.3㎡이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내부수혈,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1호・2호・3호는 2개가 확인되었고 4호는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모두 위석식으로 천석을 사용하여 방형으로 축조하였으며, 바닥면은 붉게 소결되었다. 주혈

은 배치간격이 일정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바닥면은 점토다짐처리 하였다. 주요유물은 주거

지 1호에서 공렬토기・적색마연토기・합인석부, 주거지 2호에서 공렬토기・이단경식석촉・주상석부・

석검편, 주거지 3호에서 구순각목토기・적색마연토기・석검편・편평편인석부・합인석부・이형석도・돌

보습・대석・석제방추차, 주거지 4호에서 구순각목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청동기

시대 전기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 중 토기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주거지 1호와 2호에서는 공렬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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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호와 4호에서는 구순각목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두문양이 동시에 시문된 토기는 확인되지 않았

다. 공렬토기의 투공방법은 주거지 1호에서 출토된 공렬토기는 완투공과 반투공 모두 확인되었고 주

거지 2호에서는 완투공된 공렬토기만 출토되었는데 모두 안에서 밖으로 투공하였다. 구순각목토기

의 각목시문방법은 3호 출토품은 가늘고 비규칙적으로 시문된 반면 4호 출토품은 상대적으로 굵고 

규칙적으로 시문되었다. 각 주거지의 AMS분석결과는 주거지 1호는 1133BC∼996BC, 주거지 2호는 

1013BC∼893BC, 주거지 3호는 1011BC∼843BC, 주거지 4호는 941BC∼811BC이다. 또한, 고고지

자기분석을 통한 결과로는 주거지 4호가 가장 늦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본 유적

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상대 서열은 주거지 1호 → 주거지 2호 → 주거지 3호 → 주거지 4호 순으로 나

타나며, 면적 또한 1호에서 4호로 갈수록 소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토기 출토양상은 공렬토기(완투

공+반투공) → 공렬토기(완투공) → 가는 구순각목토기 → 굵은 구순각목토기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

러한 유구 및 유물출토양상과 AMS분석・고고지자기 분석 등을 종합해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편

년1)에 대입해보면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정도로 편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원삼국시대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7동이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1・3호는 ‘凸’자형이고 나머지는 방형이다. 

장축방향은 주거지 1・2호는 북서-남동향이고, 나머지는 남-북향이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구들시설,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1호에서 확인된 노지는 주거지 중앙에서 북서벽 쪽으로 약간 치우쳐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바닥면을 평면 타원형으로 5㎝ 정도 굴착한 후 5∼10㎝정도의 천석을 한 벌 깔

았다. 주혈은 모든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배치간격이 일정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1・2・3호 

바닥면은 점토다짐처리 하였는데 벽면에서 약간 이격하여 점토다짐 처리하였다. 주요유물은 주거지 

2호에서 경질무문토기 옹・타날문토기(격자) 단경호・토제 방추차, 주거지 3호에서 토제 방추차, 주거

지 4호에서 경질무문토기 옹・주거지 6호에서 타날문(승문) 토기 단경호・시루저부편, 주거지 7호에

서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본 유적에서 조사된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장축방향에 따라 북동-남서향인 주거지 1・2호와 남-북

향인 주거지 3∼7호로 나뉜다. 주거지 1호가 주거지 3호를 파괴하고 축조되었으므로 주축방향이 남-

북향인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주거지의 평

면형태는 주거지 3호만 ‘凸’자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방형이다. 내부시설로는 토광식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타날문(승문) 단경호와 다투공시루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늦은 시기의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1호는 ‘凸’자형이고 2호는 조사경계 외부로 연장되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내부시설

은 1호는 바닥면을 타원형으로 굴착한 후 천석을 1벌 깐 노지이고, 2호는 후벽에 시설된 외줄구들이 

확인되었다. 후벽부 외줄구들은 1세기에 영서지역에 등장한 후 3세기 후반까지 확인된다2). 유물은 타

날문(격자) 토기 단경호와 타날문(격자) 토기, 경질무문토기옹, 토제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 

2호에 대한 고고지자기분석 결과 160AD∼250AD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내부시설과 유물출토양

1)  김중권, 2013, 「3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조기-전기문화의 편년」,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2)  박경신, 2018, 「原三國時代 中島類型 聚落의 編年과 展開」,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상 및 고고지자기 분석결과로 보아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는 2세기 후반 정도로 편년 가능하며, 이로 

유추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 주거지들은 2세기 전반정도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지 주변은 청동기시대∼원삼국시대 생활유적 즉, 마을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와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향후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가 축적된다면 평창강(서강) 주변에 자리했던 사람들의 생활상 연구에 있어서 

좋은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도면	2>	조사지역	GIS	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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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유구배치도

사진 1 		조사대상지	조사	후	전경(항공사진)

사진 2 		

청동기시대	주거지	1호

사진 3 		

청동기시대	주거지	2호

사진 4 		

청동기시대	주거지	3호

사진 5 		

청동기시대	주거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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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원삼국시대	주거지	4호

사진 10 		

원삼국시대	주거지	5호

사진 11 		

원삼국시대	주거지	6호

사진 6 		

원삼국시대	주거지	1호

사진 7 		

원삼국시대	주거지	2호

사진 8 		

원삼국시대	주거지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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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영월 주천리 900-18번지 외 1필지 국비지원 문화재 발굴조사(문화재청 허가 제2021-0184호)는 

개인사업자인 김명자씨가 단독주택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900-18 외 

1필지 780㎡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04월 23일까지로 실조

사일수 28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부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 상의 ‘주천리 철기시대 유물산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에 영월군에서는 공사 시행에 앞서 해당구역의 문화재 유존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참관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재)중부고고학연구소에 의뢰하여 2020년 9월 15일 참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3개의 트렌치 상에서 고려시대 수혈유구를 비롯한 기와편 등의 유물이 확인되어, 고려시

대 건물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1) 

이후 사업사행자는 사업시행지가 국비지원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국비지원을 신청하였다. 이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본 연구원은 2021년 2월 4일 계약을 체결하였

고,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제2021-0184호) 동년 2월 16일부터 발굴

조사에 착수하였다. 

1)  (재)중부고고학연구소, 2020, 「문화재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 –주천리 900-18번지-윤석인」.

발굴조사 결과 철기시대 주거지 1기 및 수혈유구 3기, 고려시대 주거지 4기 및 수혈유구 8기, 조

선시대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철기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층이 층위를 달리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고려~조선시대 유구가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집중되어 확인되고 철

기시대 유구는 북서쪽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문화층은 근대 경작층 아래로 중층을 이루

고 있으며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되는 층은 해발 247.8m 내외인데  비해 철기시대 주거지는 이보다 

낮은 245.4m 내외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자문위원회의를 3월 12일에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조사 결과와 같

이 상층 유적을 기록보존하고 하층 유적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이에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당초 16일에서 추가로 12일을 연장하여 하층유적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하고자 하였다. 

이후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 추가로 동년 5월 7일까지 총 28일의 일정으로 추가조사를 진

행하였다. 조사 결과 하층에서 중복된 철기시대 주거지 및 수혈유구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철기시

대 주거지 내부에서도 중복이 일어나는 양상이 나타난다. 상층에서 조사된 유구를 더한 총 유구는 철

기시대 주거지 4기 및 수혈유구 3기, 고려시대 주거지 6기 및 수혈유구 8기, 조선시대 건물지 1기와 

수혈유구 1기로 확인되었다.  

Ⅰ.	조사개요																		Ⅱ.	조사지역	현황	및	조사내용																		Ⅲ.	조사성과

조사사례발표	❷

영월 주천리 900-17번지 유적
영월 광전리(438-2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김정인 | 한성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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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위성사진(출처:	네이버지도) <도면	2>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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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및	인접유적	유구	분포	현황 Ⅱ. 조사지역 현황 및 조사내용

1. 조사지역 현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주천리 900-18번지 외 1필지(780㎡)로 해발고도

는 250m이다. 이 지역은 남한강 수계인 주천강이 ‘S’자로 휘감아 흐르는 감입곡류하천의 퇴적작용

에 의해 형성된 넓은 충적대지상에 해당한다. 지형은 현 하천 수위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뤄 동고서

저형(해발고도 250~249m)의 평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최근까지 주택 건립과 복토, 나무

식재, 민가의 철거, 상・하수도 맨홀 등으로 인해 토층의 교란이 매우 심한 편이다. 

조사지역은 주천면사무소에서 남서쪽(신림・제천 방향)으로 약 300m 정도 직진하면 우측으로 주

천경찰서가 나오며, 여기서 경찰서 사이로 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100m 정도 직진하면 주천 술

샘목욕탕이 나온다. 조사지역은 이 술샘목욕탕의 서쪽에 있는 주택부지에 해당한다. 동쪽으로 접하

고 있는 술샘목욕탕은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철기시대 및 고려시대 주거지 

및 수혈유구, 토광묘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2).

조사 전 이곳은 과거 민가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민가를 철거한 뒤 그 자리에 복토하였으며, 주변

으로는 소나무가 조사지역을 둘러쌓게 식재되어 있었고 일부 석재 장식품들이 놓여져 있었다. 발굴

조사는 먼저 조사범위를 전면 제토하면서 참관조사 당시 유구가 확인된 지점까지 하강하여 유구의 

존재를 확인하고 퇴적된 층서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

는 토층둑을 남기고 제토하여 내부 시설과 잔존 양상을 살펴 기록하였다. 조사 결과 철기시대 주거지 

4기 및 수혈유구 3기, 고려시대 주거지 6기 및 수혈유구 8기, 조선시대 건물지 1기, 수혈유구 1기가 확

인되었다. 분포 양상은 고려~조선시대 유구가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집중되어 확인되고 철기시대 유

구는 북서쪽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사지역의 문화층은 근대 경작층 아래로 중층을 이루고 있으며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되는 층은 

해발 247.8m 내외인데 비해 철기시대 주거지는 이보다 낮은 245.4m 내외에서 확인되고 있다. 조사

지역의 층위는 철기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층이 층위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

며, 근래 복토층 아래로 회청색 뻘층(논경작층) - 갈색 점토층(철+망간 혼입)이 2차례에 걸쳐 반복적

으로 퇴적되고 그 아래에서 암갈색 사질점토층이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고려~조선시대 유적이 분포

하고 있다. 그 아래로는 모래층(일부 재 포함)이 확인되는데 일부 고려시대 유적과 철기~삼국시대 유

적이 확인된다. 조사지역의 북서쪽에서는 모래층 아래로 다시 회갈색의 사질점토층이 존재하고 그 

아래에서 다시 철기시대 문화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1, 『寧越 酒泉里 聚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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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발굴조사	현황도(상하층	유적	중복	표기) <도면	5>	조사지역	조사	후	전경(항공사진;	북-남)

<도면	6>	조사지역	북서쪽	토층(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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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내용

1) 철기시대 주거지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철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4기로 해발 246~245m 내외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는 암갈색 사질점토층 하단 모래층에서 주거지 윤곽선이 노출되어 확인되는데 2, 3호 주거지

는 1호 주거지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난다. 장축 방향은 중복된 1, 2호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같고 3, 

4호의 경우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평면 형태는 모두 ‘凸’자형 주거지로 출입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

타나며 하상퇴적층인 모래층 위에 암갈색의 점토 등으로 다짐 후 유구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거지는 규모에 따라 대형 주거지와 소형 주거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길이 6m, 폭 4m 이상의 대

형 주거지와 그 이하인 소형 주거지로 구분된다. 대형 주거지의 경우 조사지역에서 부분적으로만 확

인되고 있어 전체적인 규모와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후대의 소형 주거지와 수혈유구 등에 

의해 중복 조성되고, 근대 시설물에 의해 일부 파괴되는 등 잔존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소형주거

지는 모두 대형 주거지인 1호 주거지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규모와 형태가 서로 다르고 조성된 

높이도 약 40c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시기에 조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철기시대	주거지	현황표

번호
크기(cm) 평면

형태

출입구 
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형태 길이×너비

1
800

이상
420 40 장방형? - -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

기, 갈돌

2, 3호 철기시대 주거지 

및 수혈유구 중복

2 324 210 23 방형 凸자형 80?×30 경질무문토기
1호 철기시대 수혈유

구 중복

3 340 272 30 원형 凸자형? 40×95 경질무문토기
1호 철기시대 수혈유

구 중복

4 665 560 51 장방형? 凸자형 223×158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석촉, 석검편
-

 

(1) 1호 주거지

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남서쪽 경계면에 위치하는데, 상층의 고려시대 수혈유구층 아래에서 

모래층 위의 유물을 포함한 점토층이 일부 노출되어 확인되었다. 2차 조사를 통해 상층의 고려시대 

수혈유구들을 걷어내고 조사한 결과 평면 장방형의 대형 주거지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조사범위

의 한계로 인해 2/3 정도만 노출되어 정확한 규모와 형태를 알기 어렵지만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

으로 보이며 주거지의 출입구가 남동쪽에 위치한 구조로 추정된다. 출입구의 반대편인 북서쪽 단벽

은 직선을 이루고 있다. 전체 규모는 길이 800m 이상 폭 420cm, 잔존 최대 깊이 40cm 정도이다.

주거지는 하상퇴적층인 고운 모래층을 정지하고 그 위에 갈색 점질토를 전면적으로 깐 뒤 조성

하였다. 내부에는 명회색 사질토와 황갈색의 사질점토가 교차되어 충진되어 있었으며 유물은 이 충진된 

토층 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출입 시설은 남동쪽 경계면 일대에 명적갈색의 점토가 확인되고 있어 출입시

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범위의 한계로 인해 더 확인하기 어렵다. 동, 서의 장벽

에는 벽면을 따라 원형 주공이 확인되는데 주공의 평균 지름은 12cm이며 약 65~100cm 정도의 간격으로 

확인된다. 주거지의 중앙에는 2호 철기시대 주거지가 중복되어 자리하며 출입구쪽으로는 유물이 다수 포

함된 2호 철기시대 주거지가 자리한다. 중복과 교란으로 인해 내부에서 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7>	1,	2호	철기시대	주거지	조사	중,	후	모습(남-북)

(2) 2호 주거지

2호 주거지는 1호 철기시대 주거지 내부에서 제토 중 확인되었으며 1호 주거지 중앙에 위치한 평

면 장방형의 소형 주거지로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주거지의 출입구는 장축방향에

서 약간 틀어져 남-북 방향에 가깝다. 출입구의 반대편인 북서쪽 단벽은 직선을 이루고 있다. 전체 규

모는 길이 324m 이상 폭 210cm, 잔존 최대 깊이 23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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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는 하상퇴적층인 고운 모래층을 정지하고 그 위에 암갈색 점질토를 전면적으로 깐 뒤 조성

하였다. 화재주거지로 내부에는 다수의 목탄과 재가 전면에 걸쳐 확인되며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

쳐 경질무문토기 확인된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에서 출입구쪽에 약간 치우친 위치에서 확인되며 타

원형으로 붉은색으로 소결된 범위가 지름 20cm 정도 확인된다.

(3) 3호 주거지

3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의 서쪽 단벽에 일부 중복되어 위치하며 바닥면의 높이가 철기시대 주거

지 중 가장 높아 가장 늦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거지는 화재주거지로 평면형태는 ‘凸’자

형이며 장축 방향은 남서-북동 방향을 띤다. 평면 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규모는 장축 길이 약 340

㎝, 폭 약 272㎝이고 잔존 최대 깊이는 12㎝로 얕은 편이다.

모래층 위에 조성된 주거지는 벽면을 따라 탄화목과 재가 확인되고 있는데 남서벽과 동벽 일대에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출입구는 동쪽으로 시설되었으며 출입구 일대에서는 호형토기편을 비롯해 경

질무문토기편이 비교적 많은 수량이 확인된다.

<도면	8>	3호	철기시대	주거지(조사	후,	유물	노출	모습)

(4) 4호 주거지

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서쪽 경계면에 위치하는데, 2020년 참관조사 당시 Tr. 1의 벽면 상에서 

중복된 주거지 벽면이 노출되어 확인되었다. 2차 조사를 통해 평면 장방형으로 추정되는 대형 주거

지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조사범위의 한계로 인해 1/2 정도만 노출되어 정확한 규모와 형태를 알기 

어렵지만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보이며 주거지의 출입구는 ‘凸’자형으로 북서-남동 방향을 향

하고 있다. 근래 하수관 개설과 참관조사 당시 트렌치 등으로 인해 파괴가 심하고 잔존 상태는 좋지 

못하다. 전체 규모는 길이 665m 이상 폭 560cm, 잔존 최대 깊이 51cm 정도이다.

주거지는 하상퇴적층인 고운 모래층을 정지하고 그 위에 암갈색 점질토를 전면적으로 깐 뒤 조

성하였다. 내부에는 황갈색의 사질점토가 충진되어 있었으며 바닥면에는 전체적으로 화재의 흔적들

이 많이 확인되며, 이층을 걷어내자 갈돌과 석촉, 석검편 등이 바닥면 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출입부

와 방안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점토다짐하여 보강하였으며 문지방으로 사용된 탄화목이 남아있다. 이 

문지방 위로는 다량의 소토와 숯편 등이 퇴적되어 있는데 출입구 끝에는 남동쪽으로 지름 30cm 정

도의 주공이 양쪽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벽에는 벽면을 따라 원형 주공이 확인되는데 주공의 평균 지

름은 12cm이다.

 

  

<도면	9>	4호	철기시대	주거지	조사	후	모습(서-동)

2) 철기시대 수혈유구

철기시대 수혈유구는 3기가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내부 혹은 주변에서 노출되었다. 1호 수혈유

구는 1호 주거지의 출입구와 2호 주거지 사이에서 확인되며 내부에는 다수의 탄화목과 함께 경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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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토기들이 확인되고 있다. 잔존하는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모래층 위에 탄화된 흔적만 확

인될 뿐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은 대체로 편평하다. 2호 수혈유구는 4호 철기시대 주

거지의 동쪽으로 인접하여 위치하며 모래층 상에 암갈색 사질점토의 말각방형 윤곽선이 노출되어 확

인되었다. 3호 수혈유구는 조사지역 북쪽 벽면에 일부가 노출되어 확인되었다. 참관조사 당시 Tr. 2

의 하단부에 해당한다. 내부에서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도면	10>	1,	3호	철기시대	수혈유구

3) 고려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주거지는 당초 조사지역의 남서쪽에서 4기가 확인되었으나 2차 확장조사를 통해 3호 

주거지가 3개의 주거지가 중복된 형태로 확인되어 6기로 정정하였다. 암갈색 사질점토층과 모래층

의 퇴적토 상에 갈색 사질토층이 노출되며 확인되었다. 4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조사지역의 한계로 

인해 벽면에서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양상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모두 온돌시설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출면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크기와 평면 형태는 모두 다르게 확인되

는데 벽면이 대부분 유실되어 형태를 알기 어려운 2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평면 말각장방형의 구조

이고 3호는 타원형을 띤다. 바닥은 대체적으로 편평하게 조성하였고 주거지 내부에서 큰 주혈은 확

인되지 않는다. 

온돌시설은 주거지의 벽면에 치우쳐 시설하였는데 1호는 주거지 잔존 벽면보다 높게 시설하여 

주거지 바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영월 삼옥리 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온돌

의 구조는 대부분 ‘T’자 형태를 띠지만 1호 주거지는 ‘一’자 형태로 확인된다. 축조방법은 가로세워

쌓기와 세로세워쌓기가 혼용되었으며 봇돌은 강돌을, 이맛돌은 판석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아

궁이는 구들 바닥보다 약간 낮게 굴착한 뒤 점토를 깔았으며 불턱부분에서는 소결되거나 작은 판석

을 깔기도 한다.

유물은 1호 주거지 바닥에서 청자편과 ‘□王□’명 기와편을 비롯한 어골문 계역의 기와들이 출토

되었고, 2호 주거지에서는 기와편, 3호 주거지에서는 경질토기편과 함께 다수의 오골문 기와편이 출

토되었다. 4호 주거지에서도 청자편과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표	2>	고려시대	주거지	현황표

번호
크기(cm) 평면

형태

온돌 
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형태 길이×너비

1 260 210 50 방형 一자형 180×70 토기,청자편, 기와편 1호 철기시대 수혈유구 중복

2 250? 190? 24 - T자형 80?×30 토기편, 기와편 1호 철기시대 수혈유구 중복

3 455 316 30 원형? - 420×90 청자편, 기와편
4, 5호 고려시대 주거지 

중복

4 245? 120? 25 말각방형? T자형 280×30 청자편, 기와편 3호 고려시대 주거지 중복

5 300? 195? 32 말각방형? T자형 240×40 토기편, 기와편 3호 고려시대 주거지 중복

6 350 277 28 방형 T자형 250×40 토기, 청자편, 기와편 -

<도면	11>	1호	고려시대	주거지(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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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2호	고려시대	주거지(조사	후,	온돌시설	세부)

<도면	13>	3호	고려시대	주거지(조사	중,	조사	후)

<도면	14>	4호(左),	5호(右)	고려시대	주거지

 

<도면	15>	5호	고려시대	주거지(조사	후,	구들	모습)

 

4) 고려시대 수혈유구

고려시대 수혈유구는 조사지역의 중앙에서 동쪽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대체로 고려시대 주

거지 근처에 인접하여 나타난다.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암갈색 사질점토 혹은 모래층 상에서 확인되

며 평면 형태는 원형, 타원형, 부정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란 및 중복 등이 심하여 현

재로서는 정확한 형태와 규모, 성격은 알기 어렵다. 

수혈유구들은 위치에 따라 1~3호 수혈유구, 4~7호 수혈유구 등이 인접하여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양상을 보이며 일부는 중복되어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구의 내부에는 토기편, 청자편, 기와편 

등이 갈색 사질점토 및 소토편 등과 함께 뒤섞인 형태로 매몰된 것으로 나타나며 바닥면은 평탄하지 

않고 완만한 ‘U’자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혈유구들 중 6, 7호 수혈유구는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내부에는 다량의 기와편이 매몰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5호 수혈유구는 내부에 다양한 크

기의 할석들이 바닥면에서 확인되고 있고 4호 수혈유구에서는 일부 소토편도 확인된다. 

수혈유구 내에서 확인되는 유물들은 대부분 기와편이 많은데 평기와만 확인되며 대부분 장판타

날로 어골문+기하문, 원문 등을 타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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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려시대	수혈유구	현황표

번호

크기(cm)

평면형태 유물 비고

길이(지름) 너비 깊이

1 90 58 10 타원형 - 1호 철기시대 수혈유구 중복

2 118 98 20 원형 토기편, 기와편 3호 철기시대 수혈유구 중복

3 290 165 23 타원형 청자편, 기와편 2호 철기시대 수혈유구 중복

4 356 180 30 부정형 토기편, 기와편 5호 철기시대 수혈유구 중복

5 90 - 28 원형 토기편, 기와편 3, 6호 철기시대 수혈유구 중복

6 100 - 30 원형? 기와편 5호 철기시대 수혈유구 중복

7 106 - 52 원형 기와편

8 160 130 35 부정형 토기편, 기와편

 

<도면	16>	고려시대	수혈유구(1호,	2호)

5) 조선시대 건물지

건물지는 4호 고려시대 주거지의 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근래 경작지 조성으로 인해 대부분 유

실되어 적심 2개만 잔존하고 있다. 건물지는 고려시대 주거지의 상층인 회청색 뻘층 바로 아래에서 

확인되며 주변에서 백자편 등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조성된 건물지가 있던 것으로 추정

된다. 확인되는 적심은 2개로 진행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며 주칸거리는 약 200cm 정도이다. 적심

은 지름 80~100cm 정도 크기의 원형의 수혈을 판 뒤 내부를 흙과 돌 등으로 채우고 그 위에 적심석

을 올려 기둥을 받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면	17>	조선시대	건물지(전경,	측면)

 

6) 조선시대 수혈유구

조선시대 수혈유구는 조선시대 건물지 아래층에서 모래층에 암갈색 사질토의 일부가 노출되어 확인

되었다. 평면 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모래층을 안쪽으로 내경하도록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확인되

는 규모는 지름 185cm 이상, 최대 깊이 89cm이다. 내부에서는 백자편과 기와편 등이 강돌과 함께 매몰

된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조선시대에 건물지 조성 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8>	조선시대	수혈유구(전경,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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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철기시대	출토유물(좌:	토기류,	우:	석기류)

<도면	20>	통일신라~고려시대	출토유물

Ⅲ. 조사 성과

주천리 900-18번지 일원의 2필지 780㎡에 대하여 실시한 이번 발굴조사 결과 철기시대 주거지 

4기 및 수혈유구 3기, 고려시대 주거지 6기 및 수혈유구 8기, 조선시대 건물지 1기와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협소한 면적에 비해 철기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여러 문화층이 층위를 

달리하여 증층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려시대 유구가 확인되는 층은 해발 247.8m 내

외인데 비해 철기시대 주거지는 이보다 낮은 245.4m 내외에서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 성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철기시대 유적은 주거지와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4기로 해발 246~245m 

내외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는 규모에 따라 대형 주거지와 소형 주거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길이 

6m, 폭 4m 이상의 대형 주거지와 그 이하인 소형 주거지로 구분된다. 대형 주거지의 경우 조사지역

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고 있어 전체적인 규모와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후대의 소형 주

거지와 수혈유구 등에 의해 중복 조성되고, 근대 시설물에 의해 일부 파괴되는 등 잔존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소형주거지는 모두 대형 주거지인 1호 주거지와 중복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규모와 형태

가 서로 다르고 조성된 높이도 약 40c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시기에 조성된 것은 아닌 것으

로 판단된다. 수혈유구는 주거지의 내부와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형태가 다양하고 내부에 경질

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2. 고려시대 유적도 주거지와 수혈유구가 있는데 당초 조사지역의 남서쪽에서 4기가 확인되었으

나 2차 확장조사를 통해 3호 주거지가 3개의 주거지가 중복된 형태로 확인되어 6기로 정정하였다. 암

갈색 사질점토층과 모래층의 퇴적토 상에 갈색 사질토층이 노출되며 확인되었다. 4호 주거지를 제외

하고 조사지역의 한계로 인해 벽면에서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양상은 확인하기 어

렵지만 모두 온돌시설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노출면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크기와 평면 형

태는 모두 다르게 확인되는데 벽면이 대부분 유실되어 형태를 알기 어려운 2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평면 말각장방형의 구조이고 3호는 타원형을 띤다. 바닥은 대체적으로 편평하게 조성하였고 주거지 

내부에서 큰 주혈은 확인되지 않는다. 온돌의 구조는 대부분 ‘T’자 형태를 띠지만 1호 주거지는 ‘一’

자 형태로 확인된다. 축조방법은 가로세워쌓기와 세로세워쌓기가 혼용되었으며 봇돌은 강돌을, 이맛

돌은 판석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유물은 1호 주거지 바닥에서 청자편과 ‘□王□’명 기와편을 비롯한 어골문 계역의 기와들이 출토

되었고, 2호 주거지에서는 기와편, 3호 주거지에서는 경질토기편과 함께 다수의 어골문 기와편이 출

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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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건물지는 4호 고려시대 주거지의 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근래 경작지 조성으로 인

해 대부분 유실되어 적심 2개만 잔존하고 있다. 건물지는 고려시대 주거지의 상층인 회청색 뻘층 바

로 아래에서 확인되며 적심은 2개로 진행 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며 주칸거리는 약 200cm 정도이

다. 수혈유구는 이 건물지 하단에서 확인된다.

4. 조사지역은 근래 경작층 아래로 고려~조선시대 문화층인 암갈색 사질점토층이 있고 그 아래

로는 갈색 사질토층(일부 재 포함)이 확인되는데 여기에서는 철기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남동쪽에 인접한 주천리 취락유적(2017)에서도 이와 같은 층위가 확인된 바 있어 조사지역은 1~4세

기 내외의 철기시대와 9~11세기 고려시대 두 시기로 구분되는 문화층이 존재하고 일부는 중복된 것

으로 파악된다. 이는 조사지역과 인접한 주천리 900-3번지 유적, 영월 술샘건강복지센터부지 유적

에서 확인된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상호 비교를 통해 주천면 일대의 전체적인 역사적 변화상과 특징

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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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조사지역은 민원인이 추진 중인 동식물관련시설 증축부지에 해당하며 사업부지는 행정구역상 횡

성군 횡성읍 궁천리 49-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우리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19

일부터 동년 6월 19일까지(실조사일수 22일)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

조사(면적: 1,141㎡)를 진행하였다. 

민원인은 퇴비사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횡성군에서 사업대상지가 횡성 궁천리 

유적(橫城 弓川里 遺蹟)1)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최결

과 횡성 궁천리 유적과 관련된 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아 참관조사를 통해 유적의 분포유무를 확

인하라는 행정조치를 통보하였다.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6일에 참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참관조사 결과, 

사업범위 내에서 철기시대 吕・凸자형 주거지와 경질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어 사업

범위 전체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민원인은 2021년 2월 25

일 횡성군을 경유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조사

지역이 국비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후 우리 연구원에 지난 2021년 3월 26일에 조사지역에 대한 발굴

1)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https://intranet.gis-heritage.go.kr(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인용) 

 -  지난 2005년 횡성군 허가 골재채취로 드러나 단면에서 철기시대주거지 수기가 파괴된 채 노출되었다. 이에 궁천리 일대가 횡성 궁천리 유적으로 

지정됨.

조사 대행을 의뢰하였다.

