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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구성
1_본 보고서는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 공모한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에 선정되어 실시한 천안 동성산성 학술발굴조사(허
가번호 제2016-0450)의 시굴조사 보고서이다.
2_報告書는 머리말, 調査 準備와 計劃, 周邊環境, 調査沿革, 調査內容, 調査結果 순으로 작성했다.
3_周邊環境은 自然地理, 人文地理, 歷史的環境과 文獻記錄, 考古學的 環境과 周邊城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4_調査沿革은 처음 이후의 考古學的 調査 및 硏究 沿革을 설명하였다.
5_調査內容은 時系列 變化, 現況調査, 試掘調査 순서로 설명하였다.
6_調査結果는 금번 現場調査의 結果, 周邊地域과의 關係 그리고 竝川川 流域의 地政學的 性格에 대해 설명하였다.
7_遺構와 遺物 도면은 본문에 배치하고 사진은 본문 뒤에 순서대로 편집하였다.

■ 유구
1_測量은 DGPS 장비(RTK-GRS 장비)를 사용하였고, 포토모델러를 통해 圖面을 작성하였다.
2_트렌치와 유구의 번호는 트렌치별로 부여하였다.
3_유구의 제원은 캐드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4_圖面의 방위는 조사 당시의 磁北을 기준으로 한다.
5_입·단면·토층도에 표기된 수치는 해발고도(m)를 나타낸다.
6_본문에 제시된 유구의 규모는 최대치를 표시하였다.
7_유적 위치·지형·유적분포 등은 1/5만으로 하였고, 이외 미지형·유구배치도·트렌치 도면은 그 규모에 따라 축척을 달리하였으며 해
당 도면 하단에 별도의 축척을 표시하였으며, 유구의 축소비는 1/40로 하였다.

■ 유물
1_유물 노출위치는 DGPS 장비(RTK-GRS 장비)를 사용하여 개별 위치에 대한 좌표를 측정하였다.
2_유물의 일련번호는 유구 내 출토위치, 도면, 사진 번호와 일치한다.
3_유물의 축소비는 토제·석제 1/3, 철제 1/2을 기본으로 하였고, 이외 별도의 축소비를 도면에 표기하였다.

■ 기타
1_지형도와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편집하였다.
2_지질 및 지형관련 도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공 도면을 바탕으로 재작도·편집하였다.
3_고지도는 규장각소장본을 기본으로 하여 편집하였고 이외에는 별도로 출처를 표기하였다.
4_수치지형도는 세계측지 기준계, TM 좌표계, GRS80 타원체,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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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백제는 한성 함락 이후 웅진으로 천도했는데 『삼국사기』 기록상 천도가 단행되기까지 거의 500
여 년의 상당한 기간동안 한강 유역에 도읍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남방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원
산성과 금현성을 마지막으로 목지국의 병합이 마무리 되었고, 또한 미호천 및 금강유역 등 차령산
맥 이남으로 진출했던 것이 괴곡성·낭자곡성·와산성 등의 전투관련 기록들에서 확인된다.
어찌보면 각 지역에 위치한 성들은 點的으로 그 지역의 핵심 방어시설이자 통제시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력화된 것은 곧 주변 일정 권역의 획득이나 상실을 의미한다. 특히 주요 장
애물로서의 큰 하천 양안이나 산지의 兩基와 같은 곳은 역사적으로 驛站이나 館院, 酒幕 등 행정·
휴게시설이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통신상 편리성을 추구하려 했다. 치환하자면 위와 같이 백제의
남방 진출과정에서 주요 요충지의 선점과 經略은 곧 배후 및 그 일대의 영역 편입이자 나아갈 방향
의 일정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배척할 수 있는 잇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산지간 경로가 험난하고
길 때, 그 중간에 위치한 분지나 하천유역을 점유한다는 것은 험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충분한 선제
적 방어와 함께 진출시의 수월함을 갖출 수 있으며, 또한 예기치 못한 공격에 대한 抑制效果를 누
리는 면이 있다. 말하자면 500여 년의 긴 기간동안 한성도읍을 두고 영역을 확대하여 유지할 수 있
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진출로로 이용되는 경로상 주요 적대적 군사시설의 무력화와 함께 요충지의
군사시설 구축 및 지속적 유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원산성과 금현성이 함락됨에
따라 비로소 ‘馬韓遂滅’이라 한 것이 백제의 진출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으로, 적대적이고
핵심적인 군사시설의 무력화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한편 두 성을 함락한 후 이를 다시 수축하였다
는 점은 중요성이 남달랐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루왕 36년 두 성을 수축하고 같은 해
에 낭자곡성으로 진출하고 있는 점에서 미호천유역으로 나아가는 주요 경로상에 두 성이 위치해 있
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어 구양성 전투, 와산성 전투 등 보은·옥천 등지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차령산맥 이북지역에서 산맥지대를 지나 미호천 및 금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상정된
다. 이러한 경로 중 용원리유적군이나 화성리유적 등이 위치한다. 여기에서 중국도자류의 집중적인
부장양상은 병천천 일대가 차령산맥 이남으로 진출하기 위한 경로 개척에 있어 주요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翰苑』의 기록을 보면 백제의 지방통치제도가 대소의 성을 편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국읍이나 성과 같은 구 마한의 대소 거점을 활용하면서 중
앙과의 원활한 연락체계 유지 및 지역 통제 목적상 성이 갖는 중요성이 컸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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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데 병천천 유역에서 확인되는 주요 생활·분묘유적 및 주요 유물의 양상과 함께 이 일대에
분포하는 城址들은 백제의 역사적 상황과 결부하여 생각해 볼 때 삼국시대 초반에 축조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특히 백제 한성기의 城址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지정학적 중
요성이 높은 상황에 비해 고고학적 조사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1. 調査經緯
병천천 유역에 위치한 천안 동성산성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산84-2와 병천면 도원
리 산16-1 일원에 있는 동성산(237.8m)에 위치해 있다. 동성산성에 대해서는 『木川縣邑誌』, 『大麓
誌』, 『湖西邑誌』 등 조선시대 목천현 관련 기록에서 有堞, 三韓時代 農城 등 성터가 남아 있었던 것
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18세기 이전에 이미 폐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헌기록들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기록 부분에서 살피도록 하고, 잠시 조사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성산성은 1942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당시 산성은 土壘 및 石壘 형상으로 퇴락해 흔적만
이 남아 있었는데 둘레 500間(약 910m)으로 계측되었다.    1 이후 1970년대 들어 총람이나 성지목록
에 수록되는 수준이었다. 우선 1971년의 『全國遺蹟目錄』에서는 이전 조사 내용이 실려 있고,    2 1977
년의 『文化遺蹟總攬』에도 기존 내용이 실려있다. 다만 둘레 800m로 차이가 있다.    3 그러다가 80년
대 초 본격적인 고고학적 지표조사가 실시되면서 비교적 자세히 동성산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
었다. 당시 성벽은 토석혼축 및 석축으로 되어 있으며 둘레 500m로 계측되었다. 그리고 문지나 건
물지로 추정되는 평탄지들이 확인되고 내부에서 백제토기편들이 산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이
어 80~90년대에는 이 지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록물들이 출간되다가, 2000년대 다시 지
표조사가 실시된 바 있는데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5 이렇게 동성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는 194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이뤄진 이후 천안시 일대에 위치한 산성들에 대해 소재 파악이나 기초
현황 조사 정도만 진행된 상태로 개별 성지에 대한 정밀한 학술조사 및 자료화 등 구체적인 조사연
구는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처음에는 910m 내외로 성 둘레가 계측되었다가 80년대 이후
300m, 360m, 500m 등 산성 규모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벽의 축조형태 역시 토·석축
이나 토석혼축, 석축 등으로 차이를 보여 왔다. 말하자면 백제토기가 산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산
성 성격이나 현황은 불분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일정기간 경작지로 활용되어

1.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忠淸南道)』2, 番號23 城址(銅城國有林), p.129.
2. 文化財管理局, 1971, 『全國遺蹟目錄』, p.118.
3.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覽 上』, p.731.
4.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983, 「天安市 및 天原郡 管內 古代山城 分布調査報告」, 『百濟硏究』 14, pp.247~248.
5. 여홍기 외, 2000, 「天安 東城山城 出土 百濟土器類 檢討」, 『博物館誌』 9, 忠淸大學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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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도 했으며 송전탑이 설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훼손되면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42
년 조사 기록을 보면 石壘로서 완연한 석축흔적이 확인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송전탑과 송전
선로의 설치과정에서 성벽 통과부분이 절토되기도 하고 송전탑의 계단식 절토지에서 축대로 석재
들이 다량 사용되었다. 초기 조사 당시의 석루 흔적을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보면 본 석재들
을 빼어 재활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산성 남쪽 회절부부터 북쪽 미고지 일원까
지 능선부를 따라 송전탑들 사이에 소나무 조림 범위가 있다. 이것으로 보면 이 범위에 걸쳐 자재
운반 등에 의한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산성 내부의 경작지 활용과 송전선로 설치
등으로 인해 내부지형의 변형과 함께 성벽 등의 훼손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현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내부에 존재했을 石壘는 확인할 수 없고
경작지 외부 경계선이 경작행위 중 형성된 것인지 실제 土壘의 통과선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요컨대 그간의 여러 조사 과정에서 한성기 백제토기류만이 집중적으로 산견되는 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주목할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소재지 및
기초적인 현상파악 수준으로 산성 조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동안 고대사 상 천안일대의 지역 위상과
실체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의 성지유적들은 급격히 훼손되어 가고 있기 때문
에, 본 연구소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성산성 연혁과 성격 등 기본을 분명히 하여 산성의 역사적·고
고학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일환으로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고 산
성으로서 어떠한 성격과 위상을 지녔을지 말해 줄 현황자료의 정확한 기록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
다. 한편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이하 협회)에서 2016년 2월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를
공모함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동성산성의 학술조사를 공모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3월 비지정 매
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조사기관과 유적으로서 가경고고학연구소의 천안 동성산성이 협회의 학술
조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문화재청의 발굴허가(제2016-0450호)를
취득하고, 5~7월에 걸쳐 동성산성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취득절차를 진행함과 함께 국유림
대부 및 벌목을 진행하면서 7월에 협회와의 조사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다. 이후 2016년 8월 13일
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9월 8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였다. 현장조사는 성벽의 상황과
함께 성내 유구의 분포상황, 그리고 성격파악 등 고고학적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트렌치를 넣어 유적 상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성산성의 정확한 규모 확인
및 미지형 상황 등의 현황조사 자료를 획득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이때 현황 계측은 2㎝ 이하
의 오차범위로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RTK-GPS(Real Time Kinematic 방식)를 활용하여
향후 동성산성 관련 문화재 조사와 보호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현
장에 존치할 수 없는 유물의 경우 별도로 수습하여 세척·정리한 후 실측, 사진촬영 등을 진행하였
으며, 트렌치 내부에서 산견되는 대부분의 토기편들은 사진촬영과 위치측정을 하여 참고자료로 활
용하고 대부분 현장 보존하였다.

Ⅰ. 머리말

11

2. 調査團 構成
금번 천안 동성산성 학술발굴(시굴)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조 사 단 장 : 오 규 진(가경고고학연구소장)
자 문 위 원 : 이 강 승(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심 정 보(한밭대학교 교수)
박 순 발(충남대학교 교수)
성 정 용(충북대학교 교수)
김 무 중(중원문화재연구원 원장)
이 호 형(동방문화재연구원 원장)
책 임 조 사 원 : 이 판 섭(가경고고학연구소 발굴조사연구부장)
조
준
보

사

원 : 김 진 태(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조 사 원 : 이 재 인(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조

원 : 김 효 정(가경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조사 당시의 소속과 직명임)

현장조사는 조사단 전원이 성벽조사 및 트렌치 내부 유구 노출 및 기록화 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동성산성의 지형측량과 성벽선 통과구간 측량을 실시했다. 이때 각종 인허가 취득과정, 동
성산성 국유림의 대부 및 벌목과정 등 상당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휴무일에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연구소의 제연구원들이 현장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원활
히 현장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에 감사할 따름이다.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산성 관련 도면
의 수정과 보완은 김진태·이재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유물 실측과 그래픽 작업은 최재희·오
경미(본 연구소 연구원)가 진행했고, 사진촬영은 오세연 작가가 수고해 줬다. 현장조사 후 동성산
성에 대한 문헌 조사 내용과 산성의 현황과 조사 등에 대한 원고는 이판섭이 체계를 잡아 작성한
후, 이를 오규진 소장이 최종 교열하였다.
한편,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의 방향과 동성산성의 조사 성격 등에 대한 교시를
주신 자문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동면 일원의 지역주민들께서도 동성산성에 대한 깊은 관심
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매
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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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形圖 準備와 活用 計劃
1) 종이지형도
종이지형도는 1:50,000 축척의 오근장 도엽, 1:25,000 축척의 병천 도엽 7매 및 1:5,000 축척
의 진천083·084 도엽 6매를 준비했다.
우선 1:5,000 축척의 종이지형도는 동성산성 중심의 한정된 지역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서, 미지형 상태·지표 상태·주변지형의 변화 등 자연지리적 측면과 함께 동성산성 내외부의 잔존
상태를 살피고 지명·주변 교통·접근로 등의 인문지리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했다.
1:25,000 축척의 종이지도는 주변 유역권이나 권역 속에서 동성산성이 위치한 지점의 상황을 살
펴보기 위해 준비했다. 그리고 1918년 1:50,000 축척의 지형도는 광복 이전의 지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 인쇄된 지도이다. 한편 필요하면 병천천 유역권의 자연·인문지리를 참
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976년 촬영된 유역권 전체의 1:5,000 축척 종이지도 142매도 별도로 준
비하여, 편의에 따라 수시로 참고하였다.
표 1. 종이지형도 준비목록

번호

도엽명

1

오근장 222

촬영

수정

인쇄

축척

-

-

1918

1:50,000

2

병천

-

-

1973

1:25,000

3

병천

-

-

1975

1:25,000

4

병천

1976

1976

1977

1:25,000

5

병천

1983

1984

1985

1:25,000

6

병천

1988

-

1989

1:25,000

7

병천

1995

1999

2003

1:25,000

8

병천

2006

2007

2008

1:25,000

9

진천083

1976

-

1986

1:5,000

10

진천083

1995

1997

1998

1:5,000

11

진천083

2006

2007

-

1:5,000

12

진천084

1976

-

1985

1:5,000

13

진천084

1995

1997

1998

1:5,000

14

진천084

2006

2007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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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천안 동성산성 위치도(S=1:50,000)

14

도면 2. 천안 동성산성 위치도(근대지형도, S=1:50,000)

Ⅱ. 調査 準備와 計劃

15

2) 수치지형도
1995년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
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도입을 추진해 왔고, 그 일환으로 2000년까지 NGIS
구축 1단계 사업을 통해 수치지도 제작이 추진되어 국토 전체에 대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
가 완성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지형도는 다양한 지형정보 및 관련된 정보 등 지형지물에 대
한 위치와 형상을 좌표데이터로 나타내어 전산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표현된 지도이다. 즉 수치지
형도는    6 GIS 자료기반인 공간좌표체계를 기준으로 한 공간지리정보로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공간지리상의 여러 현상과 비가시적인 요소들을 좌표 및 속성으로 코드화(Encoding), 구조
화(Structurizing), 부호화(Labeling)하여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
형요소에 관련된 정보들을 CAD상에서 계층화된 레이어별로 볼 수 있고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이용 목적에 따라 표시 및 편집 등 자유로운 작성이 가능하다.    7 수치지형도의 다른
장점으로서는 수치지형모델(Digital Terrain Model; DTM)이나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등을 통해 가시적이고 직관적으로 능동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참고자
료나 현장에서 취득한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레이어로 중첩시켜 검토함으로써 대상물에 대한 다각
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도면 3. 병천일원 DEM 분석의 예(수치지도+1918년 구지형도; ○표시-동성산성)

    6. 보통 수치지도로 통칭하지만 정확히 하자면, 도형자료만 수치로 나타낸 것을 레이어(Layer)라 하고, 이외 관련 속성을 함께 가진 수
치지도를 커버리지(Coverage)로 지칭한다.
7. 종이지도는 한 면에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수치지도는 이와 달리 점·선·면 및 문자 요소가 구분되어 있으며 지

형·지물의 위치나 형상이 수치화 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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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1/5,000이나 1/25,000의 수치지형도가 사용된다.    8 그런데 이전의
수치지형도(1.0과 2.0)는 축척별 도엽 단위로 제작되어 제공되었던 것과는 달리, 2010년부터 제작
되기 시작한 연속수치지도(Digital Map)는 연속적인 수치지도로서 도엽단위의 구분이 없으며, 사
용자가 지정 영역을 설정하여 그 단위별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SHP 포맷을 적용하여 변환 소프트
웨어나 작업과정 없이 바로 GIS에서 불러와 영향권 분석, 3차원 지형분석(경사도·사향 등), 중첩
분석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단절되어 있어 발생하는 도엽간 불일치나 위상차가 없는 점 역시 연
속수치지도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연속화된 수치지도의 단점이라 한다면 최근 년
간의 변화된 지형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절토나 성토, 지형지물의 변동 등이 반영되어 있
는 점이다. 이 점은 원지형 상황을 살펴야 하는 문화재 조사에 있어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번에는 버전 1.0의 수치지도와 함께 최근 년간의 수치지도 두 종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며, 분석과
정에서 두 버전의 수치지도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취
득한 점·선·면 데이터를 이러한 수치지형도와 중첩시켜 동성산성의 현황 파악과 분석을 통해 의
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자료의 취득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VRS 방식의 네트워크
RTK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했다.

