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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매장문화재협회(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중요 비지정문화재 발굴조사 대상에 선정되
어 실시된 학술조사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및 유물에 대한 현상과 성격 등을
기술하였다.
보고서의 기술 및 도면의 표현방식에 있어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에 삽입된 유적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25,000를 사용하였고, 고분의
현황도는 1:5,000도를 판형에 맞게 사용하였다. 그 외 고분의 등고도와 유구 분포도는 자체적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사용하였다.
2. 유구
가. 유구의 기술은 주변 입지, 유구의 노출과 조사전의 상태, 내부조사 과정 및 퇴적양상, 내부시설, 축조방법,
출토유물 상태 등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나. 도면의 방향 표시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유구의 장축은 4방위각 내 45°
를 축으로 이상과 이하의 범주로 나누어 남-북, 동-서방향으로 구분하였다.
라. 유구의 토층도 및 단면도에 표시된 해발고도는 미터(m)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마. 유구의 축소비율은 1/20, 1/40을 기준으로 하였다.
바. 유구의 제원은 어깨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높이는 최대깊이를 측정하였다. 제원 중 유구의 잔존상태에
따라 측정치를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2항에 의거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데에 동의함

원색사진 1. 장수 동촌리고분군 및 장수분지 원경

3. 유물
가. 토기류
1) 토기의 기술은 출토위치-잔존상태-기형(저부→구연)-문양 및 장식-제작기법(내면→외면)태토-소성도-색조-제원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2) 성형 및 정면기법은 크게 점토접합흔, 손누름흔, 박자흔, 회전물손질·물손질흔으로 구분하
고, 외면의 문양 또한 도면 및 세부사진 제시 및 기술로 보완하였다.
3) 토기의 기고는 중심축을 계측하였고, 편일 경우에는 잔존 최대치를 계측하였다.
4) 유물번호는 본문·도면·사진의 번호와 일치한다.
나. 철기류
1) 철기의 기술은 마구류(편자)-무구류(철도자)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2) 편자의 세부명칭은 국내 학계에서 제시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편자의 세부적인 형태는 X-ray 결과를 참고하여 도면 제시 및 기술하였다.

발형기대
제측

징
철측

다. 유물의 축소비율은 1/3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외인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측면

라. 유물의 계측치는 ㎝단위이며, 철기의 경우 중량(g)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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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조사경위와 목적
2. 조사단 구성
3. 보고서 작성

Ⅰ. 머리말

Ⅰ. 머리말
1. 조사경위와 목적
장수 동촌리고분군 1)은 장수분지에 자리하며, 마봉산(馬峰山; 723.9m)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한 지
류(해발 500m 내외)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이 고분군은 가야계 고총고분군으로 현재 80여기가 자
리하고 있으며, 오래전 도굴과 민묘구역의 조성 및 농경지의 개간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한국매장문화재협회(문화재청)에서는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 비지정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가치를 규명하고, 발굴조사 된 유적 및 유물을 보존·활
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조사는 장수 동촌리고분군이 중요 비지정 매장문화재로 선정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 조사를
통해 고분의 성격과 시대 등을 파악하여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유적의 안전한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자 한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문화재청에 조사계획서 등을 작성 및 제출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제
2015-0488호)를 받았다 2). 본 연구원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2015년 5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 1일에 착수하여 7월 17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
산리 산 3-1번지(750㎡)에 자리한 1기의 고분[1호분]을 대상으로 2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현장조사는 봉분 직경 15m 내외의 중형급에 해당되는 1호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변고분에
대한 Tr.조사와 정밀측량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단은 현장조사에 앞서 현지 주민과의 면담조사와 기존
의 연구성과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다.
금번 조사를 통해 장수 동촌리고분군의 현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고분의 입지·축조방법·
구조·출토유물 등을 통해 고분군의 축조집단을 일부나마 추정할 수 있었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2015년 7월 3일에 학술자문회의와 현장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고
분군의 성격 및 향후 보존 및 조사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현지주민과 관련 연구자들
에게 유적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발굴조사 완료 후 문화재청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고, 발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발굴제도과-9942(2015.08.27)). 이에 본 연구원은 장수군과 협의하여
발굴조사 된 장수 동촌리고분군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였다.

1) 곽장근, 2003,『장수군의 고분문화』,장수문화원.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장수군의 문화유적』,전라북도·장수군.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장수군·문화재청.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장수 동촌리고분군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 발굴조사 대상 고분이 자리한 지역은 장수군의 소유이며, 현지 주민과 장수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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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단 구성
장수 동촌리고분군 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유 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자

문

위

원 : 이주헌(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곽장근(군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동희(순천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책 임 조 사 원 : 강원종(전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조
준
보

사
조

원 : 전상학(전주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
사

조

원 : 조자영(전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원 : 강소미(전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발굴조사는 유 철의 책임 하에 강원종·전상학이 전담하였으며, 조자영·강소미가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봉분 직경 15m 내외의 중형급에 해당되는 1기의 고분
〔1호분〕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변 고분에
대한 Tr.조사와 정밀측량조사를 병행하였다. 1호분의 봉분규모는 동서 16.7m, 남북 7.4m, 잔존높이
2.1m 내외로서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주매장시설은 도굴된 상태로 석곽[돌널무덤]의 구조이며, 주변에
2기의 석곽이 배치되었다. 유물은 주석곽의 서쪽에서 단경호(短頸壺), 기대(器臺), 발(鉢), 뚜껑(蓋) 등의
토기류와 동쪽에서 말뼈와 함께 편자[蹄鐵]가 출토되었다.
유구의 실측은 조자영·강소미가 담당하였으며, 사진촬영은 전상학·조자영이 맡아주었다. 고분군의
전반적인 현황측량과 유적에 대한 유구분포도 작성은 조자영이 주도하였다. 유적 내에서 출토된 금속유
물은 노지현(보존·정리팀장)이 전담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주석곽에서 출토된 편자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센터 김태인선생의 자문을 받았으며, 공반되
어 확인된 말뼈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 수의학대학에 의뢰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편자에 대해서
는 국립전주박물관의 도움으로 X-ray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조사된 고분[1호분]에 대한 3D-scan
을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사진측량/GIS연구실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3. 보고서 작성
본 보고서는 장수 동촌리고분군[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고분 주
변의 고분의 현황과 Tr.조사 내용을 수록하였다. 현장조사가 완료된 이후 유구에 대한 자료정리와 함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및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많은 연구원과 정리팀이 참여하였는데, 보고서 작성의 각 분야별 담
당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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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
총

괄:유 철

기 획·진 행 : 전상학
유물정리·복원 : 전상학, 구명자
유물실측·탁본 : 조자영, 구명자
유구·유물제도 : 강소미, 구명자
유물 사진촬영 : 전상학, 강소미
도판 편집 : 전상학, 조자영
보존 처리 : 노지현(전주문화유산연구원 정리·보존팀장)
- 원고 작성
원고 작성 : Ⅰ. 머리말 – 강원종
Ⅱ. 유적의 위치 및 환경 – 전상학, 조자영
Ⅲ. 조사의 범위와 방법 – 전상학
Ⅳ. 조사내용 - 유구 : 전상학
유물 : 조자영
Ⅴ. 고찰 – 전상학, 조자영
Ⅵ. 맺음말 - 전상학
· 부록 - 노지현(금속유물 보존처리)
안동춘(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해부학 교수) -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뼈 분석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사진측량/GIS연구실 – 장수 동촌리 1호분 3D-scan
교

정 : 강원종, 전상학, 조자영, 강소미

감

수:유 철

출

판 : 전상학

행

정 : 박상옥(전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지원과장)

이외에도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한국희 소
장과 이현석 주무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조사전반에 걸쳐 많은 조언을 해주신 군산대학교 사학과 곽장
근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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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지리적 환경
2. 고고·역사적 배경
3. 지명유래 및 주변유적

범 례

도엽번호
NI 52-1-14-1

조사지역
1. 장수 동촌리 고총군
2. 장수 동촌리고분군(2003)
3. 장수 선창리 유물산포지
4. 장수 노하리 유물산포지B
5. 장수 노하리 와요지A
6. 장수 노하리 유물산포지C
7. 장수 노하리 와요지B
8. 장수 노하리 지석묘B
9. 장수 노하리 마을숲
10. 장수 노하리 유물산포지D
11. 장수 노하리 고분군C
12. 장수 노곡리 말무덤
13. 장수 노곡리 유물산포지B
14. 장수 동촌리 유물산포지B
15. 논개사당
16. 장수 두산리 유물산포지A
17. 장수 노곡리 고분군C
18. 장수 노곡리 고분군D
19. 장수 노곡리 횡구식석곽묘
20. 장수 두산리 유물산포지B
21. 장수 두산리 고분군A
22. 장수 두산리 고분군B

동촌리고분군

0

1㎞

지도 1. 장수 동촌리고분군 및 주변 유적 위치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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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위치 및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3)

1) 유적의 입지
장수 동촌리고분군이 자리한 장수분지는 장수군 장수읍과 천천면 일원에 해당되며, 백제 때 우평현
(雨坪縣)이 설치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신무산 북동쪽 기슭에 위치한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
르는 장수천을 따라 들판이 발달해 있으며, 그 주변에도 구릉지대가 폭넓게 펼쳐져 있다. 백두대간의 영
취산에서 장안산·사두봉·신무산·팔공산까지 이어지는 금남호남정맥이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을 이
루면서 섬진강 수계권의 요천 유역권과 경계를 이룬다. 팔공산과 덕태산·성수산까지 남북방향으로 뻗
은 금남호남정맥은 진안군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서쪽을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다 4).
유적이 자리한 장수분지의 총 면적은 약 53.2㎞의 타원형 산간분지로, 저평지 면적(7.85㎢, 분지 총
면적의 14.8%)에 비하여 산록완사면의 면적(17.93㎢, 33.7%)이 넓다. 분지를 감싸고 있는 능선의 고도
는 750~1110m이며, 분지 내 저평지의 고도는 해발 400~450m로 양 지형간의 고도차는 300~750m
이다 5).

조사지역

사진 1. 장수분지 및 주변 산지(출처: Google Earth)
3) 장수군, 2010,『長水郡誌』,네이버 두산백과사전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4) 전상학, 2013,「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호남고고학보』43, 호남고고학회.
5) 정규윤, 1993,「장수·장계분지의 지형환경」,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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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리 고분군C
동촌리고분군
동촌리고분군
(2003)

노곡리 고분군C

노곡리 고분군D

동촌리 1호분

두산리 고분군A
두산리 고분군B

사진 2. 장수 동촌리고분군 및 주변 유적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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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분지에 자리한 가야계 고총은 장수 동촌리고분군으로 80여기의 고총이 분포한다. 금남호남정맥
의 고봉인 사두봉에서 갈라진 산줄기가 마봉산을 지나 장수읍 동촌리와 두산리의 경계를 이루면서 서쪽
의 장수천까지 뻗어 내렸다. 이 지류는 가파른 경사를 이루다 하단부에 이르러 완만해지면서 여러 갈래
의 구릉으로 갈라지는데, 구릉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고총이 자리한다. 고총은 직경 20m의 대형분과
10~15m의 중형분이 정상부를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자리한다. 소형분은 구릉의 하단부와 규모가 큰
고총의 주변에 산재하고 있다 6).
금번 발굴조사된 동촌리 1호분은 동촌리 고총군의 남동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2013년 시굴조사 당시
확인된 3기의 고분 가운데 하나이다 7). 고분은 구릉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고분의 남동쪽으로는
중소형분이 북쪽 능선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2) 주변의 자연환경8)
전라북도(全羅北道)의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장수군(長水郡)은 남북 44㎞, 동서

장수 동촌리고분군

20 ㎞, 면적 533.75 ㎢, 인구 23,478 명
(2009년 기준)이며, 위도는 동경 127°
42′
~127°
22′
, 북위 35°
49′
~35°
28′
에 해당
한다.
장수군은 남쪽에 남원시(南原市), 서쪽에
임실군(任實郡)과 진안군(鎭安郡), 북쪽으로
는 무주군(茂朱郡), 동쪽으로는 경남 거창군
(居昌郡)과 함양군(咸陽郡) 등과 접경한다.
장수군은 또한 백두대간(白頭大幹)9)과 금남
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10)의 산줄기가 휩쓸

-범례하천변
선상지/곡간지
저구릉지/구릉지
홍적대지
산록경사지
산악지

조사지역

지도 2.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 지형도(출처:흙토람)

고 지나가는 이른바‘진안고원(鎭安高原)11)’
의 일부로서, 모든 지역이 해발 400m이상의 전형적인 고
원지대를 이룬다. 장수군의 경계를 이루는 동쪽에는 덕유산(1615m)에서 백운산(1279m)까지 연결되
는 백두대간의 준령이 가로막고, 북쪽에는 두문산(1051m)·어둔산(679m)·봉화산(884m)·고산
(874m), 서쪽에는 천반산(647m)·성수산(1059m)·덕태산(1113m)·팔공산(1151m)·영대산
6) 주 4)의 논문.
7)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장수 동촌리고분군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시굴조사 당시 2호분으로 명명되었으나, 금번 조사에서 1호분으로 변경되었다.
8) 네이버 두산백과사전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9) 백두산(白頭山) 장군봉에서 지리산(智異山) 천왕봉까지 이어진 큰 줄기로서 전북지역의 무주의 민주지산 삼도봉에서 동으로 뻗어가며
덕유산·월성치·육십령·영취산·백운산·중치·봉화산·치재·고남산·여원치·구동치·정령치·만복대·삼도봉·토끼봉 등을
지나 천왕봉까지 이어진다.
10) 백두대간의 산줄기인 장수 영취산(靈鷲山)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갈래로 북쪽 금강과 남쪽 섬진강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으며, 장안산·
수분치·신무산·팔공산·성수산·마이산·부귀산 등을 지나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의 분기점인 주화산(珠華山)까지 이어진다.
11)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호남정맥 사이에 형성된 해발 500m 내외의 고원으로 전북 진안군·장수군·무주군에 걸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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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m), 남쪽에는 백운산(1279m)·월계산(980m)·봉화산(920m)·장안산(1237m)·사두봉
(1015m)·신무산(897m)·묘복산(846m)·상서산(627m) 등의 고봉이 둘러져 있다. 이들 고봉은 장
수읍 남쪽, 즉 사두봉과 신무산의 중간에 위치한 수분치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장수군의 전 지역을 금
강과 섬진강 수계권으로 갈라놓고 있다.
기반암은 대부분이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이들 화강암류가 심층풍화되어 산서면·장수읍·계남면·
장계면 일대에 해발고도 500m 내외의 고원상의 내륙분지가 발달해 있고, 평야의 발달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천연적 위치가 해발 430m 고지에 위치해 있어 기후는 남부 대륙형 기후로 연 평균기온(2009년)
11.0℃, 1월 평균기온 -1.0℃, 8월 평균기온 26℃이며, 일교차가 15~20℃로 심한 차이를 보인다.
연강수량은 1,308.9㎜로 월평균 109㎜내외이다. 고원상의 내륙분지가 많아 여름에는 서늘하며 겨울
에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많다.