이에 제반 행정절차에 따라 문화재청 허가(제2021-0532호;2021.4.9.)를 득하였으며, 2021년 4월 

19일부터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철기시대 주거지 6기, 수혈유구 3기, 굴립주 건물지 1기, 소형의 원형 수혈유구 109

기 등 모두 11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현장 조사 중 발굴조사 내용에 대한 성격과 향후 조사방향에 대

한 자문을 얻고자 2021년 5월 24일에 학술자문회의 개최2) 하였다. 학술자문회의 결과 협소한 범위 내에

서 중복양상 등 유구의 밀집도가 높고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3동 이상의 화재 주거지 등에서 다량의 유물

이 출토됨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정밀한 발굴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한국문화재단과 민원과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 및 발굴비용 증액에 대한 문화재청 발굴변

경허가(발굴제도과-6700호;2021.5.31.)를 얻어 2021년 6월 7일에 재착수 하였다. 이후 화재 주거지 

등에 대한 내부조사 및 보완조사를 거쳐 동년 6월 21일 모든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횡성 궁천리 49-1번지 유적에 대한 조사경위 및 경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5년 : 횡성 궁천리 유적(橫城 弓川里 遺蹟)3) 확인

- 2020년 10월 : 횡성 궁천리 49-1번지에 대한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신축허가 신청 

- 2020년 11월 3일 :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에 따른 참관조사를 진행해 유적의 분포유무

를 확인하라는 행정조치 통보

- 2020년 11월 6일 : 참관조사 실시(예맥문화재연구원) 

- 2021년 2월 25일 :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

- 2021년 3월 26일 : 한국문화재재단에서 국비지원 발굴조사 대행조사 의뢰

- 2021년 4월  9일 : 문화재청 발굴조사 허가(제2021-0532호)

- 2021년 4월 19일 : 발굴조사 착수

- 2021년 5월 24일 :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개최(유적 검토 및 기간 연장)

- 2021년 5월 31일 : 발굴변경허가(발굴제도과-6700호) 

- 2021년 6월 21일 : 현장조사 완료

이번 유적사례 발표에서는 타날문 단경호, 경질무문토기 옹・호 등이 출토된 철기시대 吕・凸자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조사내용과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2)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21. 5. 24,「횡성 궁천리(49-1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증축부지 내 유적(국비)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3)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文化遺蹟分布地圖-橫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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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발표	❸

횡성 궁천리 49-1번지 유적
횡성 궁천리(49-1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증축부지 내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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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 위치와 주변 환경

1. 조사지역의 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이 위치한 횡성군(橫城郡)은 강원도의 영서남부지역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997.7㎢ 정도이다.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산지로 형성되어 있지만 서쪽은 산세가 완만하고 

비교적 넓은 비옥한 평야를 이룬다. 주요 산세는 수리봉, 봉북산, 비로봉 등 해발 1,000m 이상의 준

봉들로 연결되어 있다. 

궁천리 유적 주변의 주요 하천으로는 국가하천인 섬강과 지방하천인 주천강이 있으며 모두 남한

강으로 유입되는 수계이다. 횡성읍의 생운천과 우천면의 대미원천은 전천과 합류된다. 하천변으로 

크고 작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지역의 남서쪽으로는 원주시 소초면과 호저면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공근면과 

갑천면이 서쪽으로는 우천면과 접해있다.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6번국도와 춘천과 원주를 잇는 5

번국도가 교차하며 영동과 영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하였다. 

북-남 방향으로는 섬강이, 동-서 방향으로는 전천이 흐르며 읍하리에서 합류하며 천변의 충적지에 횡

성들, 마산들, 남산들, 개납들 등의 작은 평야가 자리한다. 

2. 고고학적 배경
  

궁천리 유적과 관련된 횡성군의 철기시대 유적은 둔방내리, 화전리, 중금리, 학담리, 읍하리 등에

서 주거유적이 확인되었다. 둔방내리에서는 1983년에 강원대학교 박물관4)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방형의 수혈주거지 3기와 주거지의 내부에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소형토기, 옥구슬, 석촉, 철

촉, 철도자, 철정, 탄화된 곡물 등이 출토되었고 1996년에 강릉대학교 박물관5)에 의해서 여자형(呂字

形)주거지 및 육각형주거지 5기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철도자, 가락바퀴, 저장용 대형토기 등

이 확인되었다. 국강고고학연구소6)에서 2018년 발굴조사를 진행한 둔내유적에서 여자형(呂字形)주

거지와 수혈유구가 조사되었고 경질무문토기 소호, 타날문토기편, 방추차, 경식 등이 출토되었다. 화

전리 유적7)에서는 철자형(凸字形)주거지 9기와 방형주거지 1기, 소형유구 5기가 확인되었다. 중금리 

선사유적8)에서는 철자형(凸字形)주거지 2기와 말각장방형 주거지 3기가 조사된 바 있다. 학담리 유

적9)에서는 철자형(凸字形)주거지 2기와 부정형 주거지 1기 등이 조사되었고 잔형 경질무문토기, 경

4)  江原大學校博物館, 1984, 『屯內』.

5)  江陵大學校 博物館, 1997, 『橫城 屯內 住居址』.

6)  국강고고학연구소, 2020, 『횡성 둔내유적』.

7)  강원대학교조사단, 1998, 앞의 책.

8)  한림대학교조사단, 1998, 앞의 책.

9)  한림대학교박물관, 2007, 『횡성 학담리유적』.

<도면	2>	조사지역의	주변유적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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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지석, 석부,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읍하리에서는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10)

에서 2013년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철자형(凸字形)주거지 19기, 여자형(呂字形)주거지 11기, 옹관묘 

4기 등을 확인하였다.

   

1) 횡성 궁천리 유적

유적은 횡성읍에서 갑천면으로 가는 5번 국도를 따라 대관대리교 건너기 전 서쪽의 궁천리 마을

에 위치한다. 이곳은 대관대천의 곡류지점이고 유적의 북동쪽은 계천과 합류지점으로 횡성댐 남서쪽

이기도 하다. 유적은 궁천리 활아지마을과 대관대천 사이의 충적대지로 2005년 횡성군 허가 골재채

취로 드러난 단면에서 철기시대주거지 수기가 파괴된 채 노출되었다. 파괴된 주거지 단면에서는 소

토 흔과 목탄, 불먹은 자갈돌도 확인되어 노지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골재채취장의 모래더미와 그 

바닥, 그리고 주거지 단면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는데 적갈색경질토기편, 회흑색경질토기편, 미완

성석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2 		횡성	궁천리	유적	출토유물사진 1 		횡성	궁천리	유적	전경

2) 횡성 둔내 철기시대 주거지 유적(강원도기념물 제82호(2003.1.18.))11) 

유적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소재한 둔내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는 가지구 3기(강원대학교박물관, 1983년), 나지구 5기(강릉대학교박물관, 1996년) 등 총 

8기가 발견되었으나 가지구에서는 터파기 공사로 파손된 상태였고, 나지구에서도 도로 및 사유지로 

10)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13, 『횡성 읍하리 유적』.

11)  江原大學校博物館, 1984, 앞의 책.

      江陵大學校 博物館, 1997,앞의 책.

연결되어 온전히 발굴된 것은 나-2호주거지 1기에 불과하였다. 한편 보존상태가 양호한 여자형(呂子

形) 주거지는 당시 가옥의 구조와 변천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 토기류를 비롯하여 낫ㆍ도자(刀子)ㆍ못ㆍ철편 등 철제품, 

석촉ㆍ숫돌 등 석제품, 장신구인 옥, 탄화곡물 등이 출토되었다.

둔내 철기시대 주거지 유적은 기원후 1∼2세기 경의 유적으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초기철기시대

의 문화교류 및 전파경로 등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사진 3 		둔내	나지구	2호	주거지	전경(강원도기념물	제82호)

3) 횡성 둔내 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08년)

횡성 둔내 유적12)은 횡성 둔내고등학교 체육관건립예정부지에서 확인되었으며 발굴조사는 2006

년 11월 9일부터 동년 12월 13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철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5기가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呂자형 주거지 1기만 완형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이밖에도 수혈유구 1기, 주혈 25기, 미상

유구 2기 등 주거지를 비롯하여 모두 3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횡성 둔내 유적에서 조사된 呂자형주거지 규모 중 가장 최대로 판자벽과 숯기둥, 점토바닥시설, 

12)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b,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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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도식(점토띠＋부석식＋위석식)노지, 내부시설 등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그 당시 가옥

구조나 그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도면	2>	횡성	둔내	유적	1호	주거지	도면

4) 횡성 둔내 유적(국강고고학연구소, 2020년)

횡성 둔내 유적은 2018년 11월 7일부터 동년 11월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철기시대 呂자형 주

거지 1기와 수혈유구 1기를 비롯해 조선시대 적심 3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2기 등이 확인되었다. 呂자

형 주거지는 큰방의 평면형태가 정육각형에 가깝고 중도식 노지가 시설된 주거지로 평면형태로 볼 

때 둔내 유적에서 전모가 확인된 呂자형 주거지 중 가장 늦은 시기의 주거지로 판단되며 후벽에 인접

되어 출토된 97개의 옥구슬은 경식으로 당시 생활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도면	3>	횡성	둔내	유적	조사현황도(국강문화재연구원,	2020,『횡성	둔내유적』인용)

	

사진 7 		횡성	둔내	유적	주거지	출토유물사진 6 		횡성	둔내	유적	주거지	전경

사진 5 		횡성	둔내	유적	1호	주거지	출토유물사진 4 		횡성	둔내	유적	1호	주거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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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횡성 읍하리 유적(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13년)

횡성 읍하리 유적13)은 2009년 5월 15일부터 2011년 12월 11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

조사 결과, 8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36기, 수혈 24기, 옹

관묘 4기가 확인되다. 呂ㆍ凸자형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노지, 주공, 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부석식노지, 부뚜막식, 무시설식 등이 확인되고 출토유물은 경질민무늬토기와 타날문토

기, 방추차, 용범 등의 토제품과 철부, 철겸, 철도자, 철촉 등의 철기류와 지석, 방추차 등의 석제품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사진 9 		횡성	읍하리	유적	주거지	전경2사진 8 		횡성	읍하리	유적	주거지	전경1

사진 11 		횡성	읍하리	유적	출토유물1사진 10 		횡성	읍하리	유적	주거지	전경3

    

13)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13, 앞의 책.

사진 13 		횡성	읍하리	유적	출토유물3사진 12 		횡성	읍하리	유적	출토유물2

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 현황과 주변유적

조사지역은 박병선 님이 추진 중인 동식물관련 중측부지(퇴비사)에 해당하며 조사면적은 1,141

㎡(약 497평)이다. 조사지역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져 남류하는 계천이 위치하고 있는데 계천은 횡

성읍 갑천면 병지방리에서 발원한 대관대천(大官垈川)과 합류한 후 섬강(蟾江)에 유입된다.

조사지역은 계천이 크게 곡류하는 남안의 넓은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경작중인 논과 축사를 비롯하여 소수의 민가들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197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 계천 안쪽 대부분의 충적지는 논경작지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성읍에서 발굴조사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둔내 유적과 읍하리 유적이 있다. 둔내 유적은 1983

년14), 1996년15), 2006년16), 2013년17), 2018년18) 5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3

년 조사를 제외하고 모두 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도면 5>참조) 읍하리 유적19)은 조사지역에

서 남서쪽으로 약 4.3km 떨어져 위치하며 다수의 철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14)  江原大學校博物館, 1984, 앞의 책.

15)  江陵大學校 博物館, 1997, 앞의 책.

16)  江原文化財硏究所, 2008b, 앞의 책.

17)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횡성 둔내중고 급식소 개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8)  국강고고학연구소, 2020, 앞의 책.

19)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13,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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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횡성	궁천리	49-1번지	유적	전경

2. 조사지역 층위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층위는 명회갈색 사질점토(표토 및 복토층)-명황색 사질토( 복토층)-흑갈색 

점질토(경작층)-회암갈색 사질점토(경작층)-진갈색 사질점토(퇴적층)-암갈색 점질토(퇴적층 및 유구

내부토)-황갈색 사질토(유구확인층 및 기반토)순으로 확인되었다. 황갈색 사질토는 유구가 확인되는 

철기시대 문화층으로 발굴조사결과, 주거지 6동, 굴립주 건물지 1기, 수혈유구 3기, 소형수혈유구 80

기 등 모두 9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3. 조사내용

1) 주거지

주거지는 모두 6동이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呂자형 주거지 2동, 凸자형 주거

지가 3동, 방형 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다. 

5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의 서측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의 간

격과 3호 주거지와 4호 주거지의 간격이 약 13m로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주혈(벽주), 저장시설, 노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에서 공통적으로 모두 확인되는 시설은 주혈과 벽주이다. 주혈은 중심주혈을 기준으로 보

조주혈과 함께 벽주가 확인되고 있어 중심주혈을 중심으로 보조주혈 벽주 등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벽구는 2・3호 주거지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출입부에서 주거지로 이어지는 경계에서는 점토

가 확인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노지는 2・3・5호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1・4호 주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4호 

주거지의 경우 1/2가량이 조사범위 밖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어 노지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 

5호 노지는 수혈식노지로 바닥에는 피열흔이 관찰되고 있으며 노지 내부에서는 2매의 할석이 확

인되고 있으며 노지와 관련된 석재로 판단된다. 또한 노지내부에서는 원형형태의 수혈 등이 확인되

고 있다.

2・3호 노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내지 타원형이며 주거지 중앙에서 후벽(북서쪽)에 가깝게 조성되

어 있다. 노지의 바닥에는 납작한 강자갈을 배치한 후 자갈 상면에 점토를 깔고 둘레에 점토띠를 돌

린 타원형의 중도식(부석식＋점토)노지 이다. 또한 2・3호 주거지의 경우 강돌을 세위 불막음돌로 사

용하였다. 

이밖에도 6호 주거지의 경우 구들시설 확인되고 있으며 배연부를 제외하고 양호한 형태로 확인

된다. 특히 아궁이에서는 봇돌과 이맛돌 그리고 조리를 위한 지각과 함께 그 위에 완형의 경질무문

토기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조사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되는 4호 주거지의 경우 너비 665cm에 해당하고 있으며, 규

모가 가장 작은 6호 주거지의 경우 너비가 330cm에 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4호 주거지의 경우 주거

지의 너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나머지 1/2가량이 조사범위 밖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어 전체규모

(길이)를 파악할 수 없다.

출토유물에서 토기는 완형의 평저호를 비롯하여 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이 금속류는 철부, 철

도자, 미상철기와 석제품으로는 반월형석도, 지석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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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거지	속성표

호수
평면

형태
규모(cm)

내부시설

출토유물 비고노지, 부뚜막 출입

시설
주혈 벽구 수혈

규모(cm)

1호 오각형 850x(400)x20 

ㆍ

‘呂’자 ○ ㆍ ㆍ ㆍ
5호 주거지 중복(

선축)
ㆍ

2호 오각형 865x480x75

노지

‘凸’자 ○ ○ ○

소호,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철부

ㆍ

100x85x5

3호 육각형 685x420x33

노지

‘凸’자 ○ ○ ○
경질무문토기, 타날문

토기,철도자,  방추차
ㆍ

105x75x4

4호 미확인 (805)x665x48

ㆍ

‘呂’자 ○ ㆍ ○ 경질무문토기
경계부 확인

1/2 조사
ㆍ

5호 오각형 860x(480)x64

노지

‘凸’자 ○ ㆍ ㆍ
경질무문토기, 타날

문토기
1호 주거지 중복

80x64x4

6호 방형 290x330x25

부뚜막(쪽구들)

ㆍ ○ ㆍ ○
경질무문토기, 타날

문토기
180x45x20

2) 굴립주 건물지

굴립주 건물지는 3호 주거지와 4호 주거지 사이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방형이며, 주

혈은 지름이 약 30cm~50cm 내외로 모두 9기가 확인되고 주칸의 거리가 약 160~180cm 내외로 등

간격을 이룬다.  

구조는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조성되었으며 전체 길이 약 360cm, 너비 360cm이다. 

<표	2>	굴립주	건물지	속성표

평면

형태

규모(cm)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최대깊이

방형 360 360 28 ㆍ

<도면	4>	조사지역의	지형도(S=1:5,000)



60 61조사사례발표 고대 강원지역의 삶과 - 죽음

<도
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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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
역
의
	유
구
	현
황
도

사진 15 		

1ㆍ5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사진 16 		

2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

사진 17 		

2호	주거지	조사완료	전경

사진 18 		

2호	주거지	노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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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3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1

사진 20 		

3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2

사진 21 		

4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1

사진 22 		

4호	주거지	조사완료	전경

사진 23 		

5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3

사진 24 		

5호	주거지	노지	전경

사진 25 		

6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1

사진 26 		

6호	주거지	조사	중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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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성과   

우리 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동년 6월 19일까지(실조사일수 22

일)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면적: 1,141㎡)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 북쪽으로 약 300m 떨어져 계천이 위치하고 있다. 계천은 횡성읍 갑천면 병지방리에

서 발원한 대관대천(大官垈川)과 합류한 후 섬강(蟾江) 유입되며 이후 섬강은 원주시를 지나 한강으

로 유입된다.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층위는 명회갈색 사질점토(1층: 표토 및 복토층) -명황색 사질토(2층: 복토

층)-흑갈색 점질토(3층: 경작층)-회암갈색 사질점토(4층: 경작층)-진갈색 사질점토(5층: 퇴적층)-암

갈색 점질토(6층: 퇴적층 및 유구내부토)-황갈색 사질토(7층: 유구확인층 및 기반토)순으로 확인되었

다. 7층은 유구가 확인되는 철기시대 문화층으로 현재까지 조사결과, 주거지 6기, 굴립주 건물지 1기, 

수혈유구 3기, 소형수혈유구 80기 등 모두 90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6동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출입부 시설을 갖춘 주거지는 6호 

주거지를 제외한 모두 5동(1・2・3・4・5호)로 呂자형 주거지가 2기, 凸자형 주거지가 3기이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주혈(벽주), 저장시설, 벽구, 노지 등이 확인되고 있다. 노지는 2・3・5호 주거

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1・4호 주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4호 주거지의 경우 1/2가량이 

조사범위 밖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어 노지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밖

에도 6호 주거지의 경우 구들시설 확인되고 있다. 

또한 1호 주거지와 5호 주거지에서는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5호 주거지는 후대에 조성된 주

거지로 1호 주거지를 일부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조사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확인되는 4호 주거지

의 경우 너비 665cm에 해당하고 있으며, 규모가 가장 작은 6호 주거지의 경우 너비가 330cm이다. 

출토유물에서 토기는 완형의 평저호를 비롯하여 경질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이 금속류는 철

부, 철도자, 철촉과 석제품으로는 석부, 석도, 지석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呂・凸자형 주거지를 중심으로 굴립주 건물지, 수혈, 소형수혈 등 다수의 유구

가 확인되었으며 횡성에서 확인된 둔내유적과 읍하리유적의 철기시대 주거지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

고 있어 영서와 영동의 문화교류 양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27 		

6호	주거지	부뚜막	모습1

사진 28 		

6호	주거지	부뚜막	모습2

사진 29 		굴립주	건물지	조사완료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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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유 적 명：강릉 초당동(106-3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 허가번호：제2021-0443호

 3. 소 재 지：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106-3번지

 4. 조사기간：2021년 04월 05일 ∼ 2021년 05월 25일

 5. 조사면적：775㎡ 

 6. 유적현황：삼국시대 신라석곽묘 17기, 옹관묘 6기 등 총 23기의 분묘유적

Ⅱ. 초당동 지역의 고고학적 현황

초당동 일대는 모두 세 번에 걸쳐 형성된 사구가 분포하고 있는데, 사구의 형성 위치에 따라 사구 

Ⅰ.	조사개요																		Ⅱ.	조사내용																		Ⅲ.	조사성과

조사사례발표	❹

강릉 초당동 106-3번지 유적

이현우  | 중앙문화재연구원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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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분포하는 유적의 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제1사구지대는 북쪽으로 경포호 남쪽 부근에서 시작하

여 초당동 마을을 포함하여 남쪽으로 초당동 남쪽 끝 해발 25m 구릉에까지 연결되는 길이 1.7㎞, 너

비 100∼250m 정도의 규모이다. 

제2사구지대는 제1사구지대 동쪽으로 약 100m 거리를 두고 제1사구지대와 평행하게 길이 1.2㎞, 

너비 100∼180m 정도이며, 사구의 북쪽부분은 더 넓어져 약 400m에 이른다. 제3・4사구지대는 제2

사구지대 동쪽에서 하평뜰 건너에 위치한 현재의 동해 바닷가 사구지대로 너비 100∼150m이고, 길

이는 북쪽의 안목항까지 연결된다1). 

조사지역이 자리한 초당동 106-3번지 일대는 제1사구지대의 남쪽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제1사

구지대에서는 야외노지를 비롯한 신석기시대 주거유적과 원삼국시대 주거유적, 삼국시대 분묘유적 

등이 전 지역에서 모두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제1사구지역 남쪽 지역에서는 주로 삼국시대 분묘유적

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사구지대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유적과 저습지유적, 삼국시

대 분묘유적들이 발견되었으나 신석기시대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3사구지대에서는 유적이 확

인된 바 없으나 제4사구지대 남쪽, 즉 경포호 동쪽 지역 일부에서는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의 주거

유적이 조사되었다. 

Ⅲ. 조사내용

조사지역이 자리한 초당동 106-3번지는 제1사구지대의 남쪽부에 해당되는 곳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삼국시대 주거 및 분묘유적과 삼국시대 분묘유적이 다수 확인된 

바 있는 지역 내에 자리한다. 

조사지역 내의 대체적인 층위양상은 다음과 같다. 현 지표에서 약 80㎝ 아래에서 생토층인 적황

색사질토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위로 암회색사질토→회흑색사질점토→표토층으로 구분된다. 이 가

운데 삼국시대 문화층은 생토층인 적황색사질토와 그 상부의 암회색사질토층으로, 이 층위에서 석

곽묘와 옹관묘가 확인되고 있다.   

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신라석곽묘 17기, 신라옹관묘 6기 등 총 23기의 삼국시

대 분묘유구가 확인・조사되었다. 유물은 토도류 71건 80점, 옥석유리류 4건 4점, 금속류 33건 34점 

등 총 108건 118점이 출토되었다.

1)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도면	2〉	조사지역	일대	저습지	및	사구지대	표시도(1/9,000)[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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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국시대 신라 석곽묘

본 유적에서 삼국시대 신라석곽묘는 모두 17기가 확인・조사되었다. 

원래 이 지역은 민가건물이 들어서면서 형질변경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여서 석곽묘의 봉분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문화층인 적황색사질토와 암회색사질토층 상에서 석곽묘의 개석과 벽석이 노출되어 확

인되었다. 

묘광은 주로 모래층인 적황색사질토상에서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굴광선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부 확인된 묘광선과 석곽묘의 구조로 볼 때, 지하 혹은 반지하식의 수혈식 석곽묘로 판단된다.

석곽묘의 장축방향은 모두 북동-남서방향으로 일정하게 향하고 있다. 개석은 2호와 3호, 11호 석

곽묘에서 일부 확인되는데, 길이 100㎝, 너비 50㎝내외의 할석을 사용한 양상이다. 

벽석은 대체로 천석과 할석을 혼용해 쌓은 양상이며, 벽석 최하단석과 단벽 일부는 장판형의 할

석을 사용한 예가 주를 이룬다. 반면 1호 석곽묘의 벽석은 모두 천석으로만 축조하였다. 또한 양 단벽

가 모서리 상부는 모를 죽여가면서 쌓아올린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개석을 받치기 위한 것으로 판

단된다. 더불어 벽석과 묘광 사이에는 소형 천석을 이용해 뒷채움한 양상도 관찰된다. 

바닥면에는 대부분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생토층을 고르게 정지해 마련하고 있으나, 15호 

석곽묘의 경우에는 바닥면에 편평한 천석을 1단 정도로 깐 양상도 확인된다.

석곽 내부의 매장주체부 규모는 대체적으로 길이 300㎝내외, 너비 60∼70㎝, 깊이 70㎝가량으

로, 장단비는 4∼5：1의 세장방형 구조를 보인다. 반면 1호, 5호, 11호 석곽묘의 경우는 길이 150∼180

㎝, 너비 50∼70㎝가량으로, 장단비는 2.5∼3.0：1의 장방형 구조를 보이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17호 석곽묘는 길이 120㎝, 너비 45㎝가량의 소형 석곽묘로, 벽석은 크기 40∼50㎝가량의 

장판형 할석을 세워쌓은 후 그 상부에 개석을 받치기 위한 소형 할석을 얹힌 구조이다.

유물은 주로 매장주체부 내부 바닥면과 양 단벽가 봉토층 내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3호 석곽묘의 

경우는 양 단벽의 외곽 봉토부에 장란형토기 각 1점씩이 매납된 양상이며, 8호와 11호 석곽묘의 경우

는 북단벽 외곽 봉토부에 장란형토기 1점씩을 똑바로 혹은 뒤집어 매납한 양상이다. 또한 매장주체부 

내에서는 주로 북단벽가 바닥면에서 대부장경호, 단경호, 고배 등의 토기류가 부장된 양상이며, 중간

부에는 철도자, 청동이식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도면	3〉	조사지역	유구배치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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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삼국시대	신라	석곽묘	현황표

호수

매장주체부

장축방향 바닥시설 출토유물 비고
규모

(길이×너비×높이)
장단비

1호 165×70×68 2.36：1 북동-남서 - - -

2호 281×68×80 4.13：1 북동-남서 -
장란형토기, 대부장경호, 단경호, 배, 

고배, 발, 철겸, 철부, 철촉 등
개석

3호 324×62×80 5.23：1 북동-남서 -
장란형토기, 대부장경호, 유공호, 고배, 

단경호, 대부발, 청동이식, 철부 등
개석, 제의관련

4호 (182)×(20)×(72) - 북동-남서 - 고배, 배, 완 등 -

5호 178×56×(29) 3.18：1 북동-남서 - 장란형토기 -

6호 346×56×(60) 6.17：1 북동-남서 - 고배, 철도자 등 -

7호 (195)×58×(75) - 북동-남서 - 파수부배, 배 등 옹관 배장

8호 (238)×52×(46) - 북동-남서 - 장란형토기
옹관 배장,

제의관련

9호 302×70×(81) 4.31：1 북동-남서 - 유개고배, 단경호, 유자이기 등 옹관 배장

10호 333×68×(81) 4.90：1 북동-남서 -
철도자, 철부, 철겸, 철촉, 유자이기, 청

동이식 등
-

11호 156×49×50 3.18：1 북동-남서 - 장란형토기, 대부장경호, 병, 철도자 등
개석,

제의관련

12호 (176)×74×(63) - 북동-남서 - 개배, 유개고배, 철도자 등 -

13호 (117)×54×(60) - 북동-남서 - 개배 -

14호 (243)×60×(79) - 북동-남서 - 장경호, 파수부배, 철도자 등 옹관 배장

15호 (154)×64×(75) - 북동-남서 천석시상 - 옹관 배장

16호 274×74×(77) 3.70：1 북동-남서 - 뚜껑, 호편, 철도자 등 -

17호 108×46×(43) 2.35：1 동-서 - - 소형

2. 삼국시대 신라 옹관묘

삼국시대 신라 옹관묘는 모두 6기가 확인・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석곽묘 인근에 조영된 양상이 

관찰된다.

옹관묘는 생토층인 적황색사질토층상에서 확인되었다. 옹관묘는 크게 2가지 구조로 구분되는데, 

4호와 5호 옹관묘는 석곽형 옹관묘로, 특히 4호 옹관묘는 생토층인 모래층을 굴착해 30∼40㎝가량

의 장판형 천석 3매를 세워쌓아 장벽부를 마련하고 나머지 장벽과 단벽부는 천석을 3단가량 쌓아 마

련한 양상이다. 평면형태는 벽석 모서리는 모를 죽여 말각장방형을 보인다. 벽석 상부에는 40∼50㎝ 

크기의 개석을 얹었으며, 옹관 내부에는 연질발과 구슬이 함께 부장되었다. 5호 옹관묘의 경우에도 

합구식 옹관 내부에 연질발 1점을 함께 부장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 외 대부분의 옹관묘는 생토층인 모래층을 얕게 굴착해 장란형토기 2점을 합구식으로 매장한 

구조이다. 6호 옹관묘의 경우에는 굴광 바닥면 남쪽 경계부를 따라 소형 천석을 잇대어 놓았는데, 이

는 옹관을 받치기 위한 용도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길이 120㎝내외, 너비 40

㎝가량이다. 

4호와 5호 옹관묘의 경우처럼 6호 옹관묘 내부에서도 연질발 1점이 함께 부장되었으며, 특히 1호 

옹관묘의 경우는 장타원형의 굴착면 북서모서리가에 붙여 원형으로 굴착해 대부장경호와 단경호를 

함께 매납한 양상도 확인된다.

〈표	2〉	삼국시대	신라	옹관묘	현황표

유구명
묘광 규모(㎝)

(길이×너비×높이)
옹관 규모(㎝) 장축방향 출토유물 비고

1호 142×41×(36) 127×36 동-서 장란형토기, 대부장경호, 단경호 별도부장

2호 119×42×(10) 110×34 북동-남서 장란형토기 배장

3호 101×42×(10) (72)×36 북-남 장란형토기, 파수부호. 배장

4호 103×37×30 92×35 북동-남서 장란형토기, 연질발, 구슬. 석곽형, 개석, 배장 

5호 (118)×(44)×(25) 97×23 북-남 장란형토기, 연질발. 석곽형, 배장

6호 112×44×(20) 101×36 북동-남서 장란형토기, 연질발. 바닥 천석, 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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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결과

강릉 초당동(106-3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발굴조사의 대상면적은 775㎡이다. 여기에

서 삼국시대 신라 석곽묘 17기, 옹관묘 6기 등 총 23기의 분묘유구가 확인・조사되었으며, 유물은 토

도류 71건 80점, 옥석유리류 4건 4점, 금속류 33건 34점 등 총 108건 118점이 출토되었다.

17기가 조사된 석곽묘는 모두 지하 혹은 반지하식의 수혈식 석곽묘이며, 일률적으로 북동-남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유구의 배치는 중복 없이 조성되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묘역이 조

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벽석은 천석과 할석을 혼용해 축조한 양상이며, 일부 개석이 잔존한 예도 확인된다.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300㎝내외, 너비 60∼70㎝, 깊이 70㎝ 가량의 세장방형 구조를 보이는 것과 길이 170

㎝내외, 너비 60㎝내외의 장방형 구조를 보이는 것 등으로 구별된다. 매장주체부의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은 하지 않고 생토층으로 고르게 정지해 마련한 양상이나 일부 석곽묘의 경우는 바닥면에서 천

석을 1단으로 부석한 예도 확인되었다. 

유물은 단벽가 봉토부에 장란형토기를 매납하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의 부장은 주로 매장주체부 북단벽가 바닥면에 부장한 양상이 관찰된다. 부장

된 유물은 대부장경호, 장동호, 단경호, 유개고배, 파배, 개배 등의 토기류와 함께 철도자, 철부, 철겸, 

유자이기 등의 철기류, 청동이식과 청동환 등의 청동기류가 함께 출토되었다. 

모두 6기가 조사된 옹관묘는 장란형토기 2기를 잇댄 합구식이며, 4호와 5호 옹관묘는 매장주체부 

외곽에 석곽을 마련한 후 옹관을 매납한 구조이다. 옹관 내부에는 연질의 발과 구슬 등을 함께 부장

한 예가 3기에 이르고, 1호 옹관묘의 경우에는 옹관 옆으로 대부장경호와 단경호를 함께 부장하였다.