2. 航空寫眞의 準備와 活用計劃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1969년의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항공사진들을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1954
년도 촬영분까지 디지털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9 금번
동성산성 조사를 위해서는 산성 윤곽이 어느 정도 확
인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DB化 된 해방 전후의 항공사
진부터 2014년에 이르는 항공사진을 같이 준비했다.
현재 성지의 흔적이 쇄락하여 그 흔적이나 평면 상태
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항공사진을 통해
보다 명확한 상황을 사진 1과 같이 시계열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사진 1. 항공사진의 예(1968년 대전지구 6코스 14번)
8. 각 수치지도의 레이어에는 축척을 의미하는 1(1,000)·3(5,000)·4(25,000)의 숫자가 있고 점·선·면의 공간형태에 따라 P·L·A

라 명명되며, 통합코드는 교통(A)·건물(B)·시설(C)·식생(D)·수계(E)·지형(F)·경계(G)·주기(H)의 8자리(지형지물 분류+코드
번호)로 되어 있다(연속 수치지형도 버전 5.1.1). 즉 1/5,000의 수치지형도에서 선 형태의 지형 관련 등고선 주곡선 레이어명은 N3L_
F0017111로서 N+축척+공간형태+_+통합코드명 1자리+지형지물 분류코드 3자리+코드번호 4자리의 의미가 담겨 있다.
9. 2016~2017년도에는 1955~1969년도의 항공사진을 디지털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일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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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항공사진 준비목록

번호

촬영

촬영지구

경로·사진번호

1

1947

해방전 후 항공사진 DB

7코스 №.6, 7

2

1947

대전지구

6코스 №.14

3

1947

충주-전주지구

7A코스 №.8, 9

4

1947

공주지구

7코스 №.17, 18

5

1983

청주지구

8코스 №.18

6

1989

충남전남북지구

11코스 №.64

7

1991

청주지구

11코스 №.85

8

1995

충주지구

8코스 №.42

9

1999

용두지구(천안, 아산)

12코스 №.50

10

2000

대전지구

23코스 №.34

11

2006

수도권3지구

8코스 №.34

12

2010

충청지구

23코스 №.12

13

2014

경기지구(3블럭)

54코스 №.12

3. 測量 및 撮影 準備와 計劃
1) 測量 準備
금번 동성산성의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사
범위를 제외한 이외 지역은 수림이 우거져 있고 산지지형을 띠
고 있어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한 현황측량이 어렵기 때문에,
VRS방식의 RTK 측량장비를 활용하였다. 그 중 GRS-1시리
즈는 GPS/Glonass GNSS Receiver(2주파), GPS/Glonass
안테나(1주파)로 구성되어 있고 1주파 수직·수평오차 3~4㎜,
2주파 수직·수평오차 3~5㎜로 매우 정확도가 높으며 1인 측
량이 가능한 측량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하여 정지측량    10 ·고
속정지측량    11·Stop&Go Kinematic 측량    12·연속 Kinematic

       사진 2. GRS-1+PG-A1 RTK 측량장비

10. 장기 고정밀도를 요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측량방법으로, 고정안테나를 정치한 상태에서 2대 이상의 수신기가 같은 측량간격으로 4

개 이상의 공통 위성을 동시에 관측한다. 그러나 보통 10㎞가 넘는 기선거리이면 전리층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11. 국지적인 범위에서 단시간으로 고정밀도를 요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측량방법이다.
12. 단시간에 복수의 점 관측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측량방법으로, 키네마틱(Kinematic) 측량은 기준국이 정지측량과 같지만 관측

국은 이동하면서 관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지측량과 같이 2대 이상의 수신기가 필요하고 동시에 5개 이상의 공통 위성을 수
신할 필요가 있다. 측량방법은 매우 짧은 정지관측(Stop; 5초 간격의 관측간격에서 1분/12epoch의 정지관측 이루어짐)과 이동(Go)
를 반복하여 관측점을 만든다. 한편 이동시 정지관측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밀도는 향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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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13 및 Real-Time Kinematic 측량    14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량방법 중에서 리얼타임 키네마틱(RTK) 측량의 경우 주변 기
지국과의 송수신을 통한 위치보정을 하여 정확한 위치점을 취득
할 수 있는 Network Real-Time Kinematic(RTK) 측량법이
있다. 그리고 PG-A1 안테나는 정밀측지용 안테나로 72채널의
GPS 및 Glonass 위성 전파를 L1/L2 방식으로 수신할 수 있다.    15
금번 조사과정에 사용한 VRS방식의 Network RTK 측량
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실시간 정밀 GPS 측량 서비스 가
상기준점(VRS; Virtual Reference Station) 서비스     1 6 를
Network&Dial-up 방식으로 이용하여 더욱 정밀도를 높였다.    17
이렇게 위성정보와 동시에 가상기준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 유리한 점은 기준국(상시관측소)의 데이터를 중앙국에서 실시

               사진 3. Network RTK 현장 운용 모습

간으로 수집하여 좌표를 얻고자 하는 지점의 이동국에 무선 인터
넷을 통해 위치보정 좌표를 전송해 준다. 이때 관측오차보정 요소인 전리층, 대류권, 위성궤도 오
차 등을 제거한 데이터를 기준국으로부터 전송받음으로써, 측위 정도나 초기화 시간이 기준국간 거
리에 좌우되지 않고 균일한 정밀도를 가지고 현장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정확한 사용자(이동국)의 시간, 위치, 방위 등의 정보를 전송받아 위치보정을 하는 흐름은 다음
과 같다. 우선 중앙국(수원 VRS 서버)에서 GPS 상시관측소의 데이터로 수시로 수집하고 있는 상
황에서, 사용자는 휴대폰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중앙국으로 사용자의 개략적인 데이터(CDMA 데이
터)를 전송한다.
그러면 사용자 주변의 기준국(GPS 상시관측소)을 결정하고 가상기준점 설정 및 가상관측 데이
터를 생성한다. 이것을 사용자에게 전송해 준다. 이렇게 수신된 보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국의
위치가 결정된다.

13. 이동체를 사용한 지형 측량 방법으로, 이 연속 키네마틱 측량은 정지없이 관측하는 측량에서 이동체 등의 연속된 정밀 궤적을 얻는

데 사용한다. 결과는 관측간격간 1epoch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4. 지형측량, 기준점 측량 등 단시간에 복수의 점 관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측량방법이다.
15. 인공위성은 정확한 원자시계가 있어 전파의 출발시각은 정확하지만, 도착시각을 측정하는 수신기의 시계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부

정확하다. 이 때문에 시간 오차와 수신된 위치의 3차원 좌표값(X·Y·Z)을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위성이 안정
적으로 관측되어야 한다.
16. 2007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점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기준점과 같이 사용자에게 보정자료를 제공하여 정확성을 높

여 준다.
17. 최근 연간에 들어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GPS 관련 장비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시간대나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상시 관측이 가

능하고 반복적인 재설치 과정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정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하는 국토지리
정보원의 VRS를 이용하는 기준점 측량에서는 GPS 상시관측소로부터 50㎞까지는 수평위치 3㎝ 정도의 실시간 측량이 가능하고,
이 상시관측소로 구성된 네트워크 외부에서는 10㎞ 정도 내에서 사용해야 그 정확성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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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Network RTK (VRS) 서비스 및 위치보정 개념 모식도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상기준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기준점과 같이 사용자에게 보
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상 개념의 기준점으로 1초 간격으로 수㎝의 정밀도를 유지한다. 이렇
게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 중 점 데이터는 보통 수백~수천 point 정도가 취득되게 되는데, 이 데
이터와 기존의 수치지도    18에서 점 데이터를 추출하여 통합 및 보정한 후 앞서와 같이 DEM과 중첩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산성 단면만이 아닌 주변 관심지역까지의 縱斷面, 산성의 각 지점에서의 可
視圈·瞰制方向 및 권역 분석, 某地點에서의 被眺望性, 주변 산성간의 관계 등 다양한 분석에 직관
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산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국지 水系網과 流域圈을 추출해 냄으로
써, 산성의 붕괴 위험이 높은 구간을 추출해 분석할 수 있다. 역으로 구간별 성벽 축조 공법의 相異
性이나 難度를 예측할 수도 있다. 한편 기존의 수치지도에서 수계정보를 담고 있는 레이어를 추출
하거나 RIMGIS에서 하천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지만    19 국지적인 상황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데, GIS 미지형 분석을 통해 기존 정보에 반영되지 않는 수계망 및 시작 지점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한 미지형상 수계가 추출되지 않는 범위는 역으로 산성에 접근하기에 용이한 통행로가 위치할 가
능성이 높은 지점이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 GPS 장비를 통해 취득하는 데이터의 수가 많고 조밀하
며, 데이터의 질이 좋을수록 좀더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는 분석을 할 수 있다.

18. 해당 지역에 1:1,000 축척의 수치지도가 구축되어 있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5,000 축척

의 수치지도에서 점 데이터를 추출한다.
19. RIMGIS는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는 하천관련 공간정보, 각 하천별 기본계획보고서 등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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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동성산성 일원 DEM 분석의 예(수치지도+1976년 공주지구 7코스 18번 항공사진)

도면 6. 수치지도자료·영상자료·현장취득자료를 활용한 DE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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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撮影 準備
동성산성의 직상방 공중촬영을 통해 한 눈에 산성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
보하고, 나아가 주변 곡저지형이나 평지를 바라보는 방향 및 주변에서 산성을 바라볼 수 있는 주요
지점에서의 촬영을 병행했다. 이러한 자료는 관방유적인 만큼 동성산성의 지정학적 위치를 잘 보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Phantom3(Standard)    20와 Inspire1(T600)    21무인
기를 이용하여, 산성 및 주변일원에서의 촬영을 진행했다.

                     도면 7. 항공촬영에 이용한 무인기

4. 現況測量 計劃
기존에 산성과 같
은 문화재 지표조사 과
정에서는 데오돌라이트
(Theodolite)나 토탈스테
이션(Totalstation)과 같
은 거치식 측량장비가 활
용되었다. 즉 삼각대에 측
량장비를 올려 수평을 정
확히 맞추어 고정 위치에
정치한다. 정치 후에는 미                            도면 8. 기존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한 현황측량 모식도

20. 2.7k FHD 동영상 촬영과 1200만 화소의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촬영 각도는 아래로 90°, 위로 30°까지 회전이 가능하다.
21. HD 4k 동영상 촬영과 1240만 화소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촬영 각도는 아래로 90°의 수직방향, 위로 30°까지 촬영할 수 있

고, 좌우로는 320°까지 회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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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세워진 프리즘 타겟을 조정한 후 관측점을 얻는데, 최소 2인1조가 되어 측량조사를 진행하
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사과정에서는 구간 확인 및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거리
에 따라 말뚝을 설치해야 했고 측량장비와 프리즘간의 장애물을 깨끗하게 없애는 선행작업이 이루
어져야 했다. 측량방법은 전체 측량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점에서 일정 거리까지 시야가 확보되는
지형의 적당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한 후 지형이나 선형 측량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후 시야에 들어
오지 않는 지점에 다시 장비를 옮겨 설치와 측량을 반복해 측량을 계속한다. 이때 선위치(A)에서
측량했던 지점들 중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2)의 좌표값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장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삼각대나 측량장비의 정확한 수평을 맞추고 정확히
좌표값을 입력해야 나중에 폐합을 이루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즉 수평조정, 좌표기입
등이 운용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산성조사과정에
서는 장비를 정치하기에 불리한 지형이 많거나 장비와 프리즘간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잦은 장비 이동과 설치를 반복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왔다.

도면 9. 자연지형상의 유적조사에서 Network RTK(VRS) 현장 운용 모식도

따라서 금번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Network RTK(VRS)
장비를 이용하여 산성 현황측량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방식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GPS
기준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사용자가 별도의 기준국을 설치할 필요
가 없고 관측기준국 재설치에 따른 설치 오차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라디오 모뎀의 주파수 혼선
과 같은 문제가 없고 통일된 좌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재현성이 높다. 한편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인 측량시스템으로 조사기간, 인력, 현장조건, 데이터 관리

Ⅱ. 調査 準備와 計劃

23

등에 있어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크게 성벽 통과선에 대한 선형측량과 평탄지의 경계측량 등을 진행
하였다. 성벽의 측량은 외견상 평탄면을 이루는 구간에서는 급경사가 시작되는 변곡선을 따라 선형
이동측량을 실시하고 외견상 약하게 토루 형태를 띠는 부분에서는 내외의 기저선 및 상부를 따라
측량을 진행했다. 측정지점 간격은 직선형태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5~8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점
데이터를 취득하고, 회절하거나 붕괴로 인해 굴곡진 부분에서는 좁은 간격으로 현상이 반영되도록
측량하였다. 이때 좌표가 고정 상태(fixed)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
서 건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평탄지형들은 지형 경계를 따라 2m 이내의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취득했고, 회절부에서는 서브m 간격으로 좁게 이동하면서 측량을 실시했다.

    도면 10. Network RTK(VRS) 측량장비로 취득한 데이터 및 등고선 생성 모습

한편 조사 대상지역의 경우 대부분 자연수목이 우거져 있고 평탄지 일대는 잣나무류의 인공조
림이 조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촬영에서 산성 내외부의 자연지형이 노출되기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연속이동 측량방식을 이용하여 산성 내외부의 미지형을 측량하였다. 경
사지형에서는 지표상 가늠되는 등고에 따라 일정구간 횡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측량하였다. 완만한
지형에서는 3~5초 간격으로 fix 상태의 자동 측정이 되도록 하고 산성 외부의 급경사 지형에서는
10~15초 간격으로 측정되도록 사전 설정을 하였다. 이때 일정 거리가 아니라 일정 시간으로 측정
방법을 선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리로 측정 간격을 설정하게 되면, 이동 상태에서 측정되기 때
문에 표고값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측정 간격으로 설정하고 측
정시점이 되기 전 정지하여 해당 측점의 표고값이 정확히 측정되도록 했다.
현황측량 조사자료의 정리는 Civil Pro와 CAD 작업을 통해 Raw data의 오류 보정을 진행했다.
우선 선형 측량한 자료는 별도로 분리하여 異常點 데이터는 현장 재측정을 통해 정확한 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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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다음 지형 측량을 위해 측량한 자료는 삼각망(TIN) 구성과 등고선
(TOPO) 생성과정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점 데이터들을 수정했다. 여기에서 이상모습을 보이는
데이터는 인접한 점 데이터의 고도값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해당지점이 함몰되거나 봉분 형태로 돌
출된 것이 대부분으로, 측정시 보정 데이터 수신에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위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제외시켜 나갔다. 이렇게 하여 최종 수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벽 통과선이나 내부 미지형 복원, 성벽 단면 추출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5. Trench 調査 計劃
금번 동성산성의 학술발굴(시굴) 조사는 산성의 북쪽 부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체로 내부 평
탄면이 넓게 분포하고 지형사면이 완만하며, 비교적 토루의 잔존상황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조사전 벌목과 함께 낙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토기잔편들이 다량 산견되고 있는 상태여서
내부의 지형삭평이 상당 수준 진행되었을 것으로 염려되었다.
우선 조사를 진행하기 전 산성 전체를 포함하는 10m Grid를 구획하고, 이때 산성의 평면형태가
대체로 북서-남동방향을 이루고 있어 이에 맞추었다. 우선 북쪽 성벽의 통과구간과 내부 지형의
중심축을 관통하는 종방향 Trench를 설정한 후 이와 직교하는 횡방향 Trench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북쪽 1개소 및 서쪽 2개소의 절개조사를 통해 성벽 양상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쪽 성
벽구간 및 내부 평탄지 일원은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여서 금번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조사과정에서 설치한 트렌치는 모두 15개소로, 남북방향 5개소, 서쪽 방향 5개소, 그리고 동쪽
방향 5개소 등을 설치했다. 트렌치 굴토 과정에서 조사전 우려되었던 것과 같이 성내 능선부 일대
의 삭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부토층을 걷어내자 바로 토기잔편들과 유구흔적들이 노출되기 시
작했다. 확인되는 유구의 잔존상황 중 능선 일대에서는 내부 소토흔적이 보이거나 사면 방향으로의
굴광선이 사라지는 등 깊이가 얕은 모습이었다. 이에 비해 사면부에 위치한 생활·저장유구들은 네
벽면이나 유구의 온전한 굴광선이 남아 있었다. 한편 추정 성벽구간을 관통하는 트렌치들에서는 흙
을 성토한 토루형태의 성벽 구간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백제 한성기의 土壘, 주거지, 저장공, 수
혈 및 주공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현장 보존이 어려운 유물의 경우 별도로 수습하
여 본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고, 이외 토기잔편들은 노출 상태에 대한 자료를 취득한 후 현장
존치 및 복토를 통한 원상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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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銅城山城의 周邊環境