2. 고고·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금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장수군은 장수천과 장계천이 각각 북쪽으로 흘러가며 그 주변 지역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호남과 영남지방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 정상부에 위치
한 월성치, 육십령, 치재 등의 고개를 중심으로 교통로가 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상의 요충지를 이
룬다. 이와 같은 환경을 바탕으로 장수군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분포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수군의 문화유적은 1975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문화유적조사 12)를 시작으로 1988년 장수군
문화재 지표조사 13),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14)와 익산-함양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15), 2000년
장수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적을 비롯하여 지
석묘 14개소를 비롯한 85개소의 고분군, 34개소의 요지, 38개소의 유물산포지 등 180여 개소의 문화
유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3년 본 연구원과 군산대학교박물관이 공동으로 장수군 일원 가야고총군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장계면 삼봉리에 41기, 월강리 23기, 계남면 호덕리 41기, 화양리 1기, 장수
읍 동촌리 80기, 대성리 2기 등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장수군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인근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인 정천면 진그늘에서 구석기시대 유적 17)이

12) 문화재관리국, 1970,『문화유적총람』하권.
13)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88,『장수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전라북도·장수군·전북향토문화연구회.
14) 전북대학교박물관·군산대학교박물관, 2000,『대전-통영간 고속도로(무주-장계구간) 건설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15) 호남사회연구회,1998,『군산-함양(소양-장계간)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한국도로공사.
16)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장수군의 문화유적』,전라북도·장수군.
17) 조선대학교박물관, 2000,『진안 진그늘 구석기시대유적』,지도위원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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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어 그 존재 가능성이 높았던 바,
2003년 장수지역 최초로 침곡리 구석기유
적 18)이 조사됨으로써 장수군의 구석기시대
문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수군에서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고고학
적 증거는 1997년에 천천면 남양리 농지정
리사업 현장에서 수습된 빗살무늬 토기편 19)
과 천천면 월곡리 월곡초등학교 북쪽과 월
곡리 반월마을 입구 농지정리사업 현장에서
사진 3. 장수 침곡리유적 출토유물

수습된 빗살무늬 토기편과 석기류를 통해

알 수 있다 20). 아쉽게도 유구가 심하게 유실되었거나 훼손된 상황이었으나, 수습된 유물의 속성이 인근
의 진안 갈머리 21)·진그늘 22)·용암리 23) 유적을 비롯한 남해안, 혹은 영남지방의 서부 내륙 출토품과 상
통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❶

❷

사진 4. ① 월곡리유적 출토유물 ② 장수 삼봉리 지석묘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지석묘는 금강의 지류인 장수천·장계천과 섬진강의 지류인 오수천을 중심으
로 20여 개소, 140여기 정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농지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유실
되었고 24), 지금은 삼봉리 탁자식 지석묘 25)를 비롯하여 10여기의 지석묘만 보존되고 있다. 또한, 침곡리
유적에서 최초로 지석묘가 발굴조사되어, 말각장방형의 묘역을 갖춘 개석식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26).

18) 전북대학교박물관, 2007,『장수 침곡리 구석기유적』,전북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19) 지건길, 1990,「장수 남양리 출토 청동기·철기 일괄유물」,『고고학지』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 전북대학교박물관, 2001,「장수 월곡리 장척 2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장수 월곡리유적」,『유적조사보고서』,pp.
15~55.
21)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3,『진안용담댐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ⅩⅢ. -갈머리 유적-』.
22) 김은정·김선주, 2001,「진안 진그늘 구석기 유적」
『호남지역의
,
구석기문화』,호남고고학회.
23) 이상균, 1998,「호남지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대외교류」,『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호남고고학회.
24) 전북대학교박물관, 2000,『남양리』.
25) 전영래, 1979,「장수 삼봉리 북방식 지석묘」
『전북유적조사보고』
,
제10집, 전주시립박물관.
26) 군산대학교박물관, 2006,『장수 침곡리 유적』,군산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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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에는 삼한의 소국과 관련된 세력집단
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1989년 천천면
남양리에서 이 시기의 유물이 다량으로 확인되
었으며, 1997년에는 전북대박물관에서 발굴조
사를 통해 5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세형동검, 검파두식, 세문경과 같은 청동유물과
철부, 철사 등의 철기류, 석기류, 토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3기의 무덤에서는 청

사진 5. 장수 남양리유적 출토유물

동유물과 철기류가 공반 출토되었으며, 등대에
새발자국 모양의 무늬가 양각된 세형동검이 출토된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27). 그리고 법화산의 북동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한 침곡리유적에서는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비정되는 평면형태가 원형 혹은
타원형을 띠는 3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28). 침곡리유적의 조사는 아쉽게도 도로공사 구역에 포함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극히 제한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생활유적이 구릉지대에 입지를 두는 등 강한
지역성을 보여주었다.

사진 6. 장수 침곡리유적 9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장수군의 원삼국시대 유적이 조사되었다. 2002년 계남면 농촌용수로 개발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시
굴조사 29)에서는 평면형태가 방형을 이루며, 길이가 630㎝에 달하는 생활유구가 조사되었다. 2005년
에는 장수 거점단지 유통센터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원삼국시대 토광묘 6기가 조사되
었다. 토광묘 내에서는 격자문이 타날된 원저단경호와 이중구연호, 철부, 철겸, 철도, 구슬 등이 출토되
었다 30).
27) 전북대학교박물관, 2000,『남양리』.
28) 주 26)의 보고서.
29) 군산대학교박물관, 2002,「장수 오동지구 농촌용수개발공사구역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농업기반공사 남원지사.
30) 군산대학교박물관, 2008,『장수 침곡리 마무산유적』,군산대학교박물관·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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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학술조사가 이루어진 장수 삼고리유적 31)에서는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던
세력집단이 6세기 초엽까지 백제가 아닌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는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였
다. 이는 고령양식으로 상징되는 가야계 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족기와 같은 백제
계 토기가 일부 포함된 토기 조합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03년에는 삼봉리 고분군과
동촌리고분군 32)에 대한 학술조사
가 이루어져, 가야계 중대형 고분
이 분포되어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삼은 세력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알
려주었다. 삼봉리고분군에서는 봉
토의 중앙부에 자리한 주석곽을
중심으로 2기의 순장곽과 이들
순장곽 사이에 장란형토기를 잇대
어 놓은 옹관묘가 배치된 다장식
의 고분이 조사되었고, 동촌리고
분군에서는 15기의 수혈식 석곽

사진 7. 장수 삼고리 고분군(左), 장수 동촌리고분군(右)

묘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을 살
펴보면, 동촌리 3-2호분의 무투창유개고배와
9호분의 직구호 등의 백제토기가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부장된 점에서 장계
분지와 장수분지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은 6세
기 초엽까지도 백제에 복속되지 않고 가야문화
를 기반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2년에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조사
한 삼봉리고분군 1기[2호분]는 군산대학교에서
조사한 고분과 바로 연접된 고분으로, 봉분의

사진 8. 장수 삼봉리 고분군 2호분(2012)

내부에서는 주석곽과 순장곽으로 추정되는 석
곽묘 2기와 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2호분 주변에서 수혈식 석곽묘 3기 및 고려시대 토
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2호분의 주석곽은 양장벽 가까이에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기둥구멍(柱孔)이 확인되고, 가로와 세로
의 평면비가 4.54:1로 세장방형으로, 대가야 지역이나 운봉고원에서 조사된 것보다는 다소 폭이 넓은 형

31) 군산대학교박물관, 1997,『장수 삼고리 고분군』.
32)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장수군·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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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또한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출토유물로는 유개장경호, 단경호,
심발형 토기와 같은 토기류는 물론이고, 교구, 등자, 재갈, 안교 등의 마구류와 철촉 철모 철부 등 철기류
가 출토되었다. 장수 삼봉리 고분군은 이 지역에 있어 가야시대 묘제의 축조 및 성격 등을 규명할 수 있
는 귀중한 자료로 파악된다.

사진 9. 장수 삼봉리 2호분 주석곽 출토유물

이처럼 장수지역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세력집단이 남긴 200여기의 고총들이 분포하는 가
운데 가야세력의 발전 원동력인 철 생산유적의 존재 또한 주목되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가야문화권 종
합정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장수지역에 29개소의 제철유
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유적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을 중심으로 대부분
골짜기가 깊고 수량이 풍부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지지계곡과 토옥동계곡, 금남호남정맥의
덕산계곡과 무돌이골이 가장 대표적이다. 백두대간 남덕유산 서쪽 골짜기에서 발견된 전북 장수군 장계
면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은 슬래그의 분포범위가 1㎞에 달한다. 특히 철광석의 채광부터 숯을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추출해 내는 제철공정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 33).
이외에도 장수의 지역성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관방유적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지표조사를 통해 알
려진 장수군의 성과 봉수는 모두 29개소에 이른다. 성은 12개소로 번암면에 유정리 산성 A·B, 치재 토
성, 산서면에 봉서리 산성, 장수읍에 용계리·대성리 산성(합미성), 계남면에 침곡리 산성 A·B에 대곡
리·명덕리·삼봉리 산성이 있고, 남원과 경계를 이루는 능선에 성리 산성이 있다.
봉수는 14개소로 번암면에 봉화산·매봉·영취산 봉수, 산서면에 사계봉 봉수, 장수읍에 장안산·사
두봉 봉수, 천천면에 봉화산 봉수, 장계면에 봉화산·할미봉·깃대봉·수락봉 봉수, 계북면 깃대봉·매
봉 봉수가 있다 34).
2013년도에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영취산 봉수와 봉화산 봉수 두 곳을 대상으로 시·발굴조사가

33) 군산대학교박물관, 2015,「가야문화권 종합정비계획 지표조사 자문회의자료」.
34) 군산대학교박물관, 2002,『장수군의 산성과 봉수』,장수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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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었다 35). 영취산 봉수에서는 정상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된 장방형의 단시설과 그 외곽으로 일
부 석축이 확인되었다. 단시설은 자연암반층을 정지한 후, 그 위에 부정형 할석을 쌓아 면을 맞추고 그
내부는 석재와 흙으로 채워 평탄면을 조성하였다. 봉수의 대부분이 붕괴되어 정확한 규모와 양상은 파악
하기 어렵지만, 일부 남아있는 석축열을 토대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장축 8m. 단축은 5m 가
량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적갈색 연질토기편을 비롯한 직구호편, 병편 등이 출토되
었다. 특히 집선문이 타날된 토기편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계분지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삼
봉리고분에서도 동일한 토기편이 출토된 바 있다.
봉화산 봉수·영취산 봉수와 비슷한 양상의 단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규모는 장축 12m, 단축은 8m 내외로 추정된다. 유물은 격자문이 희미하게 타날된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출토되었다.

❶

❷

❸

사진 10. ① 장수 침곡리 산성 ② 장수 봉화산 봉수 ③ 장수의 산성과 봉수 분포도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전북 동부지역의 분포양상이 장계·장수분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봉수에서 수습된 유물 대부분이 삼국시대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부지역의 봉수는
삼국시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백제에 복속되기 이전에 이미 가야문화를

35) 조명일, 2014,『2013·2014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호남고고학회, pp. 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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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이 있었음이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 동부지역에 분포되
어 있는 봉수들은 이 세력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6).

2) 역사적 배경37)
장수군에 관한 최초의 역사적인 기록은『삼국사기』
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백제
때 장계면은 백해(이)군, 장수읍에는 우평현(雨坪縣)이 설치되었다. 다만 이들 지역이 언제부터 백제의 영
토로 편입되었는지 또는 백제의 지방통치체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으며, 660년(의자
왕 20) 백제가 신라에 멸망하고, 이들 지역은 신라에 편입되었다.
이후 신라는 757년(경덕왕 16), 당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그 영속체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계획
으로 전국의 모든 지명을 중국식으로 고쳤다. 이 때 백해(이)군은 벽계군(壁溪郡)으로 고쳐 진안과 고택을
영현으로 두었으며, 우평현은 고택현(高澤縣)이라 고쳐 벽계군의 영현이 되었다. 이후 776년(혜공왕 12)
에는 지명이 다시 바뀌는 과정에서 벽계군과 고택현은 백해(이)군, 우평현으로 환원되었다.
장수군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아 통일신라시대 장수군의 모습을 추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일신라 때는 석실분을 변형시킨 고분과 불교의 영향으로 시신을 화장한 후 뼈단지
를 묻어 주는 화장묘가 유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의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고분군 38)과 부귀면 오
룡리 고분군 39)에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와 석실분이 조사되어 장수군에서도 이 시기의 분묘유적을 비롯
한 다양한 문화유적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다가 1018년(현종 9)에 비로소 항구적인 지방 통치체제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전국을 경기(京畿)와 호경(好景), 그리고 두 개의 계수관도(界首官道)로 정연하게 나
눈 것이었다. 이 때 전국의 지명을 다시 중국식의 한자명으로 고치면서 우평현은 장수현(長水縣), 백해
(이)군은 장계현(長溪縣)이라 바뀌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문헌에 장수와 장계라는 지명이 나타나게 되
었다. 그러나 장수현과 장계현에는 관리가 파견되지 않았으며, 계북면 양악리에 있던 양악소, 천천면 남
양리 일대에 두었던 이방소(梨方所), 천천면 와룡리 일대로 비정되는 천잠소(天蠶所), 장수읍 대성리 일대
로 추정되는 복흥소(福興所) 등과 함께 모두 남원부(南原府)에 속하는 속현이 되었다. 이러한 지방 통치제
도는 고려 말까지 지속되다가 1391년(공양왕 3) 장수현과 장계현이 감무관으로 독립되었고, 그 부근의
양악소 등이 두 현의 임내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장수현은 감무관으로 독립되었지만 실제로는 감무가 파
견되지 않아 장계현의 감무가 겸임하였다.
장수군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큰 변화가 있었다. 1392년(태조 1)에는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장수현의
감무가 장계현을 다스렸으며, 곧이어 양악소, 이방소, 천잠소, 복흥소 등과 함께 장계현은 고을 자체가
폐지되어 장수현의 직촌이 되었다. 즉,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군(郡)이 설치되었고, 고려 때도
현(縣)으로 존속되었던 장계현이 없어지고 양악소를 비롯한 4개의 소(所)와 함께 모두 장수현 하나로 통
합되었다.
36) 조명일, 2009,『전북지역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장수군, 2010,『長水郡誌』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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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은 1413년(태종 13) 감무가 현감으로 바뀌고는 조선시대 말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조선 초
기의 계수관제에서는 남원 계수관의 관할이었고, 1466년(세조 12) 이후의 진관제에서는 남원 진관에 속
하였으며, 왜란과 호란 이후에 별도로 신설된 진영제에서도 전라도 좌영에 속하였다. 1895년(고종 32)에
단행된 지방통치제도의 개편 때, 장수현이 장수군으로 되어 남원부에 속했다가 그 이듬해 13도의 설치로
전라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1906년(광무 10)에는 남원군 산서면·번암면이 편입됨으로써 대체로 오늘날
과 같은 영역이 형성되었으며, 1970년에는 장수군 대성리에 대성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는 1979
년 5월 1일에는 전국의 군청소재지를 읍으로 바꾸는 조치에 따라 장수면이 장수읍으로 승격되었고,
1993년에는 계내면이 장계면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지금은 장수읍을 비롯하여 산내면·번암면·계남
면·계북면·장계면·대천면 등 1읍 6개면으로 구성되어있다.

동촌리고분군

지도 3. 대동여지도, 장수현(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8) 군산대학교박물관, 1998,『진안 평지리 고분군 -1997년도 발굴조사-』,(재)백제문화개발연구원.
39) 군산대학교박물관, 2001,『진안 오룡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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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촌리고분군

지도 4. 1872년 지방지도, 장수현(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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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유래 및 주변유적
1) 지명유래40)
(1) 동촌리(東村里)
본래 장수군 수내(신남)면의 지역으로서 장수 읍내 동쪽이 되므로 동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
역 폐합에 따라 장수면(읍)에 편입되었다.

(2) 노곡리(蘆谷里)
장수읍 노곡리를‘개실’
이라 부르며, 다섯 개의 땀(마을)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개실의 제일
아랫마을을‘섬말(섬마을)’
이라 부르며 마을 옆에 있는 들을 섬들, 건너편 번덕을 갈밭양지라고 부른다.
옛날 어느 명사가 이곳을 지나고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니 날아가는 기러기가 갈대를 물고 있는 형국의
명당(비안함노(飛雁含蘆))이 있다고 말한 뒤부터 마을이름을‘개실(갈대실)’
이라 부르게 되었다. 노곡에
서 장안산으로 넘어가는 재를 노령이라 부르는데 이곳이 장안산 일대로서 노령산맥이 시작되는 곳이기
도 하다.

(3) 노하리(路下里)
본래 장수군 수남(읍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봉강, 신대, 왕대리를 병합하여
노하리라 하고 장수면(읍)에 편입되었다.

(4) 두산리(斗山里)
두산리는 마봉산(馬峯山)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마을이다. 마을 뒤 마봉산에는 말이 달리는 형국이
라는 말봉, 투구봉, 장군바위가 있어, 이 마을을‘말산(馬山)’
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그 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馬)’
과‘말(斗)’
은 음이 같기 때문에 두산(斗山)으로 와전됐다는 설과
‘斗’
는‘泰’
와 같은 크다는
뜻인데 마을 뒷산이 큰 산이기 때문에 두산(斗山)으로 불렀다는 설도 있다. 지금도 어른들은 이 마을을
‘말무(말뫼)’
로 부르고 있다.