옹관묘는 주로 석곽묘 인근에 조영된 특징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석곽묘의 배장묘 성격의 것

으로 추정된다. 

유적의 조성시기를 출토된 토기류, 특히 고배와 대부장경호, 파수부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들 

토기류는 최병현 분류2)의 전기양식토기 3b∼4b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절대연대상으로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2)  최병현, 2014, 「5세기 신라 전기양식토기의 편년과 신라토기 전개의 정치적 함의」,『고고학』제3권 3호, 중부고고학회.

사진 1 		조사지역	전경(①Daum	위성사진	②기준토층	③조사후)

	❶

❸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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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2호	석곽묘	전경 사진 3 		3호	석곽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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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11호	석곽묘	전경 사진 5 		①②9호	석곽묘,	③④12호	석곽묘,	⑤⑥15호	석곽묘,	⑦⑧17호	석곽묘

	❶

	❺

❸

❼

❹

❽

	❷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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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4호	옹관묘	전경 사진 7 		①②1호	옹관,	③④2호	옹관,	⑤⑥5호	옹관,	⑦⑧6호	옹관

	❶

	❺

❸

❼

❹

❽

	❷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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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석곽묘	출토유물(①②2호	석곽,	③④3호	석곽,	⑤9호	석곽)

	❶

	❺

❸

❹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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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267번지 외 1필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면적

은 627㎡이다. 이 지역은 초당동 유적(사적 제490호) 현상변경허용기준 제5, 6구역에 해당되고, 초당

동 철기시대 취락과 신라시대 취락 및 고분군 등 주변으로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1). 

해당부지는 2020년 7월 9일 참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옹관묘 1(1호 옹관묘), 구상유구 1

기(1호 구상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2).

참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2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40일에 대한 허가3)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2020년 9월 8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여 2020년 10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한편, 조사지역 남쪽으로는 강릉 초당동 267-1번지 유적4)과 접해 있으며, 조사지역 경계에서 확인

된 유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5)

1)  문화재청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2)  중부고고학연구소, 2020. 7, 『문화재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

3)   관련문서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0263(2020.8.24.) 강릉 초당동(267번지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발굴허가(제2020-

1155호).

4)   국강고고학연구소, 2020. 9,「강릉 초당동(267-1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조사결과 철기시대 주거지 

2기, 삼국시대 석곽묘 14기・옹관묘 9기 등 32기의 유구가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유적

Ⅰ.	조사개요																		Ⅱ.	조사내용																		Ⅲ.	조사성과

조사사례발표	❺

강릉 초당동 267번지 유적
강릉 초당동(267번지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최정훈  | 한백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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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위치	및	저습지,	사구지대	표시도
5)

<사진	1>	조사	후	원경

<사진	2>	조사	후	전경

5)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09,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제490호)』. p.25에 지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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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발굴조사	현황도
Ⅱ.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267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627㎡이다. 조사지역은 초당동

주민센터에서 초당순두부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약 500m 정도 진행하면 초당원길과 만나는 사거리

가 나오는데 이 사거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가 속한 강릉 초당동 일대는 다수의 크고 작은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신석기시대

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고분 등이 확인되어 ‘강릉 초당동유적(사적 제490호)’으로 지정

되어 보호하고 있다.

이번 조사지역은 ‘초당동 철기시대・신라고분군’ 범위 중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제1사구에 해당6)된다.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다수의 철기시대~삼국(신라)

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동, 석곽묘 5기, 옹관묘 9기, 매납유구 1기, 구상유구 2기, 수혈 1기, 

조선시대 미상석축 1기, 시대미상 수혈 9기 등 총 2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삼국시대(

신라) 유물이 다수 확인되었고, 철기시대와 조선시대 유물도 일부 수습되었다.

여기서는 삼국시대 유구를 중심으로 조사내용 및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강릉	초당동	267번지	유적	유구	현황표

시대 삼국시대
시대

미상

조선

시대

합계

유구

성격
주거지 석곽묘 옹관묘

매납

유구

구상

유구
수혈 수혈

미상

석축

수량 1 5 9 1 2 1 9 1 29

1. 삼국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주거지7)는 1동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남쪽 중앙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남쪽으로는 

국강고고학연구소에서 선행 조사한 주거지와 연결된다. 주거지 내부에는 후행하는 4호 석곽묘, 국강 

10호 석곽묘 등에 의해서 대부분 파괴된 상태이다. 

6)  박영・주・안상복・이규대・이성주・최재식, 2009, 『강릉 초당마을』, 진인진.

7)   국강고고학연구소 선행 조사에서는 철기시대 2호 주거지로 파악하였으나 내부에 퇴적된 점토층 하부에서 선행하는 삼국시대 옹관묘가 확인되어 

삼국시대 주거지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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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이며,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규모8)는 길이 

428㎝이며, 너비 502㎝이며, 잔존 최대깊이는 40㎝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황적갈색 점토층이 10~30㎝ 두께로 두텁게 퇴적되어 있었으며, 주거지 동쪽에

서 이 점토층을 제거하자 5호 옹관묘가 선행되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확인된 것이 없으며, 바닥

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점토층 상부에서 경질무문토기 소형 발 1점과, 경질무문토기 동체편 1점이 출토되었는데, 

외부에서 주거지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3>	1호	주거지	조사후	전경

2. 삼국시대 석곽묘

삼국시대 석곽묘는 조사지역 내에서 모두 7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조사지역 남쪽 경계에서 확인

8)  국강고고학연구소에서 선행조사 한 주거지와 합친 규모는 길이 730㎝, 너비 520㎝, 최대 잔존 깊이는 40㎝이다. 

되는 2기는 국강고고학연구소에서 선행 조사한 석곽묘9)로, 이 2기를 제외하고 조사지역 내에서는 5

기가 신규로 확인되었다. 신규로 조사된 5기의 석곽묘 중 1, 4호 석곽묘는 석곽묘 외곽으로 주구가 조

성된 주구석곽묘로 확인되었다. 석곽묘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삼국시대	석곽묘	현황표

호수
평면

형태

장축

방향

묘광 규모(㎝) 석곽 규모(㎝)

출토유물 비고

길이×너비 길이×너비×깊이 장단비

1호 세장방형
북동-남

서
560×180 460×75×110 6.13

대부장경호, 파배, 개, 

고배, 재갈, 철도자, 어

망추

주구

2호 세장방형
북동-남

서
390×130 295×70×70 4.21

대부장경호, 파배, 개, 

고배, 철도자 
개석 1매

3호 세장방형
북동-남

서
340×133 270×65×80 4.15 개, 고배 개석 5매

4호 세장방형
북동-남

서
440×175 340×75×88 4.53 개, 철도자

개석 2매

주구

5호 세장방형
북동-남

서
(490)×195 (348)×72×90 · 단경호 격벽 2매

국강

10호
세장방형 동-서 250×100 160×50×45 3.20 고배 개석 6매

국강

11호
세장방형

북동-남

서
370×100 350×60×78 5.83

대부장경호

개배
개석 5매

※()는 잔존규모

조사된 석곽묘는 조사지역 내에 고르게 분포하며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석곽묘는 단축이 말각인 세장방형의 수혈을 굴착하고 내부의 석곽을 조성한 수혈식으로 확

인되었다. 장축방향은 대체로 북동-남서 방향이며, 두향은 동쪽으로 판단된다. 

개석은 2, 3, 4호 석곽묘에서 확인되었다. 2, 3호 석곽묘는 길이 78~97㎝, 너비 28~36㎝ 크기의 세

장한 할석을 사용하였으며, 4호 석곽묘는 길이 116~153㎝, 너비 84~102㎝ 크기의 판석형 석재를 사

용하였다. 

석곽 내부의 규모는 유실이 심해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5호 석곽묘를 제외하고 길이 

270~460㎝, 너비 65~75㎝, 장단비 4.15~6.13로 세장하며, 이 중 1호 석곽묘가 가장 세장한 대형의 석

9)   국강고고학연구소의 선행조사 시 조사경계에 접한 10, 11호 석곽묘는 국강고고학연구소에서 내부조사를 모두 진행하였으며,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

하기 위해 석곽묘 전체를 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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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묘로 판단된다. 

벽석은 각 석곽묘에 차이는 있으나 2~7단 정도가 잔존하고 있다. 벽석의 축조 방식은 장벽과 단

벽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 장벽에 축조 방식을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할

석만을 횡평적하여 놓은 방식(1, 4호)과 하단부는 천석을 상단부는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는 방식

(2호), 하단부는 할석, 상단부는 천석을 사용하는 방식(3호), 할석과 천석을 혼용하여 축조하는 방식

(5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벽의 경우에는 할석을 횡평적 또는 종평적하여 축조하였으며, 2호 석곽묘의 경우 판석형 석재 

1매를 놓은 뒤 상부에 천석 및 할석을 혼용하여 축조한 방식을 보인다. 

벽석의 축조 순서는 5호 석곽묘를 제외하고 동단벽 → 양 장벽 → 서단벽 순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5호 석곽묘는 남장벽을 축조하면서 서단벽까지 연결하여 축조한 것이 확인되며, 주・부곽

을 나누는 격석을 판석형 석재 1매와 할석 1매를 종평적하여 조성하였다.

벽석 사이는 점토를 이용하여 보강한 것이 확인되며, 벽석과 굴광선 사이에는 소형의 할석 및 점

토를 이용하여 뒷채움하였다. 석곽의 바닥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석곽 내부에서 출토유물은 대부장경호, 파배, 개, 고배 등의 토기류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토제 어

망추와 철도자, 재갈 등의 철제품도 확인되었다.

한편, 1, 4호 석곽묘 외곽으로는 주구로 판단되는 구가 확인되었다. 1호 석곽묘의 주구는 1호 석

곽묘에 동쪽을 제외하고, 평면 형태 ‘U’형에 가깝게 확인되었다. 석곽묘에서 약 70~250㎝ 떨어져 조

성되었으며, 동쪽으로는 교란 등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았다. 잔존 규모는 길이 22m, 너비 45~90㎝, 

최대 깊이 70㎝이다. 토층조사결과 주구 내부 단면 형태는 ‘V’자 형에 가까우며, 내부에는 흑갈색 사

질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회갈색 사질점토가 감입되어 확인되었다. 주구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호 석곽묘의 주구는 4호 석곽묘 북쪽에서 평면 형태 ‘ ’ 형으로 확인되었다. 4호 석곽묘에서 

약 130~140㎝ 떨어져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일부만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규모는 길이 

7.6m, 너비 70~150㎝, 최대 깊이 25㎝이다. 토층조사결과 주구 내부 단면 형태는 완만한 ‘U’형이며,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고배가 확인되었다.

<사진	4>	1호	석곽묘	조사	후	전경 <사진	5>	1호	석곽묘	전경

<사진	6>	1호	석곽묘	북장벽 <사진	7>	1호	석곽묘	남장벽

<사진	8>	1호	석곽묘	동단벽 <사진	9>	1호	석곽묘	서단벽

<사진	10>	1호	석곽묘	유물출토	광경 <사진	11>	1호	석곽묘	주구	내부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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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2호	석곽묘	조사	후	전경 <사진	13>	2호	석곽묘	남장벽

<사진	14>	2호	석곽묘	동단벽 <사진	15>	2호	석곽묘	유물출토	광경

<사진	16>	3호	석곽묘	조사	후	전경 <사진	17>	3호	석곽묘	남장벽

<사진	18>	3호	석곽묘	서단벽 <사진	19>	3호	석곽묘	유물출토	광경

<사진	20>	4호	석곽묘	조사	후	전경 <사진	21>	4호	석곽묘	개석	제거	전

<사진	22>	4호	석곽묘	남장벽 <사진	23>	4호	석곽묘	유물출토	광경

<사진	24>	5호	석곽묘	조사	후	전경 <사진	25>	5호	석곽묘	남서	회절부

<사진	26>	5호	석곽묘	격석 <사진	27>	5호	석곽묘	유물출토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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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국시대 옹관묘

삼국시대 옹관묘는 모두 9기가 조사되었다. 대부분 석곽묘 주변에 조성되었으며, 석곽묘의 배장

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1호 옹관묘는 1호 석곽묘 남쪽, 2호~4호 옹관묘는 2호 석곽묘 

주변, 5호 옹관묘는 4호 석곽 남쪽, 9호 옹관묘는 5호 석곽 북쪽, 6~8호 옹관묘는 국강고고학연구소

에서 확인된 11호 석곽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다. 

옹관묘는 장타원형에 수혈을 굴착 후 옹관을 수혈 내부에 안치하는 방식으로 조성하였다. 주축

방향은 대체로 석곽묘의 방향과 일치하는 북동-남서 방향이다. 옹관은 대부분 옹형토기 2개를 합구

한 형식이었으며, 3호 옹관묘의 경우 옹형토기와 파수부호를 합구한 주옹과 막음옹 저부에 토기 구

연부와 저부를 각각 덧댄 형태로 확인되었다. 6호와 9호 옹관묘의 경우 옹관 주변으로 할석받침이 

확인된다. 

또한, 1호와 5호 옹관묘의 경우 합구부에 점토를 이용하여 밀봉한 흔적이 확인된다. 3호와 9호 옹

관묘 내부에서 고배와 파배가 부장되어 있었으며, 8호 옹관묘의 경우 옹관묘 동쪽 굴광 내부에서 파

배 1기가 부장되어 있었다.

<표	3>	삼국시대	옹관묘	현황

번호 장축 방향
평면 

형태

묘광 규모(㎝) 옹관 규모(㎝) 바닥 

처리

부장 

유물
비고

길이 너비 길이 너비

1호 N-61°-E 타원형 123 48 103 40 생토 - 옹형토기 2개체, 합구부 점토, 서쪽 주옹

2호 S-76°-E 타원형 120 56 104 32 생토 - 옹형토기 2개체, 서쪽 주옹

3호 N-51°-E 타원형 108 57 99 34 생토 고배
옹형토기와 파수부호를 합구 후 동쪽은 토기 구연부, 

서쪽은 토기 저부로 덧댐, 서쪽 주옹

4호 N-66°-E 타원형 95 46 79 34 생토 - 옹형토기 2개체, 서쪽 주옹

5호 N-62°-E 타원형 137 54 93 28 생토 - 옹형토기 2개체, 합구부 점토, 서쪽 주옹

6호 N-28°-E 타원형 134 58 119 32 생토 - 옹형토기 2개체, 북쪽 주옹, 할석받침

7호 N-70°-E 타원형 88 51 75 28 생토 - 옹형토기 2개체, 동쪽 주옹

8호 N-44°-E 타원형 117 45 111 37 생토 파배 옹형토기 2개체, 서쪽 주옹

9호 N-77°-E 타원형 128 83 106 31 생토 파배 옹형토기 2개체, 서쪽 주옹, 할석받침

<사진	28>	1호	옹관묘	전경 <사진	29>	2호	옹관묘	전경

<사진	30>	3호	옹관묘	전경 <사진	31>	3호	옹관묘	출토유물

<사진	32>	53호	옹관묘	주옹	저부	덧댄	토기 <사진	33>	3호	옹관묘	막음옹	저부	덧댄	토기

<사진	34>	4호	옹관묘	전경 <사진	35>	5호	옹관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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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국시대 매납유구

삼국시대 매납유구는 1기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매납유구는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 중앙에 위치

하며, 서쪽으로 4호 석곽묘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내부에 1개의 단경호를 정

치하여 매납한 형태이다. 규모는 남북 길이 107㎝, 동서 너비 92㎝, 남북 길이 107㎝, 잔존 최대깊이 

22㎝이다.

<사진	44>	1호	매납유구	조사전	전경 <사진	45>	1호	매납유구	내부	토층

5. 삼국시대 구상유구

삼국시대 구상유구는 2기가 확인되었다. 1호 구상유구는 조사지역 서쪽에서 확인되며, 남서-북동 방

향으로 확인되었다. 잔존 규모는 길이 18.5m, 너비 45~90㎝, 최대 깊이는 50㎝ 이다. 토층조사결과 구 내

부 단면 형태는 ‘V’자 형에 가까우며,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점성은 약한 편이다. 

유물은 북동쪽에서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2호 구상유구는 3호 석곽묘 북쪽에 위치하며, 남-북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잔존 규모는 길이 7.8m, 너

비 95~210㎝, 최대 깊이 40㎝이다. 토층조사결과 구 내부 단면 형태는 완만한 ‘U’자 형이며, 내부에는 흑

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한편, 조사지역 북쪽에서 1호, 2호 구상유구 하부로 10~30㎝ 두께의 황갈색 점토층이 확인되며, 

점토층 하부에서 경질무문토기 및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점토 및 점토 하부의 퇴적 양상으로 볼 때 

유구의 내부토 보다는 자연구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36>	6호	옹관묘	전경 <사진	37>	7호	옹관묘	전경

<사진	38>	8호	옹관묘	전경 <사진	39>	8호	옹관묘	출토유물

<사진	40>	9호	옹관묘	전경	1 <사진	41>	9호	옹관묘	전경	2

<사진	42>	9호	옹관묘	옹관	제거	후(할석받침) <사진	43>	9호	옹관묘	출도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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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1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 <사진	47>	1호	구상유구	내부	토층

<사진	48>	1호	구상유구	유물출토	광경 <사진	49>	2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

6. 삼국시대 수혈

삼국시대 수혈은 조사지역 남쪽 중앙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혈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 가까우

며, 규모는 길이 230㎝, 너비 202㎝, 잔존 최대깊이는 81㎝이다. 내부에는 제첩류의 조개껍데기가 

10~26㎝ 두께로 퇴적되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폐기용 수혈로 판단된다. 유물은 장란형 토기 구연

부, 격자문이 타날된 토기 동체편, 토기 저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50>	1호	수혈	조사	후	전경 <사진	51>	1호	수혈	토층

Ⅲ. 조사성과

조사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267번지 일원으로 ‘초당동 철기시대・신라고분군’ 범위 중 중

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인 제1사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총 29기의 유구 중 삼국시대 주거지 및 석곽묘 등 삼국시대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이 19기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1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이며, 평면 형태는 장방형

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점토층 상부에서 경질무문토기 소형 발 1점과, 경질무문토기 동체편 1점이 출

토되었는데, 외부에서 주거지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복된 5호 옹관묘와의 선후관계를 볼 

때 철기시대 주거지가 아닌 삼국시대 주거지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석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의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며, 장단비 4.15~6.13

로 세장하다. 이 중 1호 석곽묘가 가장 세장한 대형의 석곽묘로 판단된다. 석곽 내부에서 출토유물은 

대부장경호, 파배, 개, 고배 등의 토기류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토제 어망추와 철도자, 재갈 등의 철제

품도 확인되었다. 한편, 1, 4호 석곽묘 주변으로는 주구가 조사되었으며, 4호 석곽묘 주구에서는 고

배가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옹관묘는 9기가 조사되었다. 주축방향은 대체로 석곽묘의 방향과 일치하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석곽묘 주변에 배치된 양상으로 볼 때 배장묘로 판단된다. 옹관은 대부분 옹형토기 2개를 

합구한 형식이었으며, 부장유물로는 고배와 파배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삼국시대 매납유구 1기, 구상유구 2기, 수혈 1기 등이 조사되었다.

강릉 초당동 일대는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이 밀집 분포되었으며, 강릉 초

당동 267번지 유적은 강릉지역 생활유적 및 분묘유적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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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영서지역은 원삼국시대부터 다양한 물질문화를 기반으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물질문화

들은 기존에는 ‘중도유형문화’(박순발 1996)의 설정과 범주 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중동

부문화권’에서의 ‘중도유형’(박경신 2018b), 혹은 ‘중도문화’(박중국 2018) 등으로 영서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주거와 취락, 노시설 등에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토기와 

철기를 대상으로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삼국시대는 백제 한성기까지 원삼국시대의 연장선

상에서 백제의 영서지역 혹은 북한강유역으로의 진출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는 주거와 취락의 물질문화 양상도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신라가 본격적으로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 

시기부터는 통일 이후의 유적들이 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영동지역에서 신라의 진출과 그에 따른 취

락 및 분묘의 전개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연구된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탓인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고대 강원지역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으로서 주거와 취

락자료가 대부분인 영서지역과 상대적으로 분묘자료가 풍부한 영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영서지역의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와 취락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해 보고,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생활양식

으로는 의례유구에 주목하여 보았는데 주로 원삼국~삼국(백제 한성기)시대에 걸쳐 운영된 취락들에

서 확인된 바 있지만 큰 관심은 받지 못하였다. 이에 의례유구에 대한 초보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그 

기능과 의미를 통해 고대 영서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일면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Ⅱ. 주거구조와 취락

1. 원삼국시기

영서지역의 원삼국시대 주거는 출입구의 독특한 형태에 착안하여 呂ㆍ凸자형(이하 여철자형)을 

기준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다가 송만영(1999)에 의해 평면형태는 순수 (장)방형에서부터 출입구

가 시설된 장방형, 오각형, 육각형으로의 변화과정이 설명된 이후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또 증가하는 주거자료들을 대입하면서 현재까지도 주거 분석의 1차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서

지역의 경우에도 출입구가 여철자형태로 시설되고 주실의 평면형태가 오각형, 육각형인 주거들이 절

대 다수의 비율로 확인된다. 다만, 순수 (장)방형 주거는 이전까지 그 수가 많지 않으면서 주거의 필수

요소인 취사ㆍ난방시설이 뚜렷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방형주거를 원삼국시대 초현기의 양상으로 보면서 주거의 변화과정을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박경신 20201))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주거의 변화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자 한다. 영서지역은 중동부문화권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원삼국시대 물질문화의 가장 큰 변화시점

으로서 중요 획기가 되는 자료들 중 첫 번째가 BC 1세기 전반부터 단결-끄로우노브카문화가 전역으

로 확산되면서 중도식 무문토기가 처음 등장하게 되며, 주거는 단순 토광식노를 시설한 방형의 토착

적인 형태를 계승한다고 한다(박경신 2018b). 그리고 이러한 방형주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홍천 철

정리Ⅱ A-5호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양평 양수리 537-1번지(한양문화재연구원 2018), 양

평 양수리 상석정유적(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8), 양평 양근리 493-3번지 1호 주거지(국토문화재연

구원 2019)에 가평 대성리 B지구(경기문화재연구원 2009)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중도식무

문토기의 등장 이후, BC 1세기 후반부터 점토대토기와 전국계 물질문화가 공반되는 양상이 기원전

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박경신 2018a). 

다만, 이 논고에서의 지적대로 이러한 물질문화의 존속기간이 짧은 편이고, 방형주거들로만 이루

어진 취락의 양상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2). 또한 원삼국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여철

자형태의 오각형 및 육각형 주거 위주의 취락 내에서도 소수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방형주거는 부속

시설로서의 기능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강세호 2018). 따라서 원삼국시대 초현기의 방

형주거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경계선으로 지적된 양평지역과 영서지역 간 물질문화 파급의 시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소수의 주거들만 분산되어 나타나는 양상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증가

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    박경신(2018b)은 이전의 논고에서는 네 시기로 구분하였으나, 이후 논고에서는 영동지역의 양상을 고려하여 두 번째 여철자형 주거의 등장시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2)     대성리 전기취락과 양수리 상석정유적 및 연접한 537-1번지 유적을 취락의 범위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도 규모가 소략한 양상이다.

Ⅰ.	머리말							Ⅱ.	주거구조와	취락							Ⅲ.	생활양식	–	의례유구의	기능과	의미							Ⅳ.	맺음말

연구주제발표	❶

영서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생활양식

강세호  | 중부고고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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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중도유형권	초기	주거지	및	공반유물(박경신	2020,	50p	그림	10) 두 번째 시기는 여철자형 주거에 새롭게 외줄구들이 결합되는 AD 2세기 전반이다. 외줄구들의 

기원 역시 단결-끄로우노브카 문화로 보면서 동북한지역을 거쳐 영서지역으로 파급된 것으로 본다. 

주거와는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다양한 루트로 확산되었으며,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

았다. 이와 같은 형태의 외줄구들은 춘천 율문리 75-2번지(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및 주변 일대에서 집

중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춘천 신매리3)에서도 같은 형식의 외줄구들이 조사되었다. 다만, 외줄구들의 존

속기간도 100년을 전후한 시기로 길지 않으며, 춘천 율문리 일대를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율문리 일대에 외줄구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각형의 무시설식 노를 시설한 주거

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인접해서 동 시기 중심취락인 우두동 일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

서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외줄구들이 파급된 시기에는 춘천 율문리 일대에 집중되면서 기존의 오각

형+무시설식 노 주거들과 공간적 분포를 달리하지만 존속기간은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강세호 2018). 

이러한 외줄구들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다수의 견해들이 발표된 바 있는데 최근까지

도 형식과 명칭, 기원의 문제 등(송만영 2015; 유은식 2015; 이병훈 2016; 박경신 2016, 2020; 박중

국 2016, 2020a)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외줄구들은 양구 고대리(

강원문화재연구소 2015), 화천 거례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3)에서와 같이 방형주거에 채용되기

도 하고, 화구에서는 고래가 두 줄로 이어지다가 후벽부에서 외줄로 좁아지거나 전체가 외줄구들로 

조성4)되기도 하며, 홍천 태학리 1호 주거지(한성문화재연구원 2020)와 같이 벽체를 점토로만 시설하

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때문에 외줄구들은 1차적으로는 2세기 전엽에 등장한 이후 영서지역에

서는 오각형 주거지 위주로 구성된 각 취락들에 공존하면서 율문리 일대에서와 같이 전형적인 ‘ㄱ’자

형에서부터 길이나 방향 등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김주홍 2014).    

반면에 동 시기 취락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오각형+무시설식 노의 주거는 세장한 형태로 주실

의 장단비가 길어지면서 노가 2~3개씩 시설되는 대형주거지들을 포함한 취락들이 다수 분포한다. 영

서 북부지역에서는 춘천 율문리ㆍ우두동ㆍ신매리, 홍천 태학리 등에서 확인되고, 영서 남부지역에서

는 원주 가현동, 평창 천동리 등에서도 확인된다. 시기는 AD 1세기부터 AD 3세기 전반까지로 폭넓

은 분포를 보이는데 영서 남부지역은 외줄구들이 확인되는 사례도 매우 적고, 세장방형 주거의 형태

도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양상이 영서 남부지역에서 기원전후에 

해당되는 주거나 취락이 부재하는 것에서부터 연동되는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현재까지의 자료

로 보는 한 영서 남부지역은 AD 3세기부터 취락의 규모들이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두

동이나 율문리와 같은 중심취락의 주거들 사이에서 물질문화의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주

변의 부속유구나 배치양상 등을 통해 주거군 차원의 행위 단위를 인지(송만영 2013)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육각형의 여철자형 주거가 완성되는 시기로서 AD 3세기 전반부터 확인되며 노시설로 

부뚜막이 새롭게 채용된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주로 경기권역에서 나타나며 영서지역은 소

위 ‘중도식주거지’로 불리는 육각형 평면에 점토띠식 노가 시설된 주거들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

다. 대표적으로 춘천 중도동유적을 비롯한 영서 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원주 가현동(강원문화재연구

3)  예맥문화재연구원, 2021, 「춘천 신매리유적Ⅲ」.

4)  국강고고학연구소, 2021, 「춘천 신북읍 율문리(84-1번지) 군부대 계류장포장 및 정비고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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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11), 횡성 읍하리(연세대학교원주박물관 2013,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ㆍ둔내(강원대학교박물

관 1984, 강릉대학교박물관 1997,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국강고고학연구소 2020), 영월 문산리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평창 후평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정선 예미리(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등 영서 남부지역의 수계망을 따라 폭넓게 확산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취락의 분포(강세호 2018, 2021)에 있어서는 영서 북부지역은 중심취락인 중도동을 기점으로 이

전 단계 중심취락이 위치했던 춘천 우두동, 율문리와 그 주변의 지내리 등지에서는 다소 산발적인 양

상이 확인된다. 홍천지역의 경우에는 성산리와 하화계리 일대가 중심지로 성장해 나간 것으로 보이며, 

화천 위라리(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문화재재단 2017), 양구 고대리에서 분포가 확인된다. 특히 

북한강 상류역은 화천 위라리 – 서오지리(정치영 외 2018) - 신매리 – 중도동으로 이어지는 적석총의 

분포지역에 위라리와 중도동과 같은 지역의 중심취락이 연동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홍천지역에서

는 적석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홍천강 수계의 교통로 상에 성산리와 하화계리가 위치하는 양상이다. 

영서 남부지역 중 섬강유역권은 원주 가현동을 중심으로 반곡동(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횡성 

읍하리, 그리고 최근 횡성 궁천리5)와 단야로가 확인된 원주 간현리6)에서 좁은 면적 내에 방형주거를 

포함한 취락의 일부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섬강유역권에서 더 많은 자료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주천강, 평창강, 동강유역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중심취락의 성장이 엿보이는 곳은 많지 않

지만 주거의 밀집도가 확인되고, 이 시기의 유물군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철기의 

출토량이 많은 횡성 둔내, 영월 주천리, 평창 후평리와 적석총 주변의 응암리, 정선 예미리 일대가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형적으로도 급격한 회절부가 많은 하천을 따라 상대적으로 취락이 입지하기 

유리한 지점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취락들이 연동된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2. 백제 한성기

영서지역의 백제 한성기 취락은 주요 교통로를 장악할 수 있는 지점에 거점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영서 북부지역에서는 화천 원천리(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홍천 하화계리(강원문화재연구

소 2005, 백두문화재연구원 2019), 영서 남부지역에서는 횡성 읍하리, 원주 법천리(강원고고문화연구

원 2019)에서 조사되었다. 이 시기의 주거는 횡성 읍하리의 일부 주거를 제외하면 4세기 중엽 이후부

터는 육각형 평면의 여철자형에 l자형부뚜막을 시설한 일률적인 형태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전 시기

에는 주로 대형 주거와 중소형 주거들이 군집을 이루며 분산배치 되었던 형태에서 백제 한성기 취락

은 중심부에 대형주거들이 열상으로 배치되고 주변으로 나머지 주거들이 배치되는 형태가 확인된다. 

유물군에 있어서는 타날문 취사용기 및 저장용기류가 완비되면서 합, 뚜껑, 직구단경호 등의 고급토

기류도 공반되며, 무엇보다 철기류가 종류와 수량에서 이전 단계 취락들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즉, 4세기 중엽 이후부터 충주 일대와 남한강 수로를 이용한 백제 제철기지의 조성과 철 및 철기

의 공급(정경화 2020)이 이루어지고, 백제 한성기의 거점취락들은 유기적인 연결망을 통해 철과 철

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21, 「횡성 궁천리(49-1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증북부지 내 유적(국비) 발굴조사 약보고서」.