1. 自然地理的 環境
동성산성이 위치한 병천천 수계 일원은
천안시의 동쪽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목천
읍, 북면, 병천면, 동면, 성남면, 수신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지형은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통과하는 차령산맥의 산지지형 중 병천천
유역 주변으로 낮은 구릉성 산지들이 위치
해 있기 때문에, 분지형 지형을 띠고 있다.
먼저 차령산맥은 비교적 풍화에 강한 편마
암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덕산·흑
성산·성거산 등의 험준한 지형을 이룬다.
병천천 수계 주변으로는 우선 북면·병천
면·목천읍 일원은 산악지형을 이루고 선
캠브리아기 흑운모 편마암으로 지질구성이

                     도면 11. 천안시의 행정구역과 병천천 수계권

되어 있어, 풍화에 강하며 지표에 풍화 퇴적물을 형성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병천면·성남
면·수신면 및 동면 일원은 침식에 약한 화강암류가 주종을 이루면서 변성암이 동시에 발달해 있어
구릉성 산악지형을 형성하거나 충적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중 충적지대에 해당하는 곳은 주로 쥐라
기 화강암류가 분포하고, 남동 경계를 이루는 동면 및 수신면 지역은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인 흑
운모 편마암 혹은 화강 편마암류의 지질을 보인다. 이렇게 동성산성이 위치한 병천천 수계의 자세
한 자연지리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山地와 河川
우선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부소산(459m)에서 동서방향으로 주능선이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위례
산(364.2m), 성거산(573.4m), 태조산(420.1m), 취암산(319.9m)으로 연결되면서 읍·면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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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12. 병천천 유역의 주요 산지

             도면 13. 병천천 유역의 주요 하천

2

이루고, 성거산에서 동남향으로 가지능선이 발달해
목천읍과 북면의 경계가 되고 있다. 또한 태조봉을
지나면서 남동쪽에 흑성산(517.8m)을 형성하는데 남
쪽 아래에 조선시대 木川縣 舊址와 함께 木川土城이
자리해 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구릉성 산지가 백운
산(247.4m)·세성산(219.4m)으로 이어진다.
다음 부소산에서 남쪽으로는 개죽산(452.4m)봉황
산(427.4m)·작성산(496.1m)·은석산(455.8m)·
상봉산(234.5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북면과 병천
면의 경계를 이루는데, 병천천 북부일원을 크게 동·
서로 양분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만뢰산(612.2m)을
지나 덕유산(415.6m)·환희산(402.6m)으로 이어지
면서 진천 성암천과의 경계를 이룬다. 도중에 몽각산
(398.2m)·광덕산(297.7m)·동성산(237.8m)의 가
지능선이 병천면과 동면의 경계가 된다. 한편 남쪽으                     도면 14. 병천천 유역의 수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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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병천천 유역의 주요 하천과 소하천

로는 고려산(307.2m)·운주산(459.9m)·망경산
(384.2m)·동림산(458.3m)으로 이어지는 산악지
대가 병천천유역과 전의 조천유역의 경계가 되고 있
다. 이외 유역의 중동부에는 바라박산(246.8m)·매
봉산(169.6m)·수림산(236.1m)·서림산(306.8m)
등 상대적으로 낮은 산지들이 있다.
산지 주변으로는 하천이 발달해 있는데 중심 하
천은 병천천으로, 곡류하여 동남쪽의 미호천으로
연결되면서 주변에 상대적으로 낮은 산지들이 분
포해 있다. 그리고 병천천의 주요 지류인 산방천·
광기천·녹동천은 유역권 중북부 일원을 흐르면서
목천읍·북면·병천면·동면 등지의 주요 하천을
이루며, 주변에 충적지대나 생활하기에 적합한 곡
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남동쪽에는 승천천이 위
치해 있고 성남면과 수신면 일대의 넓은 구릉지대
와 충적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동남쪽으로는

                          도면 15. 병천천 유역의 주요 분수령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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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하류지역에서 분지한 용두천이 있는데, 몽각

산·덕유산 일원에서 시작하여 남동류하다가 동면 화덕리에서 남서류하여 병천천으로 유입된다.
이외에 80개의 소하천들이 분포한다.    22
이렇게 산악지대와 하천들이 분포하면서, 주요 하천 혹은 주변 수계간의 분수령에는 주요 길목
으로서의 峴·峙·嶺과 같은 고개들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우선 산방천과 병천천간에는 상리골·
호덕·비룡고개 등을 통해 통행이 있어왔고 병천천과 서원천간에는 개목고개가 있다. 그리고 병천
천 상류와 광기천간에는 삼성·석은배미와 같은 고개가 있어 멀리 우회하지 않고 직접 두 수계간
연결되고 있다. 다음 광기천과 녹동천간에는 행암·방·광터골고개 등이 있고 녹동천과 용두천간
에는 방말·두릉고개 및 덜미고개가 있어 지름길이 되어 왔다. 승천천과 병천천간에는 주요 고개로
서 백운산과 세성산 사이의 여우고개가 있다. 한편 주변 수계와의 분수령을 이루는 능선상의 오목
한 지형을 따라서도 수많은 고개들이 위치해 있어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 전의와 병천
천간에는 고소재·어리미·탑·능·태호고개 등이 있어서 지금도 주요 연결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서쪽의 천안천유역과는 유랑리·유왕골고개 및 만일령 등이 있고, 북쪽의 준령을 넘는 고개로는 사
리목·우물목고개 및 부소치가 있다. 이러한 고개들은 古來로 인접 수계간 지름길이나 중요 길목으
로서 활용되어 왔다.

2) 地質과 地形
위와 같은 지형과 하천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반이 되는 지질분포의 영향이 크다. 차령산맥의 남
동쪽 분지지형을 이루는 목천읍·북면·병천면·동면·성남면·수신면 일원은 선캠브리아기의 흑
운모편마암류를 기반으로 하여 관입한 중생대 쥐라기 화성암류와 이를 부정합으로 덮은 백악기 경
상층군의 草坪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을 관입한 산성 및 염기성맥암류가 산재하며 제4기
충적층이 하천 주변으로 발달되어 있다. 비율로는 흑운모편마암류인 호상편마암(약 48%), 화강암
류(약 33%), 충적층(약 13%), 휘록암·섬록암·맥암류 및 화강암질편마암이 약 7% 정도를 차지한
다. 이중 충적층은 대부분 화강암의 풍화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본 유역에 발달한 병천천은 발원
지로부터 남류하다가 목천읍 역촌리 일대에서 산방천과 합류하고 풍화에 강한 호상편마암으로 인
해 동쪽으로 유향이 바뀐다. 이후에는 호상편마암질의 매봉산에 막혀 다시 남쪽으로 흘러 승천천과
합류하며, 이후 산간을 지나 미호천으로 흐른다. 승천천 역시 호상편마암 지대를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변에 넓게 충적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화강암 지대가 분포할 것으로 추정
된다.
이중 동성산성이 위치한 일원으로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고 넓게 쥐라기의 복운모화강암 지
질이 분포한다.    23 이 지질은 동쪽에 위치한 청원 북면일대와 병천 일대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면서

22. 충청남도, 2010, 『병천천 하천기본계획』.
23. 韓國動力資源硏究所 1989, 『竝川圖幅 地質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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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부와 북부를 따라 선
캠브리아기의 호상흑운모
편마암을 관입해 있으며,
북동부 경계를 따라서는
조립우백질 화강암을 관입
하기도 한다.
외견상으로는 흑운모화
강암처럼 보이지만 백운모
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특
징이다. 대체로 병천리 서
쪽지역에서는 현저하게 나
타나고 동쪽지역에서는 점
차 백운모 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가진다. 또한 병천
북부지역에서는 조립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
화강암과 유사한 조직상태
를 보인다. 동쪽으로 인접
한 동산리 일원에는 국지
적으로 쥐라기의 석영섬록
암이 복운모 화강암질을
관입했다. 이러한 화강암
류는 중생대 쥐라기 중후
기의 大寶造山運動 당시

                                   도면 16. 동성산성 일원의 주요 지질분포

의 화성활동으로 조성된 것이고, 백악기 중엽에는 병천 북동부와 그 연장부를 따라 내륙호가 형성
되면서 초평층이 만들어 졌다. 특히 이 초평층이 형성될 당시에는 인접지역에 화산활동이 활발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화강암질이 관입한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은 광기천 상류인 북부와 녹동천 이남일
원에 분포하는데, 엽리의 발달이 현저하고 곳에 따라서는 우백질 부분과 흑운모 중심의 유색차가
현저한 縞狀構造를 이룬다. 이 호상구조는 곳에 따라 뚜렷한 微褶曲構造를 띠기도 한다. 충적층
(Alluvium)은 서원천, 광기천 하류부터 시작하여 병천천에 합류하는 병천리 일대에 발달해 있으면
서 평야지대를 이룬다. 대부분 고화되지 않은 자갈이나 모래, 실트 및 점토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모래로 된 퇴적층이 현저하게 발달해 있다. 이러한 기반 지질의 특성에 따른 지형의 분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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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유적이 위치한 동성산
일원은 광기천 이서지역
의 작성산 주변과 함께 산
악지형을 이루고 북쪽 관
성리 일원에도 분포해 있
으면서 높은 산지가 분포
해 있다. 이에 비해 동성산
동쪽의 광덕리·행암리·
동산리 일원에는 저구릉지
내지 구릉지형의 낮은 산
지들이 분포하는데 능선
사이로 선상지나 곡간지형
이 상당히 안쪽까지 발달
해 있으며 분포면적 역시
넓은 편이다.
다음 산악지나 인접한
구릉지형의 微谷部를 따라
서는 산록경사지가 발달해
있다. 산성이 위치한 동성
산에서는 동쪽 산록기저부
주변에 국지적이지만 비교
                                   도면 17. 동성산성 일원의 주요 지형분포

적 넓게 경사지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광기천·서원천·녹동천 등 주요 천변 주변으로는 충적층을 기반으로 선상지나 곡간
지 및 내륙평탄지가 분포하는데 내륙평탄지는 주로 병천리 일대에 넓게 분포하는 양상이다. 광기천
주변으로는 넓게 하천변 지형이 분포한다. 하상고도차가 적어 流線이 장기간 유동적이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지형분포와 관련하여 주변 산지 경사도와 그에 따른 지형침식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광기천 동쪽에 위치한 동성산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선 산악지형에 포함되어 있다.
이 일대의 산악지에서는 30~60%의 지형 경사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동산리·광덕
리·행암리 등지의 저구릉지 일원에도 높은 산들의 경우 동일한 경사 분포를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광기천 하류~녹동천 중하류 일원의 산지 중 남북방향의 동성산 능선 주변이 급한 경사를 보이고,
동쪽으로는 7~15%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말하자면 병천천 주변 개활지와의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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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18. 동성산성 일원의 지형경사도(◀)와 표토침식 범위(▶)의 분포

한 경계지점들 중 동성산이 위치한 능선일대는 광기천 하류 이동지역에서 하천변에 근접하면서 급
한 경사를 보이는 지형이다. 한편 광기천 서쪽의 작성산 능선일대 대부분은 지형 경사 60% 이상의
급경사 지형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鵲城山城이 위치해 있으면서 동성산성과 상호간가시권내에
위치해 있다. 이와 같은 경사도 분포에 따라 지형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경사도 7% 이하의 범위에
서는 침식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경사 범위에서는 일관되게 지형 침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병천천과 산방천 합류지점 일대와 같이 병천천 유역에 홍적층(Diluvium)이 국지적
으로 분포하나 광기천과 녹동천 수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급한 경사도에 따라 곡간
지와 하천변의 완사면 일대에 충적붕적층과 붕적층(Colluvium)이 분포하고, 특히 산록경사지가 분
포하는 곳에는 붕적층이 집중되어 있으며, 산악지 분포범위에는 잔적층(Residuum)이 주로 분포하
는 모습이다. 그중 동성산에서는 동쪽 산 기저부의 산록경사지에 붕적층이 발달해 있으며, 산 일대
는 풍화잔적층을 이룬다.
요컨대 유적이 위치한 동성산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동성산은 미
호천에 합류하는 광기천유역의 하류역 동쪽에 인접해 있다. 지질은 쥐라기 복운모화강암지대로
30~60%의 경사분포를 보이는 산악지형을 이루고 동쪽 일부 범위에 걸쳐 산록경사지가 분포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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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주변 완사면과 곡간지는 2~7%의 완만한 지형이다. 이중 산지 대부분은 지형침식이 발생하
여 잔적층으로 구분되며, 산록경사지에서는 붕적층이 분포해 있어 모재로부터 떨어져 나온 역석들
이 사면이동하여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특히 광기천과 녹동천이 근접하여 삼각지대를 이
루는 지형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에 비해 급한 경사를 보이고 있는 지형이다.

2. 人文地理的 環境
1) 木川地域의 古地圖와 竝川
동성산성이 위치한 일원의 이전 지리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고지도류는 대부분 조선시대 이후
에 제작된 것으로, 奎章閣은 고지도 최대의 소장처로서 다양한 유형의 지도들이 있다.    24
우선 해동지도(古大4709-41)는 국가 차원에서 제작되고 활용한 官撰地圖로서 1730년대 후반
~1740년대 초까지의 지리 상황을 1747~1750년 전후한 시점에 엮어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의 여백에는 戶口, 田結, 穀物, 軍兵, 建置沿革, 山川, 郡名, 古蹟, 驛院, 書院, 佛宇, 土山 등과
방위를 표시하는 方面이 기록되어 있는데, 건치연혁 이후 토산까지는 일부 군현지도에서만 확인된
다. 말하자면 지도를 중심으로 지리지를 결합한 형태이다.    25 그중 목천현 지도에는 廣輿圖나 湖西
地圖에서처럼 세성산, 흑성산 등지에 원이 그려져 있다. 보면 읍치는 북으로 흑성산이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전의와 낮은 산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진천·청주 등지와 접해 있다.
備邊司印 湖西地圖(奎12157)는 6책으로 구성된 지도책으로, 봉수대와 호응관계가 선으로 잘 표
현되어 있고 도로도 적색·황색·청색으로 각기 大路·中路·小路를 표시하였다. 이 備邊司印
이 찍힌 지도들은 方眼式 군현지도집으로 嶺南地圖(奎12154), 湖南地圖(奎121 55), 咸鏡道全圖(奎
12156), 湖西地圖(奎12157), 湖西地圖(奎12158), 忠淸左道各邑地圖(古4709-105) 등이 있으며, 그
작성시기는 1747~175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목천현 고지도를 보면 안성과는 현재의 북면
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작성산의 서쪽이 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道東書院은 현 병천
면 도원리 서원말에 있었고 동성산 서쪽이 되는데, 廣輿圖에서처럼 산맥형태로 산을 묘사하면서 서
원이 남쪽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그려졌다. 한편 細城山이나 黑城山 주변으로는 청색의 원 형태로
된 표시가 있는데, 이 일대에는 아직도 黑城山城이나 細城山城의 城址가 남아 있어 古蹟을 표시한
것일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備邊司印 朝鮮地圖(규16030)는 강원도와 경상도의 목차 부분에 備邊司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비
변사에서 보관하던 지도였음을 알 수 있으며, 1750년에서 1768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
24. 지도 설명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총설과 해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e-kyujanggak.snu.ac.kr). 그리고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참고문헌을 문미에 각주하였다.
25. 서울大學校奎章閣, 1995, 『海東地圖 -解說·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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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모든 지도는 方眼 위에 그려져 있고 그 크기가 가로×세로 4.2㎝(20里)로 규격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도가 동일 축척에 맞게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 이 지도의 가치로
서는 方面의 모양이나 지리정보의 위치가 조선시대의 지도책 중에서 가장 정확한 모습을 띠고 있다
는 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전의 지도들이 관념적인 측면이 강한 회화식 표현과 같이 모호한 표기
와 차별을 두었다.