(5) 선창리(先昌里)
선창마을은 옛날에는‘선창(船倉)이라 불렀다. 마을 형국이 배를 선창가에 매어달아 놓은 것 같다고 해
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늙은 어부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형국(어옹철망(漁翁撤網)이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옛날 장천현시대에는 이 마을 입구에 동헌(縣廳)이 있었으며, 방촌
40) 한글학회, 1981,『한국지명총람 전북편 하』.
장수군, 2010,『長水郡誌 –제1권-』.
국토지리정보원,『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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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지도 5. 장수 동촌리고분군 일대 고지형도(19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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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尨村) 황희(黃喜)정승이 이곳에서 잉태 출생했다고 전한다.

(6) 마봉산(馬峰山, 말거리산)
장수읍 두산리에 위치한 산이다. 읍을 호위하듯이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동쪽의 마봉산과 사두봉, 북
쪽의 봉황산과 타관산, 서쪽의 팔공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마봉산은 장수읍의 도우에 속한 장수리·
두산리·동촌리 경계에 있다.『조선지형도』
(함양)에서 마봉산이 장수면에 속했고, 금강 상류인 천천(天
川)도 확인되고 있다. 우측에 동촌리에서 팔공산과 연결되는 민목치(民木峙, 밀모치라고도 함)로 올라가
는 고갯길도 보인다.『한국지명총람』
에 의하면, 옛날 마장군이 여기서 말을 타고 십직번덕(개정리)에 가
서 진을 쳤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2) 주변유적41)
(1) 장수 동촌리 고총군 (長水 東村里 高塚群)
마봉산에서 한 갈래의 능선이 장수읍 동촌리와 두산리의 경계를 이루면서 장수천까지 뻗어 내렸다. 능
선은 가파른 기슭을 이루며 흘러내리다가 하단부에 이르러서 완만한 지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양쪽으
로 여러 갈래의 지류가 갈라졌다. 고총은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직경 20m의 대형분과 10~15m내외
의 중형분이 정상부를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자리한다. 소형분은 구릉의 하단부와 규모가 튼 고총의 주변
에 산재하고 있다.
고총이 사방에서 훤히 보이는 정상부에 입지를 두고 있는 이러한 속성은 백두대간 동쪽에서 조사된 가
야계 고총과 상통한다. 봉토는 도굴의 피해를 입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이며, 그 규모는 직경 5m 이상부
터 20m 내외로 매우 다양하다. 2000년에 실시된 지표조사 당시 이 지역에 40여기의 고총이 자리한 것
으로 보고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40여기가 추가되면서 모두 80여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장수 동촌리고분군 (長水 東村里 古墳群)
앞서 살펴본 장수 동촌리 고총군 가운데‘가’
지구에 분포된 고분을 중심으로 2002년과 2003년 2차
에 걸친 학술 발굴조사가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
지구에서 14기,‘마’
지구에서 1기 등 모두 15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고,‘가’
지구에서 2
기의 골호 등 모두 16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봉토의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장타원형으로 그 가장자리
에는 호석을 두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가’
지구의 5·6·7호분 등은 봉토 내에 2기 이상의 석

41) 주 16)의 책.
주 32)의 보고서.
전북문화재연구원, 2004,『장수·와룡간 군도 확·포장공사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全羅北道 長水郡 全北鄕土文化硏究會, 1988,『長水郡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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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이 배치된 다곽분이다. 벽석은 남원 건지리와 장수 호덕리와 흡사하게 바닥에 대형 판상석을 서로 잇대
어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에 천석과 할석을 가지고 가로와 모로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곧게 쌓아 올렸다.
석곽의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풍화암반층을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출토된 유
물은 장경호·광구장경호·편구호·대부직구호·직구호·병형토기·통형기대·고배·개배 등의 토기
류와 철겸·철모·철부·철도자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고령양식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
면서 금강상류지역의 재지계로 분류된 광구장경호와 퇴화된 가야 후기의 토기류, 백제계 토기 들이 포함
되어 있다.

사진 11. 장수 동촌리고분군(2003) 및 출토유물

(3) 장수 선창리 유물산포지 (長水 先昌里 遺物散布地)
장수읍에서 719번 국도를 따라 천천면 방면으로 200m 가량
가면 음선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온다. 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의 남쪽에는 완만한 지형을 이루는 구릉지대가 있는데, 그
정상부와 남서쪽 기슭에서 토기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구
릉지대의 정상부에서 주로 수습된 토기편은 원삼국시대 토기편
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1점의 점토대토기편이 포함
되어 있다. 그리고 남서쪽 기슭에서는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자
기편, 그리고 기와편이 혼재된 상태로 수습되었다. 이곳은 북동쪽에 위치한 싸리재를 통해 장계면 방면,
장계천을 따라 천천면 일대로 나아가는 두 갈래의 교통로가 갈라지는 분기점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
점을 살려, 이 일대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서로 선후관계가 다른 유적이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 장수 노하리 유물산포지B (長水 路下里 遺物散布地 B)
장수읍 서쪽으로는 북류하는 금강이 있고, 건너편에는 노하리에 속하는 새터마을과 봉강마을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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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마을은 봉황산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지류의 말단부
로 마을 사이는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금강까지 뻗어
내린 낮은 구릉 일대가 노하리 유물산포지 B에 속한다. 여기서
수습된 유물은 많지 않으나 회청색 경질토기를 비롯하여 회색
연질토기, 자기류 등이 주를 이룬다. 유적의 입지와 지리적으로
볼 때 건물지 또는 고분과 관련된 유구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

(5) 장수 노하리 와요지A (長水 路下里 瓦窯址 A)
장수읍에서 북서쪽으로 북류하는 금강 위에 놓인 신기교를
건너면 새터마을이 나온다. 봉황산(863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의 말단부에 노하리 와요지 A가 자리한다. 다시 말하
면 새터마을 서쪽으로는 언덕 위에 동떨어진 집이 한 채 있고
집 뒤로 이어지는 임도를 따라 30m 가량 올라가면 이 마을에
사는 김정희씨의 밭이 나오는데 밭 맞은편에 와요지가 있다. 임
도를 내면서 대부분 잘려나가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데 가마 등
은 주저앉은 채 웅덩이가 되어 있다. 밭에는 축대를 쌓으면서 기와를 이용하여 틈새를 메워놓았고, 밭 가
장자리에도 기와편이 산재해 있다. 새터마을 주민에 의하면“길가에 쌓여있던 기와는 담장을 만들기 위
해 마을 주민들이 가져갔다”
고 한다. 기와편 이외에도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자기편등이 수습되었다.

(6) 장수 노하리 유물산포지C (長水 路下里 遺物散布地 C)
봉황산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
고 있는데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거나 과수원으로 개간이 이루
어진 상태이다. 경작중인 밭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상당량의 유
물이 수습되었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예전에는 돌로
만든 고름장이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다”
고 한다. 이미 경작
중이거나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수습된 유물과 관련된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건물지 또는 고분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유물은 능선상의 개간된 밭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분청자기편·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7) 장수 노하리 와요지B (長水 路下里 瓦窯址 B)
노하리 봉강마을에 위치한 부대에서 좌측으로 난 임도 건너편에는 비교적 넓은 밭이 자리하는데 여기
에 노하리 와요지 B가 자리한다. 이는 노하리 지석묘 B에서 북서쪽으로 약 60m 남짓 떨어져 있으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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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에서 봉강마을을 향해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지류의 말단부
에 해당된다. 와요지는 밭의 중심에서 부대쪽으로 치우쳐 있는
데 소토덩어리와 기와편, 회청색 경질토기, 자기류가 산재해 있
다. 소토가 산재된 것으로 보아 유구는 이미 훼손된 것으로 보
이며, 수습되는 유물의 현상으로 보아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에 걸쳐 운영되던 요지로 추정된다.

(8) 장수 노하리 지석묘B (長水 路下里 支石墓 B)
장수읍의 동쪽으로 북류하는 금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곳에
놓여진 봉강교를 지나면 봉강마을이 나온다. 봉강마을 북쪽에
는 부대가 들어서 있고 부대의 정문 바로 앞에 지석묘 1기가
지리하고 있다. 현재 경작되고 있는 밭둑에 놓여 있는데 장축
방향은 금강과 일치하게 두었다. 상석은 비교적 잘 다듬어진
대형 판석으로 아래에는 두 개의 판석형 지석이 장축방향과 나
란히 세워져 있는데 지석의 반 이상이 땅에 묻힌 것으로 보인
다. 상석 주위에는 보다 작은 판석 7매를 원형으로 둘러놓았는데 묘역을 구분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지석묘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으로 상석은 길이 145cm, 폭 210cm, 두께 44cm 남짓 된다. 또한
노하리 와요지 A가 위치한 곳에서 봉강마을로 난 임도를 따라 200m 남짓 가면 우측에 밭이 있는데 그
가운데 1기의 지석묘가 있다. 커다란 상석은 다듬어지지 않은 삼각형의 자연석으로 하나의 지석만 보
인다. 장축방향은 금강과 나란히 두고 있으며, 상석의 규모는 길이 350㎝, 폭 230㎝, 높이 115㎝ 내외
이다.

(9) 장수 노하리 마을 숲 (長水 路下里 마을 숲)
노하리 나무장승이 서있는 곳에서부터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까지 남북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다. 이 숲은 300여 년 전 이 마
을이 배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는데 필
요한 돛대로 쓰기 위하여 심었다고 전한다. 수종은 상수리나무,
서어나무 등의 활엽수로 이 나무들이 자라면서 마을이 평온해
졌다고 한다. 이 마을 숲은 산림청이 주관한 제2회‘전국 아름
다운 마을 숲’
부분에 입상한 경력이 있다. 지금은 마을주민의
체련공원과 쉼터역할을 하고 있다.

(10) 장수 노하리 유물산포지D (長水 路下里 遺物散布地 D)
노하리 유물산포지 D는 노하리 사지, 노하리 와요지 B와 인접하여 있다. 이미 밭으로 개간이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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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묘 구역이 조성되면서 본래 이 지형은 상당량의 훼손이 이루
어진 상태이다. 개간된 밭과 민묘 주변에서 상당량의 유물이 수
습되어 이와 관련된 유구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 여겨진다. 개간된 밭과 민묘 주변에서 기와편·백자편이 수
습되었다.

(11) 장수 노하리 고분군C (長水 路下里 古墳群 C)
장수읍 서쪽에 우뚝 솟은 봉황산 동쪽 경사면 말단부에 봉강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서쪽으로 250m 떨어진 동쪽 기슭 중
단부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기의 고분이 노출되어 있었
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봉강마을 주민의 제보를 통해 확인
되었는데“이 일대가 과원조성지역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고름
장이 훼손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고 하였다. 아직도 개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할석이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2) 장수 노곡리 말무덤
장수읍에서 노곡교를 지나 400m 가량 가면 하리마을이 나
온다, 이 마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 북쪽에 조성되
었는데, 이 하천과 인접된 서남쪽 산 정상부에 유적이 자리한
다. 이 산은 하천과 평행되게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하
천과 인접된 북쪽 기습은 가파른 지형을 이룬다. 그리고 남쪽
기슭은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대부분 민묘 구역으
로 조성되었거나 밭으로 개간되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이 산
의 정상부에는 말무덤으로 전해지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서 발을 구르면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났
었다”
고 제보해 주었다. 현지조사에서 말무덤과 관련된 유구의 혼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산 정상부에서 도굴 구덩이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되었다.

(13) 장수 노곡리 유물산포지B (長水 蘆谷里 遺物散布地 B)
동촌리고분군에서 북동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이곳은 지형이 완만한 구릉지대
로 북쪽의 임야지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이미 밭으로 개간되
었다. 유물은 밭으로 개간된 지역에서만 수습되었는데, 구릉지
대의 정상부에서는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소량 수습되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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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남동쪽기슭에서는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기벽이 얇은 고려시대 토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이 섞인
상태로 수습되었다. 유물의 조합상과 지형적인 속성으로 볼 때, 이곳에는 수습된 유물과 관련된 생활유
적이 오랜 기간동안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4) 장수 동촌리 유물산포지B (長水 東村里 遺物散布地)
동촌리 고총군 북서쪽에 동촌리 유물산포지가 자리하고 있
다. 마봉산에서 논개사당까지 뻗은 능선의 북쪽 기슭에 위치하
고 있으며, 유물은 토기편, 자기편, 기와편이 다량으로 수습되
었다. 토기편은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주종을 이루면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전자는 저부가 상당히 넓고
한두줄의 파상문이 거칠게 시문된 고려시대 토기편이 주종을
이루며, 후자는 동쪽의 고총군이나 남쪽의 두산리 유물산포지
에서 경사면을 따라 흘러 내려 온 것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기편은 청자편, 분청사기편과 백자
편이 혼재되어 있으며, 기와편도 문양이나 두께가 다른 것이 섞여있다. 이미 밭으로 개간된 지역에는 건
물지 기단석이나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노출된 점에서, 이 일대에는 건물지를 비롯하여 수습된 유물
과 관련된 생활 유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15) 논개사당
논개사당은 장수읍 남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수
삼절의 한분이신 의암 주논개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의암사’
로 불리기도 한다. 1954년 군내 각계 각층에서 성금을 모아 남
산공원의 아래봉우리꼭대기에 창건하였고, 이당(以當) 김은호
화백에게 주논개 생전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영정을 그려줄
것을 요청하여 김화백이 고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서와 전문
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정을 그렸다. 당시의 부통령 함태영 선
생이 친필로 휘호를 내려 현판을 각자하여 걸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논개사당 성역화 사업
의 줄기찬 추진으로 1973년에 문화공보부에서 승인함으로써, 정화사업에 착수하여 장수읍 두산리 산1
번지에 새 부지를 마련하고, 전면적으로 2만 여 평에 이르는 대지를 조성하여 1974년 사우를 이건, 담장
을 설치하였으며, 삼문 전체 담장공사와 주위 조경공사와 관리사 및 광장공사는 물론 주논개 수명비도 경
내로 이건하였다. 다만 초라한 사우는 중건에 착수하여 단청까지 완료하였다. 논개사당이 창건된 후에
주논개가 순절한 7월 7일을 택하여 추모대제를 모셔오던 중 1968년부터 장수군민의 날로 지정하고, 군
민의 날 행사와 겸하여 대제를 모시는 것으로 결정되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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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수 두산리 유물산포지A (長水 斗山里 遺物散布地 A)
동촌리 유물산포지 B의 남쪽에 해당된다. 이곳은 지형이 가
파르지 않아 일찍부터 장수공동묘지로 조성된 상태이며, 아직
묘역으로 조성되지 않은 밭에서 토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되었
다. 토기편은 표면에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또는 회
갈색 연질토기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능선의 정상부에서
는 회청색 경질토기편도 일부 수습되었다. 그리고 남쪽 기슭 중
단부에서는 소토가 일부 확인되었는데, 이 소토와 관련된 유구
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토기편의 조합상이 다양하지 않고 기슭에 입지를 두어, 이 일대에는 수습된
유물과 관련된 분묘유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토기편이 수습된 지역에는 석재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그 축조 시기가 상당히 올라가는 고분이 조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17) 장수 노곡리 고분군C (長水 蘆谷里 古墳群 C)
밤실마을에서 동쪽으로 300m 떨어진 남서쪽 기슭에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를 따라
250m 정도 가면 대규모 사과재배단지로 조성된 동부농원이 나
온다. 이 농원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현재 사과농장으로 개간
된 남서쪽 기슭에는 20여 년 전 도굴로 그 내부가 드러난 여러
기의 고름장이 있었다”
고 한다. 현지조사 때 유구의 흔적을 발
견하지 못했지만, 사과농장에서 동쪽으로 20m 떨어진 남쪽 기
슭에 고분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장방형 할석이 상당량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과농장에서 기벽이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 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이 혼재된 상태로 수습되었다.