6)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21, 「원주 간현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기를 공급받고 지역의 취락들에는 철저한 통제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화천 원천리 취락

에서 기종별로 다양한 철기의 사용이 이루어진 반면에 지역의 중심취락인 춘천 중도동에서는 동 시

기 철기의 출토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영서지역은 이전까지 수계망을 중심으로 적석총과 같은 공통된 양식을 매개로 하여 지역의 

중심취락들과 중소취락들이 완만한 연맹의 형태(김창석 2018)로 연결되어 있었고,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하려던 초반에는 수적 열세로 인해 기존 세력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현혜 1996)은 마한권이나 영서지역이나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백제의 거점취락

이 조성되기 시작한 4세기를 전후한 시점에는 지역 중심취락과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수평적

인 관계로 볼 수 있지만, 4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점차 힘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비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영서지역의 제 취락들은 춘천 중도동과 같이 백제 거점취

락과 공존하다가 점차 세력이 약화되거나, 위상이 하락되면서 주변 취락들과 백제 거점취락 사이의 

목적취락과 같은 형태로 변화(홍천 성산리)하기도 하고, 5세기를 전후로 소멸(원주 가현동, 횡성 둔

내)되기도 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뚜렷한 중심취락의 성장이 엿보이지 않는 영월ㆍ평창ㆍ정

선과 같은 곳에서는 부분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물질문화가 이입되면서 양 지대 사이에서 5세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2>		백제	거점취락	형성기	영서지역의	취락분포(□	백제	거점취락,	○	지역	중심취락,	●	지역	하위취락,	☆	적석총ㆍ고분	/	강세호	2021,	114p	그림	3)	



108 109연구주제발표 고대 강원지역의 삶과 - 죽음

영서지역에 진출한 백제 거점취락의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백제의 정치ㆍ사회적 거점의 역할이

겠지만 4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수로나 내륙 교통로를 장악하면서 지역 취락들에 대한 통제와 교통로

를 연결해주는 공급거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러한 취락들은 남한강 수로에서 충주–원주 법천리 

일대–양평 하자포리 일대–양수리를 거쳐 한강 본류로 이어지는 루트와 원주–횡성–홍천–춘천–화천으

로 이어지는 내륙교통로가 상정되고, 다시 양평 양수리에서는 북한강을 따라 가평 청평리 일대와 포

천방향으로 이어지는 가평 항사리를 거쳐 춘천으로 이어지는 루트 상에서도 백제의 공급거점 취락들

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화천 원천리유적과 같이 백제의 동계에 위치하면서 다량의 무기와 마구류 

등이 출토되고 백제 한성기의 마지막까지 단일 취락에서 주거들이 중복 조성되면서 유지된 곳은 방

어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백제의 거점취락이 형성된 지역들에서의 지역 취락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두 집단간의 ‘상

호 합의’의 문제로는 설명되지 않는데 화천 원천리나 횡성 읍하리와 같이 일정기간 지역 취락들과 공

존하거나 유지되는 곳도 있고, 홍천 하화계리와 같이 이전 시기 주거에 후축으로 백제 주거가 조성

되는 경우도 확인되어 일원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토 대상이 대부분 주거와 취락자료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지만 영서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던 지역의 취락들이 백제 거점취락의 형성

과 함께 어떻게 재편7)되었고, 그 과정에서 파급된 물질문화의 형태는 무엇이었으며, 백제가 우세하

게 된 이후부터의 지역 취락들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였는가에 대하여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고구려(계)의 주거     

영서지역에서 고구려의 주거로 알려지거나 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홍천 역내리 4호 주거지와 철

정리의 구상유구(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원주 건등리에서 주거지 3기와 구상유구 2기(예맥문화

재연구원 2008), 화천 위라리 5호 주거지에서의 신라토기와 공반된 소수의 고구려토기 등이다. 역내

리 4호 주거지는 평면이 육각형에 가까우며 한쪽 모서리에 강돌과 소토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노시

설로 추정되지만 뚜렷하지 않다. 원주 건등리 주거지8)들은 평면 방형의 1호에서만 ㄱ자 형태의 구들

이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천 위라리 5호 주거지는 (장)방형에 짧은 부뚜막이 시설된 형태

이다. 이 유적들은 공통적으로 출토된 고구려토기 양이부호를 통해 유적의 상한을 5세기 중후반(양

시은 2010)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철정리에서는 1자형에 가까운 구상유구와 삼국시대 주거지에 

후축으로 조성된 시기미상의 주혈군, 건등리에서는 방형 또는 ㄷ자형의 구상유구와 주거지 주변으로 

시기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주혈군들이 밀집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영서지역에서 고구려의 주거양상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춘천 만천리, 방동리, 신매

리, 천전리에서 고구려 석실분으로 보고된 것들과 최근 춘천 중도동에서도 보고자 추정 5세기 중엽
7)   이에 대해 본격적인 취락 재편 보다 관리적 차원의 거점을 형성하여 감시 차원의 통제를 하면서 거점 확보의 비용을 낮췄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

시된 바 있다(박지영 2017).

8)   최근 원주 건등리 334번지 발굴조사에서 삼국~통일신라 주거지 각 1기씩이 조사되었는데 삼국시대 주거지는 주실 육각형에 평면 철자형으로 후벽 

중앙에 강릉 송정동유적(국토문화재연구원, 예맥문화재연구원 2019)에서 다수 확인된 짧은 ∧,∩형태의 부뚜막이 시설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강

원고고문화연구원, 2020, 「원주 건등리 334번지 일원 농지개량 및 우회도로개설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을 상한으로 하는 고구려계 석곽묘 등이 잇따라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주로 영서 북부지역에 해당되

는데 여기에서 주거는 출토된 토기를 근거로 역내리에서만 1기가 확인되었고, 같은 양이부호가 출토

된 화천 위라리 5호는 신라 주거지이다. 역내리의 나머지 삼국시대 주거지들은 신라(계)의 주거로 판

단9)되며, 이후 시기에는 역내리와 철정리 일대에 신라 고분군이 축조되기도 한다. 한편, 양구 고대리

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15)의 보고자는 삼국시대 1ㆍ2호 주거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방사성탄소연대 결과와 함께 조사된 신라(계) 분묘 등을 근거로 5~6C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신라

유적으로 본 반면 주거지 내부의 구들시설을 고구려의 것으로 보면서 유적의 연대는 역시 5세기 후

엽에서 6세기 초엽으로 보는 견해(박천택 2018)도 제기된 상황이다. 반면에 주거지 3기가 출토된 영

서 남부지역의 건등리 유적은 조선~근대 수로를 제외하면 다른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

정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실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영서지역에서 고구려의 물질문화가 종류를 달리하면서 부분

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은 백제 한성기 이후의 삼국의 정세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주거자료가 매우 희소하고 이후 신라의 주거가 조성되거나, 신라의 주거 내에서 고구려의 

토기들이 출토되는 사례를 감안한다면 고구려 물질문화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영서 북부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어 온 고구려계 고분의 존재로 볼 때 어떠한 

형태로든 또 다른 흔적들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추가 자료가 확보되기를 기대해본다10). 

4. 신라(계)의 주거     

영서지역은 진흥왕 12년(551년)인 6세기 중반경에 신라의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선덕왕 6년(637

년) 우수주가 설치되면서 신라의 직접 지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지현병 2013). 이 중 6세기대

에 해당되는 유적은 대부분 춘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춘

천 우두동(강원문화재연구소 2011)과 근화동(강원고고문화연구원;강원문화재연구소;예맥문화재연

구원 2011)과 같이 대하천변의 충적지에서 확인되었는데 역시 평면 방형에 짧은 부뚜막이 시설된 형

태로 나타나며, 근화동에서는 평면 凸자형의 측벽으로 부뚜막을 시설한 형태도 확인된다. 또한 영

서 남부의 영월 팔괴리(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문산리(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삼옥리(강원문

화재연구소 2010) 등지에서도 늦은 시기의 신라 또는 나말여초기의 주거들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반면, 이들 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신라(계)의 주거들이 최근 영서지역에서도 확

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정선 아우라지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2019)에서는 평면 방형에 

짧은 부뚜막이 시설되거나 오각형 또는 육각형에 가까운 주실 평면의 여철자형 주거에 부뚜막을 시

설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뚜막의 위치가 백제 한성기 거점취락에서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후

벽 중앙 또는 우측에 치우쳐 시설되었던 것과는 달리 모두 후벽의 좌측 모서리에 시설되었다는 점에

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화천 위라리에서는 여철자형은 확인되지 않고 방형에 짧은 부뚜막을 시

9)  역내리에서 나머지 4기의 주거지를 신라주거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신유리 2011).

10)   고구려의 강원도 일원에 대한 지배방식을 제국의 전형적인 ‘변경’ 통치방식으로 보면서 간접지배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관련 유적이 확인되기 어

려움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신광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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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였으며, 양구 고대리의 신라 혹은 고구려 주거지 2기를 포함하면 이들 모두 편년적 위치는 5세기 

중후반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춘천 근화동(국강고고학연구소 2018)에서는 늦은 시기의 방형 주

거 외에도 철기시대로 분류된 여철자형(?) 주거지에서 경질무문토기와 신라토기가 공반되었는데 정

선 아우라지와 화천 위라리에서 신라토기 일색으로 전환되는 모습과 비교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서 남부지역은 정선 예미리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된 경부돌대호가 4세기 후반으

로 편년(박수영 2010)되고, 횡성 읍하리유적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들과 석곽묘는 5세기 전반~중반으

로 보고 있다. 성곽도 6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영동지역에서부터 양양–임계–정선–영월–단양–제천–충

주까지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 축조(김진형 2013)된다고 한다. 따라서 성곽 축조시점 이전부터 보다 

일찍 영동지역으로 진출한 신라의 물질문화가 영서 남부지역으로 유입된 양상이 이미 여러 자료로 

제시된 바 있으며, 5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영서지역에 간헐적으로 신라의 취락들이 조성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거유적들은 시기적으로는 백제 한성기의 마지막 단계부터 신라가 본격적으로 중부지

역에 진출하는 6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채워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자

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영서지역에서 공백기라고도 볼 수 있는 약 100년간의 물질문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루트를 통해

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 백제 거점취락의 소멸과 지역세력들의 동태, 고구려ㆍ신라의 통치방

식 등 당시 정세를 고려하면서 순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생활양식 – 의례의 기능과 의미 

일반적으로 의례는 공동체의 결속과 안녕을 위해서 일정한 규범에 따라 행하는 행동이며, 그것

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의례공간이다(이형원 2018). 의례공간은 영서지역의 원삼국~삼국시대 유적들

에서 청동기시대 환구와 같이 뚜렷한 흔적은 확인된 바가 없고, 의례유구로 추정되는 것들이 간헐적

으로 확인되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박경신(2012)은 의례유구는 농경사회의 중추적인 공

간으로서 기능하였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구획화, 상징화 되며 면적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고 제

장이 정치적 신분에서 경제적 직업군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중부지역 원삼국시

대 취락구조의 관점에서 의례유구를 파악하였는데 영서지역에서는 춘천 하중도(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2), 홍천 철정리Ⅱ(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홍천 성산리(강원문화재

연구소 2012)에서 의례유구를 추정하였다.  고은별(2020)은 유적별로 동물유존체 출토 양상을 분석

하여 춘천 중도동과 천전리ㆍ율문리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적석유구)

에서의 동물희생의례에 주목한 바 있다. 또한 박중국(2020b)은 하나의 수혈 내부에 혹은, 하나의 수

혈 외부에 독립적인 수혈을 파서 토기를 횡치상태로 매납한 유구들은 토기를 일반적인 저장형태가 

〈도면	3〉	영서지역	고구려(계)	유구와	출토유물(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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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방사상으로 배치했다는 점에서 의례유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면 영서지역에서 의례유구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모두 원삼국~삼

국시대의 취락들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홍천 철정리Ⅱ의 C-3호 

수혈은 방형에 ㄷ자 형태의 주구가 돌려져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사례가 확인된 바 없고, 춘천 하중도 

C지구의 토기밀집군은 중도동에서 다수가 확인되어 저장용도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우라지 적석총도 별도의 유구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제외하도록 한다. 나머지

는 단일 수혈 내지는 복수의 수혈에서 토기를 방사상으로 배치시켜 놓은 공통점이 있고, 일부에서는 

동물유존체가 확인되었다. 이 중 별도의 수혈 없이 바닥면을 얕게 굴착하고 토기들을 안치한 경우를 

Ⅰ식, 평면형태에 정형성은 없지만 얕은 수혈을 굴착하고 그 내부에 토기들을 안치한 형태를 Ⅱ식으

로 구분하였다.  

<표	1>	의례유구	현황표

식 유적명 유구명 토기배치 토기마감 동물유존체 비고

Ⅰ

춘천 하중도 C지구
토기밀집군5, 

34호 수혈유구
정치, 횡치 - - 중앙수혈

춘천 천전리

ㆍ율문리
3호 미상유구 횡치

점토, 

석재
돼지 하악골 중앙수혈

홍천 성산리 1, 2호 의례유구 횡치 - 돼지 어금니
중앙수혈

(1호)

Ⅱ

화천 원천리 3호 수혈 정치,횡치,도치 점토 - 내부수혈

춘천 중도동

A4구역 16호수혈

A4구역 18호수혈

A5구역 51호수혈

정치,도치 석재
16호 돼지 한 개체분 치아

18호 말 상ㆍ하악골

18호 폐기

장?

원주 가현동 철기 10호, 13호 수혈 횡치 - - -

횡성 읍하리

(예맥 2014)
3호 수혈유구 정치,횡치,도치 - - -

먼저 Ⅰ식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중앙에 (타)원형의 수혈을 둘러 싼 형태로 토기들을 배치하였다. 

춘천 하중도 C지구에서는 별도로 구분된 수혈 34호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수혈들 내부에서

는 탄화목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의도적으로 불을 피운 흔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토기는 정치 또는 

횡치의 형태이며 토기 입구를 점토로 마감하거나 석재로 뚜껑과 같이 마감처리 하였다. 천전리ㆍ율

문리 3호 미상유구에서는 석재로 입구를 막은 토기편 내부에서 돼지 하악골이 출토되었고, 홍천 성

산리 1호 의례유구에서도 돼지 어금니뼈가 출토되었다. 

Ⅱ식은 토기 배치에 있어 정치, 횡치, 도치 등 좀 더 다양한 양상을 띠며, 화천 원천리와 횡성 읍하

리에서는 세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나기도 한다. 화천 원천리 3호 수혈에서는 수혈 내부에 조성되었

다는 차이를 제외하면 Ⅰ식과 동일하게 중앙의 원형수혈에서 탄화목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점이 특징

이다. 마감은 역시 점토나 석재가 사용되었고, 춘천 중도동 A4구역 18호 수혈은 보고자가 수혈 폐기 

및 붕괴로 인한 내부퇴적 이후 목탄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는 층에서 유물과 석재가 공반되어 폐기장

으로 전용되면서 의례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출토맥락과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도면	2>		영서지역	신라(계)	유구와	출토유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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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유구들에서 의도적으로 토기를 배치한 양상과는 약간 다르지만 뚜껑용으로 보이는 석재들과 화

재층이 확인되고 말 상ㆍ하악골이 출토된 정황을 참고하였다. 

의례유구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는 대부분 돼지의 머리부위이다. 이처럼 어린 개체를 주로 희생

동물로 선택하여 머리부위를 주로 매납하는 것 등은 동물희생의례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고

은별 2020). 중도동 A5구역 18호와 같이 말머리가 출토된 사례는 영서지역에서 화천 원천리 22호 주

거지의 사례가 있고, 풍납토성 경당지구 9호를 비롯하여 북한강유역에서는 가평 대성리B지구(경기

문화재연구원 2009)와 양평 양수리 537-1번지(한양문화재연구원 2018) 수혈유구 등 출토유구의 종

류와 시기폭이 매우 넓다. 이 외에 의례유구에서 곡물과 같은 것들은 확인되지 않아서 현재까지의 자

료로 보는 한 주로 돼지를 이용한 동물희생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군은 대부분 토기이고 일부 뚜껑으로 사용한 석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토기의 출토기종

들이 흥미롭다. <도 5>를 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원저형태의 타날문단경호가 1점씩은 포함되어 있

고, Ⅰ식의 춘천 하중도C지구는 타날문토기 기형을 모방한 듯한 경질무문토기 평저호가 1점 포함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질무문토기류에서도 기본적으로 소형의 심발과 같은 기형에서부터 크기별 

외반구연옹들이 포함된다. 화천 원천리에서는 저부에 방형의 물레축흔이 남아 있고, 구연부를 회전

물손질로 정면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대형의 호류도 1점씩은 출토되었다. 하중도C지구, 천

전ㆍ율문리, 가현동, 읍하리에서는 비교적 대형에 해당하는 내만구연토기로 대형호를 대신한 것처럼 

보인다. 즉, 적어도 위에서 분석한 유구들에서는 의례행위에 있어서 비슷한 기종의 토기들을 한 세트

의 개념으로 사용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취락 내에서 의례유구의 배치 양상이다. Ⅰ식부터 살펴보면, 춘천 하중도 C지구 5호 토

기밀집군과 수혈 34호는 당시의 조사지역 중앙에 주거지들이 밀집된 지점의 후면에 위치한다. 춘천 

천전ㆍ율문리는 협소한 조사지역의 한계로 인해 전반적인 양상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홍천 성산리 1

호 의례유구는 중앙에서 약간 서쪽, 2호 의례유구는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지점에서 각각 15호와 대

형의 36호 주거지11)에 인접해 있다. Ⅱ식의 화천 원천리는 취락의 북동쪽 가장자리에서 확인되었고, 

춘천 중도동 A4구역의 16ㆍ18호 수혈은 주거가 밀집된 부분들 사이에 굴립주건물지들과 접해 있는

데, 중도동 취락 A구역에서는 일반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원주 가현동에서는 중앙 동쪽부분의 주

거군들 사이에 수혈 10호가, 중앙 서쪽부분의 철39호 대형주거지 후면에 13호가 위치한다. 횡성 읍하

리 역시 화천 원천리와 마찬가지로 취락 내 주거밀집지역과는 떨어진 곳으로 판단된다.

즉, 화천 원천리와 횡성 읍하리를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대체로 주거군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취락은 재지취락에서 백제의 거점취락으로 변화되는 곳으로서 성격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춘천 중도동(하중도C지구 포함)과 홍천 성산리, 원주 가현동은 백제 한성기에 공

존하거나 소멸하는 지역의 중심취락들에 해당된다. 이러한 양상이 기존 연구(박경신 2012)에서 지적

하였던 도시화에 따른 의례기능의 축소와 관련이 있는지는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의

례를 담당하는 개인 또는 직업적 인물을 상정한다고 할 때에 의례유구에서 그 담당자는 가장 인접한 

주거에서 거주 혹은 의례관련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홍천 성산리 15호, 36호 주거지의 구조

11)   홍천 성산리유적 동물뼈 분석결과를 보면 36호 주거지에서는 소 아래턱뼈와 허벅지뼈가 조각으로 출토되었고, 이밖에도 26호 주거지에서 돼지 주

걱뼈가 출토된 바 있다(최삼용 2012) 

〈도면	5〉	영서지역	의례유구	출토	토기군(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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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출토유물군으로 볼 때 이 역시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의례유구가 확인되는 취락들은 모두 AD 3~4세기에 운영되었던 곳들로서 시기성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백제 거점취락이 조성된 지역의 의례유구에서도 여전히 토기군

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점에서 완전하게 백제의 거점화가 진행되는 4세기 중엽 이전

까지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춘천 중도동과 같은 지역 중심취락에서도 4세기중엽 이후부터 타날문 

취사용기가 상용화되는 것으로 보면, 그 이전시기까지 타날문토기류 중 취락들에서 가장 많이 출토

되었던 단경호류와 같은 기종들이 의례행위에 선택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화천 원

천리 22호 주거지에는 풍납토성 경당지구와 마찬가지로 말머리가 출토되었는데, 이 주거지는 원천리 

취락 1기에 해당되는 주거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취락 내 중앙에 열상으로 배치된 21호 주거지를 파

괴하고 후축으로 조성되었다. 22호 주거지는 출입구 부분이 다른 주거지들에 비해 급경사를 이루도

록 조성된 것을 제외하면 유물이나 다른 부분에서 특별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데, 1기 취락에서 최

성기인 2기부터는 백제 중앙에서와 같이 말머리를 의례에 활용하는 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례행위는 영서지역의 중심취락들이 4세기를 전후한 시점까지 완만한 

연맹을 형성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들 공동체의 결속과 안녕을 위해 일정한 규범에 따라 행해진 행

동의 산물일 것이다12). 물론 시론적인 입장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남아 있지만 의례유구의 출토 맥락

과 유구ㆍ유물의 유사성으로 볼 때 영서지역 취락들 내에서 혹은 취락들 간에 행해진 반복적인 의례

행위의 패턴이 고고학적 증거로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각 지역의 중심취락들은 이러한 

의례행위를 통해 중소단위 취락들에 대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Ⅳ. 맺음말 

이번 발표에서는 영서지역의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취락에 대해 기존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이

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앞으로 중점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을 짚어 보았다. 그리고 의례유

구의 기능과 의미를 통해 원삼국~삼국시대(백제 한성기) 생활양식의 일면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

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원삼국시대의 주거와 취락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획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초현기는 부

분적인 물질문화의 양상만 확인되고 있어 향후 자료의 증가와 그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이 보강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시기는 외줄구들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춘천 율문리 일대에 집중되어 있

지만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다소 산발적으로 확인되면서 존속기간도 짧고, 이후부터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 시기에도 여전히 평면 오각형에 무시설식 노를 시설한 주거들이 

12)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중심취락들과 백제와의 어떠한 관계변화에 따른 산물일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한다. 

〈도면	6〉	의례유구와	인접주거지	유물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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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취락을 비롯한 대부분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외줄구들이 등장하고 소멸하는 약 100여년의 기간 

동안 영서지역 제 취락들에서 나타나는 변화나 차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들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기는 부뚜막이 등장하는 3세기대로 춘천 율문리 335-4번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8)에서와 같이 

부뚜막이 채용된 후 다시 점토띠식 노를 시설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영서지

역에서 춘천 중도동과 같은 중심취락이나 다른 지역의 중ㆍ소규모 취락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따라서 백제 한성기 거점취락들이 등장하는 4세기 중엽 이전까지 영서지역의 취락들이 어떻게 변화

해 왔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시대는 백제 한성기 이후의 자료들로 고구려와 신라 관련 물질문화가 나타나는 시점을 대부

분 5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계)로 알려진 주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고분군들과 토기 

등의 물질문화 요소는 영서지역 곳곳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추후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 보아야 할 것

이다. 또한 신라(계)의 주거들이 백제 한성기 이후부터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향후 이러한 자

료들을 발굴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자료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전

공 및 연구자들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 영서지역에서 이전까지 공백기에 가까웠던 100여년간의 물질

문화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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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께서는 그동안 원삼국~삼국시대 영서지역의 주거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셨으며, 이번 발표문 또한 그 결과물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발표문은 영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원

삼국~삼국시대 주거 및 취락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한 문제제기

와 의례 유구를 분석하여 그 기능 및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대체로 발표문의 내용에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짧은 식견으로 인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발표자께 질

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문에서는 원삼국 시대를 3시기로 구분하고, 두 번째 시기인 AD 2세기 대의 특징으로 

여ㆍ철자형 주거지와 외줄구들의 결합 양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줄구들은 다양한 변화를 보이

며 전개되는데 주로 영서 북부지역의 율문리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영서 남부지역에서는 거의 확인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율문리나 우두동 유적과 같이 영서 북부지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

기부터 대형 주거지나 중심 취락이 출현하는 반면, 영서 남부지역에서는 AD 3세기가 되어서여 취락

의 규모가 확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서지역 내에서의 차이는 어떠한 이유로 생겨나는지, 그

러한 차이와 외줄구들의 결합이라는 물질적인 변화상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

고 싶습니다.  

2. 한편 발표문에서는 외줄구들의 기원과 관련하여 단결-끄로우노브까문화 기원설을 염두에 두

고 논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러 기원설 중 단결-끄로우노브까문화의 영향을 받았

다고 전제 했을 때, 주거형태와 출토유물(특히 토기) 양상의 경우 영서지역을 비롯하여 영동지역 또

한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노 시설의 변화만 확인될 뿐 외줄구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

으나 영동지역에는 외줄구들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여

쭤보고 싶습니다.       

토론문	❶

‘영서지역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와 생활양식’에 대한 토론문

이준민  | 화서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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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강원 영동지역 삼국시대 분묘-이후 신라분묘로 칭함-는 유구 및 유물을 통해 보면 신라와의 연관

성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확인되는 신라분묘에 대한 연구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영동지역 신라분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조사된 강

릉과 동해.삼척을 중심으로 진행1)되었고, 근래에는 강릉지역 신라분묘의 연구를 통해 전개양상 및 특

성2)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에 따른 신라화(영역화) 과정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시행되어 일정부분 괄목할만한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李相洙, 1995,「영동지방 신라고분에 대한 일고찰-북평지역 고분군을 중심으로-」,『한국상고사학보』18, 韓國上古史學會.

          ,  2002,「嶺東地方 古墳의 分布樣相과 그 性格」,『삼국의 접점을 찾아서』제28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韓國上古史學會.

    早乙女雅博, 1997,「三國時代 江原道の古墳と土器-關野貞資料土器とその歷史的意義-」,『朝鮮文化硏究』第4 .

    定森秀夫ㆍ白井克也, 1999,「韓國江原道溟州下詩洞古墳群出土遺物-東京大學工學部建築史硏究室所藏資料の紹介-」,『朱雀』11.

    李漢祥, 2003,「5∼6세기대 동해안지역 신라고분의 조사성과」,『신라고분의 지역상』, 第12回 嶺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嶺南考古學會.

             ,  2003,「동해안 지역의 5∼6세기대 신라분묘 확산 양상」,『嶺南考古學』32號. 嶺南考古學會.

    李昌鉉, 2005,「江陵地域 新羅古墳 硏究」, 檀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論文.

             ,  2005,「江陵地域 新羅古墳의 形式學的 考察」,『江原考古學報』第6號, 江原考古學會.

2) 崔鍾來, 2007,「新羅의 江陵地域 進出過程에 대한 試論的 硏究-5세기대 분묘자료를 중심으로」, 公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論文.

    李昌鉉, 2007,「강릉지역 신라고분의 발생과 전개」,『2007강원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홍보식, 2007,「강원지역의 신라고분 전개양상」,『2007강원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3) 沈賢容, 2008,「考古資料로 본 新羅의 江陵地域 進出」, 慶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論文.

    李盛周.姜善旭, 2009,「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강릉 초당동 유적』, 한국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박수영, 2009,「江陵 草堂洞 三國時代 遺構와 遺物에 대한 小考」,『강릉 초당동 유적』. 

             ,  2009,「강원 영동지방의 신라화에 대한 검토」,『강원고고학의 새로운 쟁점과 시각』, 2009년 강원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  2010,『4∼5世紀 嶺東地域의 考古學的 硏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嶺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論文.

이러한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분묘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신라화 과

정에 대한 연구 성과는 강원도의 신라분묘 및 발굴조사 자료가 지역적으로 편향된 점에 크게 기인한

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역사적인 맥락에 있어서도 강원도의 신라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동지

역에서 영서지역으로의 점진적인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신라분묘의 출현 및 신라화의 과정이 영동지역 중에서도 강릉 중심지4)에서부터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에 시작되어 5세기 중후엽에 이르러 북쪽으로 양양 남대천 이남, 남쪽으로는 삼척 오십천 이북과 

더불어 영서지역의 일부까지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동지역에 대한 신

라분묘 등의 연구를 통한 신라의 영동지역 신라화 과정은 당시의 삼국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더불어 이후 신라가 중원 및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게 되는 양상과 맞물려있는 것

이라고 발표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발표자는 이전에 졸고5)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기도 하였

다. 다만, 최근 강릉지역에서 새롭게 발굴 조사된 자료를 통해 발표자의 생각을 일부 수정.보완할 필

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동안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라분묘 및 이에 따른 신라화 과정의 연

구 성과 등을 계승하는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고고학적 자료를 보완.수정하여 영동지역-지역적 편중

에 따라 강릉이 중심이 되겠지만- 신라분묘의 묘제별 특징과 시기적인 변천 및 확산과정을 살펴보고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먼저 본 연구의 공간적인 연구대상은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발굴 조사된 신라분묘 유적을 중심으

로 하나, 논지의 전개상 필요할 경우 영동지역의 삼국시대 취락유적도 일부 포함한다. 다만, 실질적

인 공간적인 연구대상은 강원 영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신라분묘 유적이 조사된 강릉이 중심이 

될 것이며, 신라분묘의 시간적인 확산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삼척과 양양 및 영동지역과 인접한 영서

지역 일부 신라분묘 유적도 참고한다.

둘째로 연구대상의 시간적인 범위이다. 본 연구의 주제가 영동지역 삼국시대 분묘와 매장양식이

므로 6세기 중엽 이후 확인되는 석실분도 일부 포함되어야 하겠으나, 이 시기는 강원 영동지역에 대

한 신라의 영역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해당되고, 발표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논지에서 벗

어나기도 하므로 여기에서는 발표자의 편년관에 입각하여 강원 영동지역에서 신라와 관련한 분묘가 

처음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4세기 후엽부터의 목곽묘 및 석곽묘에서 횡구.횡혈식 석실분으로 변화

4) 강릉 중심지는 동해안을 기준으로 북쪽은 경포에서부터 남쪽은 안인리가 위치한 군선강 일대 까지를 지칭하며, 해안선 길이는 약 10km 정도이다.  

5) 박수영, 2009,「江陵 草堂洞 三國時代 遺構와 遺物에 대한 小考」,『강릉 초당동 유적』. 

             ,  2009,「강원 영동지방의 신라화에 대한 검토」,『강원고고학의 새로운 쟁점과 시각』, 2009년 강원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  2010,『4∼5世紀 嶺東地域의 考古學的 硏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嶺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論文.