                                   도면 19. 목천일원 고지도(奎章閣所藏 『海東地圖』 木川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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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목천일원 고지도(奎章閣所藏 『備邊司印 湖西地圖』 木川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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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목천일원 고지도(奎章閣所藏 『備邊司印 朝鮮地圖』 木川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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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현 양식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邑治·營·察訪驛·鎭堡·烽燧·倉庫 등 7개의 동일 정보는 동일 기호
로 표시하였다. 이외에도 驛站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표시하였다. 그중 木川縣 지도는 천안시 동부
에 위치한 병천천유역의 지역들로서 鎭山은 鵲城山이다. 하천과 산지형태 등이 실제의 모습과 흡사
하게 묘사되어 있다. 주요 도로는 읍치에서 山方川을 따라 가다가 將校峙 주변을 지나 안성으로 뻗
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이 八道郡縣地圖(古4709-111)이다.
한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는 4종의 木川邑誌가 소장되어 있다. 이중 1817년에 편찬된 읍지인
大麓誌(乾)에는 목판본의 지도가 실려 있고, 1869년에 편찬된 읍지인 大麓誌에는 필사본의 지도가
실려 있다. 우선 처음 읍지의 편찬은 1779년으로 당시 木川縣監이었던 安鼎福의 필사본으로 木川
縣邑誌(全, 奎17382)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도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현감으로 온 趙國仁은
기존의 읍지에 내용을 더하여 1817년에 大麓誌(乾·坤, 奎3259-v.1-2)을 편찬했으며, 乾本에는
‘木川縣山川疆域之總圖’ 라는 목판본의 목천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다른 표제로 大麓誌(上; 想白
古 915-13 -M724-v.1-2)가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1869년에는 이전 현감 조국인이 간행한 읍
지를 현감 柳濟漢이 필사하여 읍지를 편찬했다. 여기에는 앞서와 같은 지도가 필사본으로 수록되어
있다. 양자간의 차이점이라면 목판인쇄에서 필사로 바뀐 것이고 목판본에서는 ‘老隱亭’이 廣德山과
銅城山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면, 필사본에서는 좀더 동성산 측면으로 이동해 있는 점이다.
다음 19세기 전반경 회화식 필사본으로 제작된 전국 군현지도집인 廣輿圖(古4790-58)는 海東地
圖와 유사한 18세기의 군현지도집이 민간에 유출되면서 만들어진 지도집이다. 여기에 도로는 표시
되어 있지 않지만, 교통로상의 역원과 주요 고개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중 木川縣 지도에는 邑治의
客舍는 동리에, 향교는 교촌리에 있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외 衙·倉 등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鎭山은 동쪽의 鵲城山이 되는데, 현재 이와 맞닿은 동쪽으로 동성산성이 위치해 있어 서로
마주볼 수 있다. 특히 산 이름을 자세히 적고 연이어 그리고 있어 산맥을 이루는 듯 표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輿地圖 木川縣 地圖(古4709-68)나 地乘 木川縣 地圖(奎15423)가 있다. 동성
산성이 위치한 지점은 近東面과 一遠東面 경계를 이루는 산지로 맞은편에 鵲城山이 있다. 한편 본
지도의 경우 종방향으로 산맥을 길게 형성하여 마치 道東書院이 남쪽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묘사되
어 있는데, 앞서 1872년 지방지도와 비교해 보면 위로부터 작성산-은석사-도동서원의 순서와 같
다. 靑邱圖(古4709-21)는 김정호가 1834년에 작성한 것으로 刊本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지는 것이
비교적 적고 필사자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다.    26 그리고 地志와 조합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
도의 곳곳에서도 戶口, 田結, 섬의 둘레 혹은 산천이나 도로, 거리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 靑邱要
覽(古4709-21A)은 청구도의 異本이다.    27

26. 청구도는 海東輿地圖를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27. 모두 9개의 異本이 있다(김기혁, 2004, 「靑邱圖의 異本 類型 硏究」,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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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목천일원 고지도(上-奎章閣所藏 『大麓誌(乾)』 木川縣地圖(1817), 下-奎章閣所藏 『大麓誌』 木川縣地圖(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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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목천일원 고지도(奎章閣所藏 『廣輿圖』 木川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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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도가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경위선식 표시와 함께 중국에서 들여온 幾何原本의 확대 축소
법을 적용한 것으로 앞서 제작된 지도들보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점이다.    28 그리고 군현간 경계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두 지도의 비교를 통해 목천 일원의 주요 교통로의 분포 상황이나 주변
군현간의 지리적 관계를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그리고 목천 지명 옆으로 ‘羅大麓ʼ과 ‘麗木州ʼ라 하여
신라와 고려시기의 고지명이 확인된다.

도면 24. 목천일원 고지도(左-奎章閣所藏『靑邱圖』, 右-奎章閣所藏『靑邱要覽』)

한편 東輿圖(奎10340)는 제작시
기에 대해 많은 설들이 존재하지만,
목판본인 大東輿地圖를 제작하기 전
인 1843~1859년 사이에 제작되었
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동여지
도가 목판의 특성상 많은 정보를 담
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동여도는 비교적 표기양식이 상세
하며 가장 많은 지명이 포함되어 있
다. 대동여지도와 마찬가지로 地圖
標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동일한 정보를 동일하게 표기했다.

도면 25. 목천일원 고지도(奎章閣所藏 『東輿圖』)

28. 서울大學校奎章閣, 1995, 『海東地圖 -解說·索引』, 한국민족문화재백과사전(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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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정보 전달의 효용성을 잘 살렸으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
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전도나 도별도, 군현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동일 기호가
적용된 항목으로는 營鎭·州縣·鎭堡·驛道·牧所·方面·倉庫·烽燧·陵寢·城池·道路·把守
등 12개 항목이다. 方眼은 지도상에 표시하지 않고 첫머리에만 예시를 두었으며, 도로에 10리 간격
으로 작은 사선형태의 눈금을 찍었다.    29
여기에서 눈금의 간격이 고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산지와 평지의 차이를 평면에 나
타내기 위해 고안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굴곡진 도로를 직선으로 표시하면서 나타나는 오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東輿圖에는 이전에 비해 古蹟이나 古
城址의 표시가 두드러진다. 병천천 유역으로는 聖居山, 黑城山, 細城山, 鵲城山, 寶蓮山(진천), 雲
住山(전의) 등지에 고성지가 표현되어 있다. 이들 산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
유적들이 실제 분포해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고지도인 大東輿
地圖(奎10333)는 1861년 김정호가 작성
했다. 이것은 靑邱圖를 완성한 후 그 내
용을 보충하고 수정하여 東輿圖를 제작
하고 이를 목판본으로 제작한 지도이다.
제1층 여백에 方眼 축척이 있고 ‘每方十
里ʼ라 적혀 있으며 군현간 도로 위에는
10리마다 눈금을 찍어서 실질적인 축척
을 지도에 표시하였다. 한편 축척과 관
련하여 周尺을 사용하여 6척을 1보로 하
고 360보를 1리로 하며 3,600보를 10
리로 했다. 주척의 길이에 대해 여러 설                     도면 26. 목천일원 고지도(奎章閣所藏 『東輿圖』)
이 있지만 대체로 20.7㎝~21.2㎝ 정도이다. 이를 기준으로 10리를 환산하면 4.47~4.58㎞가 되
어, 흔히 10리를 4㎞로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30 그리고 地圖標를 제시하여 동일한 정
보를 동일한 기호로 표시하여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 지도이다. 그런데 東輿圖와 비교해 본
다면 목판본의 특성상 많은 주기를 생략하여, 간결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선별했
다. 고성지의 표시에 있어서도 동여도는 女牆 형태의 성곽 모습으로 표현한 반면, 여기에서는 산지
내 흰색 원으로 표시했다.

29. 서울大學校奎章閣, 2006, 『東輿圖 -解說·索引』.
30. 서울大學校奎章閣 1995, 『海東地圖 -解說·索引』.

이우형, 1990, 『大東輿地圖의 讀圖』, 匡祐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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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목천일원 고지도(奎章閣所藏 『1872年 地方地圖』 木川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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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목천일원 고지도(『輿地島嶼』 木川縣)縣)

다음 1872年 地方地圖(奎12157)는 19세기 국가적 차원의 지도제작 진행 결과 이룩한 성과이다.
고종대 丙寅洋擾와 辛未洋擾를 경험하면서 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즉 국방과 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방의 상황을 면밀히 파
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1872년 전국 군현 지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31 따라서 이 지방지도에
는 각 지역의 營·鎭堡와 같은 국방 관련 시설이 잘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연지리 역시 천험
의 방어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필사(회화) 형식으로 표현해 놓았다. 더불어 驛
院·場市·道路·古蹟 등도 기록되어 있어 지리적 상황과 함께 폐허가 된 오래된 城址들을 살펴보
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지도 중 木川縣 지도는 현재의 목천면·북면·병천면·동면·수신면·성남면 일대
로서 鷲巖山을 두고 현 천안시의 동쪽 일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목천현 지도는 1872년의 전국 단위
로 각 지역 지도를 제작할 때 작성된 것이 아니라, 18세기 중엽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
소장의 湖西地圖에 수록된 것으로 보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뚜렷한 목적성을 띠고 제작된 지
도들보다 읍치의 관청건물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洞里가 소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도
31. 이보다 앞서 1871년에는 전국 단위로 邑誌 편찬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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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大路와 小路를 紅色·黃色·靑色 선으로 구분해 놓았고, 이중 홍색선의 대로에는 酒幕들이 형
성되어 있다.    32
동성산성과 관련해서는 맞은편의 鵲城山과 銀石寺가 확인되고 산 아래에 道東書院이 있다. 도동
서원은 현 병천면 도원리 서원말에 있었고 동성산 바로 아래가 된다. 인접한 주요 도로로는 ‘安城界
扶蘇門峙二十七里ʼ의 표기에서처럼 병천에서 안성으로 나아가는 도로가 있다.    33 扶蘇門峙가 병천과
안성간 도로의 주요 분수령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銅城山城 周邊의 地名과 部落
(1) 梅城里
병천면 매성리는 동성산성의 동북일원으로 광기천 이서지역이며 도원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본래 木川郡 近東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梅堂里, 鵲城里, 空心里와 鳴岩里 일부
를 병합하여 매성리라 했다.    34
① 일반지명
◦공심리(空心里) : 공시미. 원적산 밑에 있는 마을. 마을이 원적산 아래에 있으므로 번뇌 잡념의 세계를 떠나
청정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산다는 뜻에서 공심리, 변하여 공시미가 되었다고 함.
◦독점: 상여바위 부근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독점이 있었음.
◦매당리(梅堂里): 매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 매성리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원적골: 절골. 공시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 원적사(圓寂寺)가 있었음.
◦작성리(鵲城里): 구억말. 작성산 밑 좁은 구석에 있는 마을. 매성리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회동: 희여기. 작성산 기슭, 매당리 남쪽에 위치한 마을    35

② 산·고개명
◦강당산(講堂山): 구억말 뒤에 있는 산. 예전에 이 산기슭에 강당이 있었음.
◦교의틀봉: 매당리 뒤에 있는 산. 모양이 교의틀과 흡사함.
◦남산(南山): 희여기 남쪽에 있는 산.
◦봉암산(鳳岩山): 상여바위 뒤에 있는 산. 봉항리 봉암의 앞이 됨.

32. 서울大學校 奎章閣, 2005, 『朝鮮後期 地方地圖 -忠淸道編(解說·索引)』.
33. 병천에는 1974년도에도 병천에서 경기도 안성쪽으로 가는 길목을 말하는, 안성나들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한글학회 2006(3쇄),

『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
3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 이하 지명들은 한글학회의 예를 따랐고 이외 인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각주 처리했다.
35. 지형도에서는 1989년도부터 보이는데, 희동으로 표기되어 오다가 2003년부터 희역골로 표기되고 있으며, 수치지도에서는 회동 및

희역골로 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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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형도에서 보이는 銅城山城 주변의 地名

번호

1918

1973 1975 1977 1985

1986

1

1989

1998

2003

2007

2008

2009

수치도

참고 (1974
초판)

중군모랭이

중군모랭이

중군모랭이

면실

면실

면실

3

개미기

개목

개목

4

미륵당

미륵당

미륵당

*미륵당

▶미륵당

미륵당·노은
당·논당

2

◦평기리

면실

면실

면실

면실

5
6

◦반계리

반계

반계

반계

반계

*실뱀골

심방골

심방골

*심방골

▶심방골

신방골

*반계

번재울

*반계

번재울

번재울

*번재울

▶번재울

반계·번재울

*석산골

•석산골

*석산골

8

*주렁골

*주렁골

9

*건대울

*건대울

10

*건대울골

*건대울골

11
매당

매당

매당

매당

▶개미기

심방골

*석산골

◦매당리

평기리·면
실·벌말

*실뱀골

7

12

중군모랭이

*매당

*건대울골 *건대울골

희동

*희동

희역골

희역골

*희역골

▶회동
•희역골

매당

*매당

매당

매당

*매당

▶매당

13

◦작성리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4

◦공심리

공심

공심

공심

공심

공심

공심

공심

▶공심

15

◦의관동 의관동 의관동 의관동 의관동

옷갓골

옷갓골

옷갓골

▶옷갓골

16

◦냉정동

냉정

냉정

냉정

냉정

냉정

냉정

냉정

▶냉정

17

◦의동

의동

의동

의동

의동

의동

의동

의동

▶외동

18

안터골

안터골

안터골

▶안터골

19

독갑말

독갑말

독갑말

▶독감말

20

안명성

안명성

안명성

▶안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21

◦명성리

명성

명성

명성

명성

22

*아랫
명성

23

*명성골

24

◦명암리

25

◦가정리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가정

*가정

노은정
◦광기리

광기

광기

광기

광기

*광기

*광덕골
고개

28

◦덕신리

덕신

덕신

덕신

덕신

*덕신

덕신

*덕신

*광덕골

도원

*도원

노은정

노은정

*노은정

▶노은정

노은정·가정

광터골

*광터골

▶광터골
•광기
▶광터골
고개

광기·광터
골·광기리
광덕골고개·
광텃골고개

광터골
고개

*광덕골
도원

가정

*광덕
골고개

32
도원

▶가정

광터골고개

*작은
광덕골

도원

*가정

광터골

*작은
광덕골

◦도원리

가정

*광기

31

33

가정

광터골

29
30

매당리
작성리·구억
말
공심리·공시
미

명암·울바
위·병풍바위

26
27

희여기

도원

*도원

*광덕골
광터골고개
고개

덕성

덕성

*덕성

•덕성

덕신

덕신

*덕신

▶덕신

덕신리·벌터

도원

도원

도원

▶도원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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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8

34
35

◦이한천

1973

1975

1977

1985

덕성

덕성

덕성

덕성

덕산개

덕산개

덕산개

▶덕산개

등재

등재

등재

등재

등재

등재

등재

▶등재

대수리

대수리

대수리

▶대수리

36
37
38
39

1989

1998

2003

2008

2009

수치도

지령리

지령리

지령리

지령

지령리

지령

▶지령

◦보평리 보평리

보평리

보평리

보평리

보평

보평

보평리

▶보평

탑원

탑원

탑원

탑원

탑원

탑원

▶탑원

장배미

장배미

장배미

▶장배미

반계

반계

반계

▶반계

◦탑원

탑원

◦반계리 반계리

반계리

반계리

반계리

42
*금산골

44

*금산골

*금산골

*장고
개골

46

방고개

방고개

방고개

방고개

방고개

*황소
배골

47
◦두촌

두촌

두촌

두촌

두촌

*방고개

*장고
개골
방고개

*황소
배골
두촌

*두촌

•장고개골

*방고개 방고개
*황소
배골

두촌

*두촌

▶구리성이

▶방고개

두촌

▶두촌

*동막골

*동막골

*동막골

•동막골

50

*두태골

*두태골

*두태골

•두태골

◦능암리

감절

감절

감절

52

감절
*감절골

◦화산리 화산리

화산리

화산리

54

*화산리

*감절

화산리

*화산

부처골

◦광덕리

절골

절골

절골

절골

화산리

*화산

부처골

*절골

감절

화산리

58

▶화산리

부처골

▶부처골

부처골

•돌모랭
절골

▶절골

군량들

군량들

군량들

▶군량들

60

◦동덕리 동덕리

동덕리

동덕리

동덕리

동덕

동덕

*동덕

동덕

▶동덕

61

◦구룡리 구룡리

구룡리

구룡리

구룡리

구룡리

구룡리

*구룡

구룡리

▶구룡리

62

◦황사리 황사동

황사동

황사동

황사동

황사동

황사동

*황사동 황사동

▶황사동

63

◦삽교리 삽교리

삽교리

삽교리

삽교리

삽교리

삽교리

삽교리

▶삽다리

군평

군평

군평

▶군평

64

66

화산리·화산·
아래버들개·하
유동·하유천

사동·절골·
상유천·위버들
개·중촌

*송정이

59

65

능암·감절·웅
암

•상덕골

*돌모
랭이골
절골

▶감절

두촌·두어만이

•감절골

*상덕골

*돌모
랭이골
절골

*감절
*감절골

*상덕골

*돌모
랭이골

56

감절

*감절골

*상덕골

55

57

감절

방고개·밤고개

•황소배골

49

53

반계리·반계·
번계·번개·냉
천·찬우물

•금산골

구리성
이

구리성이

구리성이

45

51

참고 (1974 초판)