(18) 장수 노곡리 고분군D (長水 蘆谷里 古墳群 D)
동촌리 동촌마을에서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350m 떨어진 곳에‘장수수양원’
이 있다. 이 수양원 북쪽에는
서쪽으로 흐르는 개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방향으로 길게 흘러
내린 한 갈래의 지류가 있는데, 그 남쪽 경사면에 고분이 자리
하고 있다. 여기에 분포된 고분은 대체로 석실에 연도가 달린
횡혈식 석실분으로, 그 분포 범위는 동서길이 200m 내외이다.
고분은 극심한 도굴과 민묘구역 조성으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
이며, 남쪽 경사면 말단부에는 농수로를 만들면서 연도부가 잘려나가 석실의 내부가 노출된 석실분도 있
다. 유구가 노출된 고분만도 30여 기에 이르며, 이 고분군은 대체로 경사면과 일치되게 남북으로 장축방
향을 두었다. 동촌마을 주민들은, 이곳을‘몰메똥’
이라 부르고 있는데,“지금부터 20여 년 전부터 오랜

41

기간 동안 대규모의 도굴행위가 이루어졌다”
고 제보해 주었다. 이 유적은 장수읍 일원에서 조사된 고분
과 관련된 유적 중 다수의 횡혈식 석실분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 유적은『장수 삼
봉리·동촌리 고분군』
보고서에서는‘장수 동촌리 백제 고분군’
으로 소개되어 있다. 또한 고분군 내 자
리한 고분 가운데 절단면에 노출된 횡구식 석곽묘 1기에 대한 수습조사가 이루어졌다.

(19) 장수 두산리 유물산포지B
논개사당이 있는 두산제의 남쪽으로는 남동-북서방향의 능선이 서쪽의 19번 국도까지 뻗어내려 맞닿
아 있다. 이 능선은 말단부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곡간부 일원에 유물이 산재되어 있다. 곡간부 역시
남동-북서방향으로, 중앙에는 남동쪽에서 흘러내리는 좁은 도랑이 형성되어 있다. 유물이 집중되어 있
는 곳은 곡간부의 남쪽 경사면으로 대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민묘가 들어서 있다. 유물은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토기편이 주종을 이루며, 일부 백자편이 섞여 있다.

(21) 장수 두산리 고분군A (長水 斗山里 古墳群 A)
장수읍 남동쪽에 위치한 마봉산 서쪽 기슭 말단부에 두산리
두산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남쪽으로 200m 떨어진 서쪽 기
슭 중단부에는 도굴로 천정석이 유실되어, 그 내부가 드러난
2·3기의 고분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고분은 내부가 흙과 낙엽
으로 가득 채워져 그 내부구조가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벽석의 폭이 넓고 기슭과 일치되게 장축방향으로 두어 일단 횡
혈식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그 주변 지형이 완만하고 도굴된 고
분들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다른 고분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장수 두산리 고분군B (長水 斗山里 古墳群 B)
마봉산 남쪽 기슭 중단부에는 도굴로 그 내부가 훤히 보이는
고분이 자리하고 있다. 두산마을에서 남동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 일대는 구전으로 안장봉, 투구봉, 장검봉, 말
시암 등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투구봉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남쪽 경사면에는 할석을 가지고 벽석을 쌓고 기
슭과 일치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둔 1기의 고분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구조는 횡구식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주민들은“몇
년 전 나무를 베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기의 고분이 드러나 있었는데, 나무를 운반하는 길을 만들면서 일
부 고름장이 훼손되었다”
고 제보해 주었다. 지형이 완만하고 고분의 벽석으로 여겨지는 할석이 여기저기
노출되어 다른 고분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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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장수 동촌리고분군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194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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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범위 및 방법
금번 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보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학술조사로 한국매장문화재협
회[문화재청]의 지원 하에 실시되었다. 장수 동촌리고분군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두산리 일
원에에 위치하며 가야계 고총 80여 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

1. 조사범위와 대상
금번 조사된 장수 동촌리고분군은 장수분지에 자리하는데, 이 지역은 신무산 북동쪽 기슭에 위치한 뜬
봉샘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는 장수천을 따라 들판이 발달해 있고, 그 주변에도 구릉지대가 폭 넓게
펼쳐져 있다.
장수 동촌리고분군은 마봉산(馬峰山; 723.9m)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지류(해발 500m 내외)의 정상
부에 조성되어 있다. 지류는 가파른 경사를 이루다가 하단부에 이르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여러 갈래
의 구릉으로 갈라졌는데, 구릉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고총이 자리한다. 고총은 직경 20m의 대형분과
10~15m 내외의 중형분이 정상부를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자리한다. 소형분은 구릉의 하단부와 규모가

사진 13. 장수 동촌리고분군 및 장수분지 항공사진
42) 전상학, 2012,「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제 39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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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고총의 주변에 산재한다. 이 고분군은 가야계 고총고분군으로 오래전 도굴과 민묘구역의 조성 및 농경
지의 개간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금번 발굴조사는 오래전 도굴과 민묘조성, 등산로 등으로 인해 훼손된 고분[1호분] 1기를 대상으로 정
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지역 남동쪽 구릉에 자리한 고분군의 분포범위와 잔존양상을 파악
하기 위해 정밀 측량조사를 실시하고, 고분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Tr.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단은 현장
조사에 앞서 현지 주민과의 면담조사와 기존의 연구성과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다.

군산대학교 박물관

1호분

도면 1. 장수 동촌리고분군 고총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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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장수 동촌리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보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학술조사로
서 고분군의 성격과 분포범위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에 앞서 고분군과 관련된 고고·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현지 주민들과의 설문조사를 통해 고
분군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형도와 수치지도, 토양도 등을 통해
유적이 자리한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리 연구원은 군산대학교박물관과 공동으로 2012년부터 장수군 일원에 자리한 가야계 고총고분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200여기의 고총고분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이를 학계에 보고한 바가 있
다 43).
<표 1> 장수·장계분지의 고총고분 분포현황
구분

유적명

기수

유구

비 고

1

장수 동촌리고분군

83기

수혈식석곽묘

장수분지 (군산대학교박물관 2003)

2

장수 삼봉리고분군

41기

수혈식석곽묘

장계분지 (군산대학교박물관 2003)

3

장수 월강리고분군

23기

(수혈식석곽묘)

장계분지

4

장수 장계리고분군

20기

(수혈식석곽묘)

장계분지

5

장수 호덕리고분군

41기

수혈식석곽묘

장계분지 (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208기

현장조사는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 44)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인 1호
분과 주변 고분에 대한 잡목제거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고분들의 외형을 파악하였다.
고분의 분포범위와 위치 그리고 봉토의 외형을 파악하기 위해 GPS측량을 실시하였고, 개별 고분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였다. 이후 드러난 양상을 검토한 후 고분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대한 Tr.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봉분 직경 15m 내외의 중형급에 해당되는 1기의 고분
〔1호분〕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변 고분에 대한 Tr.조사와 정밀측량조사를 병행하였다. 1호분에 대한 조사는 우선적으로 잡목을 제거
하고 남아있는 봉분의 외형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측량조사를 실시하였다. 봉토 45)의 중앙에 일부 노출된
주곽을 중심으로 너비 1m의‘+자둑’
을 설치하고 수평하강하면서 유구를 노출시켰으며, 주곽과 봉토의
축조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Tr.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석곽과 주변에 2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으며, 내부
조사는 토층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2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곽의 경우 북장벽에도 둑을 남기어 목관 또
는 내부시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3) 주 42)의 논문.
44) 주 7)의 보고서.
45) 봉토의 중앙은 이미 유실되어 주석곽의 개석과 벽석이 노출되고 있어, 시굴조사 시 확인된 주석곽의 장축방향을 고려하여 중심둑과 Tr.
을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47

1호분의 봉분의 규모는 동서 16.7m, 남북 7.4m, 잔존높이 2.1m 내외로써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주매장시설은 도굴된 상태로 석곽
〔돌널무덤〕
의 구조이며, 주변에 2기의 석곽이 배치되었다. 주석곽은 구
지표와 생토면을 정지한 후 1m 내외의 높이로 성토를 한 후 굴광하여 축조되었다. 주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길이 420㎝, 폭 70㎝, 높이 115㎝ 이다.
1호분의 주석곽의 내부조사는 내부퇴적토에 대한 양상을 기록하고 제거하였으며, 유물과 목곽(목관),
바닥시설 등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석곽 축조를 위한 묘광과 벽석의 축조방식, 바닥시설 등을 파
악하고자 탐색 Tr.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의 과정은 사진촬영과 함께 영상기록을 하였으며, 토층과 유구의 특징을 기록하고 실측하였
다. 또한, 향후 보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고분군 전반에 대한 GPS측량을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후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유적의 시기 및 성격, 향후 보호방안 등
에 대한 자문을 받아 이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발굴조사 된 동촌리 1호분은 문화재청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하고, 발굴조사 결과 등
을 참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발굴제도과-9942(2015.08.27)). 이에 본 연구원은 장수군
과 협의하여 발굴조사 된 장수 동촌리고분군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였다.

❶

❷

❸

❹

사진 14. 동촌리 1호분 주변
① 동촌리 1호분 주변고분 근경 ② 주변고분 석곽 노출상태 ③ 주변고분 Tr. 조사 후 ④ 주변고분 Tr. 토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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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사진 15. 동촌리 1호분 ① 조사 전 근경 ② 주곽 노출상태 ③ 벌목 및 제초작업
④ 측량 광경 ⑤ 토층 조사 광경 ⑥ 유구 실측 광경 ⑦ 직상방 촬영 광경 ⑧ 주곽 조사 후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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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적의 층위
장수 동촌리고분군은 장수분지에 자리하며, 마봉산(馬峰山; 723.9m)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지류(해
발 500m 내외)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평지와의 비고차는 50~100m 내외이다. 고분군이 자리한 지
류는 장수천 방향으로 완만하게 뻗어내려 있으며, 장수분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가야계 고총이 자리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분은 북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자리하는데, 이 지역
은 민묘가 들어서고 사면부는 개간되어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적이 자리한 지류의 토층양상은 고분이 자리한 지점을 제외하고는 깊이 20~30㎝ 내외의 표토를 제
거하면 생토면인 풍화암반층이 드러난다.
따라서, 유적의 층위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여 금번 조사된 동촌리 1호분의 봉토 토층양상을 설명하고
자 한다.
동촌리 1호분의 주석곽은 반지하식의 수혈식석곽묘이다. 봉토의 정상부는 이미 유실되어 개석과 벽석
이 노출되어 있으며, 표토층(20㎝내외)을 제거하자 벽석과 서쪽부분에서 도굴로 인한 교란층이 확인되었
다. 봉토의 축조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산줄기 정상부에 해당되는 부분의 구지표와 풍화암반층을 깎아
봉토의 외형을 마련하고 정지한 후 1차 성토 46)를 하였다. 이후 이를 생토면과 함께 파내어 묘광을 마련
한 후 주석곽을 마련하였다. 주석곽의 축조와 함께 풍화암반토(점토)를 이용해 벽석과 묘광 사이에 뒷채
움을 하였으며, 주석곽의 최상단까지 주변부를 성토하였다. 이후 개석을 덮고 봉토의 상부를 고대하게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층설명
1. 표토층
2. 명갈색마사토+사립혼입
3. 회갈색마사토+사립혼입
4. 회황갈색마사토+점토섞임
5. 황갈색마사토
6. 회갈색사질점토
7. 암갈색마사토+점토섞임
8. 갈색사질점토

9. 흑갈색사질토+일부교란
10. 흑갈색사질토(교란) 사립혼입
11. 황갈색마사토
12. 명갈색사질토
13. 황갈색사질점토+사립혼입
14. 황갈색사질토
15. 명황갈색사질점토+석비레층
16. 황갈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

17. 갈색마사토+점토섞임
18. 적갈색마사토
19. 흑갈색마사토
20. 명황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
21. 흑갈색마사토+점토섞임
22. 흑갈색사질토+풍화암반토
23. 암갈색사질토

도면 2. 동촌리 1호분 남-북 토층

46) 이는 매장주체부를 조성하기 이전의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으나 1차적으로 일정 높이까지 봉토의 외형을 마련한 양상이 보여
지고 있어 성토의 단계로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축조양상은 마한의 분구묘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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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동촌리 1호분 남쪽 토층

사진 17. 동촌리 1호분 북쪽 토층
토층설명
1. 표토층
2. 황갈색사질토
3. 흑갈색사질토
4. 갈색사질토+석비레(주곽 뒤채움흙)
5. 암갈색사질토

6. 갈색사질토
7. 회갈색사질토
8. 명갈색사질토
9. 명갈색사질토+풍화암반토

사진 18. 동촌리 1호분 동쪽 토층
토층설명
1. 표토층
2. 회갈색사질토
3. 흑갈색사질토(교란층)
4. 황강색사질토(화강토)

5. 갈색사질점토
6. 흑갈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
7. 암갈색사질토(화강토)
8. 황갈색사질토+풍화암반토

사진 19. 동촌리 1호분 서쪽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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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내용

1. 1호분
1) 현황 및 봉토
2) 주석곽
3) 1-1호
4) 1-2호
2. 기타
1) 주변고분
2) Tr.조사

Ⅳ. 조사내용

Ⅳ. 조사내용
백두대간의 서쪽에 자리한 장수군 일원에는 200여기의 가야계고총이 자리하고 있다. 이중 장수분지
에 위치한 동촌리고분군에는 현재까지 80여기의 고총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고분은
극심한 도굴과 민묘조성, 경작 등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발굴조사는 봉분 직경 15m 내외의 중형급에 해당되는 1기의 고분[1호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변 고분에 대한 정밀측량조사와 고분 추정지역에 대한 Tr.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내용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동촌리 1호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주변 고분에 대한 현황
을 기술하였다.

조사지역

사진 20. 장수 동촌리고분군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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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면 3. 장수 동촌리 1호분 조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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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내용

1. 1호분
1) 현황 및 봉토
1호분은 마봉산에서 장수천 방
향으로 뻗은 지류의 정상부에 자리
하고 있는 고분이다. 동촌리고분군
은 지류를 따라 북쪽으로 뻗어 내
린 구릉의 정상부에 80여기의 고
총이 분포하는데, 금번 조사된 1호
분은 동쪽에서 두 번째 구릉과 인
접하여 자리한다. 이 고분은 2013
년 우리 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조사 당시
등산로와 도굴로 인해 봉토가 일부
유실되고 벽석이 일부 노출된 상태

사진 21. 동촌리 1호분 조사 전 전경

였다. 시굴조사를 통해 봉토의 규모와 매장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잡목들을 제거한 후 봉토의 외형을 살피고 측량을 실시하였다. 분정의 해발은
495m이며, 봉토의 외형은 양호한 편이나 분정의 정상부는 유실되어 주석곽의 개석과 벽석이 일부 노출
된 상태이다. 봉토는 지류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이 급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동쪽과 서
쪽은 정상부를 따라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1호분의 봉토 형태는 동-서(N62°
W)의 타원형
이며, 장축은 지류방향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봉토의 규모는 장축(동-서) 16.7m, 단축(남-북) 7.4m, 잔
존높이 약 2.1m이다.
1호분의 봉토조사는 분정을 중심으로 4분하여 너비 1m의‘+’
자 둑을 남긴 후 전체적인 하강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분정이 거의 유실되어 중심둑과 나란하게 너비 1m의 Tr.을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표토층(20㎝내외)을 제거하자 개석과 벽석이 드러났으며, 주석곽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봉토의 양
상을 파악하였다.
봉토의 하강작업은 매장시설의 벽석과 묘광이 확인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봉토의 유실로 인해 주석곽
은 표토층을 걷어내고 명갈색 마사토층과 회갈색 마사토층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자 윤곽이 드러났으며,
묘광은 회황갈색 사질점토에서 확인되었다. 봉토의 축조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동서로 뻗은 지류의 정상
부의 동쪽과 서쪽의 풍화암반층을 깎아내고 경사가 급한 북쪽과 남쪽의 사면부도 풍화암반층을 깎아내
어 묘역의 경계를 마련하였다47). 정상부는 구지표와 생토면을 평탄하게 정지하였고 그 위로 황갈색사질

47) 이는 자연지형을 깎아내어 봉토가 고대하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며, 채토된 흙은 다시 봉토의 성토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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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 명황색사질토, 갈색사질점토, 암갈색마사토, 황갈색마사토, 회황갈색마사토 등 6개 내외의 층으로
1차성토를 한 후 이를 파내어 묘광을 마련하고 매장시설(주석곽)을 축조하였다. 주석곽의 개석 위로는
회갈색마사토, 명갈색마사토가 높이 30㎝ 내외로 남아있는데 이는 2차성토층으로 판단된다. 봉토 조성
시 동쪽과 서쪽의 성토는 비교적 수평하며, 남쪽과 북쪽은 경사면을 따라 층을 이루고 있다.
1호분의 봉토 내에는 주석곽을 중심으로 동쪽에 2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주석곽의 묘광과 중복되
어 1-1호가 자리하며, 주석곽에서 동쪽으로 2.6m 정도 떨어져 1-2호가 위치한다.