Ⅰ.	머리말Ⅱ.	연구대상과	연구방법Ⅲ.	묘제	및	유물의	검토Ⅳ.	영동지역	신라분묘	이입.확산과	그	배경Ⅴ.	맺음말

연구주제발표	❷

영동지역 삼국시대 분묘와 
매장양식

박수영  | 예맥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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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시작하는 6세기 중엽까지를 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셋째로 영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신라분묘의 

묘제는 목관묘6), 목곽묘, 석곽묘, 옹관묘, 석실

분 등이 있다. 석실분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연

구대상의 시간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세세

한 분석은 제외하겠으나, 개별 고분군에 있어 

고분군 축조의 始終에 따라 묘역의 변화 양상

은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양상에 대

해서는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옹관묘

는 단독묘로 이용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

체적으로 주 묘제의 배장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묘제별 내부구조 

및 출토유물을 통하여 추출된 각 고분군 내 및 

각 고분군 사이의 차이점을 통해 묘제의 시간적

인 변화과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개별고

분군 현황에 대한 세세한 별도 설명은 생략하

며, 묘제별 분석 등에서 필요시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넷째로 출토유물의 현황 및 개별 검토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세세하게 언급하기 어려우므로 미

시적인 분석은 최대한 지양하며, 거시적인 관점으로 파악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에서 다루는 영동지역 신라분묘 및 신라토기의 절대연대에 관한 문제이다. 오

랜 기간 동안에 이르는 신라분묘에 대

한 연구의 축적으로 경주지역에서 확

인된 신라토기의 상대연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월성로 가 13

호, 황남동 109호 3.4곽, 미추왕릉 5구 

1호묘→미추왕릉 5구 6호묘, 경주 안계

리 3호, 황남동 110호분→황남대총 남

분→황남대총 북분의 순서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연대에 있어서는 

연대적인 의미가 매우 큰 황남대총 남

분의 절대연대 위치를 어디에 놓느냐

에 따라서 연구자간의 편년 차이가 크

6) 목관묘는 강릉 송정동B유적에서 조사의 예가 있다. 다만, 규모적인 측면 등에서 목관묘일 가능성도 있으나, 유물의 출토양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유

구들은 목곽묘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일단 보고자의 의견에 따라 목관묘로 분류하며, 그 상세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게는 50년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경주지역 신라분묘의 절대연대 차이에 따라 영동지역 신라분묘

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연구자간 신라분묘의 출현 시기 역시 크게 2분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영동지역에 있어서 재래의 呂.凸자형 주거지 및 경질무문토기로 대표되는 중도식문화에서 

신라문화로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시기 및 시각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발표자는 나름의 생각과 연구에 의해 황남대총 남분의 절대연대는 5세기 

3/4분기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경주지역 신라분묘와 출토유물의 연대는 5세기 1/4

분기→5세기 2/4분기→5세기 3/4분기→5세기 4/4분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주지역 고분의 편

년관을 강원 영동지역 신라분묘 및 출토유물에 준용하여 논지를 진행할 것이지만, 분기의 구분이 다

소 모호할 경우 전.중.후엽으로 구분하도록 하겠다. 

Ⅲ. 묘제 및 유물의 검토

1. 목관묘

1) 유구

조사된 보고에 따르면, 강릉 송정동B유적7)에서 삼국시대 목관묘가 최초로 조사되었다. 묘광의 규

모는 후술될 목곽묘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나, 평면형태 및 장단비 등은 거의 유사하다. 보고자는 층위 

및 내부조사에서 목관의 흔적이 확인되거나, 유구의 규모나 형태 및 부장유물의 위치 등을 통해 목관

묘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구에서 목관과 묘광 사이의 충전 양상이 관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어서 묘광과 목관 사이가 거의 밀착되게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묘광의 장단비가 목곽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장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 유구의 경우 두부 및 족부로 편향되어 유물이 부

장되어 있는 양상을 통해 보면, 묘광에 거의 완전하게 밀착하여 목곽을 조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후술될 강릉 송정동B유적의 목곽묘와 목관묘로 분류된 분묘가 출토유물 상에서 큰 시

기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점을 보면 더욱 더 그러하다. 

7)  국토문화재연구원, 2020,『강릉 송정동 산103번지 B유적』.

<도면	2>	강릉	중심지	4~5세기대	유적	현황	

<도면	1>	강원	영동지역	분석대상	유적	관련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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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강릉	송정동B유적	목관묘(S:1/60)	

2) 유물 

(1) 부장양상

유물의 부장양상은 강릉 송정동B유적 보고자에 따르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목관 상부, 두

부 및 족부가 그것이다. 목관 상부의 경우 목관이 부식되면서 묘광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

고, 두부와 족부에는 토기류 1∼3점을 매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은 두부와 족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의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후술될 목곽묘에서도 나타나는 양상

으로 착장유물로 파악되는 도자류와 소형 지석을 제외하면, 묘광의 규모 등을 볼 때, 전술하였듯이 별

도의 부장공간의 양상이 확인되는 양상이 나타나므로 목관 내에 매납하였다기 보다는 목곽이 조성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강릉 송정동유적에서 확인된 목관.목

곽.석곽묘의 시기적인 차이가 크지 않는 양상을 통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 부장유물의 조성

강릉 송정동B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9점이며, 신라토기는 출토되지 않는다. 1호와 

6호 목관묘로 명명된 분묘에서 중도식토기로 지칭되는 경질무문토기 계통의 저부와 호류가 각각 출

토되었고, 나머지에서는 단경호 및 컵형토기, 철도자 등이 확인된다. 일부 연질이 확인되나, 다수가 

도질의 소성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단경호는 재지의 중도식문화로 파악되고 있는 呂자 또는 凸자

형 주거지인 강릉 안인리 1호 주거지 및 동해 송정동 36호 주거지, 강릉 강문동 308-12번지 및 강문

동 126-1번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컵형토기는 고식도질토기로 강릉 안현동 삼국시대 주거지 및 강릉 강문동 토성 Ⅰ기에 

해당되는 2호 소토유구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러한 컵형토기는 강릉 송정동B유적의 분묘 이외에 삼

국시대 1호 주거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는데, 영동지역. 특히 강릉 중심지에서 재지의 중도식문화에서 

신라문화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3) 목관묘의 조영시기

강릉 송정동B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

술될 강릉 송정동B유적 목곽묘 및 석곽묘 유물과 거의 기형이나 기종의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신라토기는 출토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분묘에서 중도식토기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 양상이

다. 중도식토기 유물이 단경호 및 고식도질토기인 컵형토기와 동반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의 상대서열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도질토기의 양상을 통해 볼 때, 4세기 후엽에서 5세

기 초반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될 목곽묘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도면	4>	송정동B유적	목관묘	출토유물(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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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곽묘

1) 유구

현재까지 삼국시대 목곽묘는 영동지역에서 영진리.안현동.초당동.병산동8).송정동B유적 등 강릉

에서만 조사되었다. 

조사된 목곽묘를 통합하며 살펴보면, 묘광의 평면형태는 대체적으로 장단비가 3:1을 넘지 않는 

장방형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초당동 및 안현동 고분군에서는 장단비가 3:1을 넘는 세장방형도 

있으며, 이는 부곽을 마련한 동혈주부곽식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묘광의 규모에 따라 길이 

400cm 이상의 대형과 250cm 전후의 중형 및 소형으로 구분되며, 중형급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이러한 묘광의 규모에 따라 출토유물 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세세한 위계를 언급할 정도

는 아니다. 묘곽의 평면형태는 길이가 200cm를 넘지 않는 소형의 경우는 대부분 장방형(3:1 미만)을 

나타내지만, 그 이상일 경우는 장단비가 3∼5:1로 다소 세장해진다. 자연적.인위적 삭평과 교란 등으

로 인해 잔존하고 있는 깊이는 10∼100cm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목곽묘는 부곽이 없는 단독곽이지만, 안현동 4호 목곽묘 및 초당동 271-9번지 1.2호 목

곽묘9)는 동혈주부곽식으로 확인되었다10). 특히 안현동 4호 목곽묘는 부곽의 바닥이 주곽의 바닥보다 

약 10cm 정도 높게 시설되었고, 목재를 이용하여 격벽시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면	5>	목곽묘	유형	

8)   병산동 고분군에 대한 1998년도 강릉대학교박물관의 조사지역에서 목곽묘의 조사예가 있으나, 정식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

기 힘들어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한다.

9)  한국문화재재단, 2019,「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강릉 초당동 271-9번지 유적-」.

10)  강릉 송정동B유적 5호 목곽묘도 동혈주부곽식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목곽은 안현동에서 조사된 예를 참고하면, 5∼10cm 내외의 판재 내지는 각재를 이용하여 결구한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일부 목곽의 토층에서 내부 함몰토층과 달리 충전토 앞쪽으로 수직상의 토

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따라 목곽의 길이방향으로 나타나는 목곽의 부식흔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안현동 목곽묘 중 11기에서 목탄이나 약 5∼10cm 정도의 너비를 가진 평행상의 목탄열이 확인

되며, 조사된 목곽묘의 절반에 이르는 18기 정도에서 양쪽 단벽 묘광과 목곽 사이 충전토 앞쪽으로 

세장방형 형태로 너비 10∼20cm, 깊이 10cm 내외로 굴착하여 단벽의 목재를 끼우는 홈이 마련되

기도 하였다. 다만 네 벽면에 사용된 목재가 각각 하나의 판재로 이루어져 목곽을 가구하였는지 아

니면 일정한 너비를 가진 판재 수매를 중층으로 쌓아 목곽을 가구하였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안현

동 목곽묘에서 목탄이 확인된 11기의 목곽묘에서는 내부 함몰토층에서 목탄은 확인되지 않으며, 목

곽 벽체에서만 확인되는 양상이고, 주로 경사면과 접한 북쪽 벽면에서 확인된다. 얇은 2열의 평행 띠

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목곽을 완전히 태우기보다 표면을 그을리거나 얇게 태운 

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까지 안현동 고분군 목곽묘에서만 확인되는 양

상으로 그 이유11)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대체로 경사면과 접한 북쪽 벽재를 태운 행위가 다

수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목곽에 사용된 부재의 부식을 다소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추측되며, 이

는 양쪽 단벽에 확인되는 목곽 부재를 세워 끼우기 위한 목곽 홈과 더불어 목곽의 견고성을 위한 방

안으로 추정된다. 

사진 1 		목곽묘	축조	및	목탄	노출양상

11)   목곽의 일부를 태우는 습속은 영남지역 초기 목곽묘에서 일부 확인된다. 이러한 습속은 영남지역 목곽묘의 유입과정과 관련하여 중국 북방지역과

의 관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다만 안현동 목곽묘와는 상당한 시기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고, 영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양상은 네 벽은 일반목재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천정부재나 바닥부재를 태워서 사용하였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습속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李在賢, 1994,「嶺南地域 木槨墓에 대한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 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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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시설은 고분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송정동B유적에서는 모두 맨바닥으로 확인되었

고, 초당동 고분군에서는 천석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 시상시설을 한 경우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안

현동 고분군에서는 21호와 36호 목곽묘의 바닥에 할석을 드문드문 깔아 관대 형태로 시설한 것 이외

에는 모두 맨바닥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현동 목곽묘 중 맨바닥으로 확인되는 일부 

분묘 중 바닥에서 유기질의 흔적이 피장자를 안치한 범위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목관을 사용한 것인

지 아니면 석재 시상을 대용하여 목재나 초본류를 깐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목관의 사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영진리 고분군에서 조사된 목곽묘 중 30기에서는 천석으로 시상을 시설하였으며, 

나머지 15기는 맨바닥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상이 설치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목곽과 묘광 사이의 충전은 묘광 굴착 시 나온 토사를 그대로 충전한 순수 목곽묘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가운데, 초당동 271-9번지 1호 목곽묘는 동.남.북벽에 ㄷ자 형태로 할석+토사를 섞어 충전

하였고, 안현동 21호 목곽묘는 토사와 할석을 8:2 정도의 비율로 함께 충전하기도 하였다. 영진리 고

분군에서는 조사된 목곽묘의 약 1/4 정도인 10기 정도에서 천석을 이용하여 충전한 경우가 확인되는

데, 이러한 형태의 목곽묘를 사방적석식의 적석목곽묘로 분류하기도 한다12). 

2) 유물

1) 부장양상

유물의 부장은 교란이나 삭평, 도굴 등에 의해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크게 4개 유형으

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양단부장이며, 이와 함께 목곽의 상부나 충전토의 상부에 토기를 매납한 경

우도 확인된다. 조사된 목곽묘 중 유물의 부장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여 가

장 보편적인 유물의 부장유형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동혈주부곽식으로 양단부장+부곽부장으로 초

당동과 안현동에서 파악된다. 상기 두 유형의 유물부장양상은 일반적으로 두부로 판단되는 단부에는 

고배나 소형의 호류를 부장하였고, 족부로 판단되는 단부에는 소형토기가 같이 매납되기도 하지만, 

비교적 대형의 호류를 부장하는 양상이 간취되며, 이는 후술될 석곽묘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다. 세 번

째는 족부나 두부의 한쪽 단부에만 부장하는 것으로, 양단부장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마지막

으로 목곽의 중앙부장으로 표본이 가장 적으며, 안현동 13호 목곽묘 1기만 해당되는데, 유구의 삭평

이 상대적으로 심한 점을 보면, 족부에 단부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다수의 유구에서는 토기류와 함께 철기류를 함께 양단 내지는 단부에 매납하는 경우가 다수이

며, 중형급 목곽묘 일부에는 마구류나 갑주 등이 부장된 양상도 관찰된다. 일부 유구에서는 양단 이

외에 피장자의 측면에 철기류를 부장하였는데, 다수가 철도자이며, 환두대도와 철부, 철겸 등이 부

장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충전토 하부에 토기나 철기류를 매납한 경우도 소수이지만 확인된다.

12)  김대환, 2001,「영남지방 적석목곽묘의 시공적 변천」,『영남고고학』29, 영남고고학회.

      孫貞美, 2006,「동해안지역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 嶺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類學科 碩士學位論文.

      沈賢容, 2008,「考古資料로 본 新羅의 江陵地域 進出」, 慶北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論文.

<도면	6>	목곽묘	유물	부장유형	

2) 부장유물의 조성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로 나누어지며, 출토유물의 구성 및 기종 등

에서 고분군 내에서의 정확한 위계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후술될 석

곽묘와는 달리 목곽묘에서는 고총급 고분으로 볼만한 탁월한 규모나 부장품의 우월한 양상이 나타나

지 않는다. 다만, 무덤의 규모 및 일부 유물에서 마구 또는 갑주가 출토되는 양상을 통해 볼 때, 일정

부분 피장자의 위계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조사된 목곽묘의 유물 구성을 통해 보면, 강릉 송정동B유적 목곽묘에서는 전형적인 신

라토기는 출토되지 않으며, 전술된 송정동B유적 목관묘와 기종 구성 및 형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

이지는 않는다. 나머지 고분군에서는 본격적으로 신라토기가 출토되며, 신라토기 초현기 유물과 더

불어 고식도질토기의 잔상이 남아 있는 유물도 함께 확인된다. 또한 안현동 고분군의 목곽묘에서는 

표본이 많지는 않으나, 경주식 유물 이외에 부산.경남지역을 주 분포지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부

파수부호13)와 더불어 부산 복천동 10.11호분의 표지적인 유물인 소위 ‘부산식고배’가 출토되기도 하

였다.    

출토된 부장유물 중에는 위신재로 볼 만한 장신구는 영진리 고분군의 1호분과 B-1호 및 B-26호, 

안현동 17호 목곽묘에서 각각 출토된 이식을 제외하고는 없으며14), 대부분 토기류가 다수를 차지한

다. 다만, 송정동 B유적 7호 목곽묘에서 마구류인 재갈, 초당동 290-1번지 1.2호 목곽묘에서 환두대

도와 마구류, 초당동 하수관로 정비사업부지 2구간 3호 목곽묘에서 찰갑이 출토15)되어 주목된다.

13)  趙榮濟, 2010,「(有蓋)臺附把手附 小壺考」,『韓國考古學報』第76輯, 韓國考古學會.

14)  출토된 이식의 경우도 수하식이 없는 주환만 출토되었다.

15)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21,『江陵 草堂洞 遺蹟Ⅰ-강릉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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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류는 고배→(대부)장경호→단경호→기타 토기류의 순으로 확인된다. 철기류는 철촉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철도자→철겸→철부→철모→환두대도 등 기타 철기류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철촉은 일부 유구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3) 목곽묘의 조영시기

강릉에서만 조사되고 있는 삼국시대 목곽묘는 출토유물을 통해 보면, 개별 고분군에 있어서 목

곽묘 조영의 始終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분군이 모두 조사된 양상이 아니므

로 현재까지의 조사양상을 통해 일정부분 개별 고분군에 있어서 목곽묘 조영시기의 始終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강릉 송정동B유적의 경우는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에 있어서 분기를 정확히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시기적인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목관묘의 경우 목곽묘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

는 상황이므로 그 조영시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16). 

  송정동 B유적에서는 7기의 목관묘 및 8기의 목곽묘가 조사되었다. 송정동유적에서 삼국시대 분

묘는 조사지역의 남서단에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다. 송정동 일대의 발굴조사를 통한 고고학적인 자

료가 많지 않아 고분의 정확한 분포 범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일대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신라 취락

의 양상을 통해 보면, 고분군은 문화재청 GIS인트라넷시스템에 기록된 송정동 신라고분군 범위의 남

쪽 일대로 일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전술했듯이 송정동 B유적의 목관(곽)묘에서는 신라토기는 출토되지 않았으며, 고식도질토기로 

구분될 수 있는 (파수부)컵형토기와 더불어 단경호가 다수 출토되었고, 일부 철기류가 동반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유물은 단경호인데, 기형은 구형과 횡타원형으로 구분되며, 구형은 원저, 횡타원

형은 평저이고, 거의 대부분 도질 내지는 연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경부에 돌대가 형성된 횡타원

형의 평저 단경호의 경우 강릉 안인리 1호 및 동해 송정동 36호 주거지, 강릉 강문동 308-12.126-1번지 주

거지 출토품과 유사하다. 그리고 강문동 126-1번지 주거지에서는 경부에 암문이 시문되었고, 동체 상반부

의 격자타날을 회전물손질로 지운 양상이 확인되는 단경호도 동반되어 출토되었다. 해당 주거지들은 영

동지역 재지의 소위 중도식문화로 일컬어지는 呂자 내지는 凸자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이며, 경질무문

토기와 동반되어 출토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17). 

경부 돌대의 형성은 영남지역에서 4세기 중엽경에 전형적인 양상을 나타나는 현상18)으로 파악되

고 있고, 경부 암문의 경우는 영남지역 와질토기 단계에서부터 나타나 4세기 말까지 이어지는 양상19)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체 상반부의 타날문을 물손질로 지우는 경우는 와질토기 단계에서는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4세기 2/4분기부터 출현하여 4세기 4/4분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그 중심은 4세

기 2/4분기로 보기도 한다20). 이러한 현상에 따라 강문동 308-12번지 출토품은 경부 돌대가 뚜렷하

16)  토광묘로 분류된 4기의 분묘가 있으나, 출토유물이 없거나, 내부구조의 양상파악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어서 분묘로 구분되기 다소 주저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를 분묘유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17)  상기한 유적 이외에 동해 망상동유적에서도 많은 수의 주거지에서 이와 유사한 유물의 구성이 확인된다.

      예맥문화재연구원, 2019,『동해 망상동유적Ⅲ-동해-옥계간 도로건설구간(망상동)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8)  안재호, 1008,「福泉洞古墳群의 土器編年」,『第1回 釜山廣域市立福泉博物館 學術發表論文集』.

      申敬澈, 2000,「金官伽倻 土器의 編年」,『伽耶考古學論叢』3,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9)  안순천, 2000,「三韓 土器의 整面手法 硏究-磨硏手法을 中心으로-」,『科技考古學硏究』제6호, 아주대학교박물관.

20)  申敬澈, 2000,「金官伽倻 土器의 編年」,『伽耶考古學論叢』3,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고, 전면 타날 후 회전력을 이용해 타날을 지워 동체 하단의 일부에서만 확인되는데 반해, 강릉 안인

리 1호 주거지, 동해 송정동 36호 주거지 출토품은 동체에 격자문이 전면 타날 후 상반부를 회전물손

질로 지운 양상이 관찰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넓게 잔존하고 있고, 경부 돌대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양상 등으로 강릉 안인리 1호 주거지.동해 송정동 36호 주거지→ 강릉 강문동 308-12번지 주거지 출

토품으로의 상대서열을 인정21)하기도 한다. 

<도면	7>	강릉	송정동유적	유구현황	

하지만, 발표자는 상기한 해당유구들이 呂.凸자형 주거지 및 경질무문토기 등과 동반하여 출토되

는 양상을 통해 강원 영동지역 중 강릉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삼국시대까지 이어지는 영동지역 재지의 

중도식 문화의 하한으로 설정하여 4세기 3/4분기 정도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주거지의 평면형

태 및 내부시설의 변화 및 경질무문토기 등의 부재와 격자타날 장란형토기 및 심발형토기, 고식도질토기

인 (파수부)컵형토기 등의 출현을 통해 강릉 강문동 Ⅳ-1호.Ⅱ-3호 주거지, 안현동 1∼3호 주거지를 4세기 

4/4∼5세기 초반으로 설정하였고, 당시의 고고자료를 통해 해당시기에는 신라와 관련한 분묘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呂.凸자형에서 (장)방형으로, 노시설은 짧은 

21)  최종래, 2007,「江陵 草堂洞古墳群의 造營集團에 대해서」,『嶺南考古學』42, 嶺南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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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를 갖춘 구들의 형태로 변화하고, 유물에 있어서 기존의 재지문화인 경질무문토기가 소멸하여 격자타

날 장란형 또는 심발형토기로 완전하게 대체되며, 고식도질토기인 컵형토기나 통형기대 등이 추가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당시의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묘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보수적인 

매장의례의 수용 현상은 일정시점이 지나서 신라의 영향력이 완전하게 이입되어 이와 관련한 분묘 축조의 

시작은 초현기 신라토기가 매납되는 안현동 고분군 목곽묘 등을 통해 5세기 1/4분기의 어느 시점으로 파악

하였다22). 하지만 그 공백을 메워줄 신라분묘가 송정동B유적에서 초기 신라 주거지의 연대와 병행하는 시

기의 목관(곽)묘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영동지역.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신

라와 관련한 분묘의 조성은 중도식문화를 가지는 유물복합체에서 신라문화로 변화되는 4세기 후엽의 어느 

시점에 분묘와 취락이 동시에 채용되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23). 다만, 후술하겠지만, 송정동B유적에서

22)  朴守榮, 「4∼5世紀 嶺東地域의 考古學的 硏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嶺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23)   발표자는 전술된 바와 같이 영동지역에 있어서 4세기 중엽부터 영남지역과 관련한 유물이 중도식문화와 일시적으로 공존하지만, 이는 교류 등에 

의한 산물이며, 4세기 후엽의 어느 시점에 강릉을 중심으로 재래의 중도식문화가 소멸하고, 신라문화로 대체되는 양상을 통해 신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다만, 이전 단계의 매장문화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강릉에 있어서 간접지배로 인해 보수성이 강한 신라적인 장례문화 등

의 습속자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세기 1/4분기의 어느 시점에 고구려 남정으로 인한 신라 내부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강릉 일대를 중심으로 

는 목관(곽)묘와 동일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곽묘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영동지역 최초의 삼국시

대 신라와 관련한 분묘는 목곽묘와 석곽묘가 거의 동시에 이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9>	강릉	송정동B유적	목곽묘	출토유물2(S:1/4)	

직접지배로 전환이 시작되면서 신라토기를 반출하는 신라분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송정동B유적에서 확인

되었듯이 4세기 후엽의 어느 시점부터 신라와 관련한 주거지와 분묘 등이 동시에 이입되어 대체되는 양상임을 보면, 강릉 일대의 직접지배화는 좀 

더 일찍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문화의 대체(교체) 현상은 신라와 관련한 세력의 이주라는 측면을 더욱 부각할 수 있고, 

이는 발표자의 기존 拙稿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한다. 단, 송정동B유적의 20호 수혈 및 1.6호 목관묘, 8호 목곽묘 등에서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강릉에서 재지의 중도식문화에 영남지역 물질문화가 동반되는 양상은 다수 확인

되나, 대체된 신라문화에 재지문화가 동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시기적으로 연속선상에 있지만-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강릉 송정동유적의 신라취락

은 기존 재지문화와 동반되어 조영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이 취락으로 선택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므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으

나, 재지의 취락지(강문동, 초당동, 병산동)에서 확인되는 신라주거지들도 거의 마찬가지 양상이다. 결국 이는 일정시기(4세기 후엽)에 재지의 중도

식문화가 신라문화로 급격하게 대체되어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술된 경질무문토기 등은 유적에서 아주 미약한 분포를 점유하는 것

을 보면, 신라문화로의 교체 당시 단시간 재지인과 공존한 결과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 강릉 중심의 중도식문화→신라문화로

의 급격한 교체에 反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박수영, 2009,「강원 영동지방의 신라화에 대한 검토」,『강원고고학의 새로운 쟁점과 시각』, 2009년 강원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朴守榮, 2010,「4∼5世紀 嶺東地域의 考古學的 硏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嶺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도면	8>	강릉	송정동B유적	목곽묘	출토유물1(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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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동 고분군에서는 송정동B유적 목관(곽)묘의 출토유물과 달리 신라토기가 매납되기 시작하

며,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그 상한은 송정동B유적보다 늦게 조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역

의 한계성이 있으나, 초당동과 송정동이 약 1.5km 정도에 불과한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초당동 

신라취락과 송정동 신라취락의 분포양상 및 취락 조성의 상한과 하한 등을 고려하면, 시기적인 흐름

상 송정동B유적→초당동 고분군으로의 묘역 이동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발표자는 기존의 조사 자료를 통해 초당동 고분군의 목곽묘 조영의 상한을 5세기 3/4분기로 판

단한 바 있으나, 최근 소규모 발굴조사 등을 통해 다수의 목곽묘가 추가로 조사되었고, 축조의 상한

을 올려 볼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축적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한다.

먼저 초당동 고분군 목곽묘 축조의 상한을 파악할 수 있는 분묘는 최근 조사된 초당동 271-9번지 2호 

목곽묘, 271-21번지 2∼4호 목곽묘24), 강릉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부지 2구간 신라시대 3호 토

광묘25) 등이다. 상기한 전자 두 유적은 아직까지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대각을 

3단으로 구분한 교호투창의 대형고배가 출토되고 있고, 각단은 나팔상으로 벌어지나, 그 정도가 다소 미

24)   한국문화재재단, 2019,「강릉 초당동 271-9버지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한국문화재재단, 2019,「강릉 초당동 271-21번지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5)  江原考古文化硏究院, 2021,『江陵 草堂洞 遺蹟Ⅰ-강릉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어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약한 편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2구간 신라시대 3호 토광묘의 신라토기는 고식도질토기의 잔상이 잔존

하고 있으며, 대각을 3단으로 구분한 (무)투창 고배의 각단은 좀 더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동반되어 출토된 장경호는 송정동B유적 목관(곽)묘에서 출토된 단경호와 기형적으로 계승된 양상이 간

취되며, 안현동 초현기 목곽묘 출토유물의 장경호와 상당히 유사하다. 출토유물의 전반적인 양상을 통해 

볼 때, 초당동 2구간 3호 토광묘→초당동 271-9번지 2호 목곽묘.271-21번지 2∼4호 목곽묘로의 상대서열

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이나, 그 시기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유물들은 경주 

황남동 109호 3.4곽, 미추왕릉 5구 1호묘, 월성로 가13호와 병행하거나 약간 후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출토유물에 있어서 송정동B유적 목관(곽)묘보다 약간 늦을 것으로 보이므로 초당동 목곽묘 조영의 상

한은 5세기 1/4분기의 어느 시점으로 보고자 한다. 단, 신라토기의 유무차이는 있으나, 송정동B유적의 목

관(곽)묘의 하한과 초당동 목곽묘의 상한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의 상대서열은 관

찰되지만, 분기를 구분할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당동 목곽묘 조영의 하한은 초당동 245번지의 Ⅱ-6호 목곽묘26) 출토품으로 구연부의 내경도가 심

화되고, 대각의 단각화가 이루어지며, 각단에 이르러 더 벌어지며 말려 올라가 반전되는 기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호우총, 경주 인왕동(668-2번지) 2호 석곽묘, 봉길리 23호 석곽묘 출토품에 비견되므로 6세

기 2/4분기 정도로 추정된다. 

안현동 고분군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초당동 고분군 목곽묘 조영시점과 거의 동일한 5세

기 전엽에 해당되는 1/4분기의 어느 시점에 목곽묘를 주 묘제로 하여 고분군이 조영되기 시작하며, 

5세기 3/4분기의 어느 시점에 목곽묘가 소멸하고 완전하게 석곽묘로 대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안현동유적은 송정동B유적 삼국시대 신라 취락 및 분묘가 조영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4세기 후엽의 

26)  江原文化財硏究所, 2006,『江陵 草堂洞 遺蹟Ⅱ』. 

<도면	10>	강릉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부지	2구간	신라시대	3호	토광묘	및	출토유물(유구:1/60,	유물:1/6)	

사진 2 		초당동271-9	2호(좌). 271-21	2호	목곽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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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점에 해안 구릉 기슭 일대가 주거영역으로 이용되었으나, 구릉 정상부 일대가 5세기 1/4분기

에 이르러 분묘영역으로 전환되었고, 喪葬禮와 관련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혈유구(氷庫?) 등이 묘역

의 중심부분에 조성되는 양상으로 초당동고분군

의 축조와 관련한 하위고분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

으로 추측된다27). 

안현동 고분군에서 이른 단계로 볼 수 있는 초

현기의 목곽묘(안현동 3.7.8.10.12.20.30.35호)는 

묘광의 규모가 400cm 이상인 대형은 없고, 중형

과 소형이 주를 이룬다. 경주식의 신라토기가 출토

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형화되지는 않았고, 

다수의 토기에 고식도질토기의 속성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이단투창고배는 3단 내지는 4단각을 가

진 기고가 18cm에 이르는 대형만 출토되고 있다. 