*석골

43

48

2007

지령리

◦산서

40
41

1986

◦동촌

동촌

◦하행리 하행리

46

*황사동

동촌

동촌

동촌

동촌

동촌

동촌

▶동촌

하행리

하행리

하행리

하행

하행

하행

▶하행

동덕리·동덕이

번호

1918

1973

1975

1977

1985

67

◦상행리

상행리

상행리

상행리

상행리

68

1986

향함고개 향함고개 향함고개 행암고개

1989

1998

2003

2007

2008

2009

상행

하행

상행

▶상행

행암고개

행암고개

행암고개

▶행암고개

69

◦연평리

연평리

연평리

연평리

연평리

연평

연평

연평

▶연평

70

◦한계
리·송정
리

삼한

삼한

삼한

삼한

삼한

삼한

삼한

▶삼한

71

◦구암리

돌다리

돌다리

돌리

돌다리

구암

구암

구암

▶구암

72

◦구도리

구도

구도

구도

구도

구도리

구도리

▶구도리

아랫말

아랫말

▶아랫말

73

참고 (1974
초판)

수치도

아랫말

(◦) 1:50,000 지형도, (*) 1:5,000 지형도, (•) 1:5,000 수치지도, (▶) 1:25,000 수치지도, 이외 1:25,000 지형도
연도-인쇄·발행년도, 1974 초판 한글지명총람

(2) 梅城里
병천면 도원리는 동성산 동남쪽 일원으로 木川郡 近東面 일부였다. 처음에는 도원이라 했다. 세
마 김만중이 병자호란의 강화를 싫어하여 이곳에 와 살면서 진나라 사람들이 도원에 가서 피난한
뜻을 따라 호를 도원이라 하고, 동네 이름도 도원골로 고쳤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平基里, 德新里, 柯亭里, 磻溪里와 鳴岩里 일부를 병합하여 도원리라 했다.
① 일반지명
◦강당터(講堂-): 번재울 위에 있는 강당의 터.
◦검계(儉溪): 老隱亭 앞에 있는 내. 노은정, 削成臺, 倒影岩 등이 있음.
◦광기(廣基): 광텃골, 廣基里. 도원골(작은광덕골)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구리성에 웅거할 때 이곳에 관을
두었으므로 관텃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광텃골 또는 광기가 되었다고 함.
◦구암(口岩): 입바위. 도원골 건너 미륵당 서쪽에 있는 큰 바위. 입을 벌리고 동네를 향하여 있는데 풍수가에
서 동네의 기운을 빨아 버린다 해서 동네 사람들이 날을 가려 없애려고 했다. 이때 마을에 사는 金道爀이 서산
원이 되었는데, 꿈에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입바위 산신인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없애려고 하니 그대가 구해
달라”하므로 김도혁이 곧 돌아와서 금지시키고 글을 지어 제사지냈다고 함.
◦노은당(老隱堂): 미륵당, 논당
◦노은정(老隱亭): ①검계 가에 있는 정자. 큰 바위 위에 정자가 있고 그 아래 냇물이 깊고 패어서 경치가 아름
다웠음. 숙종 때 金相器가 벼슬을 하려고 24회나 응시했으나 모두 낙방하고 노년에 세상 일을 잊으려고 이 정
자를 짓고 큰 바위에 老隱亭 글자를 새겼음. ②가정(柯亭). 노은정이 있는 마을. 노은정이 있는 구릉지의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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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마을이다.    36  '
◦누동(樓洞): 다락골. 광텃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덕신리(德新): 德新里, 벌터. 광터골 밖 벌판인 광기천변에 인접해 있는 마을. 인조 때 李孝範이 서당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이 마을 이름을 德新이라 함.
◦도영암(倒影岩): 삭성대 옆에 있는 바위. 바위가 비스듬히 서 있어 냇물에 거꾸로 비치므로 松時烈이 倒影岩
글자를 새겼다고 함. 현재는 물 속에 들어 있음.
◦도원(桃源): 도원골, 도원리. 도원리 1구에 있는 마을. 북쪽으로 광덕골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작은 광덕골과
광기리가 있음.
◦도원동리비(桃源洞里碑): 도원골 입구에 있는 비. 桃源洞里 大明天下라 새겨져 있고 그 옆에 느티나무가 서
있음.
◦마답골: 번재울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명암(鳴岩): 울바위, 병풍바위. 노은정 뒤에 있는 바위.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는데 그 가운데 굴이 있어서 사
람이 말을 하면 울려 나옴. 『大麓誌』에 의하면 이 바위에다가 불을 때면 사흘만에 그 연기가 작성산 꼭대기에
나온다 함.    37
◦미륵당(彌勒堂): 老隱堂, 논당. 칠성바위 아래 논 가에 있는 미륵당.
◦반계(磻溪): 번재울. 벌터 서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마을이 성처럼 싸여 있어 높고 아늑함. 선조 때 韓應
箕와 韓應南 형제가 이곳에 살면서 한응기가 호를 반계라 함.    38
◦반계송암유허비(磻溪松岩遺墟碑): 번재울 입구에 있는 비. 선조 때 반계 韓應箕와 송암 韓應南 형제가 번재
울에 살았는데, 그들의 사적을 적었음.
◦백석탄(白石灘): 도원골 입구 냇가에 있는 여울. 크고 흰 바위가 누워 있는데 그 바위에 白石灘 글자가 새겨
져 있음.
◦삭성대(削成臺): 노은정 아래 쪽에 있는 바위. 깎아서 대를 만든 듯한 바위가 냇가에 서 있는데, 宋時烈이 削
成臺 글자를 새겼음. 현재 물 속에 들어가 있음.
◦신곡(薪谷): 섶골. 번재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 반계 韓應箕의 묘가 있음.
◦신방골: 벌터 앞에 있는 골짜기

    39

◦칠성암(七星岩): 칠성바위. 입바위 아래에 있는 바위. 큰 바위가 북두칠성과 같이 놓여 있음.
◦평기리(平基里): 勉實, 벌말. 도원골 아래에 벌판에 있는 마을. 숙종 때 金一宇가 처음 터를 잡아 살면서 실

36. 지형도 자료에서는 가정(柯亭)과 노은정(老隱亭)이 이웃한 마을로 나타나는데, 가정마을이 이전부터 존재했고 1989년도부터 노은

정마을이 표시되고 있다.
37. 지형도에서는 1918년 측량의 1:50,000 축척 구지형도에만 보인다.
38. 지형도에서는 이전부터 반계(磻溪)라 표기되다가 1:5,000 축척에서는 반계라 표기되어 왔고, 1:25,000 축척에서는 1989년부터 번

재울이라 표기되어 왔다.
39. 지형도에서는 1986년부터 실뱀골(1:5,000)로 표기되기 시작해 2009년에 심방골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1:25,000 축척에서는 1989

년부터 심방골로 표기되어 왔다.

48

학에 힘쓰려는 뜻에서 면실이라 함.
◦화곡(禾谷): 수탁개울. 노은정 왼쪽에 있는 골짜기.

② 산·고개명
◦고무래봉(-峯): 입바위 북쪽에 있는 산. 모양이 고무래와 같음.
◦구암산(口岩山): 입바위산.
◦동성산(銅城山): 화계리와 도원리 경계에 있는 산. 옛 토성이 있는데 삼한 때 籠城이라고 함.
◦소반봉(小盤峯): 울바위 뒤에 있는 산봉우리. 모양이 소반과 같음.
◦응봉(鷹峯): 매봉. 도원골 뒤에 있는 산.
◦작성산(鵲城山): 도원리와 병천리, 북면 매송리 및 오곡리에 걸쳐 있는 산. 임진왜란 때 이복장(李福長)이 의병을
일으켜 이 산에 웅거했다고 함.
◦큰봉: 광텃골 동쪽에 있는 산.
◦광덕골고개: 도원리2구 광덕골과 화계리 금산골간의 고개.    40

(3) 花溪里
동면 화계리는 동성산성 남동일원으로 광덕리·도원리와 각기 북·서쪽 경계를 두고 있다. 본래
木川郡 一東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花山里, 磻溪里와 能岩里 일부를 병합하여
화계리라 함.
① 일반지명
◦가장리(佳長里): 가장골. 화산 위쪽에 있는 마을. 李箕章이 이곳에 살면서 가장리라 했다고 함.
◦강당터(講堂-): 서재터(書齋-), 사교당터(四敎堂-). 화산에 있는 강당터. 효종 때 李克泰가 四敎堂을 세우고 후학
을 가르쳤음.
◦능암(能岩): 감절. 화산 북쪽에 있는 마을. 예전에 감절이란 절이 있었다고 함. 혹은 마을 옆에 곰 바위가 있으므로
熊岩이라 하다가 변하여 능암이 되었다고 함.    41
◦동덕리(洞德里): 동덕이. 동덕봉 북쪽 기슭에 있는 마을.
◦뒷골: 번개 뒤에 있는 골짜기. 바위가 폭포를 이루는데 그 옆에 글을 새겼음.
◦반계리(磻溪里): 磻溪, 번계, 번개, 冷泉, 찬우물. 화계리에서 가장 큰 마을. 마을 가운데 찬 우물이 있으므로 찬우
물, 냉천이라 했음. 효종 때 宋時烈이 “磻溪伊尹”의 뜻을 따서 이곳에 사는 윤씨를 위하여 반계로 고쳤다고 함.
◦시암윤선생행의추모비(始庵尹先生行義追慕碑): 화산 가운데 있는 시암 尹行義의 추모비. 1923년에 제자들이 세
웠음.

40. 동성산과 동덕봉 사이에 위치한 고개 지형도에는 광덕골고개, 광터골고개로 표기되어 왔다.
41. 1918년 구지형도에서 능암리(能岩里)로 표기된 것을 제외하고, 1973년 지형도부터 감절로 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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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柳川): 버들개, 柳浦. 화산리와 광덕리에 걸쳐 있는 마을. 앞 냇가에 버들이 많이 있었음.
◦장자터: 뒷골에 있는 부자의 터. 영조 무신년에 난을 일으켰던 安厚基가 살았는데, 아직도 옛그릇 조각이 많이 남
아 있음.
◦화산리(花山里): 花山, 아래버들개. 下柳洞, 下柳川. 버들개 아래쪽에 있는 마을. 뒤산의 모양이 꽃과 같다 함.

② 산·고개명
◦광텃골고개: 광덕골고개. 감절과 병천면 광텃골간 고개. 도원리2구 광덕골과 화계리 금산골간의 고개.
◦동덕봉(同德峯): 화계리와 송연리 경계에 있는 산. 영조 4년(1728) 尹以寬, 尹以五, 尹以天, 尹柄, 尹椐, 尹枓, 金
弘運 등 16명이 이곳에서 적장 安厚基를 염탐하여 사로잡았다고 함.

(4) 廣德里
동면 광덕리는 동성산 동쪽 일원으로 화계리 북쪽의 저구릉지 및 곡간지 일대가 된다. 본래 木川
郡 一東面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寺洞, 斗村, 能岩里 일부를 병합하였는데, 광덕
산 산명을 따 광덕리라 했다.
① 일반지명
◦가정(柯亭): 중촌 아래에 있는 마을. 학자 李鳴鳳이 살면서 가정이라 호를 했음.
◦두촌(斗村): 두어만이. 절골 서쪽 너머에 있는 마을. 이곳에서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들이 피란했다고 함.
◦부처골: 골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 부처가 있었는데 앞 건너로 옮겼음.
◦분토동(粉土洞): 분토골. 가정 아래에 있는 마을. 선조 때 李審言과 李審行이 살았음.
◦사동(寺洞): 절골, 上柳川, 위버들개. 버들개 위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광덕사가 있었음.
◦중촌(中村): 절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李頎俊이 살면서 중촌이라 호를 불렀음.

② 산·고개명
◦가무정이: 절골 뒤에 있는 산. 가뭄이 심할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함. 또는 행암리 낙수암에서 놀던 사람
들이 돌아갈 때 이곳에서 노래와 춤을 추었다고 함.
◦강당산(講堂山): 중천 건너에 있는 산. 순조 때 학자 歌庵 李奎運이 산 아래에 강당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음.
◦골산(骨山): 골미, 꽃산, 花峯. 절골 앞에 있는 산. 모양이 꽃과 같다고 함.
◦광덕산(廣德山): 절골 뒤에 있는 산. 전에 廣德寺가 있었음.
◦송속리: 절골 동쪽에 있는 산.
◦밤고개: 방고개. 두어만이-병천면 명성골간 고개. 밤나무가 많았음

50

3) 銅城山城 周邊의 口傳資料    42
(1) 桃源里(어미바위와 칠성바위)
병천면 도원리 도원골과 광기천 건너 미륵당에 얽힌 전설이다. 여기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입을
벌린 것 같다고 하여 입바위(口岩)이라고도 하고 어미바위라고도 한다. 그 아래에 북두칠성처럼 7
개의 바위가 어우러져 있어 칠성바위라고도 불린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입바위는 어머니가 죽어서
된 바위이고 아래의 바위들은 7형제가 죽어서 된 바위라고 전하는데, 역사적 인물로서 도원리에서
태어난 효자 金道爀이 등장한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남편이며 7형제의 아버지인 사람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하였다. 마음이 곧아서 불의
와 타협하지 않았다. 이때 간신배들이 이 사람을 놔두고는 간악한 일을 할 수 없자 제거하기로 음모를 꾸몄다.
간신들은 역모에 가담하였다고 모함하여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형틀의 고혼이 되었다. 옛 법에 역적이 나
면 삼족을 멸하였다. 그래서 남편이 역모에 연루되었으니 입바위부인이나 칠성바위 아들들이 온전할 수 있었겠
는가. 이들 팔모자는 서울에서의 변고를 모르고 안부만 기다리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예고없이 금부나
졸들이 몰려와서 팔모자를 포박하여 지금 바위가 있는 곳으로 끌고 와서 모두 처형하였다. 옛날 역적의 시체를
묻어주거나 화장해 주는 사람도 처벌받았다. 역적이나 역적의 가족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오가는 사람들이 보
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역시 이곳 동리사람들도 역적가족의 시체를 묻어주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시체들이 나뒹그러져 있자 까마귀 부엉이 떼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어미니 시체는 자기의 팔다
리가 뜯기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아들시체가 뜯기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시체는 동네를 향하
여 시체를 묻어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동네에서는 시체를 묻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를 내려다 보던 신
령이 죄없이 죽은 팔모자가 측은하여 부엉이가 쪼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바위가 되게 하였다. 어머니는 동
리를 향하여 호소하다가 바위가 되었음으로 어미바위는 동리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바위모양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바위가 된 얘기는 전설로 마을사람들의 얘깃거리로만 남아 있을 때가 되었다. 이때
술사 한 사람이 이 동리에 와서 하루밤 신세를 졌었다. 그는 아는 것도 많은 듯 했으며 길흉도 잘 예언해 주
었다. 동리사람들은 술사의 말에 푹 빠져 있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떡도 가져오고 어느 집에서는 짚신도
삼아오고 버선도 해서 바쳤다. 술사는 동리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동리를 위해 한마디 일러주고
가겠오” 하며 동리사람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어미바위를 가리키며 “저 바위는 동네를 저주하
는 형체이니 저 바위를 깨서 개울에 옮겨야 동네가 편하고 융성한다”고 하였다. 동리사람들은 술사의 말대로
날을 정하여 바위를 옮기기로 정했다. 혹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수가 부족하여 묵살되고 말았다.