❶

❷

❸
사진 22. 동촌리 1호분
① 조사 전(동→서) ② 조사 광경 ③ 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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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층설명
1. 표토층
2. 명갈색마사토+사립혼입
3. 회갈색마사토+사립혼입
4. 회황갈색마사토+점토섞임
5. 황갈색마사토
6. 회갈색사질점토
7. 암갈색마사토+점토섞임
8. 갈색사질점토
9. 흑갈색사질토+일부교란
10. 흑갈색사질토(교란) 사립혼입
11. 황갈색마사토
12. 명갈색사질토

13. 황갈색사질점토+사립혼입
14. 황갈색사질토
15. 명황갈색사질점토+석비레층
16. 황갈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
17. 갈색마사토+점토섞임
18. 적갈색마사토
19. 흑갈색마사토
20. 명황색사질점토+풍화암반토
21. 흑갈색마사토+점토섞임
22. 흑갈색사질토+풍화암반토
23. 암갈색사질토

0

1m

도면 4. 동촌리 1호분 남-북 토층

토층설명
1. 표토층
2. 회갈색사질토(화강토)
3. 흑갈색사질토
4. 황갈색사질토(입자가 고움)
5. 흑갈색사질토(화강토)
6. 갈색사질점토

7. 갈색사질토(화강토)+석비레+주곽 뒷채움토
8. 황갈색사질점토
9. 명갈색사질토
10. 암갈색사질토(화강토)
11. 갈색사질토
12. 명갈색사질토+풍화암반토

0

도면 5. 동촌리 1호분 동-서 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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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내용

2) 주석곽
1호분의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로, 장축은 봉토와 같은 동-서방향이다. 석곽의 북벽과 동·서벽
은 온전한 편이나, 남벽은 도굴로 인해 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일부 유실된 상태이다. 개석은 유실되어
단벽인 서벽 위로 1매만이 남아있다. 1호분의 주석곽묘는 도굴로 인해 파괴되어 개석 및 벽석이 유실되
거나 붕괴되었다.
석곽의 내부조사는 무너져 내린 석재들과 교란토를 제거하면서 이루어졌으며, 내부퇴적양상과 목관,
바닥시설 등을 파악하고자 장벽인 북벽에 너비 20㎝의 둑과 석곽의 중앙에 너비 30㎝의 둑을 남기고 내
부퇴적토를 제거하였다. 석곽의 단벽인 서벽과 동벽쪽은 도굴로 인해 바닥면까지 교란되었으며, 석곽의
중앙은 퇴적토가 남아 있다. 석곽 내부는 바닥면부터 명회색사질점토, 갈색사질토, 명갈색사질토, 암황
갈색사질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교란토 및 퇴적토의 제거가 이루지면서 유물들이 노출되기 시작하였
다. 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이며, 바닥면인 명회색사질점토 위에서 출토되었다. 바닥시설은 생토면을 고
르고 명회색사질점토를 10㎝ 내외로 깔아 마련하였다.
석곽묘의 축조는 1차성토층과 생토면을 파내어 길이 520㎝, 너비 210㎝, 깊이 93㎝의 묘광을 먼저
마련하고 그 안에 네 벽석을 쌓아 올렸다. 묘광과 벽석의 사이에는 벽석을 보강하기 위한 뒷채움석은 없
고, 점토를 이용하여 충전하였다.
석곽묘의 벽석은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여 하단석을 마련하고 그 위로 장벽과 단벽을 교차하여 쌓아
올랐다. 장벽은 대체적으로 3단까지 가로세워쌓기 하고 4단부터는 세로눕혀쌓기한 양상이 보여지나,
빈틈이 많고 부정형에 가깝다. 단벽은 동벽의 경우 대형할석 2매를 가로세워쌓기하고 그 위로 3~4단정
도 부정형으로 쌓아올렸으며, 서벽은 하단석 위로 세로눕혀쌓기 하였다. 벽석은 개석이 남아있는 서벽을
기준으로 7단 정도이며, 높이는 110㎝이다. 네 벽은 부정형의 할석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석재 틈에는
점토가 채워져 있다. 벽석은 위로 올라갈수록 서서히 좁아지는 형태로 쌓아 올렸으며, 그 위로 개석이 얹
어진 형태이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435㎝, 너비 108㎝이다.
석곽의 바닥면인 명회색사질점토 위로 갈색사질토가‘U’
자형으로 퇴적된 양상이 확인되는데, 목관의
흔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48). 개석은 서벽 위로 1매만이 남아있어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으나, 많은
대형석재를 이용하여 석곽 전체를 덮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주석곽의 서쪽에서 단경호(短頸壺), 기대(器臺), 발(鉢), 뚜껑(蓋) 등의 토기류와 동쪽에서 말뼈
와 함께 편자[蹄鐵]가 출토되었다. 토기류의 경우 일부 교란되었거나 파손된 상태였다. 각 유물의 출토상
태를 살펴보면 단경호와 기대는 도굴로 인해 무너진 석재와 함께 파손된 상태로 남벽에 잇대어 확인되었
다. 철제편자와 말뼈는 동쪽 중앙에서 명갈색사질토에서 출토되었으며, 말뼈 일부는 떨어져 북벽 쪽에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동쪽 바닥면에서 철도자편이 출토되었다.
47) 이는 자연지형을 깎아내어 봉토가 고대하게 보이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며, 채토된 흙은 다시 봉토의 성토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48) 도굴로 인해 바닥면까지 일부 교란되어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49) 편자의 경우 석곽퇴적토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목관 함몰층으로 추정되는 갈색사질토 상층인 명갈색사질토에서 확인되었는데 유물부
장단계의 장속 중 관 상부에 매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굴로 인해 봉토와 개석이 유실되는 과정에 개석상부 매납 또는 봉
분조성 단계의 장속 유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0) 편자와 공반되어 출토된 말뼈는 4개체로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록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51) 편자와 말뼈가 출토된 지점은 도굴에 의한 교란이 이루어지지 않은 안정적인 퇴적양상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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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❺

사진 23. 1호분 주석곽
① 조사 후 ② 북쪽 장벽 축조상태 ③ 남쪽 장벽 축조상태 ④ 동쪽 단벽 축조상태 ⑤ 서쪽 단벽 축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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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m

-범례성토층
생토층

도면 6. 1호분 주석곽 평면도 및 입·단면도와 유물 출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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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❺
사진 24. 주석곽
① 남쪽 묘광 굴광선 ② 북쪽 묘광 굴광선 ③ 내부 퇴적토 토층 ④ 바닥면 ⑤ 조사 후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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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사진 25. 주석곽 ① 도굴갱 확인 ② 발형기대 출토상태 ③ 유물 출토상태
④ 편자 출토상태 ⑤ 말뼈 출토상태 ⑥ 단경호 출토상태 ⑦ 발 출토상태 ⑧ 개 출토상태

65

1. 단경호
남쪽 장벽에 잇대어 출토되었다.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기신은 완만
하게 벌어져 오르다 동체 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짧게 경부를 형성한다. 구연부는 C자형으로 외반
되었으며, 구연단에는 홈이 돌아간다. 외면에는 바닥부터 동체 중하위부까지 격자문이 교차타날되었으
며, 내면에는 박자흔과 손누름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띤다.
기고 21.4㎝, 구경 15.0㎝, 동최대경 23.2㎝, 두께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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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형기대
남쪽 장벽에 잇대어 출토되었다. 발부와 대각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기형 복원이 가능하다. 대각부
는 사선으로 내경하여 발부로 이어진다. 발부는 완만하게 오르다 구연에서 수평에 가깝게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에는 1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대각부는 3조의 침선으로 돌대를 형성하여 4단으로 구획하였으며,
발부는 2단으로 구획하였다. 대각부 1~2단에는 삼각형 투창이 4개씩 서로 어긋나게 뚫려 있으며, 외면
에서 내면으로 잘라 뚫었다. 발부 외면에는 1단과 2단에 7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고, 대각부 외면에는 3
단에 11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대각부와 발부의 접합부분은 2조의 침선으로 1조의 돌대를 형성하
였다. 대각 내면에는 손누름흔과 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되며, 대각 하단 내·외면에는 짚흔이 남
아 있다. 대각부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윤(潤)이 형성되어 있다. 발부 내저면은 암자색으로 색조의 차이가
있고, 다른 기물편이 용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첩소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녹황색의 자연유가
생성된 후 산화되어 표면이 매우 거칠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색조
는 외면이 암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기고 23.95㎝, 구경 27.0㎝, 대각직경 20.3~22.8㎝, 두께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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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형토기
남쪽 장벽에 잇대어 출토되었다. 구연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저부는 평저로, 기신은
완만하게 오르다 중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여 구연에 이른다. 구연은 사선으로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단사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박자흔과 손누름흔이 관찰
된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연질소성으로,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기고 14.3㎝, 구경 14.0㎝, 저경 10.1㎝, 두께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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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서쪽 단벽에 인접하여 출토되었다. 꼭지와 드림의 일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개신의 중앙에 부착된 꼭지는 퇴화
된 중산모자형태이다. 개신은 완만하게 둥근 형태이며, 드림턱은
약하게 돌출되어 있다. 드림은 살짝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둥글

4

게 처리되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
성으로, 색조는 외면이 회청색을 띠나, 꼭지를 비롯한 개신 상면
일부는 암자색을 띤다.
기고 3.8㎝, 구경 13.2㎝, 두께 0.2~1.55㎝, 꼭지 높이 0.7
㎝, 꼭지 직경 2.0㎝.
5. 철제편자
석곽 내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편자의 박힌 못이 일부 결실된 것을 제외하면 완형이다. 편자는
편철(扁鐵)을 평면 타원형으로 구부려 제작하였다. 철두(鐵頭)에서 철미(鐵尾)로 갈수록 좁아지며, 편자가
말굽에 박힌 면(接蹄面)으로 놓고 보았을 때 철미의 좌측에 비해 우측의 너비가 더 좁다. 편자 양쪽 중앙
에는 단면이 반원형태의 예비홈이 파여 있으며, 홈 내부에는 양쪽 대칭으로 직사각형태의 징구멍(釘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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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개씩 뚫려 있다. 철두를 기준으로 양쪽 두 번째 징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구멍에는 같은 형태의 징이
박혀 있다. 첫 번째 징은 세 번째 징의 길이에 비해 더 길며, 첫 번째 좌측 징의 경우 밖으로 꺾여 있다.
편자-길이 9.7㎝, 너비 8.3㎝, 두께 0.5㎝, 중량 103.10g, 징-길이 2.25㎝, 두께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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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도자
석곽 내 동쪽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 결
실되고, 병부와 신부의 극히 일부만 남아 있다. 신부
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에는 목질흔
이 관찰된다.
6

잔고 1.5㎝, 너비 1.4㎝, 두께 0.25㎝.
0

5㎝

7~10. 말뼈
석곽 내 상부 퇴적층에서 철제편자와 인접한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모두 4점으로, 부위별 명칭과 제원
은 다음과 같다.
번호

크기(단위 ㎜)

부위별 명칭

길이

폭

두께

7

12번째 갈비뼈

19.5

18.9

18.2

8

7번째 목뼈

19.5

19.6

18.0

9

발가락뼈(추정)

20.1

20.7

19.1

10

상완뼈, 노뼈, 넓적다리뼈, 정강뼈(추정)

20.2

20.2

19.3

7

8

9

10

0

10㎝

52) 말뼈에 대한 분석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의뢰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부록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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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갈비뼈 표본과 ⑦번 뼈(좌), 발가락뼈 표본과 ⑨번 뼈(우)

3) 1-1호
1-1호는 수혈식 석곽묘로 주석곽의 동쪽으로
묘광이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주석곽의 묘광을
파내고 묘광이 마련된 것으로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53). 이 석곽묘는 1호분 봉토를 제거하
는 과정에 생토면(황갈색사질토)에서 장방형 형
태의 묘광선과 개석 및 벽석이 확인되었다. 개석
은 도굴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길이 85㎝
내외의 석재 2매만이 북벽 쪽에 남아있다.
내부조사는 개석과 벽석을 노출시키고, 1차 실
측을 한 후 실시하였다. 개석은 실측을 완료한 후

사진 27. 동촌리 1-1호 석곽묘 조사 전

들어냈으며, 석곽 내부를 2분하여 퇴적양상을 파
악한 후 퇴적토를 제거하였다.
석곽의 축조에 앞서 생토면에 길이 215㎝, 너비 146㎝ 규모로 장방형 형태의 묘광을 마련한 후 석곽
을 축조하였다. 벽석은 북쪽 단벽과 양 장벽을 동시에 쌓은 후 남쪽 단벽 순으로 쌓았다. 남단벽을 제외
한 세 벽석은 할석을 이용하여 하단석을 가로쌓기 54) 한 후 그 위로 3~4단 정도 눕혀쌓기 한 후 개석을
덮은 형태이다. 벽석과 벽석 사이는 점토로 보강하였다. 남단벽은 판석형 할석 1매를 수직으로 세워서 축
조하였다.
석곽의 장축은 봉토의 등고선과 직교한 북서-남동(N60°
W)방향이다. 석곽의 내부규모는 길이 133㎝,
너비 58㎝, 높이 67㎝ 내외이다. 피장자의 침향을 알 수 있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생토면
을 다듬어 사용하였다.
유물은 석곽 내 퇴적토에서 개, 배편, 기대편 등이 출토되었다.
53) 1호분의 봉토 내에서 확인된 1-1호의 경우 상부가 거의 유실되어 봉토 축조 시 또는 시기적 선후관계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54) 가로눕혀쌓기와 가로세워쌓기를 한 양상이 나타나 이를 가로쌓기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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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동촌리 1-1호 석곽묘 ① 북쪽 단벽 축조상태 ② 동쪽 장벽 축조상태
③ 남쪽 단벽 축조상태 ④ 서쪽 장벽 축조상태 ⑤ 기대편 출토상태 ⑥ 내부 퇴적토 토층상태 ⑦ 조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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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1-1호 석곽묘 평면도 및 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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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석곽 내 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개신과 드림부의 일부가 결실
되었다. 개신의 중앙에 부착된 꼭지는 퇴화된 중산모자형태이다.
개신은 둥글게 내려오다가 끝에서 살짝 외반되었다. 드림턱은 짧
게 돌출되어 있다. 드림은 살짝 외반되었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11

처리되었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질
소성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띤다.
기고 4.1㎝, 구경 12.3㎝, 두께 0.3㎝, 꼭지 높이 1.15㎝, 꼭
지 직경 2.0㎝.
12. 배편
석곽 내 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다. 바닥은 편평하며, 뚜껑받이턱은 짧고 뾰족하게 돌
출되었다. 구연은 내경하였으며,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
다. 구연 외면과 내저면에는 윤(潤)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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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는 깎기조정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
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색조는 외면이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고 2.3㎝, 두께 0.2~0.65㎝.
13. 기대편
석곽 내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발형기대의 발부편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수평에 가깝게 외반
되었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단 아래에는 회전물손질로 2줄의 홈을 돌려 약한 돌대를 형
성하였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띤다.
잔고 2.4㎝, 두께 0.15~0.4㎝.