이단투창고배는 기고와 기형을 통해 경주 황

남동 109호 3.4곽, 미추왕릉 5구 1호분이나 부산 

복천동 21.22호와 병행하거나 약간 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 3/4분기로 편년될 수 있는 목곽묘 종말 

27)  예맥문화재연구원, 2011,『江陵 雁峴洞遺蹟-강릉 샌드파인리조트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단계에서는 어느 시점에 석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하며, 이전 단계보다 분묘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토기류는 일부 재지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형화된 경주계(경주

산?) 신라토기가 부장된다. 이단투창고배에는 아직까지 3단각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전 단계보다 기

고가 작아지며, 정형화된 2단각 이단투창고배가 중심을 이룬다. 2단각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황남대

총 남분 출토품과 기형적인 유사도가 높아 이를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도면	13>	강릉	안현동	3호	목곽묘	유물	출토	현황도(유구	1/30,	유물	:	토기	1/6,	철기	1/4>	

영진리 고분군의 목곽묘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거나,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시기를 판별하

기 힘든 것들이 많아 전체적인 유구의 시기적인 변화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경주산으

로 볼 만한 토기보다 재지적인 성향을 가진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또한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출토된 경주계 토기를 기준으로 보면, 구연부가 직립하거나 약간 내경하는 13cm 내외

의 기고를 가지는 절두A자형의 2단각 이단투창고배와 방형의 투창이 뚫린 대각도치형의 꼭지가 부

착된 개와 함께 동반되고 있어 늦어도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 해당되는 5세기 3/4분기의 어느 시점에

는 목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곽묘 조영의 하한은 초당동 고분군 목곽묘와 마찬

가지로  6세기 2/4분기 정도까지 목곽묘가 석곽묘와 혼재하며, 조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	11>	강릉	초당동	245번지	Ⅱ-6호	목곽묘(유구:1/60,	유물:1/6)	

<도면	12>	강원	안현동유적	삼국시대	유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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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곽묘

삼국시대 석곽묘는 신라분묘 중 영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가 조사되고 있으며, 5세기대의 삼국

시대 신라분묘는 양양(남대천 이남)∼삼척(오십천 이북)지역에 이르는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으로 분

류되나, 강릉 영역권에 해당될 수 있는 정선 임계리 일대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서는 삼국시대 석곽묘가 조사된 고분군이 다수이므로 강릉.양양, 동해.삼척의 광역으로 지역을 구분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구

현재까지 강릉과 양양에서 발굴 조사된 석곽묘는 약 200여기 이상이며, 강릉에서는 송정동.초당

동.병산동.하시동리.안현동.주수리.영진리.방내리.주문리 등지이며, 양양에서는 원포리 및 동호리에

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도 강릉 중심지역에 해당되는 초당동과 병산동 고분군의 석곽묘가 2/3 이

상을 차지한다.

봉토의 존재유무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초대형과 대형급에는 일부 주구가 돌려진 것으로 볼 때 

봉토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호석은 부가되지 않았다. 개석은 잔존상태가 양호한 석곽묘의 

경우 확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방형 형태의 판석이나 괴석을 이용하여 석곽의 너비방향으로 

수매를 연속적으로 횡가하여 덮었으며, 개석 사이의 공간은 작은 할석으로 막은 후 황갈색계통의 점

토를 이용하여 밀폐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대체적으로 장단비가 3:1을 넘지 않은 장방형이 다수이나, 일부 세장방형도 

관찰된다. 묘곽의 평면형태는 길이 200∼250cm 내외의 경우 장단비가 4:1을 넘지 않는 경우가 일

반적이지만, 길이가 250∼600cm에 해당하는 중형 이상의 경우는 장단비가 4∼8:1로 세장해진다. 

석곽 내부의 규모에 따라 길이 440∼620cm, 너비 100∼150cm 내외의 고총급 고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초대형과 길이 300∼400cm의 대형, 250∼300cm의 중형, 250cm 미만인 소형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너비는 길이와는 큰 차이 없이 대체적으로 50∼90cm 내외를 가진다. 중.소형은 대부

분 단곽식이며, 고총급의 초대형과 대형에는 석곽 내부에 격벽28)을 설치한 주부곽식이 확인된다. 고

총급의 초대형은 초당동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대.중.소형은 대부분의 고분군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중형급의 석곽묘가 주를 이루고 있고, 영진리 고분군에서는 소형의 석곽묘만 확인되고 있다.

바닥시설은 맨바닥, 천석, 패각 시상이 확인되나, 대체적으로 맨바닥이 다수를 차지하며, 천석이

나 패각을 시상시설로 깐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이에 반해, 영진리는 천석 시상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고, 원포리는 맨바닥과 천석 시상의 비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고총고분인 초대형의 경우

는 강릉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초당동 A-1호 고분은 내부에 석곽의 바닥보다 깊게 할석으로 석관

을 설치한 특이한 구조로 확인되었다. 초당동 84-2번지 1호묘는 바닥에 천석을 전면에 깔고 그 위29).

28)   주부곽을 구분한 격벽은 할석을 벽석 쌓듯이 축석한 경우도 있으며, 중대형 판석 1∼2매를 입수적하여 구분한 양상이 관찰된다. 전자는 석곽의 중

간 가까이에 축석하여 구분되며, 후자는 한쪽 단벽으로 다소 치우쳐 구분한 차이를 보인다.

29)  초당동 84-2번지 보고자에 따르자면, 석곽 내부에 목곽을 다시 설치한 2중곽 구조가 된다. 유구 내용이나 도면 상에 이와 관련한 상세한 언급이 없

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보고서 사진의 일부에서 시상과 벽석 사이에 띄워진 공간이 확인되고 있고, 목곽 상부에도 자갈 등을 적석 하였

다는 기술 내용에 따르면, 석곽 내부에 목곽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고자도 언급하였듯이 부곽에도 목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

곽과 부곽을 구분하는 격벽의 축조양상을 보아도 목곽을 설치하여 상부하중을 분산시킬 필요성이 있는 구조로 판단된다. 석곽과 목곽 사이의 공간

이 협소한 양상임을 보면, 2중곽의 형태가 아닌 석곽과 목곽을 밀착하여 축조한 것으로 결국 석곽은 묘광과 목곽 사이에 충전(축석)한 의미가 되므

로 어쩌면 대형의 개석이 부가된 변형된 목곽묘의 한 유형으로 분류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초당동 일대에서 석곽묘로 분류된 유구 중에도 

토층조사와 바닥시상의 부재로 인해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 관찰된다.

       江原文化財硏究所, 2007,『江陵 草堂洞 遺蹟Ⅲ-강릉 초당동 84-2, 249-3, 394-1, 386-2, 278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도면	14>	강릉	초당동	고총고분(①A-1호묘(강릉대)	②84-2번지	1호묘(강문연)	③C-1호묘(강릉대),	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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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곽의 축조에 사용된 벽석은 다수가 할석을 이용하였으나, 일부 천석만을 이용한 것도 있고, 천

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축조하기도 하였다. 벽석의 축조는 모두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으나, 대

체적으로 장벽은 최하단을 비교적 큰 장방형 내지는 세장방형 형태의 할석을 평적하거나 와수적 하

였으며, 단벽도 유사하지만, 일부는 1매의 판석형 석재를 입수적하여 석곽의 형태를 만들고 상단으로 

종평적과 횡평적으로 혼용하여 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벽석과 벽석 사이의 공간은 회백색 계통

의 점성이 강한 점질토를 채워 넣기도 한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 내지는 세장방형을 나타내지만, 일부 한쪽 단벽을 弧狀으로 둥

글게 축조한 양상이 초당동.병산동.안현동 석곽묘에서 확인된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경주지역에서

는 봉길리.월산리 고분군, 울산지역에서는 조일리 고분군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석

곽묘는 신라식석곽묘, 이형석곽묘, 조일식석곽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며, 신라적인 색채가 강한 것

으로 보고 있는데, 대형의 호류 등을 부장하기 위한 유물부장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대체적으로 족부의 단벽을 이러한 형태로 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삼척.동해지역은 삼척 성북동 갈야산과 동해 구호동 및 추암동 등지에서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삼척 갈야산 파괴분은 보고자에 의해 ‘적석

고분’이라고 하여 대부분의 연구자가 적석

목곽묘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 보고가 상세

하지 않고, 원형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된 점과 사진상으로 볼 때 바닥에 천석

으로 시상시설을 한 수혈식석곽묘일 가능

성이 농후하다30). 또한 이후 갈야산 고분군

에서 석곽묘로 판단되는 유구가 조사되기

는 하였으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석

곽인지 석실인지 불명확하다. 

동해 구호동.추암동 고분군에서 수혈

식석곽묘는 소형 석곽묘를 포함하여 약 

40기가 조사되었다. 다만 수혈식석곽묘로 분류된 것들 중 단벽의 일부가 결실된 경우도 확인되므로 

수혈식석곽묘의 수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가 

250cm를 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소형은 길이가 100∼150cm 정도이다. 너비는 40∼100cm

를 보인다. 일부 개석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며, 중형급은 대부분 양장벽을 내경하게 축조하였다. 소

형은 단곽식도 존재하지만, 횡구식석실묘의 부곽으로 이용된 경우도 있다. 바닥시설은 다양한 형태

를 보이는데, 맨바닥을 그대로 이용한 것, 모래를 깐 것, 점토를 깐 것, 천석과 할석을 깐 것으로 구분되

며, 맨바닥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소형석곽이 다수를 차지하고, 대부분 바닥에 상면시설이 되어 있다. 

   

30)  崔秉鉉, 2007,「기조강연 : 강원지방 삼국시대 고분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강원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2) 유물

1) 부장양상

유물의 부장은 교란이나 삭평, 도굴 등에 의해 모두 확인할 수 없으나, 목곽묘의 부장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양단부장, 양단부장+부곽부장, 단부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단부장이 가장 보편적

인 양상을 나타낸다. 부장위치에 따른 유물의 기종구성도 목곽묘와 거의 유사하게 두부는 고배나 소

형의 호류, 족부는 대형호류가 주로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총급의 초대형분의 부곽(

초당동 84-2번지 1호묘)에는 마구류 등 다양한 금속유물이 부장되기도 한다. 

<도면	15>	초당동	84-2번지	1호묘	출토유물1		

사진 3 		삼척	갈야산	적석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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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초당동	84-2번지	1호묘	출토유물2
2) 부장유물의 조성

대부분의 석곽묘에서는 목곽묘와 마찬가지로 토기류의 부장이 주종을 이루지만, 초당동 및 병산

동 고분군의 초대형이나 중.대형급의 석곽묘에서는 위신재로 볼 수 있는 금속제품이 출토되었으며, 

일부 소형급의 석곽묘에서도 다수의 위신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즉 초당동 고분군에서 조영된 최초의 고총고분으로 판단되는 A-1호분은 다른 분묘들과는 달리 

사구지대가 아닌 구릉의 가장 정상부에 위치하여 우월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내부가 대부분 도굴되

어 출토유물은 빈약하지만, 금동제 용문투조대금구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고총고분으

로 판단되는 초당동 84-2번지 1호에서는 일반적인 석곽묘와 비교할 때 토기류의 상대적인 우월적 수

량 이외에도 호접형관식, 심엽형 과대금구.성시구.장식도와 더불어 안장.등자.행엽.재갈 등의 마구류, 

반부철모.유자이기 등의 무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초당동 C-1호묘에서는 조익형관식이 출토

되었으며, 1969년 초당동에서 최초로 조사된 초당동 제1호 고분에서는 등자, 재갈, 마탁 등 위신재로 

볼 수 있는 마구류 등이 출토되고 있어 초당동 고분군의 우월적인 위치를 짐작케 한다. 초당동 고분

군 이외에 다른 고분군에서는 아직까지 고총급 고분이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병산동 고분군의 중.대

형급에 해당되는 석곽묘에서 은장삼엽대도, 금동제 편원어미형 행엽, 금제 태환이식 등이 출토되어 

초당동과 비견된다. 다만 초당동의 중.대형급 분묘에서도 금제이식이나 곡옥, 편원어미형 행엽, 재갈 

등이 출토되고 있고, 특히 초당동 현대아파트 B-16호에서는 출자형 입식을 갖춘 금동관이 출토된 바 

있어 고분군 간의 상대서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도면	17>	삼척	갈야산	적석고분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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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갈야산 파괴고분(적석고분)에서도 토기류 이외에 태환이식, 재갈, 행엽, 경식 등 다수의 위

신재가 출토된 바 있다. 그리고 동해 구호동.추암동 고분군에서는 대부분 이식이나 철도자 이외에 토

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수혈식석곽묘인 추암동 B지구 가-21호에서 동관이 출토되었다. 해당유물

은 출자형 관의 계보를 잇고는 있지만, 매우 퇴화된 형식을 보이고 있고, 석곽의 규모가 소형에 해당

하는 것을 보면 위신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31)으로 볼 수 있으며, 구호동.추암동 고분군의 조영시

기가 경주 중심세력으로부터 더 이상의 위신재가 분여되지 않는 6세기∼7세기대를 중심연대로 하고 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석곽묘의 조영시기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통해 볼 때, 삼국시대 석곽묘는 목관(곽)묘와 마찬가지로 영동지역 중 강

릉에서 가장 먼저 조영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강릉에서도 송정동B유적의 석곽묘가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에서 전술된 송정동B유적 목(관)곽묘보다 약간 늦을 가

능성도 있으나, 컵형토기 및 경부돌대 단경호가 동반되어 출토되는 것으로 보면, 이와 거의 병행하는 

시기에 축조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초당동 고분군에서는 영동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초당동 고분

군의 석곽묘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물 중 가장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은 강릉대학

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고총고분인 A-1호에서 출토된 용문투조대금구이다. 

이 용문투조대금구는 전체적인 형태가 경산 임당 7B호의 용문투조대금구와 유사도가 상당히 높

다고 할 수 있다32). 임당 7B호는 출토 토기 등을 통해 볼 때 황남대총 남분의 축조연대보다 이른 시기

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초당동 A-1호분의 축조시점은 황남대총 남분보다는 이른 시점인 5

세기 2/4분기의 어느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당동 도로부지 7호 석곽묘에서는 3가지 형식의 고

배가 출토되었는데, 1형식은 3단각 이단투창고배로 황남동 109호 3.4곽의 표지적인 유물과 유사하여 

이른 시기에 해당되나, 1형식을 모방하여 제작한 2형식에 해당되는 재지적인 고배와 황남동 110호분 

출토 고배와 유사한 2단각 이단투창고배가 동반되어 출토되고 있는 양상이므로 도로부지 7호 석곽

묘는 5세기 2/4분기의 어느 시점으로 편년될 수 있다33). 따라서 초당동 고분군에서 석곽묘 조영의 시

작은 늦어도 5세기 2/4분기에는 시작되었으며, 고총고분도 초당동 A-1호의 출토유물로 볼 때 5세기 

2/4분기에는 축조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송정동B유적 석곽묘의 출현과 더불어 1984년의 초당동 299-15번지에서 공사 중 수습된 유

물을 통하여 본다면 초당동 고분군 석곽묘 조영시점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즉 해당 지역의 

공사 과정에서 수습된 완형의 고배는 기고가 18.5cm의 대형으로 외연에 각각 2조의 돌대를 돌려 3단

으로 구분하고, 최상단에 장방형, 2단에 방형의 투창을 뚫었다. 각단의 처리수법이나 기고 및 기형과 

동반된 대부완이나 대부파수부완의 형태가 황남동 109호 3.4곽이나 미추왕릉 5구 1호분의 유물과 비

슷하여, 그와 병행하거나 약간 후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초당동 도로부지 7호 석곽묘의 고배보다

는 확실히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물은 전술된 바 있는 초당동 초기 목곽묘인 271-9

31)  李漢祥, 2003,「5∼6세기대 동해안지역 신라고분의 조사성과」,『신라고분의 지역상』, 第12回 嶺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32)  金載烈, 2007,「慶山地域 古墳의 裝身具 硏究」,嶺南大學校 大學院 文化人類學科 碩士學位論文.

33)  李盛周.姜善旭, 2009,「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강릉 초당동 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번지 2호 목곽묘, 271-21번지 2∼4호 목곽묘, 초당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부지 2구간 신라시대 

3호 토광묘 출토품의 일부와 상당히 유사하고, 해당유구들이 조사되거나 수습된 지점이 인접하여 집

중되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유구는 목곽묘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수

습된 주변에서 석재가 확인되었다는 전언이 있는 점과 전술된 송정동B유적 석곽묘의 조영시점을 감

안하면 초당동고분군의 석곽묘는 목곽묘와 거의 동시에 축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당동 고분군에 있어서 수혈식석곽묘 조영의 개시는 목곽묘와 거의 동

일한 시기인 5세기 1/4분기의 어느 시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도면	18>	강릉	송정동B유적	7호	석곽묘	및	개별	석곽묘	출토유물	일괄(유구:1/60,	유물:1/6)			

초당동 석곽묘 축조의 하한은 초당동 94-3번지 1호묘 출토유물이 초당동 목곽묘 종말기인 초당

동 245번지 목곽묘 출토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때 6세기 2/4분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이후 초당동 일대에 고분의 조영이 완전하게 종료되고 묘역이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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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용문투조대금구의	비교(金載烈	2007에서	일부	수정)			

<도면	20>	초당동	종말기	석곽묘	및	출토유물(94-3번지	1호묘)			

안현동 고분군에서는 모두 13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하여 볼 때 5세기 3/4분

기의 어느 시점에 목곽묘와 함께 조영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조영의 마지막은 12호 석곽묘

의 이단투창고배가 경주 월성로 가13-1호분과 유사하므로 6세기 1/4분기의 어느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현동 고분군에서는 목곽묘 축조기(5세기 1/4∼2/4)→목곽.석곽묘 병행기(5세기 3/4)→석

곽묘 축조기(5세기 4/4∼6세기 1/4)로서의 변화과정이 파악된다.

병산동고분군에서는 아직 미보고된 것을 포함하여 약 80여기 이상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병산

동 329번지 8호와 27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3단각 이단투창고배는 다소 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

나, 8호의 대상파수부배 및 39호 일단투창고배는 경주 황남동 110호분 출토품과 기형상의 유사도가 

높은 점으로 볼 때 해당단계와 병행하거나 약간 늦을 것으로 보이므로 5세기 2/4∼3/4분기의 어느 

시점으로 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병산동 고분군 조영의 

개시는 늦어도 5세기 중엽에는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석곽묘를 주 묘제로 하여 조

영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분군 조영의 종말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구릉지에서 

조사된 14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고배의 기고가 다소 작아져 대각의 단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구연의 내경도가 급격해지며, 각단이 팔자상으로 다소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통하여 볼 

때 6세기 1/4분기까지는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시동리고분군에서는 2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고, 나머지 유물은 도굴품으로 확인되어 그 실체

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1970년 조사된 2기 중 西1호34)에서 출토된 고배35)는 경주 황남동 

110호 고분 출토품에 비견되어, 늦어도 5세기 2/4분기의 어느 시점에는 석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36). 하시동리 고분군 석곽묘의 하한은 조사된 자료가 없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강릉 

중심지 일대 고분군의 조영은 석곽묘 단계에서 종료되고, 석실분 단계에 이르러 조금 더 내륙의 구릉 

일대로 묘역이 이동되는 점을 보면 다른 고분군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영진리.방내리 고분군은 행정구역상 구분되나,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구릉에 걸쳐 분포하는 단일

고분군으로 목곽묘→석곽묘→석실분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강릉 외곽에서 확인되는 최대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 상 강릉 중심지 고분군보다는 2분기 정도 늦은 시점에 목

곽묘를 주 묘제로 하여 조성이 시작되어 5세기 4/4분기 정도에 석곽묘의 축조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

단되며, 6세기 2/4분기 이후 석실분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양 원포리 고분군은 강릉 영진리.방내리 고분군보다 좀 더 이북에 조영된 것으로 전체 고분군 

중 일부만 조사되어 정확한 조영의 始終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발굴 조사된 석곽묘에서 출토유

물을 통하여 볼 때 늦어도 5세기 2/4∼3/4분기의 어느 시점에 석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

단되며,  6세기 1/4분기까지는 이어지는 양상37)을 보인다. 

34)   서1호는 족부로 판단되는 서벽으로 다소 치우쳐 2매의 판석을 입수적하여 격벽을 세운 주부곽식 수혈식석곽묘이며, 부곽에 해당되는 서단벽을 둥

글게 처리하였고, 중대형의 호류를 부장하였다. 

      金正基.李鐘哲, 1971,「溟洲 下詩洞古墳 調査報告」,『考古美術』110, 韓國美術史學會.

35)   해당 고배 2점은 부산 복천동 1호(동아대) 출토 고배(실측 및 실측도 No.10.No.11)와 기형 및 규격에서 동일한 공인에 의해 제작된 것 같이 동일한 

양상이다.

      東亞大學校博物館, 1970,『東萊福泉洞第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36)   하시동리에서 압류된 도굴품 일괄사진에서 초당동 및 안현동 고분군의 초현기 목곽묘에서 출토된 고배와 비견되는 유물이 일부 관찰된다. 이로 볼 

때, 하시동리 고분군의 조영개시는 묘제의 성격은 다소 불명확하지만, 초당동과 안현동과 거의 동시기에 고분 조영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7)  원포리 2호묘를 횡구식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수혈식석곽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江陵大學校博物館, 2007,『江陵 領津里 古墳群』. 



152 153연구주제발표 고대 강원지역의 삶과 - 죽음

<도면	21>	초당동(강릉고-유화아파트	도로부지	7호묘)	및	병산동(자동차정비공장부지	8호묘)	석곽묘	개시기	유물		 <도면	22>	강릉	하시동리	서1호	고배와	타지역	고배의	비교(1:부산	복천동	1호(동아대)	2:경주	황남동	110호	3:하시동리	서1호)	

사진 4 		강릉	하시동리	고분군	압수	도굴품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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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동호리유적에서는 2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

대와 조성시점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석곽묘의 남쪽으로 인접하여 조사된 呂자 또는 凸자형 

주거지내부퇴적토에서 5세기 중후엽의 신라토기가 수습38)되고 있어 해당시기에 조성된 분묘로 판

단된다. 

영동과 영서지역을 구분 짓는 태백산맥 상에 위치한 정선 임계리 고분군의 석곽묘에서 출토된 유

물은 대체적으로 5세기 4/4분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습된 유물의 일부 개와 일단투창고

38)   해당유적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는 모두 呂.凸자형 주거지 내부퇴적토에서 수습된 양상으로 해당유구들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신라토기의 

존재로 볼 때, 呂.凸자형 주거지의 조성이 이와 동일할 수도 있으며, 인근하여 해당시기의 주거지 및 분묘가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배가 황남대총 남분 출토품과 기형적인 유사도가 높은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임계리 고분군의 

조영시점은 늦어도 5세기 3/4분기의 어느 시점에는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척지역은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묘제의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87년 갈야산 일대에

서 수습된 신라토기에서 3단각 이단투창고배가 확인되고 있고, 2단각 이단투창고배와 장경호의 양

상을 통해 볼 때 늦어도 5세기 2/4∼3/4분기의 어느 시점에는 석곽묘를 주묘제로 하는 신라분묘의 

조영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수 파괴된 상태로 확인되어 명확하지 않으나, 관동대학교

박물관에서 1995년 조사한 성북동 갈야산 고분군에서 6세기 중엽의 석곽묘와 석실분의 존재로 볼 

때, 강릉과 마찬가지로 석묘는 6세기 2/4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졌으며, 이 후 석실분으로 대체된 것

으로 보인다.

동해 구호동.추암동 고분군의 석곽묘는 고분군의 최초 조영시점부터 거의 말기까지 수혈식석곽

묘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량은 기존의 석곽묘 단계에 비해 급속도로 감소한다. 물론 석곽

묘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분묘는 처음에는 수혈식 묘제로 축조되었으나, 이후 추가장이 행하여지

면서 횡구식으로 변화한 것도 있을 것이므로 수혈식의 묘제는 始終 큰 변화 없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을 통해 4단계 정도의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며, 최초 조영은 추암동 B지구 나-10

호 출토 고배를 통해 볼 때 5세기 4/4분기의 다소 늦은 시점 내지는 6세기 1/4분기에 조영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영동지역 신라분묘 이입·확산과 그 배경

1. 신라분묘의 이입과 확산 과정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지역 신라권역의 삼국시대 묘제 변천은 일반적으로 이전 시기의 묘제

를 계승.발전하여 목곽묘→적석목곽묘(수혈식석곽묘)→석실분으로의 변화과정을 보이고 있다. 강원 

영동지역의 신라분묘도 대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고분군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4세기 후엽의 어느 시점에 목곽묘와 석곽묘가 

거의 동시에 등장하며, 수혈계 묘제로 공존하다가 6세기 중엽 이후에 횡구 또는 횡혈계의 석실분이 채용

되어 변화하는 약간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강릉 중심지 일대에서 확인되는 고분군은 석실분 단계

가 되면 기존의 묘역에서 좀 더 내륙에 위치한 구릉지로 이동하여 새롭게 고분군이 조영되는 양상이 간

취된다39). 

삼국시대 신라분묘는 전술하였다시피 신라 주거지와 함께 영동지역에 있어서도 현재까지의 자

39)   이는 강릉 중심지 고분으로 볼 수 있는 초당동(안현동), 병산동, 하시동리 고분군에 해당되며, 이들은 전반적으로 5세기 전엽부터 고분군의 조영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5세기 중엽 이후에 조영이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강릉 영진리, 삼척 성북동 갈야산 고분군은 동일 묘역으로 볼 수 

있는 연결된 구릉지 상에 후속된 석실분이 지속적으로 조영되는 양상이다.

<도면	23>	양양	원포리	고분군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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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상 4세기 후엽에 이르러 강릉 중심지 일대에 

가장 먼저 이입되기 시작하며, 이후 5세기 중

엽경 영동지역 각 주변(삼척 오십천 이북∼양

양 남대천 이남)으로 분묘유구를 중심으로 확

산되고, 영동지역과 지근거리에 위치하는 영서

지역의 일부로도 확산되는 양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동지역 각지로 고분군이 

확산되어 조영되는 5세기 중엽 이후에 분묘의 

조성이 수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발하는 증가현상도 나타난다. 

이를 영동지역에서 확인되는 삼국시대 신

라 취락의 일부와 함께 살펴보면, 현재까지의 

자료상 강릉 중심지에 해당되는 송정동과 안

현동.강문동 일대에 4세기 후엽에 신라의 영향

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취락이 등

장하며, 강문동에는 토성이 축조된다40). 송정동

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수이지만, 목곽묘와 석

곽묘 등 분묘유적도 이입되며, 이후 5세기 1/4분기 어느 시점에 안현동 일대는 삼국시대 신라취락의 

조영이 중단41)되고, 신라토기가 부장되는 목곽묘를 주묘제로 하는 분묘영역으로 변화한다. 초당동 일

대에도 이 시점에 이르러 현재까지의 자료상으로 볼 때 목곽묘를 중심으로 하여 신라분묘가 본격적

으로 축조되기 시작한다42). 다만, 그 실체는 아직까지 불분명하지만, 송정동B유적 등의 예를 보면, 석

곽묘도 동시에 축조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5세기 2/4분기에는 초당동 일대에 석곽묘를 주 묘제로 하는 고총고분이 축조되기 시작하며, 현

재까지의 고고자료 상 하시동리 및 병산동 일대에도 석곽묘를 주 묘제로 하는 신라분묘가 축조된다. 

그러나 하시동리 고분군에서 도굴과 관련하여 압수된 일괄유물 등에서 초당동 및 안현동 초현기 신

라분묘에 비견되는 유물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면, 하시동리와 병산동 고분군의 초축 시점도 상향

될 가능성은 다분하지만, 묘제의 양상은 파악할 수 없다. 이 단계가 되면 점차 수혈식석곽묘가 개별 

고분군 내에서 상위 묘제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초당동 고분군의 하위 고분으로 

40)   강문동 토성 보고자는 각종 유구들이 밀집한 B지구의 층위와 중복관계, 출토유물의 동반관계 등을 통해 분기를 Ⅰ∼Ⅴ기로 분류하고, Ⅰ기는 4세

기 중엽, Ⅱ기는 4세기 후엽, Ⅲ기는 5세기 전반, Ⅳ기는 5세기 후반, Ⅴ기는 6세기 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다만, Ⅰ기와 Ⅱ기의 분류는 토성 성토

층의 차이와 유물의 속성 등을 통해 시기를 구분하였으나, 송정동B유적에서 확인된 목관(곽)묘에서 강문동 토성 보고자가 Ⅰ.Ⅱ기로 분기한 유물과 

기형 등에서 유사한 컵형토기와 경부돌대 단경호가 동반되어 출토되고 있는 점을 보면, 층위상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분기를 획정할만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발표자는 강문동 토성의 초축 시점을 송정동B유적 최초 조성시점과 동일한 4세기 후엽으로 보고자 한다.  

  국강고고학연구소, 2015, 『강릉 강문동 신라토성』.

  국토문화재연구원, 2020, 『강릉 송정동 산103번지 B유적』.    

41)  안현동의 삼국시대 취락은 조영이 중단되나, 인근한 강문동 일대에는 지속된다.

42)   송정동 일대의 신라취락은 4세기 후엽부터 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취락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분묘는 현재까지 4세기 후

엽∼5세기 초반의 유구만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에 연결되는 분묘는 초당동과 안현동 일대에서 조사되고 있다. 분포지역의 일부만 조사된 양상이어

서 확언하기 힘들지만, 전술하였듯이 송정동과 초당동이 1.5km 정도의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송정동 일대 신라취락이 새로운 취락지로 조성

되는 양상임을 보면, 5세기대 분묘영역은 송정동에서 초당동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강문동의 예를 보면, 초

당동 일대에도 영동지역 최초의 삼국시대 신라분묘 및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보이는 안현동 고분군에서는 여전히 목곽묘가 주 묘제로 차지하고 있다. 

5세기 2/4∼3/4분기의 어느 시점에는 강릉 외곽에 위치하는 영진리와 양양 원포리 및 삼척 오십

천 이북의 성북동 갈야산 일대에도 신라분묘가 축조되기 시작하며, 영서지역의 일부까지 신라분묘

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영동지역에 있어서 삼국시대 신라분묘 축

조의 최전성기가 되며, 영동지역에 있어서 그 분포는 양양 남대천 이남에서 삼척 오십천 이북 일대

에 해당된다.   

  

2. 신라분묘 이입과 확산의 배경

강원 영동지역에서 나타나는 신라문화는 일반적으로 영동지역의 최남단인 삼척에서 시작하여 

그 이북으로 북상하거나, 동시에 이입되었을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되는 고고자료

는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물론 이는 고고학적 조사연구의 지역적인 편중현상에 기인할 가

능성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고고학적 지역적 편중현상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발표자는 판단한다. 초당동을 위시하여 삼국시대 분묘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발

굴조사가 강릉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해.삼척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역

시 원삼국시대∼삼국시대부터 이어지는 취락과 삼국시대 분묘유적이 일정부분 조사되었고, 해당유

적들에서는 현재까지 4∼5세기대 강릉에서 확인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43). 