이때 이 동리 출신으로 면 고을에 원님으로 나가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분이 바로 효자로 이름난 김도혁
이었다. 김도혁 군수가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한 정숙한 부인이 오더니 조용히 절을 올린 후 “제가 원
님의 고향마을 앞에 있는 어미바위입니다. 남편이 역적으로 몰려 죽은 후 금부의 처형을 받아 결국 바위가 되
었습니다. 자식 칠형제도 모두 바위가 되어 칠성바위로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어미바위는 자식들을 가까이

42. 천안시지편집위원회, 1997, 『天安市誌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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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것이 다시없는 낙인데 이번에 동리사람들이 어미바위를 개천가로 옮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동리를 저주한 일이 없습니다. 시신을 묻어주지 않을 때는 야속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칠성바위인 자식
들을 바라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동리에서 어미바위를 옮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 그러
면 그 은혜를 결초보은하리다” 하며 무수히 절을 하며 사라졌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날이 밝자 김도혁은 고
향에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았더니 과연 바위를 옮길 계획임을 알았다.
김도혁은 꿈이 너무도 역력함을 깨닫고 고향사람들을 모아놓고 꿈 이야기를 하고 어미바위를 못 옮기도록
했다. 만약 어미바위를 옮기면 자식과 헤어지게 하는 결과임으로 전설 속에 있는 시신을 묻어주지 않은 원한
보다 더 커서 동리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리사람 중에는 술사의 얘기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
하는 이도 있어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다. 옮기자는 사람이 성미 급하게도 어미바위 앞에 가서 지렛대를 들이
댔더니 바위에 물방울이 배어 나왔다. 아마도 어미바위의 눈물이라고 여겨졌다. 김도혁은 바위앞에 서서 “나
를 지렛대로 넘겨봐라. 내가 쓰러지면 바위를 옮기고 쓰러뜨리지 못하면 바위를 옮기지 말라” 하며 버티고 서
있었다. 장정 몇 명이 지렛대를 김도혁의 발밑에 넣고 힘껏 제쳤으나 김도혁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리사람
들은 이 기적을 보고 김도혁의 말대로 어미바위를 옮기지 않았다. 그후 김도혁은 젊어서 과거에 여러번 응시
하였으나 낙방하였다. 하지만 효심이 지극하여 護軍으로 발탁되어 차차 승진하여 세고을 원님이 되었다. 어
미바위를 보호해준 후 60의 고령으로 耆老科에 응시하여 급제하여 노년에 큰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동리에
도 해마다 경사가 나서 마을사람들이 어미바위를 극진히 위했다고 전한다.

『대록지』에서 金道爀의 자는 事章이며 洗馬 金萬重의 玄孫으로 나오는데 순조19년(1819) 9월 28
일에 목천군수였던 김도혁에게 효자 旌閭를 내리는 내용이 있다.    43 효행기록은 손가락을 잘라 노부
모에게 수혈한 일과 정성껏 시묘를 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호랑이가 호위했다던가 흰 제비가
깃들었다는 것 혹은 잉어가 뛰어오르고 꿩이 날아간다는 등의 기이한 행적들도 있다. 증조부인 김
만중이 현 도원리에 돌아와 호를 桃源이라 했다. 그리고 아버지인 김성구는 관직에 있다가 모함을
당해 유배를 갔는데, 이때 김도혁은 16세였다. 10년 동안 하루같이 500리나 되는 거리를 왕복하면
서 쌀을 짊어져 아버지에게 공궤했다고 한다. 이외 아버지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한 혈서와 고행을
자처한 결과, 아버지는 누명을 벗게 되었다. 이후 김도혁은 추천에 의해 護軍이 되었다가 耆老科에
응시하여 급제했으며 이후 세 고을의 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부임지는 矗石樓詩 등으로 볼 때 영남
지역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花溪里(곰바위)
화계리 감절 옆으로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곰바위라고 부른다. 짝사랑하던 여인의 무덤 아
래에서 20년을 지키며 살다간 사나이가 죽어서 생긴 바위라 하여 곰바위라고 부른다.
옛날에는 감절 앞으로 진천 가는 샛길이 있었다. 지금은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이 길 아래 마을에 곰
처럼 미련한 사나이가 머슴 살며 살았다. 그저 밥만 먹여주면 좋아했지 세경을 챙길줄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43. 『純祖實錄』 純祖19年 9月 28日. (命孝子)木川故郡守金道爀 … 竝旌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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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였다. 하루는 나무하러 진천 샛길이 있는 산으로 갔다. 나무를 하고 있노라니 밑의 샛길에 젊은 새댁이
부지런히 뛰어가고 있었다. 아무래도 쫓기는 사람 같았다. 곰같이 미련한 머슴도 그 중에 남자라고 도망하는
새댁을 바라보니 가슴이 뛰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보는 듯 싶었다. 사나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여
인의 뒤를 따라갔다. 따라가다가 나란히 걸었다. 그 여인은 피할 생각없이 머슴과 나란히 걸었다. 미련한 머슴
은 무어라고 말을 걸어 보고 싶으나 말이 나오지 않아서 머뭇 머뭇하기만 하였다. 뒤에서 누가보면 두 사람이
정답게 얘기하며 걷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았다. 여인은 힐끔힐끔 머슴을 쳐다보며 천연덕스럽게 걸었다.
머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란히 걷는 것만 좋아서 무작정 따라갔다. 진천에 거의 다다르자 여인이 머슴을 바
라보며 “동행해 주니 고맙습니다. 내가 쫓기던 몸인데 총각과 나란히 걸으니 자기들이 쫏든 여자는 혼자인데
둘이 걸으니 딴 사람인줄 알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이 길로 갈 듯 싶은데 그때도 동행해 주면
그 은혜 백골난망이겠습니다” 하며 부지런히 걸어갔다.
머슴이 멍하니 여인을 쳐다보다가 뒷모습이 사라진 후 나무지게 있는 곳으로 가서 나무를 조금 해 가지고
돌아왔다. 다음 장날 새벽부터 길목을 지켰으나 그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머슴은 그 후에도 계속 장날이면
길목을 지켰다. 그러나 여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머슴은 주인집에서 나와서 길옆에 움집을 짓고 길을
지키며 살았다. 어느날 머슴이 자고 일어나 움밖으로 나와보니 얼마 전에 동행했던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살
펴보니 유혈이 낭자했다. 손에는 은장도가 쥐여 있으며 스스로 목을 찌른게 분명했다. 흔들어 보니 이미 싸늘
한 시체였다. 시체 옆을 보니 봉투 하나와 보퉁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를 뜯어보니 글씨가 쓰여 있으나
머슴은 읽을 수가 없었다. 머슴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김진사의 서자에게 보이고 읽어 달라고 하였다. 편지에
“소녀는 전에 동행해 주어 추적하는 사람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어 살 수가 없어 자살
로 어려운 고비를 면하려 합니다. 보퉁이 있는 재물을 드리오니 제 시신을 산에 묻어주고 먼훗날 제 시신을
찾으러 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목숨을 끊은 은장도를 징표로 하시오” 하고 써 있었다. 머슴은
여인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날마다 묘역을 살폈다. 평행 홀로 사는 머슴은 죽은 여인이 마치 자기
아내라고 착각하여 묘앞에 가면 “여보 잘 잤오. 나도 당신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오” 하며 혼자 남편행세를
했다.

이렇게 십년이 흐르고 또 십년이 지난 후 헌칠한 노선비가 찾아와서 이십년전에 혹 이 근처에서 자진한 여
인의 시체가 묻혀 있는 곳을 수소문하며 다녔다. 그 노선비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역모로 몰려 먼 해
도로 귀양간 후 사약을 내렸으나 피신하여 목숨을 보전하다 수년전에 결백함이 증명되어 다시 벼슬길에 나간
사람이었다. 그의 부인이 역적의 아내라 하여 적몰되어 관비가 되었으나 그의 미모에 욕심이 난 이방의 성화
에 도망을 했다가 살아 있다간 몸을 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진한 것이었다. 자살할 장소를 머슴의 움막
으로 정한 것은 머슴이 시신을 잘 묻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여인은 남편의 결백함과 인격을 알
기 때문에 꼭 시신을 찾으러 올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부탁해 둔 것이다. 그러나 머슴은 여인이 자기 아내의
무덤이라는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노선비에게 선뜻 무덤의 위치를 일러주지 않았다. 노선비가 아쉬운 마음으
로 발길을 돌리자 느닷없이 천둥이 치며 벼락이 머슴을 내리쳤다. 벼락을 맞은 머슴은 바위로 변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놈이 된 바위라 하여 곰바위라 불렀다고 전한다. 머슴은 여인의 보따리에 든 돈으로 평생을
잘 살았으면서 그 여인의 부탁을 저버린 죄로 곰바위가 되었다.

(3) 求道里·松蓮里(서림산의 서림장군)
徐林山은 동면 수남리·후기리·구도리·송연리로 둘러싸여 있는 산으로서 구도리와 송연리는
녹동천 수계이고 수남리와 후기리는 용두천 수계에 해당한다. 이 서림산에는 서림장군이 웅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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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키던 산이기 때문에 서림산이라는 산명이 붙여졌다는 전설과 함께 천년 묵은 고목에 얽힌 전
설이 남아 있다.
임꺽정이 개성부근 청석골에 산채를 짓고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까지 소란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
도와 황해도에는 수없이 출몰했어도 충청도에서는 별로 큰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다. 임꺽정은 마패를 두어
암행어사로 출도한 일이 있었다. 임꺽정의 부하로 서리(胥吏) 출신의 서림이라는 사람이 참모역할을 한 사실
이 있다. 임꺽정은 본래 무식한 사람이었으나 문자를 익힌 서림이 곁에 있기 때문에 임꺽정이 위관(僞官) 행
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림은 참모로 활동하여 장군으로 불리운 일은 드물다. 천안의 서림산에 웅거하였
다는 서림장군은 임꺽정의 패거리인 듯하다. 그러나 서림산의 전설 중 서림장군의 활동은 전하지 않았다. 그
저 서림장군이 유진한 곳이라고만 전한다.
또 하나의 전설은 천년 묵은 고목이 있었는데, 이 나뭇가지를 꺾어 놓으면 10일 이상이나 물방울이 떨어졌
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무가 천수를 다하여 말라 죽은지 오래다.

(4) 충청도 장타령
껑충뛰었다 아오네장 신발 없어서 못보고, 바람불었다 평택장 선선해서 못보고, 진천장을 보잤더니 술이 취해
서 못보고, 성환장을 보잤드니 영감이 많아서 봇보고, 예산장을 보잤드니 예산이 틀려서 못보고, 온양장을 보
잤더니 신발이 많아서 못보고, 아산에도 둔포장은 큰매기 술장사 제일이랴, 보은천장 대추장은 처녀광우리 제
일이요, 엄병둥청에 청주장은 황색연초 제일이요, 천안삼거리 옛장터는 능수버들 척 늘어졌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고도 잘한다.

3.歷史的 環境과 文獻記錄
1) 銅城山城 關聯 文獻記錄
역사시대의 유적, 특히 城址遺蹟과 관련해서는 古文獻에 기록되어 있는 인문·자연지리적 상황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해당 산성의 성격이나 位相 등을 通時的인 관점
에서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산성의 현황이나 지표 유물의 검토와 함께 地政學的으로 어떤 이유 때
문에 산성이 그 위치에 축조되었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런 점에서 동성산성 및 병천천 유역(목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문헌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중 신라의 大麓郡을 설명하는 지리 부분으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44 대록군은 본
래 백제 大木岳郡으로 신라 경덕왕대에 고쳤고 지금은 木州라 한다. 그리고 領縣이 둘 있는데 馴雉
44. 奎章閣 韓國學硏究院 所藏의 正德本을 참고했다. 『三國史記』는 고려 인종23년(1145)에 완성되었는데, 현재 玉蟬書院本(보물 525

호; 1537년), 誠庵本(722호; 조선), 正德本(보물 723호; 1512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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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은 본래 백제 甘買縣으로 경덕왕때 순치현으로 고쳤으며, 지금의 豐歲縣이다. 金池縣은 백제 仇
知縣 지역으로 지금의 全義縣 일원이다. 또한 백제 熊川州의 군현에 대한 기록에서도 대목악군, 감
매현, 구지현으로 확인된다.
『三國史記』
▹雜志5 地理3 新羅

大麓郡. 本百濟大木岳郡 景德王改名 今木州 領縣二. 馴雉縣. 本百濟甘買縣 景德王改名 今豐歲縣. 金池縣.
本百濟仇知縣 景德王改名 今全義縣.
▹雜志6 地理4 百濟
熊川州 一云 熊津 … 大木岳郡 其(甘)買縣 一云 林川 仇知縣.

『高麗史』에서 보이는 木川縣은 고려때 木州였다고 보인다.    45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木州
는 본래 백제 大木岳郡이었다가 신라 경덕왕이 大麓郡으로 고쳤다. 이어 고려에 이르러 다시 지금
의 명칭으로 고쳤고 淸州牧에 내속되었다. 명종2년(1172)에는 監務를 두었고 別號는 新定인데, 이
것은 성종(960~997)때 정한 것으로 夾註에 밝히고 있다.    46
『高麗史』
▹[志10 地理1 楊廣道 淸州牧 木州]
木州. 本百濟大木嶽郡. 新羅景德王改爲大麓郡. 至高麗更今名來屬(淸州牧). 明宗二年置監務. 別號新定.(成
廟所定).

다음 『世宗實錄地理志』에서 목천현 관련 내용은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47 그중 연혁을 보면 태종
13년(1413)에 순화하여 別號인 新定이라 불렸다 하는데, 이하 『大東地志』 및 다른 문헌들과 비교해
보면 고려 성종대에 불린 이후 태종대에 이르기까지 불린 것으로 보인다.
『世宗實錄地理志』
木川縣. 本百濟大木岳郡. 新羅改大麓郡. 高麗改名木州爲淸州任內. 明宗二年壬辰始置監務 本朝因之. 太宗
十三年癸巳例改爲縣監別號新定 淳化所定. 四境 東距淸州三十四里 西距天安十二里 南距全義十八里 北距
稷山二十二里.

45. 東亞大學校 所藏 木版本.
46. 『高麗史』의 成宗代 지방행정단위와 관련된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世家3 成宗 11年(992) 11月의 기록에는 州·府·

郡·縣·關·驛·江·浦 등 지방행정단위의 명칭을 고친 기사가 있다(冬十一月 癸巳 改州府郡縣及關驛江浦號). 그리고 14년(995)
9월에는 10道를 획정했다는 기사가 있다(秋九月 庚戌 定十道). 新定이라는 별호가 언제 정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사들
을 통해 볼 때, 성종대 후반인 10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막연히 추정해 본다.
47. 奎章閣 韓國學硏究院 所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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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增東國輿地勝覽』의 목천현 건치연혁에서 木川縣은 본래 백제 大木岳郡으로 신라때 大麓郡으
로 고쳤고 고려 때 다시 木州로 고쳐 청주에 소속되었으며, 명종2년(1172)에 監務를 두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8 이후 조선 태종 13년(1413)에 지금의 木川으로 고치고 縣監을 두었다. 山川의 내
용 중 동성산 맞은 편에 위치한 鵲城山은 현 동쪽 5리에 있으며 鎭山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동성산
과 관련된 기록이나 古蹟條에서 銅城山城은 보이지 않는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建置沿革
本百濟大木岳郡. 新羅改大麓郡. 高麗改木州屬淸州 明宗二年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例改今名爲縣監.
▹山川
鵲城山 在縣東五里鎭山.

다음 『忠淸道邑誌』    49 建置沿革에서 보이는 木川縣은 馬韓의 영역으로 백제에게 땅을 봉해주었을
당시 그 남쪽 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가 大木岳郡을 두었고 신라 경덕왕때 大麓郡으로 고

쳤으며 현 豐歲縣인 馴雉縣과 현 全義縣인 金池縣을 두었다. 이후 고려 때 다시 木州로 고쳐 청주
에 속하였고 성종(981~997)때 특별히 新定이라 불렸으며 명종2년(1171)에 縣務를 두었다. 본조
에 들어와서는 태종13년(1413)에 木川縣으로 고치고 監務로 縣監을 두고 淸州鎭管에 속하였다. 그
리고 효종6년(1655)에는 弑父罪人 芿德의 태생지라 하여 혁파하면서 전의현에 붙였다가, 현종5년
(1664) 다시 복구시켰으며 숙종11년(1685)에는 진천이 소속되었다가 다시 분리했다. 한편 『忠淸道
邑誌』의 山川에서는 銅城山이 확인된다. 내용을 보면 경기도 안성 靑龍山에서 이어지는 一脈인 石
項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望海山, 吉祥山 및 杏巖里의 鎭山인 夢覺山으로 이어지며, 다시 柳洞의 廣
德山을 거쳐 銅城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동성산성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忠淸道邑誌』
▹建置沿革
古屬馬韓. 溫祚南奔都慰禮城. 馬韓王封以東北百里之地 本縣卽其南甸. 百濟置大木嶽郡. 新羅景德王改大麓
郡 領馴雉(今天安郡之豊歲縣) 金池(今全義縣) 二縣. 高麗更名木州屬淸州 成宗又定別稱新定 明宗二年置縣
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改今名例改監務爲縣監屬淸州鎭管 孝宗六年乙未弑父罪人芿德胎生草附全義縣 顯
宗五年甲辰復舊 肅宗十一年丙寅鎭川縣來倂庚午各設.
▹山川
鵲城山在縣東上有城址 壬辰亂李福長募衆守險. 銀石山在縣東自鵲城南其上有祈雨壇中有銀石寺洞口有盤

48. 奎章閣 韓國學硏究院 所藏本.
49. 國立中央圖書館 所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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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 望海山一名瑞雲山在縣東北自石項來. 吉詳山在縣東望海相連. 夢覺山自吉詳來爲杏巖里鎭山. 廣德山自
夢覺來爲柳洞. 銅城山自廣德來.