13

14. 기대편
석곽 내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발형기대의 대각편으로 추정된다. ⑬번과 같은 개체이나, 복원
이 불가능하다. 대각에서 비스듬히 내경하여 발부로 이어지면서 사선으로 외반되었다. 대각부에는 2줄
의 홈을 돌려 돌대를 형성하고 단을 구획하였으며, 남아 있는 투창형태는 장방형이다. 내·외면에 손누
름흔이 남아 있으며, 대각과 발부의 경계 내면에는 점토접합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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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색조는 회청색을 띤다.
잔고 6.2㎝, 두께 0.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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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호
1-2호는 수혈식 석곽묘로 주석곽의 남동쪽으로 2.6m 떨어져 있는 봉토의 가장자리(해발 488.9m)에
자리한다. 이 석곽묘는 1호분 봉토를 제거하는 과정에 생토면(황갈색사질토)에서 교란된 석재와 함께 장
방형 형태의 묘광선이 확인되었다. 벽석은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으며, 바닥면에 석재가 놓여 있다 55).
내부조사는 묘광 내부에 10㎝ 내외의 퇴적토를 제거하고 벽석이 빠진 굴광선을 확인하여 석곽의 규모
를 파악하였다.
석곽의 축조는 생토면에 길이 214㎝, 너비 124㎝ 규모로 장방형 형태의 묘광을 마련한 후 석곽을 축
조하였다. 석곽의 장축은 봉토의 등고선과 직교한 북서-남동(N57°
E)방향이다. 석곽의 내부규모는 벽석
굴광선을 기준으로 길이 168㎝, 너비 68 ㎝ 내외로 추정된다. 바닥은 생토면을 다듬어 사용하였다.
유물은 석곽 내부 퇴적토에서 고배편과 배편이 출토되었다.

❶

❷

❸

사진 29. 1-2호 석곽묘 ① 조사 전 ② 조사 중 ③ 조사 후
55) 바닥면에 석재는 벽석일부가 교란되어 남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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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도면 8. 1-2호 석곽묘 평면도 및 단면도

15. 고배편
석곽 내부 제토 중 수습되었다. 대각의 일부만 남아 있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벌어졌으며, 대각단에
는 1조의 홈이 돌아간다. 대각 외면에는 2줄의 침선을 돌려 2단으로 구획하였다. 1단에는 투창이 일부
남아 있는데, 잔존상태로 보아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 있으며, 외면에
는 윤(潤)이 형성되어 있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색조는 외면이 회
청색, 내면 일부와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고 2.4㎝, 복원저경 10.4㎝, 두께 5.5㎝.
16. 배편
석곽 내부 제토 중 수습되었다. 대부분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 있다. 바닥은 편평하며, 뚜껑받이턱은
짧고 둥글게 돌출되었다. 구연은 내경하였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 외면과 내저면에는
윤(潤)이 형성되어 있으며, 바닥면에는 깎기조정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
였다. 경질소성으로, 색조는 외면이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고 2.0㎝, 두께 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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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1) 주변 고분
금번 조사에서는 동촌리 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조사지역 남동쪽에 자리한 고분들에 대한 정
밀측량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고분들이 자리한 지역은 동촌리고분군 내 동쪽에서 두 번째 구릉으로 북쪽
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정선부를 따라 고분들이 분포한다.
정밀측량조사는 먼저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여 고분의 잔존양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상부에 자리
한 직경 20m 내외의 고분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설치하였다. 이후 GPS와 광파기를 이용하여 고분의 분
포양상과 남아있는 외형을 정밀하게 측량하였다.
고분은 직경 10~20m 내외의 규모로 6기가 자리하며, 평면형태는 대체적으로 동-서로 긴 타원형이
다. 정상부에서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고분의 규모가 작아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각 고분들의 분정은
대부분 함몰되어 있으며, 일부 개석과 벽석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민묘로 인해 봉토가 유실된
경우도 일부 확인되었다.

사진 30. 주변 고분 잡목 제거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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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1호분 및 주변 고분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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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조사
1호분의 남동쪽에 고분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교란된 석재와 구덩이가 확인
되며, 주변에서 기대편이 수습되었다. Tr.조사는 길이 15m, 너비 1m의 Tr.을 설치하여 생토면인 황갈색
사질토까지 하강하여 실시하였다. 내부에는 표토와 흑갈색부식토가 70㎝ 내외의 깊이로 퇴적되어있다.
상단부인 동쪽에서는 금번 정밀측량조사를 실시한 구릉의 정상부에 자리한 고분의 봉토 하단부 토층양상
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확인된 유구는 없다.

❶

❷

사진 31. 주변지역 ① Tr. 조사 후 ② 토층

17. 동체부편
1호분 주변에서 수습되었다. 대부분 결실되고, 일
부만 남아 있다. 잔존 상태로 보아 장경호의 경부와
동체부 경계로 추정된다. 기신은 동체부에서 내경하
여 경부로 이어지고, 경부는 수직에 가깝게 오른다.
외면에는 상하 2줄의 홈으로 돌대를 형성하여 문양대
17

를 구획하고, 12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
는 손누름흔과 회전물손질로 정면하면서 점토가 밀린

0

10㎝

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윤(潤이)이 형성되어 있으
며, 일부는 자연유가 산화되어 표면이 거칠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으로, 색
조는 외면이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고 6.25㎝ , 두께 0.6~0.8㎝.

18

18. 기대편
1호분 남동쪽 주변에서 수습되었다. 대각의 일부만 남아 있다. 대각부는 나팔상으로 벌어졌으며, 약한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대각단에는 1줄의 홈이 돌아간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남아 있으며, 내
면 일부는 자연유가 산화되어 표면이 거칠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경질소성으
로, 외면이 회청색, 속심은 암자색을 띤다.
잔고 3.6㎝, 두께 0.5~0.9㎝.
79

Ⅴ. 고 찰

1. 유구
2.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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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금번 조사는 장수 동촌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로 한국매장문화재협회(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학술
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 비지정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사업에 선정되어 실
시하게 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고분의 성격과 시대 등을 파악하여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유적의 안전한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장조사는 고분군 내에 자리한 고분 중 1기의 고분[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굴조
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주변 고분에 대한 정밀측량조사와 고분 추정지역에 대한 Tr.조사를 병
행하였다.
금번 조사를 통해 1호분에서는 주석곽과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으며, 주석곽에서 출토된 유물은 단경
호(短頸壺), 기대(器臺), 발(鉢), 뚜껑(蓋) 등의 토기류와 말뼈와 함께 철제편자[蹄鐵]가 출토되었다. 또한,
조사지역 남동쪽에 자리한 고분들에 대한 정밀측량조사를 실시하여 고분의 분포범위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금번 발굴조사를 실시한 동촌리 1호분의 조사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동촌리고분군 조사현황
호분

1

매장시설

봉토규모
(m)

유구

장축

석곽규모(㎝)

묘광규모(㎝)

출토유물

주석곽

동-서
N61°
W

435×108×110

520×210

단경호, 발형기대, 발, 개
철제편자, 철도자, 말뼈

16×5.9×2.1 1-1호 석곽

남-북
N35°
E

133×58×67

215×146

기대편, 개, 배편

1-2호 석곽

동-서
N34°
W

168×68×?

214×124

고배편, 배편

비고

1. 유구
금번 조사에서는 가야계 고총군으로 알려진 장수 동촌리고분군에 자리한 1호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사대상인 동촌리 1호분과 주변 고분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고분의 특징을 기
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입지 및 분포
금번 발굴조사 된 장수 동촌리고분군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두산리 일원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호남의 지붕’
이라 불리우는 진안고원에 자리한 장수분지로 금강이 신무산 뜸봉샘에서 발원해 북
쪽으로 흐르는 장수천을 따라 들판이 발달해 있으며, 그 주변에도 구릉지대가 폭 넓게 펼쳐져 있다. 또

83

한, 분지의 주변을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천혜의 요새지를 이룬다.
현재까지 전라북도의 동부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가야계 수혈식석곽묘는 140여기이며, 지표조사와 발
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가야계 고총은 진안고원(장수·장계분지)에 200여기, 운봉고원에 100여기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고총의 분포는 수계상으로 금강과 남강유역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
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중 진안고원의 장수분지에 자리한 장수 동촌리고분군에는 이러한 고총이 80여기가 분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56).
현재까지 장수 동촌리고분군이 자리한 진안고원 일원에서 확인된 고총고분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장수·장계분지 고총고분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1

장수 동촌리고분군

83기

수혈식석곽묘

장수분지 (군산대학교박물관 2003)

2

장수 삼봉리고분군

41기

수혈식석곽묘

장계분지 (군산대학교박물관 2003)

3

장수 월강리고분군

23기

(수혈식석곽묘)

장계분지

4

장수 장계리고분군

20기

(수혈식석곽묘)

장계분지

5

장수 호덕리고분군

41기

수혈식석곽묘

장계분지(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계

기수

유구

비고

208기

-범례1. 진안 황산리 고분군
2. 장수 삼봉리 고분군
3. 장수 호덕리 고분군
4. 장수 삼고리 고분군
5. 장수 동촌리고분군
6. 임실 금성리 고분군
7. 임실 도인리 유적
8. 임실 석두리 유적
9. 장수 봉서리 고분군
10. 남원 고죽동 유적
11. 남원 임리 고분군
12. 남원 월산리 고분군
13. 남원 두락리 고분군
14. 남원 봉대 고분군
15. 남원 건지리 고분군
16. 남원 행정리 고분군

❶
금강 수계권

❹

❻
❼

❷
❸

❺

섬진강 수계권

❽

❾

❿

남강 수계권

사진 32. 전북 동부지역 가야계 고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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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총은 신라 및 가야가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각 지역의 수장층이 조영하였던 분묘군으로 알려
져 있으며, 봉토의 평면형태가 원형·타원형의 분명한 분묘단위를 갖추고 있는 대형고분을 의미한다 57).
고총의 존재여부는 그곳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동시에 고
총의 규모와 기수는 조영집단의 존속기간이나 피장자의 사회적인 위상을 반영하는 요소로 해석된다.
장수 동촌리고분군은 마봉산(馬峰山; 723.9m)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한 지류(해발 500m 내외)의 정
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이 지류는 분지의 중심으로 뻗어 내렸으며, 고분군이 자리한 지역은 주변을 한눈
에 조망할 수 있으며, 지류의 끝자락에는 장수천이 남-북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고총은 직경 20m의 대
형분과 10~15m 내외의 중형분이 정상부를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자리한다. 소형분은 구릉의 하단부와
규모가 큰 고총의 주변에 산재한다.
장수 침곡리산성

장수 동촌리고분군

장수 합미산성
장수 사두봉 봉수
장수 용계리산성

사진 33. 장수 동촌리고분군 및 주변지역 주요 유적(국토해양부 3D 지도, 브이월드)

56) 주 1)의 책.
주 4)의 논문.
주 42)의 논문.
57) 김용성, 1998,『신라의 고총과 지역집단』,춘추각.
이희준, 1997,「토기에 의한 신라 고분의 분기와 편년」,『한국고고학보』36, 한국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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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조사된 동촌리 1호분은 잔존 직경이 16.7m로 고분군 내에서 규모가 중형분이며, 입지상 지류 사
이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고총의 입지는 분지 내에 장수천을 따라 펼쳐진 구릉과 들판이 내려다보이며, 분지를 감싸고 있는 산
지에서 뻗어내린 지류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인 특성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의 입지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봉분의 규모가 훨씬 커 보이고, 고대한 봉분
자체가 산봉우리처럼 보여 최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8).

2) 봉토 및 축조방법
장수 동촌리고분군 내에는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총이 80여기가 자리한다. 금번 조사에서는 고분
군 내에서 봉토의 규모가 중형인 동촌리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촌리 1호분은 고분군 내에서 봉토 59)의 규모가 중형(15m 내외)으로,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타원형
이다. 봉토는 후대의 훼손으로 분정이 일부 유실되었으며, 가장자리에 호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봉토의
남아있는 규모는 동-서 길이 16.7m, 남-북 너비 7.4m, 잔존 높이 2.1m 이다.
봉토는 먼저 동서로 뻗은 지류의 정상부의 동쪽과 서쪽의 풍화암반층을 깎아내고 경사가 급한 북쪽과
남쪽의 사면부도 풍화암반층을 깎아내어 묘역의 경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자연지형을 깎아 봉토를 고대
하게 보이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채토된 흙은 봉토를 성토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부는 구
지표와 생토면을 평탄하게 정지하였고 6개 내외의 층으로 1차성토를 한 후 이를 파내어 묘광을 마련하고
매장시설(주석곽)을 축조하였다. 이후 주석곽의 개석을 밀봉하고 봉토의 상부를 고대하게 조성하였던 것
으로 판단된다.
동촌리 1호분의 축조공정은 그림 2)와 같
다.
이러한 봉토의 축조양상은 생토면과 구지
표를 정지하고 일정부분 성토한 후 묘광을
마련하여 매장주체를 축조한 양상은 종래 이
지역의 분구묘 축조양상과 유사성을 띠고 있
다. 이러한 양상은 가야계 고총 중 장계분지
에 자리한 삼봉리 2호분(전주문화유산연구
원 2013)과 다락국의 옥전M3호분(조영제·
박승규 1990)과 유사하다.
그림 1. 옥전 M3호분
58) 김세기, 2003,『고분자료로 본 대가야연구』,학연문화사.
5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한국고고학전문사전 –고분편-』.
봉토는 주검이 안치된 매장주체시설의 상부와 좌우에 쌓은 흙더미로써 매장주체부를 보호하는 목적 외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흙
을 덮어 규모를 크게 만든 것이다. 또한. 사자가 영면하고 있는 시설인 매장주체시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덤의 존재를 알리고, 규모를
과시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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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역조성(봉토 경계 삭토)

1 차 성토(정지)

매장주체부 축조(묘광 굴착, 석곽 축조)

개석 설치 및 밀봉

2차 성토

그림 2. 장수 동촌리 1호분 축조공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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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촌리 1호분의 봉토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호석이 없다. 가야계 고총 중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
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하나의 분포권을 이루는데, 남원 월산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함양 상백리·백천
리, 산청 중촌리·생초, 장수 삼봉리·동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60).

3) 매장주체부
장수 동촌리 1호분의 주석곽은 반지하식의 수혈식 석곽묘이다. 주석곽의 장축방향은 봉토와 같은 동서방향이며, 규모는 길이 435㎝, 너비 108㎝, 높이 110㎝이다. 개석은 1매만이 남아있어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다. 석곽은 남벽을 제외하고 온전한 편이나, 남벽은 도굴로 인해 일부 유실된 상태이다. 내부 바
닥은 생토면을 다듬은 후 회갈색점토층을 10㎝ 내외로 깔아 마련하였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조사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의 계량적 속성 연구 61)를 참고하면 대형(5.0㎡이상),
중형(2.0㎡이상~5.0㎡미만), 소형(2.0㎡미만)의 군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군집들은 고분군 내에서의
위계화와 더불어 각 고분들의 위상을 보여준다. 또한, 평면형태는 장방형은 3.0:1미만, 세장방형은 3.0:1
이상~5.5:1미만, 초세장방형은 5.5:1이상의 양상이 나타난다. 평면형태는 대체적으로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가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성과 함께 지역 간·집단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속성으로 보고 있
다.
장수 동촌리 1호분의 주석곽의 면적은 4.7㎡로 중형이며, 평면비는 4.03:1로 세장방형에 해당된다.
대체적으로 석곽의 규모는 봉토의 크기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고분군 내에서 봉토의 크기가 중형
에 속하는 동촌리 1호분의 주석곽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된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대가야
(5.0 이상)나 운봉고원에서 조사된 고분과는 다르게 길이에 비해 너비가 넓은 형태이다.

그림 3.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석곽묘 규모와 평면형태(전상학 2006)

60) 곽장근, 2011,「삼국시대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제
, 24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한국고대사학회.
61) 전상학, 2005,「전북 동부지역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연구」
『호남고고학보』
,
25, 호남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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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곽의 벽석 축조방식은 정형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할석을 이용하여 조잡하게 쌓은 형태이다. 벽
석 사이의 틈이 많으나 점토를 이용하여 이를 보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벽석 축조방식은 전상학의
분류안 62)을 참고하면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주로 보여진다
고 한다.