이에 발표자는 拙稿를 통해 영동지역에 있어서 4∼5세기대로 편년되는 분묘와 주거지 자료 등에

서 나타나는 신라문화의 이입과 확산과정을 강원 영동지역의 신라 영역화(신라화)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44). 최근 새로운 신자료가 확인되고 있어 신라분묘의 이입시점과 영동지역 중도식문화의 점진

적 변화과정에 있어서 일부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한다. 하지만, 영동지역에 있어서 신라문화의 

이입은 이전단계부터 확인되나, 전술한바와 같이 4세기 후엽에 이르러 신라와 관련한 유구와 유물로

의 대체에 가까운 전환이 이루어지며, 이는 영동지역 전체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이거나 남쪽에서 북

쪽으로의 순차적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릉 중심지 일대에서 먼저 신라문화로 대체 변화되는 양상

이며, 5세기 중엽 이후 그 이북과 이남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인 변화의 시기적 차이를 나타내는 動因은 강릉을 중심으로 하여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는 변화(대체)세력의 직접적인 이입에 의한 선택압의 결과로 판단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그 상세는 모두 언급할 수 없으나,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4세기 후엽부터 강

릉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중도식문화→신라문화로의 변화(대체)는 당시 삼국의 정세에 따라 신라와 

43)   동해.삼척의 최대 원삼국시대 취락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해 송정동유적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신라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동해 망상동

유적에서는 4∼5세기 전반 정도까지 강릉의 4세기 중엽까지 확인되는 중도식문화에 신라와 관련한 유물(경부돌대 및 암문 단경호, 격자타날 장란

형토기 등)이 확인되며, 5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될 수 있는 신라주거지에서 경질무문토기는 소멸하고, 심발형 또는 장란형토기와 더불어 소량의 신

라토기 등이 동반되어 출토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東海 望祥洞遺蹟Ⅱ-동해 망상동 176-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2019,『東海 望祥洞遺蹟Ⅲ-동해-옥계간 도로건설구간(망상동)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4)  박수영, 2009,「강원 영동지방의 신라화에 대한 검토」,『강원고고학의 새로운 쟁점과 시각』, 2009년 강원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朴守榮, 2010,「4∼5世紀 嶺東地域의 考古學的 硏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嶺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도면	24>	정선	임계리	고분군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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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이해합치에 따른 결과물로 신라가 백제, 가야, 왜의 연합세력으로부터의 견제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고구려 교섭루트의 전진기지로 선택되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발표자가 전고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45). 즉 당시 삼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대에 다수의 교

전을 벌이고 있는데, 고구려는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등 백제와의 경쟁관계에

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기간 백제에 대한 열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세기 

후반까지 백제가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한 이 시기는 4세기초 고구려가 대방과 낙랑을 축출하고 지금

의 평안도 일대를 장악하여 백제와 황해도 지방을 놓고 경쟁하던 시기이지만, 이와 동시에 고구려는 

서북방에서의 前燕과의 교전으로 인하여 백제와의 교전에서 열세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46). 따라

서 고구려는 이를 보완하고 숙적관계인 백제를 협공하기 위해서는 신라와의 연결이 필요하였을 것이

다. 또한 3세기 말∼4세기대 불완전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신라와 백제는 내물이사금 18년

(373)에 일어난 백제 독산성주의 신라 來抗을 계기로 대립관계로 전환되었다. 신라 또한 백제가 가야

세력, 왜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들 연합세력에 대한 견제와 고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구려와의 연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47). 이러한 양상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奈勿尼

師今 22년(377)과 26년(381)에 前秦에 견사하는 기사로 판단된다. 이 당시 신라가 前秦과 교섭이 가

능하였던 것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일정한 동맹관계를 맺게 된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

로 고구려 영토를 경유하면서 고구려 세력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48). 하지만, 백제와의 관계

가 소원한 상황이고, 고구려와의 숙적관계에 있는 백제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강유역을 경유하여 북

방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49). 따라서 북방진출을 위한 새로운 교섭루트의 확보가 

필요하였고50), 그 루트가 바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을 경유하는 루트이며, 그 중 강릉이 고구

려와의 교섭루트의 거점으로 우선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4세기 후엽으로 초축이 비정될 수 있는 강문동 토성 

및 인근한 주거지, 안현동 주거지 및 송정동B유적 신라취락 및 분묘 등이며, 이후 초당동, 안현동 일

대를 중심으로 확인되는 5세기 전엽의 신라분묘이다. 

다만, 강릉에서 확인되는 초기 신라분묘는 순수목곽묘 및 수혈식석곽묘 중심이며, 5세기 중엽에 

이르면 석곽묘를 주묘제로 하는 고총급 고분이 축조되는 등 수혈식석곽묘가 상위 묘제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51). 재지문화의 급속한 신라문화로의 대체에 가까운 변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묘제의 양상과 

45)  朴守榮, 2010,「4∼5世紀 嶺東地域의 考古學的 硏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嶺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46)  崔鍾澤, 1998,「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百濟硏究』第28輯,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47)  全德在 2000,「4세기 국제관계의 재편과 신라의 대응」,『역사와 현실』36.

      우선정, 2000,「麻立干 時期 新羅의 對高句麗 關係」,『慶北史學』第23輯, 慶北史學會.

      장창은, 2003,「新羅 訥祗王代 고구려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제75회 한국고대사학회 연구발표회 발표요지』.

48)  우선정, 2000,「麻立干 時期 新羅의 對高句麗 關係」,『慶北史學』第23輯, 慶北史學會.

49)   이러한 것은 중부지역의 고고학적인 양상을 통해서도 일부 간취된다. 즉 4세기 후반까지는 진천 석장동 및 대전지역에까지 신라와의 교섭으로 유

입된 유물과 가야지역과 관련된 유물이 동시에 확인되는데 반하여 5세기 전반에는 신라와 관계된 유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중부지역에 대가야 

및 소가야와 관련된 유물만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5세기 중후엽이 되면 다시 신라계 유물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4세

기 후반∼5세기 전반은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야-왜의 연합이며, 5세기 중엽이후는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신라와 백제의 동맹의 결과를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로 판단된다.

  成正鏞, 2007,「漢江.錦江流域의 嶺南地域系統 文物과 그 意味」,『百濟硏究』第46輯, 忠南大學校 百濟文化硏究所.

50)  崔鍾來, 2007,「江陵 草堂洞古墳群의 造營集團에 대해서」,『嶺南考古學』42號. 嶺南考古學會. 

51)   전술하였듯이 강릉의 고분에서 확인되는 신라와 관련한 분묘는 4세기 후엽부터 확인되며,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공존한다. 다만, 이 당시 고분

에서는 신라토기는 출토되지 않으며, 컵형토기 및 경부 돌대 단경호 등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유물이 확인된다. 전형적인 신라토기를 반출하는 수혈

식 석곽묘는 개별 고분군의 차이는 있으나, 늦어도 5세기 중엽에는 축조가 시작된다. 이는 경주 중심지역에서 확인되는 수혈식석곽묘보다 2분기 정

도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경주지역 수혈식석곽묘의 전개는 경주 주변지역에서 서서히 경주 중심지역으로 도입된다고 한다.

일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이를 담당한 집단은 영동지역의 재지세력보다는 경주 중심세력의 지원

을 받는 군사적 성격을 가진 경주 주변지역 세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52). 결국 당시 삼국

정세로 말미암아 강원 영동지역 일대에 대한 신라의 영역화 과정은 강릉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 순차

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순차적인 신라 영역화 과정을 통해 5세기 후엽에 이르러 강원 

영동지역은 대고구려 종속관계 탈피를 위한 변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좀 더 확대 해석하

면, 이러한 점은 6세기 중엽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였던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발표자는 추론하고 있다. 

Ⅵ. 맺음말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원삼국시대부터의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4세기 중엽까지 

취락유적을 중심으로 呂.凸자형 주거지 및 경질무문토기로 대표되는 중도식문화가 지속되며, 영남지

역 및 중부지역의 유물이 일부 동반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다. 이후 4세기 후엽에 이르면 강릉을 중심

으로 하여 신라문화로 급속히 변화.대체된다. 

발굴조사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삼국시대 신라분묘는 현재까지의 자료상 영동지역 중 강릉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조영되기 시작하였는데,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4세기 후엽∼5세기 초의 어

느 시점에 거의 동시에 이입되어 축조되기 시작하였으나, 5세기 중엽에 이르러 확인되는 고총고분의 

축조양상과 규모 및 출토유물의 양상을 통해 볼 때 점차 수혈식석곽묘가 더 상위의 묘제로 이용되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영동지역의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의 신라분묘는 강릉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

고, 5세기 중엽에 이르러 양양 남대천 이남인 동호리에서부터 삼척 오십천 이북의 갈야산에 이르기까

지 확산되어 조영되었으며, 영동지역과 지근거리에 위치하는 영서지역의 정선 임계리까지 확산되기

에 이른다. 따라서 영동지역 일대의 신라분묘 조영의 최대 전성기는 5세기 3/4분기이며, 이는 영남지

역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걷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6세기 중엽의 어느 시점에 횡구식 묘제가 채

용되어 석실분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동지역의 삼국시대 신라분묘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부분적으로 차이는 보이기는 하지만 경주

산이라 할 만큼 세련된 기술에 의해 제작된 정질의 신라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남지역에서 

  曺秀鉉, 2003,「慶州地域 竪穴式石槨墓에 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論文. 

            , 2006,「慶州 竪穴式石槨墓에 대한 硏究-慶州地域을 中心으로-」,『新羅 古墳의 諸問題-墓制와 出土遺物을 中心으로-』, 古墳硏究會. 

52)  신라권역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석곽묘가 조영되는 울산지역의 세력으로 보기도 하며, 표본은 많지 않으나, 일부유물(대부파수부호, 광구소호, 

부산식 고배 등)과 해당지역에서 유행한 중앙부에 격벽을 설치하여 주부곽을 설치한 중대형급 석곽묘 등을 통해 울산 및 부산지역 세력의 이입을 언

급하기도 하였다. 

  최종래, 2007,「江陵 草堂洞古墳群의 造營集團에 대해서」,『嶺南考古學』42號. 嶺南考古學會.

 朴守榮, 2010,「4∼5世紀 嶺東地域의 考古學的 硏究-住居址와 墳墓資料를 中心으로-」, 嶺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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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는 신라토기의 양상은 경주지역과 지근거리에 위치할수록 그 정조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도가 

현저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동해안에 위치한 울산.포항지역도 마찬가지를 나타내

는데 마치 경주지역의 동일한 토기 생산체제에 편입된 것처럼 유사하고, 경주의 양식 변화는 바로 울

산과 포항지역 등으로 전해진다. 이에 비하여 영덕.울진지역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영덕 괴시리 

16호분이나 울진 덕신리고분군 출토 토기는 경주지역 토기를 모방한 것이 다수이지만, 각 토기 사이

에 제작기술의 유사도가 현저하게 확인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북에 

위치한 영동지역. 특히 강릉 중심지역의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신라토기는 울산.포항지역과 마찬가지

로 경주지역의 토기변화와 동일한 과정이며, 유사도가 현저한 양상이어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결

국 이는 영동지역. 특히 강릉 일대가 4세기 후엽 대고구려의 교섭루트의 전진기지로의 역할임과 동시

에 5세기 후엽 대고구려 종속관계 탈피를 위한 변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문화가 자연스럽게 해당지역 일대로 지속적으로 이입되었으며, 이러한 역할을 담

당한 집단은 재지세력보다는 경주 중심세력의 지원을 받는 경주 주변지역 세력에 의한 변화였고, 이

러한 일련의 영동지역에 대한 순조로운 신라화 과정은 향후 6세기 중엽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

련한 교두보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는데 무게를 두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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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선생님은 영동지역의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신라 묘제를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로 구분

하고, 구조와 출토유물을 기초로 무덤의 조영 시기와 그러한 고분이 조영되는 배경에 대하여 발표하

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4세기 중엽까지는 중도식문화가 지속하면서 영남 및 중부지역의 유물이 일

부 동반하는 시기, 4세기 후엽에는 강릉을 중심으로 급속히 신라 문화로 교체되고, 4세기 후엽∼5세

기 초에 목곽묘와 수혈식석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하는 시기, 5세기 중엽에는 고총고분이 축조되는데, 

수혈식석곽묘가 상위계층의 묘제로서 5세기 3/4분기에 전성을 이루는 시기, 6세기 중엽이후에 석실

분으로 변화하는 시기로 구분하였습니다. 4세기 후엽에 중도식문화에서 신라문화로 교체되는 계기

는 군사적 성격의 집단이 직접적으로 이입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는 동해안의 신라고분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지만, 영남지역의 고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지역

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발표자의 편년과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묘제의 특징

과 출현 배경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 제시와 함께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송정동 B유적의 목관묘 중 발표자가 언급한 대로 두부와 족부의 별도공간에 1∼3점의 토기를 

부장한 무덤의 경우는 목관(곽) 내의 일정한 공간에 토기유물을 부장한 것이라면 목곽묘, 목관의 바

깥 즉, 묘광과 목관 사이의 공간에 토기를 부장했다면 목관묘라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소형

묘의 경우는 목관과 목곽을 함께 갖춘 경우가 거의 없고, 토기를 족부와 두부의 일정 공간에 여러 점 

부장하는 현상은 목곽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형묘에서 관곽의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송정동 B유적의 목관묘가 중도식문화시기의 무덤인지, 아니면 신라

의 영향을 받은 목곽묘 시기의 하위계층 무덤인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송정동 B유적의 목관묘와 목

곽묘를 발표자는 어떤 차이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영동지역의 목곽묘는 시상과 충전방식, 부장공간 등에서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신라 중심지에

서 적석목곽묘가 유행하는 시기의 주변 지역이나 하위계층에서 조성한 중・소형 목곽묘의 여러 요소

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목곽이 놓인 자리를 따라 목탄이 관찰되는 것은 곽재의 외피를 불에 그을려 사

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목곽묘에서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울산 하대나 

김해 양동리, 포항 옥성리 유적의 목곽묘에서 확인된 목곽을 불에 태운 무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토와 목탄이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불을 지른 것입니다. 

송정동 B유적 석곽묘(도 18)는 한쪽 단벽에 호상으로 돌을 돌려 부장공간을 만든 것으로 열쇠구

멍 모양의 평면형태를 가졌습니다. 경주와 인근지역 중・소형의 목곽묘와 위석식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며 돌을 채우거나 쌓은 방식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안현동 21호와 36호 목곽묘의 경우처럼 목곽의 바닥에 할석을 드문드문 깐 시설을 통상 관대라

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대라면 관 바닥과 맞닿는 면이 수평을 이루어야 하지

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중・소형 목곽묘에서는 관과 곽을 모두 갖춘 예가 확

인된 바 없고, 오히려 관이 없는 목곽묘는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김해 예안리 목곽묘에서는 시신

의 양 옆을 고정시킨 용도로 돌을 받친 경우도 있습니다. 목관이 없이 곽의 바닥에 돗자리를 깐 경우

는 많습니다. 영동지역의 목곽묘에서 목곽과 목관을 함께 갖춘 예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개

해주길 바랍니다. 

3. 영남지역에서는 목관묘-목곽묘-적석목곽묘(석곽묘)-석실묘 순으로 묘제가 변화하지만, 적석

목곽묘 또는 석곽묘가 유행하는 4∼5세기에는 이들 묘제가 위계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목관묘나 소형 목곽묘는 하위계층의 무덤으로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석곽묘나 적석목곽묘, 

위석식목곽묘도 목곽의 외부를 보호하는 장치의 차이에 불과하여 내부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유

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주 중심부의 적석목곽묘는 신라 상층부의 무덤으로 주변 지역과는 

차별성을 지닙니다. 강릉 초당동의 석곽묘도 그런 의미에서 신라 중심부와 연결되기보다는 주변지역

의 고총과 같은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영동지역 신라분묘의 특징 중 하나를 ‘울진이나 영덕 등지와 달리 정질의 신라토기가 주

류를 이루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라문화로 대체되는 변화를 담당한 집단이 경주 중심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경주 주변지역 세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강릉 안현동과 

영진리의 묘조(墓槽)가 있는 무덤은 울산 동해안의 산하동유적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도 있습니

다. 산하동유적은 울산지역의 주류와 달리 독특한 문화요소를 보이는 동해안의 유적입니다. 강릉지

역의 신라문화가 경주, 울산, 부산 등지의 동해안 지역과 연관성이 강한 것은 해로를 통한 접촉의 결

토론문	❷

박수영 선생님의 “영동지역 삼국시대 
분묘와 매장양식”에 대한 토론문

이재현  | 백두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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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질의 신라토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입한 것인지, 현지 생산

품인데 제작기술이 유사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물품이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질의 신라토기 입수(유통)와 변화 주도세력, 신라 중심세력의 

지원, 이 삼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발표자는 영동지역에서 4세기 후엽 중도식문화가 신라문화로 대체되는 계기를 군사적인 성

격의 변화세력이 직접적으로 이입된 선택압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말 5초로 편년한 송정

동 B유적의 목관묘와 목곽묘, 석곽묘 출토유물을 보면 컵형토기를 제외하면 재지적인 요소가 강하

다고 생각합니다. 

영동지역을 포함하는 동해안은 한반도 남북교류의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

니다. 특히 원삼국 및 삼국시대에는 영남지역으로 낙랑 및 북방문화가 전달되고, 변진의 철을 예가 

입수해 가는 주요 루트였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강릉이 가장 중심지역일 것이지만, 4세기까지는 변

진의 철, 고구려와 신라의 정치적 요소가 고고자료에 잘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5세기 후

엽의 고구려 장수왕 때에는 강릉이나 울진 등의 동해안지역이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지만 고고

자료에는 그러한 요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헌의 내용과 고고학적 자료와는 간극이 있습니다. 중

도식문화가 신라문화로 변화하는 계기가 신라의 군사적 지배 때문인지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영남 각지에서는 5세기 무렵에 고총고분이 조성되고, 신라식의 복식이나 장신구, 무기 등이 부장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립간 시기 신라의 간접지배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데 간접지배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직접지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재지세력의 통치력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신라 중심부의 입장에서는 간접지배이지만, 지방의 입장

에서는 재지의 유력자가 신라 중심세력과의 사회적 연대 관계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지배 권력을 강

화하고 성장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고총고분이 조성되고 신라문화로 변

화하는 현상을 재지 유력세력의 성장으로 이해해야지 신라의 군사적 지배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 생각합니다. 5세기 후엽 장수왕의 남진시기에도 신라 고분이 지속된 반면 고구려 요소는 반영되

지 않은 사실과 6세기 이후 신라의 직접지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고총고분이나 화려한 부장품이 

사라지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과도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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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매장문화재 발굴은 문화재의 원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지 않고 개

발하는 것은 문화재를 완전히 멸실시키는 범죄 행위이다. 그러므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에 대하여 부

득이한 개발이 필요할 때는 매장문화재 원형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더라도 발굴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 사업을 계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굴허가를 받아야 함2)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 발굴허가를 받아 발굴을 할 경우 그 비용은 유네스코(UNESCO) 

권고사항인 개발원인자 부담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영세사업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단독주

택・농어업시설・개인사업자의 건축물・공장건축에 따른 건설공사 등 소규모의 사업을 부득이하게 발

굴조사를 실시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굴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굴

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와 그 기준(범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3) 이를 2004년부터 제도화

한 것이 바로 소규모발굴지원사업4) 이다.  

본고에서는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경과를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이 전담하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5조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4)  본 글에서는 ‘국비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학술적 조사라는 점에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재단이 올 해로 12년째 전담하여 운영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면서 이룬 성과를 정리를 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전망의 한 면을 내다보고자 한다. 

Ⅱ.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경과

일정 규모(소규모)의 개발사업 진행시에 수반되는 문화재 발굴 경비를 지원하는 법이 처음 제정

하고 시행한 것은 1995년 문화재보호법 아래에서 이다. 이 당시 경비지원은 단독주택에만 해당하며, 

그 기준은 대지면적 330㎡와 건축 연면적 165㎡ 이하이었다. 지금의 단독주택 지원기준과 비교하더

라도 반 정도에 불과하며, 지원 대상도 개인사업, 소규모 공장, 농어업 시설은 없었다. 이후로 그 기준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변천상을 보면 문화재보호법 아래에서 1999년(개인사업과 농어업시설 포함)과 2005년에 지원대

상이 추가되고, 기준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2005년에 개정된 기준 범위는 근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19년에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소규모공장에 한해 건축 연면적 제한이 없어졌다. 

<표	1>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지원	기준	범위	변천표

대상

연도

단독주택(㎡) 개인사업( ㎡) 농어업시설(㎡) 소규모공장(㎡)

비고

대지 연면적 대지 연면적 대지 연면적 대지 연면적

1995년 330 165 · · · · · ·

문화재

보호법
1999년 495 264 330 264 · 661 · ·

2005년 792 264 792 264 2644 1322 2644 1322

2011년 792 264 792 264 2644 1322 2644 1322
매장문화재 보

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2019년 792 × 792 264 2,644 × 2,644 ×

※ 지원 대상 면적은 그 이하이어야 하며, 대지와 연면적(건축·시설)은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한다. 

국가의 국토개발이나 개인의 건축행위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초기 법으로 제정

될 당시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도 열악하였지만, 그 수요 또한 적었던 같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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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로, 댐 건설 등 개발이 가속화되고, 사회간접 자본시설들이 확충됨에 따

라 대규모이던 소규모이던 문화재 발굴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90년대 초(1993년)까지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발굴은 대부분 국립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대

학박물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후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당시 관(

당시 문화재관리국)과 학계에서는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분위

기가 형성되었다. 매장문화재 발굴문법인인 영남문화재연구원이 1994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

되는 계기가 되었고, 본 재단에서도 바로 이어 1995년 ‘발굴조사실’이 두 번째로 신설되었다. 이후 매

년 전문법인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어 2000년에 6개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26개로, 2010년에는 

66개, 2020년에는 108여개로 늘어났다. 현재 전국 매장문화재 발굴의 9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법인이 많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그만큼 발굴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며, 2010년까지만 해도 큰 규

모의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시행 기관의 규정상으로 

입찰이 진행되더라도 종국에는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발굴뿐만 아니라 소규모 면적(약 2천 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발굴대상에도 대부분 등한시 하는 분위였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에는 매

장문화재 제도개선 중의 하나로 “소규모발굴 지원단구성・운영(주관기관, 활동기관)”을 계획하여 전

국 지자체 및 당시 24개 발굴전문법인에게 알리고(2005.4.15.) 소규모 발굴 참가를 독려하였으나 크

게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이 때 문화재청에서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를 2004년부터 제도적으로 ‘‘소규모발

굴지원사업’으로 정책화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문화재청에서 2005년까지는 필요로 하는 지자체

에 예산을 내려 운영하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현 한국문화유산협회, 

이하 “한문협”이라 한다.)에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대규모 발굴 못지않게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수요

도 증가추세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전국 조사기관에서는 넘쳐나는 대규모 발굴수요 쪽에 주로 참여

가 이루어지고 소규모 발굴은 자주 뒷전으로 밀려 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6월부터 ‘매장문화재 

조사용대가기준 전부개정’으로 발굴조사비가 현실화됨으로써 그 이전 보다 조사비용이 대폭 상승되

었다. 이로 인하여 2009년 배정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 예산(27억)이 조기에 소진되어 한문협에서 

8월부터는 소규모 국비발굴조사의 신규계약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문화재청에서 본 재단에 소규모발굴조사 전담팀

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요청이 있었다. 당시 조사단에서는 대규모 발굴조사 현장과 조사된 유적의 

보고서 발간이 한창 진행 중으로 여력이 넉넉하지 못했다. 또한 소규모 발굴을 전담하게 되면 행정

처리 및 소규모 발굴현장의 대폭 증가와 조사단 경상비 부족 등의 어려움이 예견되었다. 그러나 공

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적인 민원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담 운영으로 방향을 전

환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모든 일반 구제발굴에 참여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 장의 소

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성과는 재단이 전담 운영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성과

1. 제도적 측면 

1) 신청 창구 일원화 및 연중 접수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가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직접 재단에 신청할 수 있게 창구를 일원화

시켰으며, 또한 연중 가능하게 하였다. 재단이 전담운영하기 전에는 민원인이 직접 조사기관을 섭외

하여야 했는데, 조사기관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는 가능한지 등

등 모든 것이 불편하였다. 

민원인이 직접 조사기관을 검색해야 하고, 어렵게 조사기관을 방문하였더라도 큰 규모의 조사가 

진해중이라 소규모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나 혹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음 큰 규모의 

조사를 위해 등한시 하여 이중고를 겪었다.  재단이 전담 운영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한 것이 가

장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 5월부터는 이전의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것을 ‘

문화재 협업포털(www.e-minwon.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함으로써 오고감이 없이 보다 더 

편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청 전이나 신청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항상 본 재단에 전화 상담이 가능하였

으며, 특히 2017년 12월부터는 대표전화(1577-5805)를 개설함으로써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

을 열어두었다. 또한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상황을 재단 홈페이지에 항시 게재하여 투명하게 하였다. 

또한 연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어 그 해에 지원을 못하더라도 민원인과 협의하여 접수를 받아 

왔다. 이는 다음 연도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선접수를 받아 놓는 효과로 민원인도 사업계획의 예측과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이는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운영상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연간 소규모 발

굴조사 수요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지표 활용과 다음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에 있어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2)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 증대 

소규모 발굴조사 수요는 매년 증가하였다. 신청건의 증가현상은 국가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기

초 산업계의 활성화와 국민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 주택 신축,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공장 건립 등 사업

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지자체에서 민원인의 소규모 건축허가에 대

한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면서 더욱더 정밀하고 견실하게 하려고 유적 존재 유무조사(표본 및 시굴)

를 많이 발생시킨 이유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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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규모	발굴조사	연도별(2010~2020년)	신청	및	지원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예산(억) 30 50 65 65 124.5* 94.5 110.44 135.7** 121.2 146.2 147.8*** 1,090.34

신청 건 157 238 261 250 378 347 385 450 380 409 480 3,735

(선접수) (34) (50) (74) (75) (20) (84) (85) (41) (70) (7) (540)

지원 건 123 188 187 175 358 263 300 409 310 402 457 3,172

 *14년 : 추경 20억 포함/**17년 : 추경 14.5억 포함/*** 20년 : 국비지표 1.6억 대체 포함 

2010년 신청이 157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480건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

다. 2013년까지는 200건대를 유지하다 2014년부터는 300건대로 2019년부터는 400건대로 그 수요

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였다. 2013년 7월에는 예산 조기 소진 예상으로 당해 지원이 어렵

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지자체에 보내 신청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도 하였다.   

이러한 수요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예산 증대를 지속적으

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으로 본 재단이 전담 운영한 첫 해인 

2010년에 30억을 시작으로 매년 증편하여 2020년에는 147.8억으로 5배 정도로 늘어났다. 2014년과 

2017년에는 전반기부터 많은 접수건건이 발생하여 추경예산도 요청하였고, 다행히 배정 받아 지원

함으로써 다음 해로의 이월건을 최소화 하였다. 그렇지만 매년 전체 접수건을 모두 지원하지 못하고 

선접수건을 보유한 채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산증대에 따라 지원건수도 2010년에 123건을 지원하였던 것이 2020년에는 457건으로 보다 많

이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전국에 3,172건을 지원하였으며. 전국별 지

원현황은 < 그림 1>과 같다.   

    

3) 착수 대기기간 단축  

민원인이 소규모발굴조사를 신청한 후 조사에 착수하기까지의 대기기간 단축이 필요하였다. 사

업시행자인 민원인 입장에서는 문화재조사를 하루라도 일찍 해결하고 목적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

였다. 초기에는 예산의 한계와 전담팀의 인력편성이 적었기 때문에 대기기간 단축 노력에 어려움이 

많았다.5)  

5)   2013년까지 대기일수가 평균 99일 이상인 것은 전년도에 선접수 받은 것을 다음 해로 넘겨 착수한 날까지 계상한 것이며, 2014부터는 예산 소진으

로 지원하지 못한 선접수건은 다음해 1월 1일 기점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조사여건상 조사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발굴유적이 많다거나 우천, 한파 등 기상 상황의 영

향도 변수이었다. 그러나 대기기간의 가장 큰 변수는 예산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신청 건이 접수되었

으며, 또한 소규모 사업시행도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사업하기 좋은 계절인 3월∼8월에 매년 신청이 

집중하여 몰리는 현상도 한 이유이었다.(<표 3>) 

<표	3>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월별	신청	현황(2010~2020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접수건 259 269 289 348 310 311 285 277 221 231 199 205 3,204

2014년부터는 예산이 크게 늘었으나 단기간에 전담팀 인력을 확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감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접수가 적체되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대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방향을 정했다.6) 즉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  재단이 전담운영한 2010년부터 제주도지역은 접근성과 유적, 유물 처리 등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제주도지역 소재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	그림	1>	2010년	～	2020년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전국	지원	현황

※ 충남 기타 : 부여와 공주를 제외한 충남 지역 / 경북 기타 : 경주를 제외한  경북지역



174 175연구주제발표 고대 강원지역의 삶과 - 죽음

는 한문협과 협약7)을 맺고 재단의 접수 적체 건을 수시로 이첩하여 동시에 지원하였다. 

<표	4>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착수	대기기간		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대기일 127 78.3 81.2 109.5 32.7 37.6 36.8 36.5 35.5 19.2 18.2

      

그러나 접수 적체건을 한문협에 이첩하면 한문협에서 다시 협회 조사기관을 선정・계약하여야 하

고, 발굴비 정산 이중(한문협과 조사기관, 재단과 한문협)의  번거로움과 연말에 잔여 예산 파악 어려

움, 그리고 지원 후 사후관리 등의 제반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재

단이 직접 전국 문화재 발굴 전문조사기관에 적체 건을 수시로 대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8) 

이와 같은 운영 속에서도 2018년까지 대기기간은 평균 30일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8년 9월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 운영체계 개선”용역 결과와 내부 운영 분석 검토를 통

해 2019년부터는 착수 대기기간을 20일 이하로 크게 단축하였으며9), 현재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4) 유적 보존과 건축 시행 

유적 발굴조사에서 드러나는 매장문화재의 최종 결과물이자 가치는 유구(유적)와 유물(무기질, 

유기질)이다. 유물은 수습되어 보존처리 등을 통하여 영구히 보존되지만, 유구(유적)는 현지에 그대

로 남을지 이전될지 아니면 영원히 사라질지 운명의 기로에 선다. 발굴유적 보존의 대상은 바로 유구

(유적)이며, 문제는 바로 그 위치한 곳에서의 존재여부라 할 수 있다. 물론 유구(유적)가 현지보존이 

되던 이전보존이 되던 아니면 모두가 사라지던 기록보존은 원칙이다. 즉 현재 유적발굴조사 후 매장

문화재 보존조치는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3가지 경우로 결정된다. 