『輿地圖書』    50에 보이는 목천현 건치연혁은 앞서와 큰 차이가 없고 山川條에서 좀더 내용이 보인
다.    51 동성산의 맞은 편에 위치한 鵲城山은 현의 동쪽 10리로 慰禮城山의 동쪽 一脈으로부터 이어
져 온다고 되어 있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의 5리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黑城山은 현 서쪽 11리에
있고 직산 위례성산으로부터 남쪽으로 읍까지 이어지는 主山이다. 한편 『여지도서』에서도 동성산이
나 동성산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輿地圖書』
▹建置沿革
本百濟大木岳郡. 新羅改大麓郡. 高麗改木州屬淸州 明宗二年置監務. 本朝太宗十三年例改今名爲縣監.
▹山川
鵲城山 在縣東十里 自稷山慰禮城山東來一脈. 黑城山 在縣西十一里 自稷山慰禮城山南來爲邑基主山.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郡縣沿革 忠淸道에 남아 있는 木川縣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천은 백제
大木岳郡, 신라 大麓郡을 거쳐 고려 때 木州郡을 두었는데 처음에는 木川 혹은 木州라 하였다가 후
에 청주에 속하였으며, 명종대에 분리하여 현을 두었다고 되어 있다.    52 그리고 본조에 들어와 木川
郡이라 하다가 태종13년(1413) 木川縣으로 고쳤고 다시 고종32년(1895)에 木川郡으로 고쳤다.
『增補文獻備考』
▹輿地考4 郡縣沿革2 忠淸道 木川
(百濟)大木岳郡. (新羅)大麓郡. (高麗)木州郡 初爲木川(州) 後入淸州 明宗析置縣. (本朝)木川郡 太宗十三年
改今名爲縣 今上三十二年改爲郡.
▹輿地考9 山川3 忠淸道 木川
鵲城山 在東十里.

이어 살펴 볼 『木川縣邑誌(全)』, 『大麓誌(乾·坤)』, 『大麓誌』 등은 1779년 목천현 현감 安鼎福이
처음으로 상세한 邑誌를 편찬한 이후 이를 저본으로 하여 목판본이나 필사본으로 증보하여 편찬된
읍지들이다. 우선 1779년에 편찬된 『木川縣邑誌(全)』의 건치연혁을 보면 목천은 마한 왕이 백제에

50. 韓國敎會史硏究所 所藏本.
51. 『輿地圖書』의 건치연혁은 『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고 山川의 내용은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52. 洪鳳漢 外, 2000, 『增補文獻備考 上』, 明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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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봉해준 땅의 南甸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우선 눈에 띈다.    53 이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
는 大木岳郡을 두었고 신라는 경덕왕대에 大麓郡으로 고쳤으며 領縣으로 지금의 豐歲縣인 馴雉縣

과 지금의 全義縣인 金池縣을 두었다. 고려 때 다시 木州로 고쳐 청주에 속했고 성종 때에 별호로
新定이라 했으며, 명종2년(1172)에는 監務를 두었다. 그리고 본조 태종13년(1413)에는 지금의 명칭
으로 고쳐 감무로서 縣監을 두었고 淸州鎭管에 속했다. 효종6년(1655)에는 弑父罪人 芿德의 태생
지로서 (혁파하여) 전의현에 붙였다가 현종5년(1664) 다시 복구했다. 한편 숙종11년(1685)에는 진
천을 혁파해 붙였다가 다시 분리했다.
『木川縣邑誌(全)』
▹建置沿革
古屬馬韓. 溫祚南奔都慰禮城. 馬韓王封以東北百里之地 本縣卽其南甸. 百濟置大木嶽郡. 新羅景德王改大麓
郡 領馴雉(今天安縣之豊歲縣)金池(今全義縣)二縣. 高麗更名木州屬淸州 成宗又定別號新定 明宗二年置監
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改今名例改監務爲縣監屬淸州鎭管 孝宗六年乙未弑父罪人芿德胎生草附全義縣 顯
宗五年甲辰復舊 肅宗十一年丙寅鎭川縣來倂庚午各設.
▹形勝
本邑形勝 慰禮聖居諸山擁後 四川分流至東南淸州界合流 號竝川爲都水口風水家以爲奇格.
▹山川
鵲城山在縣東二十里 自慰禮山東來一脈 卽萬弩城四支也. 銅城山縣東二十里廣基村 山高埈 上有遺堞 諺傳
三韓時農城云 又有伏兵峯以古時伏兵處而名也.

위의 1779년 목천현 현감인 安鼎福이 편찬했던 『목천현읍지(전)』를 1817년에 현감인 趙國仁이 증
보하여 목판본의 읍지를 편찬한 바 있는데, 『大麓誌(乾·坤)』가 그것이며 乾本의 다른 표제는 上이
다.    54 그중 건치연혁은 天安縣이 天安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앞서 기존의 木川縣邑誌와
거의 차이가 없다. 形勝은 같다. 『大麓誌』에서는 竝川이라는 지명과 함께 銅城山 및 銅城山城과 관
련된 기록이 보인다. 形勝을 보면 본읍의 형승은 위례·성거 제산이 배후를 둘러싸고 네 개의 하천
이 나뉘어 흐르다가 淸州界에서 합류하는데, 이를 竝川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山川을
보면 銅城山은 현 동쪽 20리 거리의 廣基村에 있는데 산의 형세는 높고 가파르다. 그 위에 오래된
城堞이 있어 전언에 의하면 삼한시대 農城이라 하고 또 伏兵峯이 있는데 옛날에 병사를 숨겨놓았던
장소에서 유래된 명칭이라 한다. 그리고 山川에서 銅城山에 대한 설명은 廣德山에서 남으로 내려와
廣基에 이르는데 桃源里의 鎭山이라 되어 있으며, 伏兵峯을 伏兵峰으로 표기하였다.

53. 木川縣邑誌는 奎章閣 韓國學硏究院 所藏本.
54. 木川縣誌인 大麓誌(乾·坤)은 奎章閣 韓國學硏究院에 소장되어 있다.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에 건치연혁, 형승,

산천이 실려 있다. 상권의 다른 표제는 大麓誌(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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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麓誌(乾·上)』
▹建置沿革
古屬馬韓. 溫祚南奔都慰禮城. 馬韓王封以東北百里之地 本縣卽其南甸. 百濟置大木嶽郡. 新羅景德王改大麓
郡 領馴雉(今天安郡之豊歲縣)金池(今全義縣)二縣. 高麗更名木州屬淸州 成宗又定別號新定 明宗二年置監
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改今名例改監務爲縣監屬淸州鎭管 孝宗六年乙未弑父罪人芿德胎生草附全義縣 顯
宗五年甲辰復舊 肅宗十一年丙寅鎭川縣來倂庚午各設.
▹形勝
本邑形勝 慰禮聖居諸山擁後 四川分流至東南淸州界合流 號竝川爲都水口風水家以爲奇格.
▹山川
鵲城山在縣東二十里 與圓寂相連 上有城址 壬辰亂李福長募衆守險. 銅城山自廣德而南爲廣基 桃源鎭山 上
有遺堞諺傳三韓時農城 又有伏兵峰.

이후에는 1817년 현감 趙國仁이 편찬했던 목판본과 동일한 것으로 1869년에 柳濟漢이 필사하여
완성한 『大麓誌』는 이전과 달리 乾·坤本이 一冊으로 되어 있다.    5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忠淸
道邑誌 木川縣誌는 이를 저본으로 하여 대부분 발췌하여 작성했다. 건치연혁이나 형승의 조목은 앞
서 읍지와 큰 차이가 없고 산천은 1817년 편찬된 『大麓誌(乾·上)』와 같다.
『大麓誌』
▹建置沿革
古屬馬韓. 溫祚南奔都慰禮城. 馬韓王封以東北百里之地 本縣卽其南甸. 百濟置大木嶽郡. 新羅景德王改大麓
郡 領馴雉(今天安縣之豊歲縣)金池(今全義縣)二縣. 高麗更名木州屬淸州 成宗又定別號新定 明宗二年置監
務. 本朝太宗十三年癸巳改今名例改監務爲縣監屬淸州鎭管 孝宗六年乙未弑父罪人芿德胎生草附全義縣 顯
宗五年甲辰復舊 肅宗十一年丙寅鎭川縣來倂庚午各設.
▹形勝
本邑形勝 慰禮聖居諸山擁後 四川分流至東南淸州界合流 號竝川爲都水口風水家以爲奇格.
▹山川
鵲城山在縣東二十里 與圓寂相連 上有城址 壬辰亂李福長募衆守險. 銅城山自廣德以來南爲廣基 桃源鎭山
上有遺堞諺傳三韓時農城 又有伏兵峰.

55. 본 大麓誌는 奎章閣 韓國學硏究院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 序文에 이어 大麓誌 舊序文이 함께 실려 있으며, 영조~헌종대(18세기

전엽~19세기 중엽)의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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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大東地志』에서 보이는 목천현의 연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 본래 백제 大木岳이었고 신라
경덕왕16년(757)에 大麓郡으로 고쳤다. 領縣이 둘 있는데 金池와 馴雉縣으로 熊州에 속했다. 고려
태조23년(940)에 木州로 고쳤고 현종9년(1018)에는 청주에 속했으며, 명종2년(1172) 監務를 두어
燕岐를 겸했다. 본조에 들어와 태종은 다시 연기와 구분했고 13년(1413)에 木川縣으로 고치면서 縣
監을 두었다. 邑號가 新定이었는데 고려 성종이 新定으로 정했다. 관원으로 현감 1인이 있었고 淸
州鎭管兵馬部制都尉를 겸했다.
『大東地志』
▹沿革
本百濟大木岳. 新羅景德王十六年改大麓郡 領縣二金池馴雉隸熊州. 高麗太祖二十三年改木州 顯宗九年屬淸
州 明宗二年置監務兼任燕岐. 本朝太宗析置燕岐 十三年改木川縣監 (邑號)新定高麗成(宗)定新定 (官員)縣監
兼淸州鎭管兵馬部制都尉一圓.
▹山川
鵲城山 東五里
▹城池
鵲城

2) 銅城山城의 歷史的 環境
三韓時代의 小國들이 형성될 수 있는 원동력은 이전의 오랜 동안 축적된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朝鮮遺民이 6村을 이루고 있다가 후에 辰韓 6
부가 되었다는 『三國史記』 기록을 통해 짐작된다.    57 달리 말하면 소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서의 기존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국들의 터전은 『後漢書』나 『三國志』의 기록에서
산이나 바다로 막혀 그 경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의 자연지리적 상황이 자
연스럽게 소국들간의 경계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58
삼한시대 천안지역에는 마한 맹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目支國과 더불어 臣雲新國이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지국은 현재의 직산을 중심으로 성환·평택을 포함한 안성천 이남의
성환천 유역을 그 중심으로 보고 있으며, 신운신국은 현 천안시내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59 이 목지

56. 奎章閣 韓國學硏究院 所藏本.
57. 『三國史記』 新羅本紀 始祖赫居世居西干. 卽位 號居西干 時年十三 國號徐那伐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六村 … 是爲辰韓六部.
58. 『後漢書』 東夷列傳 韓.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閑 地合方四千餘里.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 散在山海間 無城郭.
59. 李丙燾, 1976,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pp.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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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신운신국을 포함하여 마한에는 54개의 소국들이 있었고 그 인구는 보통 수천에서 1만여 호였
으며 모두 10여만 호에 이르렀는데,    60 소국의 인구는 평균 1,851호에 7천~1만 3천 명 정도이고 大
者는 약 1만여 호에 4만~7만 명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어 평균 소국의 약 6배 정도였다.    61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상황을 보면 木川縣은 『大麓誌』에 3,336호 16,267명, 稷山縣은 『稷山縣誌』
에 3,372호 15,358명, 그리고 天安郡은 『寧城誌』에 3,600호 12,000명으로 되어 있어, 평균 3,400
호 14,500명 정도였다. 그리고 1996년도 병천천유역에 위치한 목천면·북면·성남면·수신면·병
천면·동면 등 6개 면에는 모두 9,274호 30,778명으로 평균 1,546호 5,129명 정도였다.    62 직접적
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에 견주어 앞서 소국 규모를 짐작해 본다면 평균적으로 1개 면 정도를
평균 소국의 규모에 견줄 수 있고 大者의 경우에는 위 6개 면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하겠다. 또한
목지국이 있었던 직산 일원은 주변으로 나지막한 구릉들과 함께 안성천·성환천 등이 있어 주변에
넓은 충적지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집단을 이루고 살기에 적합하다. 병천천 유역 역
시 여러 상시 하천들이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고 주변을 따라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충적지
대를 갖추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안위를 보장받을 수도 있는 지형이다. 『擇里志』에서 병천천 유역은
금산·옥천보다 더욱 평탄하고 토지가 매우 비옥해서 오곡과 목화 농사에 적합한 적지로 거론된다.
즉 인구의 집중이나 집단의 형성과 같이 큰 聚落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병천천 유
역이다.    63
한편 맹주로서의 목지국이 위치한 곳은 지리적으로 차령산맥 이북이 된다. 주변으로는 안성천
중류나 성환천 하류역까지도 潮水의 영향이 미치고 있어    64 수로를 통한 水上交通이 발달했을 것으
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미호천 유역권과 같은 호서지역 내륙 깊은 곳까지 직접적으로 연
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陸上交通 역시 형성될 수 밖에 없는데, 병천천 유역은 차령산맥과 같
은 자연 장애물을 두고 이북과 이남지역을 연결지을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병천천 유역은 위와 같은 여러 점들에서 小國이 위치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백제의 남방진출 과정에서 馬韓舊地 내에 구축되어 있던 거점과 육상교통망을 이용했던 것으
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중 주요 中國陶磁들이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 병천천 유역은
地政學的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라 평가할 수 있다.
삼한시대 이후로서 『三國史記』에는 백제의 大木岳郡이 병천천 유역에 있었고 甘買縣과 仇知縣이
각각 풍세와 전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안성천 유역으로는 현 평택 안중과 진위 일원

60. 『三國志』 魏志 烏丸鮮卑東夷傳 馬韓條. 馬韓在西. …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散在山海間 無城郭. … 凡五十余國. 大

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余萬戶.
61. 李眅燮, 2015, 『百濟 交通路의 考古學的 硏究』,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pp.93~96.
62. 天安市誌編輯委員會, 1997, 『天安市誌 上』, pp.88~90.
63. 吳洪晳, 1989, 『聚落地理學』, 敎學硏究社, pp.286~293.
64. 李眅燮, 2015, 『百濟 交通路의 考古學的 硏究』,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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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고구려의 上忽縣(용성리)과 釜山縣, 안성 일
원에는 고구려의 奈兮忽과 沙伏忽(양성)이 있었
다. 천안 직산은 고구려 蛇山縣으로 기록되어 있
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진천지역에 고구려 今勿
奴郡 혹은 萬弩郡이 있었고 미호천 상류로 道西縣
(도안)과 仍忽縣(음성)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다.    65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대록군의 영현
으로 순치현과 금지현이 있다는 점과 안성천유역
및 진천일대가 사서 편찬 당시 고구려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목천일원이 대록군으로 개
칭된 것은 경덕왕 16년(757)    66으로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동안 대목악군으로 불렸을 수
있다.
『寧城誌』의 천안 건치연혁을 보면 李詹의                        도면 29. 『寧城誌』 建置沿革
문집 내용을 소개하면서 왕씨의 시조가 湯井
(온양)·大木(목천)·蛇山(직산)의 땅을 나누
어서 天安府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있다.    67 천
2

안부를 둔 시기가 태조 13년(930)이므로 통일
신라기에 목천일원이 비록 대록이라 개칭되
었지만, 고려 초까지도 백제의 大木岳이라는

1
3

4

지명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1.天安 花城里
2.天安 龍院里 1號 石室墳
3.天安 龍院里 1號 石室墳
4.天安 龍院里 9號 石槨
5.福建省 政和縣 松源村
南朝墓 M831