2. 유물
장수 동촌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8점이다. 유구별로는 주석곽에서 10점, 1-1호 석곽 4
점, 1-2호 석곽 2점, 그 외 봉토와 주변 고분에서 수습된 것이 2점이다. 재질에 따라 분류하면 토기 12
점, 철기 2점이 출토되었으며, 자연유물로 말뼈가 4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배치상태를 보면 주석곽 내 서쪽에는 개 1점, 동쪽에는 편자1점과 말뼈, 석곽 남쪽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단경호·발형기대·발형토기 등이 있다. 단경호와 발형기대가 토압으로
인해 벽석과 함께 밀려났으나, 안정된 층위와 남벽쪽에 완형의 발형토기가 세워져 있는 점으로 보아 본디
부장되었던 위치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장수 동촌리 고분군 출토유물 분류
토기류
유구명

주석곽

단

발
형
토
기

개

호

발
형
기
대

1

1

1

1

경

1-1호

철기류
고

배

대
배

1

1-2호

기
편

편

1
1

철

말

도
자
1

자
1

4

2
1

1

1
1

1

1

2

2

1

10
4

1

주변고분

계

뼈

2

봉토 내
계

동
체
부
편

자연유물

3

1
1

1

1

4

18

1) 토기류
토기류는 단경호·발형기대·발형토기·개·배·고배·기대 그리고 장경호의 동체부편까지 8기종
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단경호·발형기대·발형토기·개·배 등 5점을 제외한 나머지 7점은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 편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완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단경호는 주석곽 내 남장벽에 잇대어 발형기대와 함께 파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말각평저에

62) 주 61)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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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의 동체, C자형 외반구연의 속성을 가졌으며, 토기 외면에 시문된 격자타날은 마한·백제토기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단경호는 발형토기와 마찬가지로 가야계 토기와 공반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이 지역이 가야와 백제의 각축장이었던만큼 양국의 문화적 요소가 재지집단의
고분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발형기대는 발형의 배신부에 대각이 붙은 형태의 기대로‘고배형기대’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가야의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주석곽에서 출토된 발형기대는 마찬가지로 단경호와 함께 남
장벽 중앙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서 파손된 채 출토되었다. 복원 결과, 발부의 형태는 곡선상
으로 벌어지며 구연단은 수평에 가깝게 외반되면서‘凹面’
처리되었다. 발부에는 각 3조의 침선열로 3단
의 문양대를 구획하여 2~3단에 밀집파상문을 시문하였는데, 3단의 경우 넓은 문양대를 형성하여 가장
하단에 문양을 시문한 특징을 보인다. 대각부는‘八字形’
으로 벌어져 내려오며, 대각단에서 외반됨이 없
이 그대로 마무리된 모습을 보인다. 대각부 역시 각 3조의 침선열로 4단의 문양대를 구획하였으며, 1~2
단에 각 4孔씩 상하교열로 삼각형 투창을 배치하고 3단에 밀집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소성상태를 살펴보
면 발부 내저면은 원형으로 암자색을 띠고 있어 기물을 올려 놓은채 소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
각 바닥면에 초본흔이 남아 있어 가마 바닥면에 기물이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짚과 같은 초본류를 깔
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동촌리 1호분 주석곽에서 출토된 발형기대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았을 때, 가장 유사한 것으로 함양 백
천리 1-3호분 63), 지산동 44호분 64), 옥전M3호분 65) 출토품과 상호 비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에 비해 동촌리 출토품은 일부 문양이 생략되었으며, 크기가 작고 대각단이 낮아 다소 소형화된 느낌을
주고 있어 조금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발형기대 비교

동촌리 1호분

63) 부산대학교박물관, 1989,『함양 백천리 1호분』.
64) 경북대학교박물관, 2009,『고령 지산동 44호분-대가야 왕릉-』.
65) 경상대학교박물관, 1990,『합천 옥전고분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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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형토기는 가야계 석곽묘에서 장경호, 기대 등과 조합상을 보이는 기종이다. 적갈색연질의 소성이나
비교적 기벽이 두껍고 단단한 편이며, 외면에는 단사선문이 타날 되어있다.
개는 주석곽과 1-1호 석곽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태토가 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거친
편이며, 꼭지의 형태는 퇴화된 중산모자형으로 드림턱 또한 미약하게 처리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동촌
리·삼봉리고분군 66)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며, 재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편자
편자는 말의 발굽에 고정시키는 U자형의 쇠붙이로써
말의 신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철 또는 대갈[蹄鐵, 大
喝]이라고도 한다. 발굽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발굽벽에
고정시킴으로써 충격을 흡수하고 땅에 닿는 정지 마찰력을

제측

예비홈

철미
징

좋게 하는 기능을 한다.

철측

말의 발굽은 야생에서는 자연적으로 닳기 때문에 인위
적으로 발굽을 삭제하거나 편자를 장착할 필요가 없지만,
승용마는 평균 4~6주 간격으로 발굽을 관리해주고 말의
발굽에 맞는 새로운 편자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

측면
외측날

징구멍
내측날
철두

이 말의 발굽을 삭제하고 발굽에 낀 이물질제거 후 편자를
장착하여 관리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장제(裝蹄)라고 한다.

그림 4. 편자의 세부명칭

편자가 장착되는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말의 발굽에는 무신경부위인 제벽(蹄壁)와 신경부위인
백선(白線)이 있는데, 편자의 못은 백선을 피해 제벽에 박아 못이 빠지지 않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무리하
게 된다 67).
동촌리 출토 편자는 주석곽 내 동쪽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인접한 곳에서는 말뼈 4점도 공반
출토되었다. 편자는 출토 당시 발굽에 닿는 면이 위로 향해 있었으며, 편자를 발굽에 고정시키는 못이 그
대로 박혀 바깥으로 꺾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출토된 상태와 인접한 곳에서 말뼈가 함께 출토된
점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이 편자가 무덤에 부장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말의 발
굽에 사용되었던 것이며, 편자가 발굽에 박힌 그대로 말이 매납되었다는 것이다.
<표 6> 편자 못의 장착원리

편자못 장착상태의 단면

뒷발 장제 예

동촌리 출토 편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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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말편자는 출토된 예가 많지는 않으나,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비롯하여 한반도 이남
지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말편자가 출토된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삼국시대 유적별 편자 출토 사례
시대

출토유적

제원(㎝)
길이×너비×편자폭×두께×중량

성산산성

10.5×9.5×1.2

연못지

110g

임강묘

고구려

사진

광개토태왕릉

장수왕릉

8.5×7.5×1.4×0.4
?

8.5×8.1×?×?
?

수량

1

1

1

?×10.2×?×0.6
?

9호
옥도리
고구려벽화무덤
9, 10호

22점
16.0×14.0×?×?
?
10호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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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출토유적

사진

제원(㎝)
길이×너비×편자폭×두께×중량

몽촌토성

6.2(?)×9.8×?×0.5

2호주거지

?

석촌동 백제

9.2×8.5×?×?

적석총1호분

?

상주 성동리

9.0×8.0×?×0.3

92호 석곽

?

산청 평촌리

9.1×9.0×1.8×0.6

224호분

86.2g

수량

백제

신라

가야

2

4

1

66) 주 32)의 보고서.
67) 김태인, 2013,『장제의 정석』,플러스81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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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나와 있듯 삼국시대 말편자는 성산산성과 몽촌토성을 제외하고는 주로 고분에서 출토되었
으며,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말의 발굽은 말이 성장하면서 앞뒤 발굽에 전달되는 하중에 편차가 생기면서 앞·뒷발의 형태가 달라지
게 된다. 앞발의 경우 원형에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하중이 덜 실리는 뒷발은 앞발보다 크기가 작고 타원형
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다. 따라서 편자 또한 발굽에 맞게 앞발과 뒷발이 다른 형태로 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편자의 평면 형태에 따라 앞발 편자인지 뒷발편자인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동촌리 편자의 크기를 보면 길이 9.7, 너비 8.3㎝로 계란형을 띠고 있어 뒷발에 장제된 편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동촌리고분군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청 평촌리 224호분 출토 편자는 길이 9.1, 너
비 9.0㎝의 원형으로 앞발 편자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촌리 편자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편자의 끝부
분, 즉 철미(鐵尾) 왼쪽부분의 폭이 급격히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편자를 발굽크기에 맞출
때, 편자의 끝부분을 가열하여 망치로 끌어당기면서 늘였던 흔적으로 여겨진다. 편자의 크기를 통해서는
말의 체급 또한 유추가 가능하다. 말은 보통 체중에 따라 대형마 (400㎏), 중형마(400미만~350㎏), 소
형마(350㎏미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체격에 따른 발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고 정확
한 규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형마의 경우 대체로 약 12×11㎝이상, 중형마는 9~10×7~8㎝, 소
형마는 그 이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촌리 출토 편자의 크기로 추정되는 말의 체급은 중형마인 것으로
추정된다 68).
문헌에 등장하는 말에 관한 기사를 참고하면,『三國遺事』
‘吾東方馬有二種, 日胡馬從北來者也, 日鄕馬
國中所出也, 國馬如驢無足以得良焉’
,『三國志』魏書 東夷傳 高句麗條‘出三尺馬, 云本朱蒙所乘, 馬種卽
69)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대 한반도에 호마와 향마 2종류가 있었으며, 호
果下也’

마는 북쪽 몽고지역에서 들어온 북방계 말로 여겨지며 향마는 과하마 70)일 가능성이 크다. 즉 중형마인
몽고마와 소형마인 과하마로 구별되는데, 동촌리 출토 편자와 공반된 말뼈를 종합해 보면 1호분에 매납
된 말의 품종은 중형마인 몽고마로 추정된다.

3) 말뼈
1호분 주석곽 내 동쪽 편자가 출토된 지점에서 남쪽 장벽에 잇대어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우리나라
토양의 특성상 오랜 시간 뼈가 잔존하기 어려우나, 동촌리고분군 일대의 토양은 배수가 용이한 무기질토
양인 화강토(마사토)로 일부 잔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뼈는 크기 20㎜이하의 매우 작은 편으로 동물뼈 분석 결과에 따르면, ⑦번 뼈는 오른쪽 12번째 갈
비뼈 먼 쪽 끝, ⑧번 뼈는 7번째 목뼈 몸통 뒤끝으로 추정된다. ⑨번 뼈는 발가락 중간마디뼈(제2지골),
⑩번 뼈는 마모도가 가장 심해 상완뼈, 노뼈, 넓적다리뼈, 정강뼈 등 여러 부위의 일부로 추정된다.
68) 동촌리 출토 편자에 관한 형태 및 기술적 속성을 통해 유추한 내용의 기술은 한국마사회 자격검정센터의 김태인 장제사의 자문을 얻어
작성하였다.
69) 김재선, 2000,『原文 東夷傳』,서문문화사.
70) 우리나라 토종 말로써 말을 타고서도 능히 과실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고구려와 동예의 특산물이었다. 위의
문헌에 나와 있듯 주몽이 탔던 말로 전해지며, 중국과의 주요 교역품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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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말의 매납양상을 통해 본 장송의례
장송의례는 매장을 둘러싼 의례 행위, 즉 죽은 자에 대한 슬픔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산
자의 의례 행위 71)라고 할 수 있다. 무덤에서 말뼈가 출토되는 것은 장송의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三國志魏志東夷傳』
「韓傳」
에는“基葬有槨無棺 不知昇牛馬 牛馬盡於送死 72)”
에서와 같이 소와 말이 送死
에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보수성이 강한 고분은 그 전통이 대체로 이
어지기 때문에 일맥상통할 것으로 본다.
동물의 매납은 의례의 목적에 따라 매납되어지는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출토된 매납 부위 또한 1
개체, 머리, 상반신, 하반신 등으로 구분된다 73).
<표 8> 유적별 말의 매납위치
지역

유적

부산

복천동

김해

매납위치
묘광내부
●

예안리

●

중산리

경주

황남대총

호석

주구

●

●

●
●
●

●

황오동100

●

경산

임당G지구

●

대구

욱수동IC

●

함안

도항리

●

오곡리

●

합천

봉토

●

미추왕릉C,D
황남동106-3

부속시설
●

대성동

울산

유구주변

반계제

●

●

옥전M3호분

●

고령

지산동

●

상주

신흥리

●

나주

복암리

●

군산

산월리

●

영암

자라봉고분

●

무안

고절리고분

장수

동촌리1호분

●
●

●
●

71) 이상길, 1994,「지석묘의 장송의례」,『고문화』4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72) 주 69)의 책.
73) 매납부위는 고분에서 출토된 현상을 나타낼 뿐, 매납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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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에서 말의 매납 위치는 크게 묘광내
개석 상부

부, 유구 주변, 부속시설, 봉토, 호석, 주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분의 축조과정에
서 살펴보면 묘광 내부의 경우 피장자의 시
신을 안치한 이후, 부속시설 내 매납은 봉
분의 조성하기 전, 주구는 봉분 조성이 완
료된 이후의 의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목관 상부

볼 수 있다.
동촌리 출토 편자와 말뼈는 출토된 위치

그림 5. 주석곽 내 말의 매납위치 모식도 74)

로 보아 석곽 내 목관 상부 또는 개석 상부
로 시신의 안치 또는 유물의 매납의례가 완료된 이후 매납된 것로 보여진다. 그러나 편자와 말뼈가 출토
된 높이로 추정해 보았을 때 매납된 위치가 목관 상부보다는 개석 상부에 매납된 이후 하부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장주체부 내에 매납된 말은 피장자에 대한 희생의례의 결과물이라
고 할 수 있겠다.
말의 매납양상은 시기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D4~5세기 중엽까지는 말을 매
납하는데 신분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AD 5세기 후엽~6세기 후반까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
향을 보인다. AD 6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에는 말의 매납이 점차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토제마 또는
철제마를 부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5).
이제까지 동촌리 1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1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의 수
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그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매우 귀중한 자료라 생각된다. 토기류 가
운데 발형기대는 파손된 채 출토되었으나, 복원 결과 완형에 가깝고 소성상태 또한 양호하다. 또한 형태
적 속성으로 보아 5세기 4/4로 편년되고 있는 함양 백천리 1-3호분, 지산동 44호분, 옥전M3호분 출토
품과 유사하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동촌리 출토품은 일부 문양과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대가야 양식
토기의 편년을 참고하면 후기로 갈수록 소형 또는 무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들보단 조금 늦은 시
기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편자나 말뼈의 경우 출토된 예는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공반되어 출토된 예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편자와 말뼈를 통해 실제 사용된 편자임을 알 수 있었으며, 말의 품종과 매납양상을 파악할 수 있
는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동촌리 출토 편자와 발의 위치는 다르지만,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산청
평촌리 224호 출토 편자는 지리적 위치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가장 인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물을 통해 추정되는 동촌리 1호분의 연대는 6세기 1/4로 편년할 수 있다.