소규모발굴조사를 통해서 현지에 보존된 유적도 많다. 현지보존 유적은 그 유적의 중요성으로 그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이다.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은 사업시행이 불가능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유적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방안(충전, 복토, 터파기 깊이, 유구를 피해서)을 마련하여 문화

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대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7)   2014년에는 문화재청에서 재단과 한문협에 예산을 별도 배정(재단 89.5억, 한문협 35억) 및 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에서 접수건 중 적체건을 한문협

에 수시로 이첩(108건)하여 진행하였다. 정밀발굴조사에 대한 학술조사보고서는 재단이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통합하여 발간하였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재단과 한문협이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에서 적정 운영 규모 이외의 예산을 한문협에 배정(2015년 : 19.6억, 2016

년 : 31.04억)하였는데, 운영방식은 2014년과 같이 접수 적체건을 수시 이첩(2015년 : 61건, 2016년 86건)하여 진행하였으며, 학술조사 보고서는 재

단이 통합하여 발간하였다. 

8)   2018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전국에 참여 가능한 조사기관을 모집하여 권역별 적체건을 조사지와 가까운 곳에 소재하는 조사기관에 우선적으로 대행

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정밀 발굴조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9)   2019년은 예산도 크게  증대된 이유도 있지만, 현장 조사팀을 증편하였고, 지원 방식을 주로 평균 1~3일 내의 간단한 조사인 표본조사와 시굴조사 신

청 건을 정밀 발굴조사보다 먼저 시행하면서 정밀 발굴조사 적체 건은 대행기관에 신속히 분담하여 진행한 결과이다. 

그리고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었지만, 유적이 존재하는 지층이 깊어 공사를 시행하더라

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는 ‘발굴유예’10)를 하고 공사를 가능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로 현지에 보존되거나 일부 이전보전된 유적은 전체 251개이

다. 이중에 사업이 불허된 유적은 30개이며, 그 외는 모두는 유적의 보존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이 불허된 30개소 중 시굴조사 단계에서 조치된 10개소는 김해 봉황동유적과  창녕 계성리 

고분군, 경산 부적리 고분군 등 사적지와 인접하고 있는 것들이며, 이중 일부는 지자체에서 사적을 확

대하여 편입시킬 계획으로 조치되었다. 2017년 것은 동해안을 따라 설치되 연변봉수의 하나인 울진 

죽진산봉수의 연대(煙臺)와 방호벽이 부지 내에서 확인되어 보존되었다.   

그리고 발굴조사후 공사가 불허된 것은 하남 천왕사지, 경주 마동사지・갑산사지・숭복사지, 공주 

대통사지, 부여 금강사지 등 寺域 추정지내가 가장 많으며, 그 외는 건물지, 석실묘 밀집군, 성곽, 도

로유구 등이 양호하게 잔존하면서 학술적, 역사적, 활용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은 유적이다. 

<표	5>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보존유적	조치	현황							※	단위	:	건

연도 정밀발굴
현지보존(복토) 이전보전

(사업시행)
계

사업 불허 부분시행 사업시행

2010 47 1 1 10+(4) 16 

2011 76 3+(2) 17+(2) 1 25

2012 77 (3) 1 23 27

2013 76 5 2 17+(1) 25

2014 140 1 15 16

2015 114 2+(4) 2 6 14

2016 128 1 3 11+(23) 2 40

2017 175 2+(1) 17+(17) 37

2018 132 3 17+(5) 25

2019 150 5 8+(4) 17

2020 150 3 4+(1) 1 9

계 1,265 20+(10) 4 82+(58) 3 251 

 

 ※ ( )안은 시굴조사 후 보존 

10)   발굴유예는 문화재청 고시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당장은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 발굴사유가 발

생할 경우에 발굴하도록 유예하는 것을 정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단독주택과 개인사업자의 건축에 한하여 표본 및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 유예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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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부분 공터나 경작지로 남아있으며, 국가에서 토지보상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정밀발굴 1,265건 중 현지보존 유적은 251건으로 그 비율

이 1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규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대부분 그 주변의 

전체 매장문화재유존지역 분포범위 중 일부분에 해당한다. 향후 인접 및 주변 유적조사 상황에 따라 

그 가치를 다시 평가 및 활용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지(복토)보존하고 대부분 사업을 하도

록 많이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학술적 측면

1) 전국 유적 탐색과 학술보고서 발간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민원인이 지자체에 지원 기준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

면 건축부지에 대한 문화재 영향검토11)에서 조건부 허가 조치로 이루어진다. 통상 건축부지에 대한 문

화재 영향검토 조치는 매장문화재의 존재유무를 확인을 위하여 건축 이전에 참관, 표본, 시굴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12)를 참고하여 건축 예정 부지가 유물산포지

에 속하거나 기존에 인접하여 조사된 유적을 참고하고, 혹은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의견

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보한다. 그러나 땅 속을 기존자료와 육안으로 파악하여 매장문화재 

존재유무를 정확하게 판다하기 어려우며, 최종적으로는 참관조사나 표본 및 시굴조사를 통한 지층(

地層) 조사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규모 발굴조사로 시행한 표본조사와 시굴조사는 1,907건이며, 이중

에 유적이 확인되어 585건은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었으며, 68건은 발굴유예가 되었다. 유적 확인

율은 약 32.4%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표본조사와 시굴조사의 짧은 기간에 매장문화재유존

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는 유적보호를 위해서나 유적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나 반드시 필

요한 일이다. 

소규모 발굴조사는 전국의 매장문화재 유존지 곳곳을 탐색 조사를 하듯이 유적의 존재 유무와 분

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뒷장에 중요 유적으로 제시한 절터, 관아지, 성곽, 도로 유

구들과 같이 그 유구의 분포 범위가 소규모 발굴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되거나 이후 퍼즐을 맞

추어 가듯 찾아지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유적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역시 향후 주변 개발에 따른 문화재영향 검토 시 학술

적으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모든 결과물은 ‘GiS통합인트라넷’에 등록된다. 

그리고 소규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2010년부터 매년 연단위로 묶어 학술보고서를 발간

하고 있다.13) 재단 전담운영 이전에는 조사기관에서 별도로 발간하여 보고서가 분산되었으나, 매년 연

11)   법으로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시행령 제4조제1항제4조)와 사업면적 4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설설공사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조)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와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를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12)  현재는 2011년부터 구축된 “GIS통합인트라넷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13)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조사한 유적은 조사완료 연도의 2년 후 연말에 일괄 인쇄하여 발간하였는데, 개별 유적에 대한 보고서 발간의 법정기한이 

단위로 통합하여 발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보고서로 발간되는 유적 수는 예

산에 따른 지원건수와 비례한다. 2014년부터는 매년 100여건 이상의 유적이 약 500페이지 내외의 

분량으로 20여권 이상이 발간되고 있다. 또한 이때부터는 이전의 제주도지역 조사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소규모 발굴조사 대행기관에서 조사한 정밀발굴조사 보고서도 각 조사기관에서 정리한 자료

를 받아 편집 체제를 같이하여 재단에서 일괄 발간하고 있다.   

<표	6>	조사	연도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유적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소계

 유적 수

(대행건)

45

(6)

83

(8)

71

(10)

73

(5)

116

(43)

122

(50)

113

(35)

172

(81)

123

(61)

158

(77)

1,076

(376)

권 5 9 14 12 21 25 19 25 21 30 180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규모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 1,076개이며, 올 해까지 180권을 

발간하였다.(<표 4> 참조) 2020년에 확인된 145개(대행 80개) 유적은 내년에 발간할 계획이다.  

2) 주요 유적 조사

소규모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지보존된 

유적들을 비롯하여 기록으로만 남긴 유적 중에서도 대표할 만한 것들이 많다. 이 중에 특기할 만한 

유적으로 분묘, 주거지, 사지, 건물지, 성곽, 도로유구 중심으로 유적들을 선별하면 <첨부 1>과 같다. 

분묘유적으로 먼저 김해 원지리 1148-1(2011년)14)에서 청동기시대 지석묘 및 석관묘가 양호하게 

조사되어 지석묘(상석포함) 1기는 그 부지의 한 쪽에 이전보존하였다. 평창 하리 240-4(2016)에서는 

석관묘에서 비파형동검과 인골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해체 복원하여 2018년 2월 25일 국립강원대학

교박물관에 인계하였다. 함평 상곡리 114-4번지(2016)의 초기철기시대 석관묘 중 1호도 상태가 양호

하고 소형 경형동기(鏡形銅器) 4점이 출토되어 해체 복원하여 2016년 12월 26일 국립나주박물관으

로 인계하였다. 경주 탑동유적은 21-3・4번지(2010년)에서 기원후 1∼2 세기의 수장급 목관묘 1기가 

경주분지 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되어 지금까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후 2015년부터 매

년 그 주변으로 15개 필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금년까지도 조사가 진행되어 4∼6세기의 목

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등 분묘가 중복현상으로 밀집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경주 동천동 

초과되어 자료의 공개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조사한 유적은 먼저 PDF본을 발간하여 문화재청에 등록(2017년도 조사자

료는 분기별 등록, 2018년도 상반기 조사자료는 월별 등록, 2018년도 하반기 자료부터는 조사완료 후 2년 기한 내 등록)하고, 인쇄는 상・하반기로 묶

어서 100부씩 발간하고 있다. 

14)  이하 유적 역시 첨부 자료를 참조하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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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011)에서는 소금강산의 남서쪽 구릉 아래 평지에 6∼7세기대의 석실분이 군집하여 밀집 분포

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였고, 이후 동천동 373(2020)에서도 똑 같은 양상이 드러났다.

강릉 초당동 유적의 분묘는 47-6(2012년)에서 조사를 시작으로 그 주변으로 2020년까지 17차

례 정도가 조사되었는데, 주로 5-6세기 신라양식의 분묘와 유물이 밀집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신

라의 북방 진출과 확장세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용인 마평동 574-

1(2018)에서 고구려 양식의 적석총 무덤과 4세기대의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적석총 

가운데 가장 남쪽으로 그 의미가 크다. 

주거지 및 생활유적으로 청주 학평리 222-6(2016년)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비파형동검이 충

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사적 375호 광주 신창동유적 동편의 일명 ‘반월촌마을’

내에서 신창동 552-21(2010)을 비롯하여 7개 필지에 대한 조사에서 사적지와 관련이 있는 초기철기

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주거지와 관련유구들이 많이 확인되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화천 위라리 123-

1(2015년), 춘천 신매리 839-1(2012년), 경기도 양평 양수리 770(2014년)에서 청동기시대의 장방형 

주거지과 초기철시대의 凸자형・ 吕자형 주거지들이 중복현상이 심하게 밀집분포하여 확인되었다. 

그리고 부여 쌍북리 328-2(2011년)에서 출토된 목간은 이후 2016년 판독과정에서 한반도 최초의 구

단표가 기재된 것으로 밝혀져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건물지는 소규모 발굴조사에서 분포양상과 성격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좁은 면적에서 확인되는 건

물지 양상은 대부분 조사부지 외연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완전한 배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물지의 규모 및 출토유물과 문헌기록을 비교하교 관(官)과 관련성이 있는 건물로 비정되는 대전 읍내동 

247(2011년)과 주변 3개 필지, 청송 송생리 277(2019년)과 주변 1개 필지 , 강화 선정리 572-29(2013) 등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 주변조사를 통해 그 범위와 양상이 계속 밝혀져야 하는 유적들이다. 

사지(寺址) 유적으로는 하남의 하사창동, 공주 반죽동, 경주 마곡동.갑산리 등지에서 사라진 절

터인 하남 천왕사지, 공주 대통사지, 경주 마곡사지 ・ 갑산사지의 사역(寺域) 지로 비정되는 유적들

이 조사되었다. 

성곽 유적은 성벽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조사되었지만 성벽의 축조양상과 그 관련시

설이 확인됨으로써 그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이 지나가는 범위와 방향까지 

유추할 수 있었다. 즉 고려시대 토성인 강화 중성과 조선시대의 강릉읍성, 김해읍성, 창원읍성의 일부분

들이 조사되었다. 

도로유구는 주로 경주지역의 성건동과 성동동, 그리고 구황동에서 많이 확인되었는데, 통일신라

시대의 방리제(坊里制)에 따른 왕경도로와 관련성이 깊은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도로들이 점점이 

확인되었으며, 부여에서도 정동리 506-2(2013년)에서 백제시대 공주(웅진)에서 부여(사비)로 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로 유구가 확인되었다.  

Ⅳ.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전망

1. 대국민 서비스 및 복지 제도화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가 처음 제도화될 당시의 목적인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는 명목은 이제 점점 퇴색하여 가

는 것으로 보인다. 법으로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범위에 해당하

는 건축을 할 시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국가가 발굴조사를 해주어야 하는 대국민 서비스 및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문화재는 국가자산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줄 무한가치 자

산이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가 나아져 예산만 넉넉하다면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뿐만 아니라 모든 발

굴과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예산 부담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점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본다.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지원 기준 범위가 확대되어 온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

으며, 앞으로 점점 더 규제가 풀리고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5년부터 새로이 3만㎡ 이하

의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는 면적제한 없이 

모두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 역시 문화재조사에 대한 국가부담을 넓혀가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대상 범위는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 수요 또한 점점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 수혜를 입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개발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공유자산으로 당연히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

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2. 매장문화재 유존지 신청 증가 

근년부터 소규모 건축 시행을 매장문화재 유존지 및 그 근처로 활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예

전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에 대한 토지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소규모 국비지원 발

굴조사 과정이 현장에서 항시 공개되고, 유적이 확인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조치 결과를 공유함으

로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통하여 건축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구들이 

밀접 분포하거나 중요한 유적지에 대한 발굴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국에는 사업시행 

여부와 유적 보존 상호간에 갈등을 빚기도 한다.  

전국의 경주, 부여, 공주, 익산 4개 고도보존육성지구 중에서는 경주와 부여에서 가장 많은 소규

모 국비지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주는 대릉원 일원을 중심으로 근년에 일명 ‘황리

단길’이라는 관광거리가 조성되면서 그 일대로 건축시행에 따른 신청이 부쩍 늘어났다. 이곳은 대체

로 기존의 구주택지이거나 공지이었던 것이 관광명소로 떠오르면서 그 붐을 타고 새로운 상가와 주

택이 건설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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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경주에서 소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710건으로 전국 전체 지원의 22.3%에 

해당한다. 문화재 밀집지역이라는 고도(古都) 답게 단위지역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한다. 이중 고도보존육성지구의 중심지역인 황남동, 황오동, 인왕동, 사정동 4개동에서만 132건으

로 경주지역 전체 건수의 18.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로 보아 그 중심부와 외연으로  계

속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여 고도보존육성지구 내에서도 부소산성 일원인 쌍북리, 관북리, 구아리, 석목리 일대를 중심

으로 조사가 집중되었다. 2020년까지 부여에서 소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334건인데, 이중 

상기 4개 동에서 이루어진 것이 138건으로 전체 41.3%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이다. 이중에 쌍북

리 지역은 부소산성의 동편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영향으로 98건이나 신청되었으며, 필지분할 신청

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부여의 고도보존육성지구내 상기 지역은 계속 신청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경주와 부여의 고도보존육성지구 내에서 건축사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접한 ‘특별보

존지구’가 문화재 관광명소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상가)과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본다. 옛날부터 유적이 입지한 곳이 지금도 살기가 좋은 환경이다. 특

히 문화재 발굴비를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기피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또

한 지자체별로 고도보존육성지구내를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특화시키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

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한옥건축 시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받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 재단이 소규모 발굴조사를 전담운영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도적, 학

술적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의 한 면을 예측해보았다.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매장문화재 발굴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여 왔는데, 

2010년 이전까지는 대규모 발굴조사 영향 아래 항상 소외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의 큰 불

편사항이었다. 

본 제도는 1995년 문화재보호법 아래에 그 근거가 제정된 이후, 2004년부터 정책적으로 ‘소규모

발굴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교부되고 시행되었다. 매년 수요자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 증대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다. 앞으로도 수요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의 

문화재조사에 대한 국가부담 확대 정책 기조 속에서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이제 소

규모 발굴조사는 대국민 서비스 및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발굴 수요에 대해 모두를 지원

해 주어야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앞으로 예측되는 발굴수요 증가의 한 현상으로 매장문화재 밀집지역임을 알면서도 건축

신청을 과감히 추진하거나, 넓은 필지를 지원기준 범위에 맞게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주관

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하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에 있어서의 필지 분할 및 집중적인 신청 현상을 현재의 법상으로 막을 길은 

없다. 그렇다고 유적 보존을 앞세워 건축행위를 무조건 제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매장문화재 

유존지 중에서도 밀집 분포지역에서 유적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의 어려운 점이 있는 곳15)은 발굴

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지금의 불완전 조사보다는 먼 장래에 이 지역에 대한 전

체 토지이용계획 아래에서 완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유적 유무조사인 표본

조사와 시굴조사 단계에서 유적의 양상과 존재 깊이 등이 확인되면, 건축이 가능한 보존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민원인의 목적도 달성하고, 유적도 당장 발굴조사 없이 보존하는 쪽으로 국가와 지

자체, 그리고 조사기관과 민원인이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15)   고도보존육성지구내 주택 밀집지역에서와 매장문화재 유존지의 택지 분할지의 소규모 면적에 대한 조사는 드러나는 유구 양상은 알 수 있지만 그 주

변을 포함한 전체 유적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시기별로 중첩된 유적의 조사는 더욱 그러하며, 통상 확인되는 유구는 조사경계 범위 밖으로 

연장되어 부분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 부지의 가장자리 경계로는 안전을 위해 거리를 이격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될 수 없

다. 향후 옆 부지가 조사된다 하여도 똑 같이 또 가장 이격 거리 만큼은 조사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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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유적명(조사연도) 시대 주요 내용 및 특징 비고

분묘

김해 원지리 1148-1(2011) 청동기

지석묘1기(상석포함), 석관묘 3기와 마세석검, 

적색마연토기등이 출토, 지석묘는 부지 남쪽

에 이전보존

지석묘

1기 이전

보존

평창 하리 240-4(2016) 청동기

석관묘 9기 확인, 2호에서 인골과 비파형동검, 

재단이 2호와 4호 해체 복원, 국립강원대학교

박물관에 인계 

석관묘

2기 이전

보존

함평 상곡리 114-4(2016) 초기철기

석관묘 6기가 청동시기대 주거지 2동, 토광묘 1

기 등과 함께 확인, 석관묘 1호는 상태가 좋고, 

경형동기 4점이 출토되어 해체 복원하여 국립

나주박물관에 인계 

석관묘

1기 이전

보존

대구 진천동 713-13(2020) 청동기

지석묘 3기, 지석묘 상석2기, 석관묘 12기 확

인, 서쪽에 연접한 ‘대구 진천동 지석묘Ⅱ’ 과 연

결되는 청동기시대 분묘 밀집지역

현지보존

사업불허

경주 탑동 21-3·4(2010),20-

1(2015),20-2·5(2015),20-6 

(2016),20(2016),56-8(2017),514-4·515-

8(2017), 6-1(2018), 6-6(2018),50-

2(2020),50-4(2020), 50-1(2020), 

50-5(2020)

원삼국

삼국

21-3·4번지의 목관묘는 경주 분지 내 기원후 1

〜2세기 수장급 무덤 첫 확인, 20-1번지에서 

목관묘 2기 추가 확인, 그 외 지역에서 5~6세

기 대의 목곽묘 적석목곽묘, 석곽묘, 옹관됴 등 

190여기 군집묘 확인,  

20-3·4번

지 목관묘 

현지보존,

상부 사업

불허

포항 마산리 149-4(2011)
원삼국

삼국

목곽묘 2호에서 찰갑이, 적석목곽묘에서 종장

판갑이 출토, 3~4세기대의 이른 시기의 갑주 
기록보존

경주 인왕동 814-3·4

(2017)
원삼국

3세기대의 목곽묘 6기가 적석목곽묘 집단묘역 

하부에서묘 확인
현지보존

경주 황남동 231·232(2017) 삼국

고분군 7기가 밀집하여 연접하여 있음을 확인, 

대릉원내 황남동 고분군의 남서쪽 경계 부분으

로 고분군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 확인

현지보존

강릉 초당동 47-6(2012), 23-

1(2012),290-1(2012),127-

9(2016),330(2017),316(2017),248-

2(2017),124-3(2017),292-1(2019),271-

9(2019),271-21(2019),393-3(2019), 

238-1(2020),

355-1(2020), 48-8(2020),

267(2020)

삼국

5~6세기의 신라고분양식의 목곽묘와 석곽

묘, 석실분고 함계 신라양식의 고배, 대부장경

호 등의 토기와 금동관, 간모장식 등 장신구등

이 출토

기록보존

경주 상신리 964(2012) 통일신라
횡혈식 석실분1가 도굴되었지만 개석과 봉토분 

온전히 잔존
현지보존

종류 유적명(조사연도) 시대 주요 내용 및 특징 비고

분

묘

경주 동천동 354(2011),

373(2020)

통일

신라

소금강산 구릉 아래 탈해왕릉 남서쪽에 석실분 단계의 

고분군 군집 묘 확인

현지보존

사업불허

용인 마평동 574-1(2018) 삼국
적석총 내 매장주체부 추정시설 2기 확인, 4세기대의 

토기 및 철기유물 출토  

현지보존

사업불허

주

거

지

및 

생

활

광주 신창동 552-21(2010),

 552-19(2013),552-2,574-3

(2013),552-1(2014),552-25

(2017), 552-23(2017) 

초기철기

원삼국

사적 375호 광주 신창동유적의 동쪽 반월촌 마을에 초

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주거지 및 수혈 유구 등 밀

집 분포

현지보존

화천 위라리 123-1(2014)

청동기

초기철기

삼국

화천읍 남쪽의 북한강 남쪽 충적평야지에서 신석기시대 

수혈 1기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의 

주거지 32동과 수혈 25기가 밀집 분포

기록보존

청주 학평리 222-6(2016) 청동기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이 원삼국 목곽묘 1기와 토광묘 

2기 함께 확인, 주거지에서 비파형동검 1점 이 충북지역

에서 처음으로 확인

기록보존

춘천 신매리 839-1(2012), 43-

2(2013) 청동기시대 주거지 12동 및 관련유구 확인 현지보존

양평 양수리 770-7(2014)
청동기

원삼국

청동기시대 주거지 7동과 원삼국시대 주거지 12동·수혈 

32기가 밀집 분포
현지보존

부여 쌍북리 328-2(2011) 삼국
백제시대 3개 생활문화층의 구상유구에서 한반도 최초

의 구구단표 목간(2016년 한국목간학회에 판독) 출토
기록보존

건

물

지

대전 읍내동 247-14(2011),

247-3(2013),338-1(2017),

306-6(2017)

조선

건물지 3동과 담장, 적심,석렬 등 확인, 『조선선왕조실

록』, 『세종실록지리지』의 충청도 회덕현 관아의 위치와 

분포범위 동일

현지보존

서울 누하동 224(2017) 조선
너비 165cm, 높이 90cm 규모의 배수로가 길이 4m 확

인, 인경궁(仁慶宮)의 관련 시설로 추정 
현지보존

강화 신정리 572-29(2013) 고려

건물지 2동, 축대 기초부, 배수로 등 확인, 2호 대형적심

(직경 약3m) 건물지 정면 7칸, 측면 2칸 이상의 규모로 

고려시대 중앙 또는 지방의 관(官) 건물로 추정

현지보존

사업불허

<	첨부	1>	소규모	발굴조사(2010~2020년)	중요	유적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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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유적명(조사연도) 시대 주요 내용 및 특징 비고

건

물

지

경주 구황동 657(2016) 통일신라
건물지 4동, 담장지 1기, 적식 11기 등 확인, 경주 월

성, 미탄사지 황룡사지 등과 관련성이 있음

현지보존

사업불허

청송 송생리 277(2019),

277-3(2020)

고려

조선

박석시설과 보도시설이 딸린 건물지 들이 확인, 『고

려사』『세종실록지리지』등 문헌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송생현’ 관아지로 추정

현지보존

사

지

경주 마동 104-8(2010),

104-10(2013)
통일신라

마동사지 삼층석탑(보물제912호) 남쪽 35m 정도

의 대형 적심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마동사지 사역

내로 비정됨

현지보존

사업불허

경주 갑산리 711-4·

711-5(2013)
통일신라고려

건물지 3동, 기단석렬등과 ‘甲山寺’ ‘岬山寺’명 명문

기와와 소형의 금동불상과 전불이 출토되어 갑산사

지로 비정됨

현지보존

사업불허

하남 하사창동 68-2(2011), 

64-3(2011), 64-2(2012),

346(2013), 65-4(2014),

352(2014)

고려

2000년~2009년 조사로 알려진 하남 ‘천왕사지’ 주

변에서 추정 금당지와 건물 배치로 보아 1탑1금당 가

람배치로 팍악됨

현지보존

사업불허

(65-4)

옥천 금산리 153-3(2016),

157(2017)
조선

건물지와 고래시설이 크게 확인되었는데, 반경 50m 

이내에 금천사지석조부재와 부도가 있어 금천사지 

사역내로 추정

현지보존

공주 반죽동 197-4(2018),

204-1(2019),205-1(2019)
삼국

대통(大通)명 기와와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어 『삼국

유사』 등의 기록을 통해 백제 성왕때 세워진 대통사

지 사역내로 비정

현지보존

사업불허

성

곽

김해 동상동 724-7(2013), 538-

6(2017),797-3(2018),

590(2019)

조선
김해읍성의 남쪽 해자 호안석축, 동벽 체성 2개

소,(2019년) 현지보존

김해 서상동 222-2(2017),

221-40(2018), 232-3(2019)
조선 김해읍성의 서벽 체성 2개소와 치1개소(2019) 현지보존

강화 신정리 233-11·

233-12(2016)
고려

강화중성(토성)의 동남쪽 성벽,  토성의 구성요소인 

외측기단석렬, 목주와 함께 판축토 시루떡처름 정교

하게 확인

현지보존

강화 옥림리 37-3(2018) 고려
강화중성을 보호 방어하기 위한 2외황 2기가 처음 

확인, 현지보존 공사불허

현지보존

사업불허

종류 유적명(조사연도) 시대 주요 내용 및 특징 비고

성

곽

고령 연조리 594-4(2017)
가야

(대가야)

해자와 성벽 확인, 대가야의 궁성지로 추정되는 구릉

부의 바깥에서 확인됨 , 현지보존 공사불허

현지보존

사업불허

 강릉 임당동 61-2(2015)   
고려

조선
강릉읍성의 동벽 체성(토성과 석성) 확인 현지보존

창원 북동 45-146-6(2010),

165-1(2016)
조선 창원읍성의 체성하부 지대석, 북쪽 체성부 확인 현지보존

봉

수
울진 연지리 43-22(2017) 조선

동해안을 따라 설치되 연변봉수의 하나인 울진 죽진

산봉수의 연대(煙臺)와 방호벽 확인

시굴

현지보존

사업불허

도

로

유

구

경주 성건동 204(2010),

178-7(2019)

통일

신라
204(동서도로: 길이 6.02m, 너비 3.1m, 현지보존

경주 성동동 188-7(2010),

188-9(2010), 188-82(2014)

통일

신라

188-7(동서도로: 길이 7m, 너비3m, 남북도로 : 

18m, 5m) 188-9(동서 도로 :길이 12m,  4.6m), 

188-82(동서 도로 길이  10.8m, 너비 9.4m)

현지보존

경주 구황동 857-56(2016),

857-57(2020)
통일신라

857-56(남북도로 : 길이 16.6m, 너비 6m)와 857-

57(남북도로 : 길이 10.1m, 너비 7.1m) 연접되어 확

인 

현지보존

부여 정동리 506-2,3(2013) 삼국

3차례 걸쳐 조성되어 사용된 북동-남서 도로, 길이 

53m, 너비 6.25~7.7m와 측구가 확인됨, 웅진과 사

비로 통하는 주요 도로로 추정

현지보존

사업불허

부여 동남리 575-1(2014) 삼국
4차례에 걸쳐 조성 사용된 남북도로 길이 2.7m, 너

비 2.5m 확인
현지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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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께서는 지난 2010년부터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전담해 온 한국문화재재단의 책임

자로써 전국 일원에 대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매장문

화재 조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입장을 밝혀 왔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토론에 앞서 같은 고고학 조사연구자이며, 매장문화재 전문조사법인에 속한 토론자로서는 

문화재 조사연구의 공공성을 주도해 온 발표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자 역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몇 가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며 토론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1. 발표자는 소규모발굴지원사업을 ‘국비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학술적 조사라는 점에서 ‘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화재 조사는 유적의 존재 여부를 밝혀내고 그 성격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학술

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재 구제조사와 학술조사로 구

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가 학술적 조사라면 유적의 정비 등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학술

조사와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가 학술적 조사라는 접근은 다소 무의미한 판단이라고 생각됩

니다.

2.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보고서의 경우 이전에는 각 조사기관에서 별도로 발간하였으나 이후 주

관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통합.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발간체계에 대해 상반된 견해

가 존재한다는 것은 발표자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소규모 발굴보고서의 발간체계(각 조사기관에서 발간 또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통합발간)의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 발표자는 대국민 서비스 및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발굴 수요에 대해 모두를 지원

해 주어야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다양하

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국비지원 문화재 조사를 비롯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표자의 의

견을 듣고 싶습니다.

4. 그동안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발굴조사 보존대책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대규모 유

적의 일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전체 유적에 대한 검토 없이 공사진행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였습

니다.1)

현재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에서도 향후 인접 및 주변 유적조사 상황에 따라 그 가치를 다시 

평가 및 활용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지(복토)보존하는 유적의 경우도 고도지역(경주, 부여, 

공주 등)과 사지, 사적 등 기존 유적의 존재가 명확히 밝혀진 지역이 대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발굴유예 또는 현지(복토)보존의 보존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수립에 한국문화재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드리며 토론자의 의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1)   가령 용인시 마북동, 보정동 일원의 경우 취락, 생산, 저장, 고분 등의 대규모 복합유적임이 밝혀졌음에도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유적의 보존대책

이 수립될 수 밖에 없었다. 

토론문	❸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현남주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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