7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야 고분의 축조기법Ⅱ』을 수정 인용하였다.
75) 유병일, 2002,「신라·가야의 무덤에서 출토한 마골의 의미」,『과기고고연구』8호, 아주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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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적의 편년
지금까지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장수 동촌리1호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각 유구 및 유물
의 속성을 기존 연구성과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다.
동촌리 1호분의 주석곽의 벽석 축조기법은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이르
는 시기에 주로 보여진다. 또한, 주석곽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단경호는 백제적 요소가 보이고 있으
며 76), 발형기대의 경우 형태가 유사한 토기들이 5세기 후반대로 편년되고 있으나 이러한 토기에 비해 일
부 문양이 생략되고 소형화된 것으로 보아 이보다 다소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수 동촌리 1호분의 중심연대는 6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76) 종래 장수지역 일원에서 조사된 고고학적 자료들의 편년을 참고하면 6세기 전반부터 백제토기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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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장수 동촌리 고분군의 발굴조사는 2015년 국고위탁사업으로 한국매장문화재협회(문화재청)에서 비
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공모에 선정되어 이루어진 학술조사이다. 이 조사는 동촌리 고분군의 성
격과 시대 등을 파악하여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유적의 안전한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
었다.
조사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 3-1번지(750㎡)에 자리한 1기의 고분[1호분]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이외에도 주변에 분포하고 있
는 직경 20m 내외의 고분에 대한 Tr.조사와 정밀측량조사를 병행하였다.
장수 동촌리 고분군은 장수분지 동쪽의 마봉산(馬峰山; 723.9m)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한 지류(해발
500m 내외)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이 고분군은 가야계 고총고분군으로 80여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래 전 도굴과 민묘의 조성, 그리고 농경지의 개간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어가
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에 조사한 장수 동촌리 1호분은 중형급 가야계 고총으로 입지상 지류 사이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봉토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호석은 시설하지 않았다. 봉토와 주석곽의 축조방식은 생토면과 구지표
를 정지하고 일정부분 성토한 후 묘광을 마련하여 매장주체부를 두는 형식으로써 백두대간 동쪽지역의
가야고분군 중 장수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담고 있다.
출토유물은 모두 18점으로 토기류 12점, 철기류 2점, 자연유물(말뼈) 4점이다. 토기류는 단경호·발
형기대·발형토기·개·배·고배 등의 기종이 확인된다. 단경호에서는 백제적 요소가 보이며, 발형기대
는 함양 백천리·고령 지산동·옥전의 출토품과 유사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 발형토기와 개, 배는
재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종래 장수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출토품과 흡사하다. 또한, 철제편자는 말뼈와
공반되어 출토되었는데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편자와 말뼈의 분석을 통해 실제 사용된 편
자로 말의 품종과 매납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듯 출토유물에 있어 재지계와 백제·대가야계의 양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총의 봉
토와 주석곽의 축조기법에서는 장수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촌리 1호분
의 축조연대는 석곽구조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볼 때 6세기 전반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하여 장수지역 내 가야시대 묘제의 축조 및 성격 등을 규명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었으나 고분군 중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만 조사됨에 따라 유적의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에
는 무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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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수 동촌리 1 호분 출토 금속유물의 보존처리

1. 머리말
본고는 장수 동촌리유적내 출토된 금속유물 2점에 대한 보존처리 보고서이다.
출토된 유물은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보존과학실에서 2015년 6월 12일 인수하여 2015년 10월 9
일에 보존처리를 완료하였다.
본문에서는 각 유물에 대한 구조형식과 상태 및 보존처리 전·후의 사진 등 보존처리와 관련된 모든
재반 사항을 기술하였다.

2. 구조형식 및 처리 전 상태
출토 당시 전체적으로 유물표면이 흙과 이물질로 뒤덮여 있었으며, 편자의 박힌 못이 일부 결실된 것
을 제외한 완형으로 상태는 양호하다. 편자는 타원형으로 구부려 제작하였으며, 홈 내부에 직사각형태의
징구멍이 각 3개씩 뚫려있는데, X-ray 촬영을 통해 양쪽에 2개의 징이 박혀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첫 번째 징은 꺾인 상태이다.

❶

❷

사진 1. 장수 동촌리 고분군 출토 철제유물 ① 편자 ② 도자편

3. 과학적 보존처리
1) 예비조사
처리 전 상태조사를 위해 육안 및 현미경 조사와 X-ray 투과촬영을 실시하여 유물의 형태 및 부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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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보존처리방법 및 계획을 세우고, 보존처리 전 과정을 기록
으로 남기기 위해 기록카드를 작성한 후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❶

❷

❸

❹

사진 2. X-ray
① 정면 ② 측면 ③ 예비홈·징구멍 ④ 징

2) Cleaning
철제유물의 경우 유물 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흙은 1차적으로 메스와 치과용 소도구 등을 이용
하여 제거하고, 부식 화합물들은 정밀분사가공기
(Air-brasive)74)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이 과
정에서 유물의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주
의하였다. 이물질 제거가 끝난 유물은 안정화 처
리를 위해 각각의 유물을 탈염망을 이용하여 분
리해주고 균열이 많은 유물이나 약한 유물은 게
브합사를 이용하여 감싸주었다.

사진 3. Cleaning 후 철제편자

74) 정밀분사가공기는 압력 80psi인 공기와 입자 크기가 45㎛인 미세한 유리분말을 혼합하여 고속·고압으로 분사시켜 녹 및 부식화합물을
제거하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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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화처리
매장된 상태에서 출토되는 철제유물은 대기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내부에 잔존해 있는 염화이온(CI+
)
의 결정화 현상이 발생하여 균열과 박리 현상이 일어난다. 형체의 변형 및 파손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철제유물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CI+
을 제거한 후 탈알칼리 처리를 하여 안정화시킨다. 출토된 유물
에 대한 금번 보존처리 과정에서는 유물 내의 CI+
이온과 같은 부식인자를 추출하여 재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Sodium Sesquicarbonate’법을 이용하였다.
유물 중량의 약 10배의 이온수에 0.1M의 NaHCO와 Na₂
CO를 용해하여 유물을 침적하였다. CI+
의
추출은 50℃의 온도에서 용액이 10㎞ppm 이하가 될 때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10회 용액을 교체해주며
진행하였다. 탈염처리 후 유물 내부
의 잔류된 약품을 제거하기 위해 증

<표 1> 안정화처리에 따른 CI+
의 농도 변화

류수를 이용하여 60℃에서 4시간 가
열 후 냉수로 교체 침적하여 pH7이
될 때까지 탈알칼리 처리를 하였다.
이 후 유물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도
록 열풍건조기에서 3일간 완전히 건
조하였다. 건조 후 Air-brasive를
사용하여 2차 Cleaning을 하고 유
물 내부에 잔존해 있을 수분을 제거
하기 위해 친수성이 있고 기화성이
좋은 ethyl alcohol에 침적하여 물과
치환하도록 하였다.

CI-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77.50

12.10

10.20

7.35

6.50

6.76

8.96

6.50

6.40

6.42

4) 건조 및 강화처리
강화처리는 유물의 강화뿐만 아니라 방식효과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식은 유물의 내·외부에서
모두 일어나는데, 특히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식은 유물의 체적을 팽창시켜 균열·들뜸 현상이 일어나 형
태의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금속유물 내부에 수지를 침투시켜 강화 및 표면을 코팅(Coating) 시
키는 것으로 부식되어 약화된 유물을 강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부식인자를 침투를 막아줘야 한다.
파라로이드 NAD-10(Palaloid NAD-10)을 나프타(Naphtha)에 희석한 용액을 이용하여 60Torr에
서 12시간 함침하였다. 그 뒤 기압을 풀고 상압에서 약 3시간 함침 후 꺼내 표면에 남아있는 용액을 킴스
와이프( Kimwipes)로 닦고 충분히 건조시켜준다. 철제유물은 열풍순환건조기에서 100℃로, 24시간 이
상 건조시켜 수지가 유물 내부로 활발히 침투 되도록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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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합 및 복원
유물의 건조가 완전히 끝난 유물은 상태에 따라 접합 및 복원을 실시하였다. 유물의 부식으로 파손된
상태로 원형에 가깝게 접합하기 위해 시아노아크릴계 수지(상품명: Loctite401)를 이용하였다. 원래의
형태를 찾기 위해 접합을 실시하였다.
복원은 부식으로 편이 결손된 부위에 에폭시계수지와 충진제(Microballoon)를 넣고 무기안료를 혼합
하여 접합하였다.

❶

❷

사진 4. 복원 후 ① 정면 ② 측면

6) 마무리
복원이 끝난 유물은 코팅(Coating) 피막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재강화를 해주었다. 재강화방법은 1차
강화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파라로이드 NAD-10(Palaloid NAD-10)을 이용하였다. 처리가 끝난 유물은
처리 후 상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재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흡습제와 함께 밀폐 포장
하였다.

4. 맺음말
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처리과정, 사용된 약품,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등을 기록카드에 상세히 기
록하고, 처리 후 무게를 측정한 후 사진촬영을 끝으로 보존처리를 종결하였다. 철이 소모되어 가는 현상
은 일반적으로 금속부식의 특징이다. 부식현상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고, 유물의 원형 유지를 위하여 보존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금속유물은 대기에 노출되었을 때 습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식이 느리고 잘 발
생하지 않는다. 또한, 보존처리 된 유물이라도 보존환경(온도 18~23℃, 습도 45~55%)을 유지되는 안전
한 환경에서 관리되도록 항온항습장에서 보관한다. 변색이나 크랙 등의 재부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유물관리자는 항상 유물의 상태를 관찰하여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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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수 동촌리 1 호분 출토 동물 뼈 조각 분석
분석자 : 안동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해부학 교수)

전북 장수군 동촌리 가야계 고분군에서는 동물 뼈 네 조각이 말 편자와 함께 출토 되었는데, 이를 분석
한 결과 3점은 각각 오른쪽 8~14째 갈비뼈 몸통 먼쪽끝(肋骨體 遠位端, distal extremity of body of
rib)의 일부분, 일곱째목뼈 몸통 뒤끝[척추뼈오목](第7頸椎 椎體 後端[椎窩], caudal extremity
[vertebral fossa] of body of seventh cervical vertebra)의 일부분, 발가락 중간마디뼈(中節骨,
middle phalanx[small pastern bone]) 일부분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 1점은 확신할 수 없으나 추정
할 수 있는 부분을 표와 같이 나열 하였다.

1.시료 및 시료 분석 방법
(재)전주문화유산 연구원이 동촌리 가야계 고분군에서 출토한 뼈 조각(骨片)은 표 1>과 같으며, 시료 4
점을 그 형태(곡면과 관절면 등), 단면에 나타난 치밀뼈(緻密質, compact bone)과 해면뼈(海綿質,
spongy bone)를 배열 형태, 방사선 사진의 해면뼈 형태를 근거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해부학 연
구실에 보유 중인 뼈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 분석 의뢰 시료 목록
시료번호

크 기(단위 ㎜)

1

길이 19.5 × 폭 18.9 × 두께 18.2

2

길이 19.5 × 폭 19.6 × 두께 18.0

3

길이 20.1 × 폭 20.7 × 두께 19.1

4

길이 20.2 × 폭 20.2 × 두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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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분석결과는 표 2, 사진 1 ~ 4와 같다.
<표 2>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 분석 결과
시료번호

분석결과

추정 근거

1

오른쪽 8~14째 갈비뼈 몸통 먼쪽끝
(肋骨體 遠位端, distal extremity of
body of rib) 일부분

크기와 융기된 모습, 해면뼈 배열 상태는 오른쪽 8~14째 갈비
뼈 먼쪽 끝에 해당함.
본 골편과 유사한 곳으로 등뼈 가시돌기 끝(胸椎骨 棘突起,
spinous process of thoracic vertebrae)처럼 보이지만 굵기
에서 차이를 보여 이를 배제할 수 있음.

일곱째목뼈 몸통 뒤끝[척추뼈오목]
(第7頸椎 椎體 後端[椎窩], caudal
extremity [vertebral fossa] of
body of seventh cervical
vertebra) 일부분

굽은 면과 그 만곡도, 두께, 볼록면의 낮은 능선 흔적으로 보아
일곱째목뼈 몸통 뒤끝[척추뼈오목](第7頸椎 椎體 後端[椎窩],
caudal extremity [vertebral fossa] of body of seventh
cervical vertebra)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본 골편과 유사한 만곡도를 보이는 곳은 고리뼈(第1頸椎[還推],
first cervical vertebrae[atlas]), 볼기뼈절구(寬骨臼,
acetabulum of hip bone)이지만 그 편평한 두께로 인해 이들
을 배제할 수 있음. 또 다른 가능성으로 넓적다리뼈(大腿骨,
femur) 셋째돌기(第三轉子, third trochanter)의 일부분으로 추
정되었으나 방사선 사진상 일치 하지 않았음. 덧앞발목뼈(副腕
骨, accessory carpal bone)로도 보이지만 두께 변화에 차이
가 있어 배제할 수 있음.

3

발가락 중간마디뼈의 일부분

육안 관찰 상 좌우는 감별할 수 없으며, 굽은 면의 만곡도와 능
선으로 보아 발가락뼈(指骨, digital phalanges) 중간마디뼈[갓
뼈](中節骨, middle phalanx[small pastern bone])의 관절오목
(關節窩, articular fovea)으로 보이나 두께와 치밀뼈로 인해 확
정하기 어려움. 다만 방사선 사진에서 유사한 영양구멍(영양공,
nutrient foramina)의 배열이 흡사하여 추정할 수 있음. 다만 시
료의 크기는 대조 용으로 사용한 뼈보다 작은 것임.
시료와 흡사한 뼈로 먼쪽종자뼈(遠位種子骨, distal sesamoid
bones)가 있으나, 그 두께와 형태가 다르며, 몸쪽종자뼈(近位種
子骨, proximal sesamoid bones)중 축옆쪽(反軸側, abaxial)
의 관절면과 유사하지만 시료는 치밀뼈와 경사도에서 차이가
있어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음.

4

상완뼈(上腕骨, humerus) 노뼈(橈骨,
radius) 넓적다리뼈(大腿骨, femur),
정강뼈(脛骨와 같은 긴뼈(長骨, long
bone)의 끝을 이루는 머리(頭,
head), 관절융기(顆, condyle), 또는
큰결절(大結節, greater tubercle),
큰돌기(大轉子, greater trochanter),
무릎뼈(膝蓋骨, patella)를 이루는 부
분의 해면뼈로 추정.

해면뼈로만 되어 있는 의뢰물의 크기를 보아 이러한 크기의 해
면뼈가 보일 수 있는 곳은 상완뼈, 노뼈, 넓적다리뼈, 정강뼈와
같은 긴뼈(long bone) 끝부분과 무릎뼈(膝蓋骨, patella)이며,
표본은 이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방사선 사진 촬영은 무릎
뼈를 예로 들어 촬영하였음. 이곳이라고 확정할 수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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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시료 1) 분석 사진

사진 2.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시료 2) 분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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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시료 3) 분석 사진

사진 4.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시료 4) 분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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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시료 4) 분석 사진

사진 1.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시료 1) 분석 사진
사진은 시료와(1a 왼쪽) 말의 열두째 갈비뼈 몸통 먼쪽 끝 부분(1a 오른쪽) 육안 관찰 사진. 시료 방사
선 촬영 사진(1b)과 말의 열두째 갈비뼈 몸통 먼쪽 끝 부분 방사선 촬영사진(1c). 점선으로 표기한 부분이
해당 부분으로 추정하는 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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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시료 2) 분석 사진
2a. 말 일곱째 목뼈(제7경추) 뒤끝 부분과 일치하는 사진(뒷면)
2b. 말 일곱째 목뼈(제7경추) 뒤끝 부분과 일치하는 사진(배쪽면; 아래가 앞쪽)
2c. 시료 2의 방사선 촬영 사진.
2d. 시료 2의 부위로 일치하는 부위를 나타낸 일곱째 목뼈 방사선 촬영 사진. 앞쪽은 사진의 오른쪽임
사진 3.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시료 3) 분석 사진
3a. 사진에서 왼쪽 뼛조각이 시료. 오른쪽은 말 앞발가락 중간마디뼈(갓뼈)와 끝마디뼈(발굽뼈, 蹄骨,
distal phalanx[coffin bone]). 시료는 중간마디뼈 몸쪽(근위) 관절면과 앞면 일부 일치함.
3b. 시료 방사선 촬영 사진. 영양구멍 흔적이 있음.
3d, 발가락 중간마디뼈 방사선 촬영 사진. 영양구멍이 시료와 일치함.
사진 4. 장수 동촌리 1호분 출토 동물 뼈(시료 4) 분석 사진
4a. 시료는 모두 해면뼈로만 되어 있으며, 오른쪽은 대퇴골 원위쪽 뼈끝 해면뼈로서 해면 구조임을 나
타내고 있음.
4b. 시료 방사선 촬영 사진
4c. 오른쪽 무릎뼈(膝蓋骨, patella) 방사선 촬영 사진으로 4b에 나타난 시료와 같은 부위로 추정 되는
곳을 표시 하였으나, 이와 같은 곳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므로 반드시 무릎뼈라고 판정하기 어렵
고 추정할 뿐임.
4d. 시료 방사선 촬영 사진. 4c를 옆에서 촬영한 것임.
4e. 오른쪽 무릎뼈(膝蓋骨, patella) 방사선 촬영 사진으로 4d에 나타난 시료와 같은 부위로 추정 되
는 곳을 표시 하였으나, 이와 같은 곳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므로 반드시 무릎뼈라고 판정하기 어
렵고 추정할 뿐임.

3. 결론
장수 동촌리 1호분에서 출토한 동물 뼈 4점을 육안 관찰과 방사선학 사진 촬영을 통해 분석한 결과 3
점(시료 1~3번)은 말 뼈(skeleton of horse) 구조의 일부로서, 일치하는 곳을 찾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료 4번은 추정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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