『삼국사기』의 지명 분포 및 국적 기록상황을
보면 삼국시대 말엽 주변 상황은 대체로 안성
천-곡교천과 목천-진천을 경계로 하여 일정
기간 백제와 고구려가 대치하였던 것으로 판

0
5

단되고 목천일원은 차령이북의 영토유지를                     도면 30. 병천분지 출토 중국도자 및 비교자료
위해 백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68

65. 鄭求福外, 2003, 『譯註 三國史記』, 韓國精神文化硏究院.
66. 『大東地志』 木川縣 沿革.
67. 『寧城誌 乾』(古 4790-59-v.1-2) 建置沿革.
68. 李眅燮, 2015, 『百濟 交通路의 考古學的 硏究』, 忠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pp.214~217·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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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천 분지내에는 5세기대까지 지속되었던 용
원리유적    69과 화성리유적    70이 있고 여기에서 흑유
계수호, 청자완, 청자반구호 등의 위세품들이 출
토되거나 수습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462년
기년명이 있는 紀年塼이 출토된 중국 福建省 松源
村 M831에서는 용원리의 청자완과 유사한 연화
문 청자완과 반구호 등이 함께 출토된 바 있다.    71
『高麗史』와 『大東地志』에서는 목천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기록이 남아 있다. 목천일원은 고려 태조
23년(940)에 木州로 개칭되었는데 본래 백제 대
목악군이었다가 현종 9년(1018) 淸州牧에 내속되
었다. 그리고 성종(960~997)대에 新定이라는 별
호가 전해오는 것이 註記되어 있다.    72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木川이라 개칭했다.    73 우선 『忠淸道邑
誌』에서는 木川縣이 마한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밝
                        도면 31. 『寧城誌』 建置沿革

히고 백제에게 땅을 분여했을 때의 남쪽 땅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태종 13년(1413)에 목천현으로 고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다가 부모를 죽인
죄인 仍德의 태생지이기 때문에 1655년에 목천을 혁파하여 全義縣에 일시적으로 붙였다. 앞서 통
일신라시대에 전의현은 금지현으로서 목천의 대록군 영현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목천과
전의간의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74 그리고 『木川縣邑誌』에서는 숙종 11년(1685)에 진천
을 혁파해 목천과 합했던 것이 보이고 있어,    75 병천천유역의 목천을 두고 인접한 진천·전의지역과
의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대동지지』 기록을 보면 명종 2년(1172)에 監務
가 木川과 燕岐를 겸무했던 상황도 보이는데 이 상황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야 분리되었다.    76 말하
자면 외견상 목천을 중심으로 전의·연기·진천 등지가 행정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이해
되며, 이러한 주요 지역들간 幹線交通路가 발달했던 것으로도 충분히 예상된다.

69. 公州大學校 博物館, 2000, 『天安 龍院里古墳群』.

서울大學校 博物館, 2001, 『龍院里遺蹟- C지구발굴조사보고서』.
忠淸文化財硏究院, 1999, 『天安 龍院里遺蹟(A지구)』.
70. 國立公州博物館, 1991, 『天安 花城里 百濟墓』.
71. 福建省博物館·政和縣文化館, 1986, 「福建政和松源 新口南朝墓」, 『文物』 5期.
72. 『高麗史』 志10 地理1 楊廣道 淸州牧 木州 및 『大東地志』 木川縣 沿革.
73. 『世宗實錄地理志』 木川縣 및 『新增東國輿地勝覽』 木川縣 建置沿革.
74. 『忠淸道邑誌』 木川縣 建置沿革.
75. 『木川縣邑誌 全』 建置沿革.
76. 『大東地志』 木川縣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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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32. 『木川縣邑誌 全』(◀) 및 『大麓誌 乾』(▶)의 銅城山

한편 『忠淸道邑誌』 목천현의 산천에서 銅城山이 보인다. 보면 안성의 청룡산에서부터 이어져 병
천천 북쪽 분수령의 하나인 石項에 닿고 여기에서부터 망해산, 길상산 및 몽각산으로 이어지며, 다
시 廣德山을 거쳐 동성산으로 지맥이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77 나아가 『목천현읍지』에서는 동
성산과 함께 동성산성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다. 읍지의 산천 기록에서 동성산은 동쪽 20리 거리
에 있는 廣基村(광터마을)에 있으며 산의 형세가 높고 가파르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북~서쪽의 사
면은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경사를 이룬다. 그리고 그 위에 遺堞 즉 城堞이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전언에 의하면 삼한시대 農城이라고 하거나 혹은 伏兵峰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복병봉은 예전
에 병사를 숨겨놓았던 곳이기 때문에 유래된 명칭이다. 『목천현읍지』가 편찬된 이후 약 40년 정도
후에 편찬된 『大麓誌』에서는 앞서와 같이 동성산은 광덕산으로부터 지맥이 남쪽으로 이어져 廣基에
이르렀으며, 桃源里의 鎭山이라 확인된다.    78
이처럼 한성기 백제의 호서지역 진출과정에서 목지국과 원산성이나 금현성과 같은 잔여세력을
병합한 후 차령산맥 이남으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지역 거점과 교
통로를 활용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국도자들이 병천
천 유역에 집중된다는 점은 병천천 유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 수준의 위상
77. 『忠淸道邑誌』 木川縣 山川.
78. 『大麓誌 上· 乾』 山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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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녔던 지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웅진천도 이후의 상황으로서 주변 지역과는 달
리 『삼국사기』나 『영성지』의 군명에서 이 일대가 여전히 대목악 혹은 대목으로 명기되고 있는 점을
든다면, 병천분지 일대는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백제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여겨진
다. 현재로서는 병천천 유역내 백제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 양상이 부족한 상황이
지만, 이의 보고와 함께 웅진기 이후의 자료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극적인
유적조사들이 이루어져 병천천 유역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기대해 본다.

4. 考古學的 環境과 周邊 城址
1) 考古學的 環境
동성산성이 위치한 천안시는 2000년 이후로 대규모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다양
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천안지역에서 다양한 시기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천안지역의 선
사유적 중 가장 오래된 시기는 구석기시대이다. 대표적인 구석기유적으로 중기~후기 구석기시대
의 유물이 출토된 두정동유적    79이 있다. 비록 구체적인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각종 인공석기
들은 막연히 추정으로만 그쳤던 이 지역 내 구석기시대 인간 활동의 구체적이 근거가 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최근 들어 용곡동,    80 청당동    81, 풍세면 용정리,    82 직산 수헐리    83 등 구석기
유적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향후 구석기시대 유적의 문화상이 보다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추
정된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아직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예는 없지만 1966년 봉룡동    84에서 빗살무늬
편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백석동 유통단지 시굴조사    85에서도 신석기시대의 보습과 빗살무늬토기
편들이 출토된 바 있고, 이 후 이루어진 발굴조사    86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어 구석기
시대 이래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어 왔음을 짐작케한다.

79. 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001, 『天安 斗井洞遺蹟』.
80. 忠淸文化財硏究院, 2006, 『天安 龍谷洞遺蹟』.
81.忠淸文化財硏究院, 2006, 『天安 淸堂洞 舊石器遺蹟』.
82.忠淸文化財硏究院, 2008, 『天安 龍井里遺蹟』.
83.忠淸文化財硏究院, 2009, 『직산 수헐리유적』.
84.金元龍, 1966, 「天安市 鳳龍洞 出土 無文土器遺蹟」, 『震檀學報』 29·30輯.
85.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001, 『天安流通團地 豫定敷地內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86.忠淸文化財硏究院, 2009, 『天安 白石洞 고재미골 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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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33. 주변 유적 분포도(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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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동성산성 일원의 유적 목록

번호

유적명

시대

유구

지정·출토유물

출전

1

신자경선생묘

조선

분묘

시도기념물 제69호

1

2

매성리요지

조선

산포지

분청사기

1

3

작성산성

미상

석축성벽, 둘레 600m

4

매성리유적

삼국

토기가마, 수혈, 작업장

봉상파수부옹

고려

건물지, 토광묘

청자병, 청자잔

5

병천면소재지 비석군

근대

선정비 등

6

홍대용선생묘

조선

분묘

시도기념물 제101호

1

7

천안 용두-동면 도로건설구간내 유적

조선

주거지, 토광묘

분청자발, 백자접시

3

8

유관순열사유적

조선

10

구도리유적(수입리 산포지)

11

구도리유적(보평리 산포지)

1
2
1

1

조선

토광묘

백제

주거지

통일신라

석곽묘

4

12

구도리유적(구도리 산포지)

9

복다회리 약사암지

조선

사지

1

13

화계리산성

삼국

토축성벽, 둘레 600m

1

14

도원2리 고분군

삼국

고분군

1

15

동성산성

백제

토축성벽, 둘레 933m

16

관성2리 의관동사지

조선

1

17

의관동 와요지

조선

1

18

봉항리 야철지

미상

1

19

관성리 냉정골사지

조선

1

20

관성리 냉정골요지

조선

1

21

관성리 안터요지

조선

1

22

행암리사지

조선

1

23

경덕산성(광덕산성)

삼국

24

동산리사지

조선

1

25

수남리1구사지

조선

1

26

서림산성

삼국

석축성벽, 둘레 297m

토축성벽, 둘레 450m

유개완, 도기병, 완

고배, 심발형토기

1

1

1

1.國立文化財硏究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忠南 天安市』.
2.中央文化財硏究院, 2005, 『天安 梅城里遺蹟』.
3.백제문화재연구원, 2013, 『천안 용두-동면 도로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백제문화재연구원, 2014, 『천안 구도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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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최근 활발한 구제발굴로 인해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을 전·후 기로 구분해서 살펴
보면, 전기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청당동,    87 백석동,    88 쌍용동,    89 두정동,    90 백석·업석동,    91 불당동    92
, 신방동,    93 용곡동 눈돌,    94 용곡동 두터골, 용정리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백석동유적에서는 총
86기의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    95에서도 다수의
주거지가 확인되어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병천천유역에서는
용원리,    96 운전리유적이    97 조사된 바 있다. 중·후기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두정리    98, 남관리,    99 대흥
리,    100 백석·업석동, 신방동, 석곡리유적    101으로 대부분 원형의 주거지와 일부 말각방형의 주거지
가 확인되었는데, 전기 주거지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이나 구순각목문이 시문된 무문토기류가 출토되는 주거지군 등 청
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된 대화리·신풍리유적이 있다.    102 여기에서는 또한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
가 출토된 초기철기시대 수혈도 조사되어 주목된다.
다음 원삼국시대 유적은 크게 주거지와 분묘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먼저 생활유적으로는 병천
천유역에 위치한 장산리    103·용원리유적과 함께 두정동 유적이 대표적인데, 동시기의 한강유역과는
달리 장방형·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분묘유적은 청당동, 신풍리유적    104등이 있으며, 특히
청당동 유적은 천안지역에서 처음 조사된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으로서 주구가 구획된 주구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대화리·신풍리유적에서 65기의 토광묘군이 조사되었고 원저단형호, 유개대

87. 徐五善·權五榮, 1990, 「淸堂洞 發掘調査報告」, 『休岩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993, 『淸堂洞』.
국립중앙박물관, 1996, 『淸堂洞 Ⅱ』.
88. 公州大學校博物館, 1998, 『白石洞遺蹟』.
89. 忠南大學校博物館, 2002, 『天安 雙龍洞遺蹟』.
90. 公州大學校博物館, 2000, 『斗井洞遺蹟』.
91. 公州大學校博物館, 2000, 『白石·業成洞遺蹟』.
92. 忠淸南道歷史文化院, 2004, 『天安 佛堂洞遺蹟』.
93.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天安 新芳洞遺蹟』.
94. 忠淸文化財硏究院, 2006, 『天安 龍谷洞 눈돌遺蹟』.
95. 忠淸文化財硏究院, 2009, 『天安 白石洞 고재미골 遺蹟』.
96. 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1997, 『天安 龍院里遺蹟-A地區』,

서울大學校博物館, 2001, 『天安 龍院里遺蹟-C地區』.
97. 忠淸文化財硏究院, 2004, 『天安 云田里遺蹟』.
98. 尹武炳, 1967, 「天安 斗井里의 竪穴住居址」, 『美術資料』8.
99. 公州大學校博物館, 1995, 『南館里遺蹟』.
100. 忠南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1999, 『天安 大興里遺蹟』.
101.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2000, 『石谷里遺蹟』.
102.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4, 『천안 대화리·신풍리유적』.
103. 忠南大學校博物館, 1996, 『天安 長山里遺蹟』.
104. 忠南大學校博物館, 2004, 『天安 新豊里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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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등의 토기류와 함께 철모, 철부, 철겸 등의 무기류 및 철정, 동령 등의 금속제 유물들이 출토
되어, 병천천 지류인 승천천유역을 따라 대규모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백제시대 유적은 분묘유적인 병천천 유역의 화성리    105와 용원리유적이 있으며, 백석동에서 관방
유적인 백석동토성    106이 확인되었다. 화성리 유적은 1960년 화성리 화원부락에서 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중국 동진제 청자와 광구호, 파수부발, 원저단경호 등의 유물이 신고되었으며, 1991년 공
주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목관묘·목곽묘가 확인되었다. 또 용원리유적에서는 토광묘, 수혈식 석
곽묘, 횡혈식 석실분이 확인되었으며, 용봉문환두대도, 중국제 흑갈유계수호, 동진제 청자를 비롯
하여 백제의 흑색마연토기, 은상감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백제와 중국의 교류, 백제
의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최근 병천천 유역에서 매
성리유적, 구도리유적 등 삼국시대 생산·생활유적 등도 확인되었다.    107 이 외 직산 위례산성,    108 사
산성,    109 목천토성    110등의 관방유적이 있는데, 천안지역이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에 걸친 분쟁기
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했음을 시사해주는 예이다.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적으로는 천안 청
수동    111에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가 조사되었으며, 천안 명덕리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구들유구
가 조사되었고,    112 남산리 고려묘    113와 양곡리 분청사기 요지,    114 신계리 유적,    115 조선시대 와요지, 탄
요, 주거지가 조사된 쌍용동 용암 유적,    116 조선시대 토기요기 및 폐기장이 조사된 천안 호당리유적
    117

등이 있다. 이 밖에 천안 용곡동 유적·청수동 유적 등에서는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유구

가 다수 확인되었다.

2) 周邊 城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령산맥은 북동-남서방향으로 길게 산지를 이루고 있어 남북간 교통상
의 주요 장애물이 된다. 그런데 병천천유역은 산지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분지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낮은 구릉지대나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의 미호천 유역으로 큰 무리없이

105. 國立公州博物館, 1991, 『天安 花城里 百濟墓』.
106. 李南奭, 1998, 「天安 白石洞 土城의 檢討」, 『韓國上古史學報』28, 韓國上古史學會.
107. 中央文化財硏究院, 2005, 『天安 梅城里遺蹟』.

百濟文化財硏究院, 2014, 『천안 구도리유적』.
108. 서울大學校 人文學硏究所, 1997, 『天安 慰禮山城』.
109.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94, 『蛇山城』.
110. 忠南大學校博物館, 1984, 『木川土城』.
111. 忠淸文化財硏究院, 2007, 『天安 淸水洞遺蹟』.
112.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10, 『天安 命德里遺蹟』.
113. 國立公州博物館, 1995, 『天安 南山里 高麗墓』.
114. 公州大學校博物館, 1997, 『天安 陽谷里 粉靑沙器窯址』.
115.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2000, 『石谷里遺蹟』.
116. 忠淸文化財硏究院, 2009, 『天安 雙龍洞 용암遺蹟』.
117.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11, 『천안 호당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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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34. 병천천 유역과 주변의 관방유적

소통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병천리의 ‘안성나들이ʼ    118나 진천 서부지역과 병천간의
긴밀성을 보여주는 화계리 ‘곰바위ʼ 전설 등이 목천분지의 지리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목천분지에는 승천천·광기천·용두천 등의 지류를 포함한 병천천 수계와 주변 수
계간 50개 내외의 고개들이 분수령을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성
격을 보여주듯이 목천분지 일원에는 많은 관방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관방유적
중 동성산성의 가시권역으로 본다면 우선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花溪里山城이 약 1㎞의
직선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반경 4㎞ 내외에는 廣德山城, 鵲城山城, 徐林山城 그리고 下長土城 등
118. 한글학회, 2006, 『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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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포하며, 이들 모두 지금까지 정밀지표조사가 전무한 상태이다. 주요 산성들의 상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19

(1) 花溪里山城
화계리산성은 동성산성에서 광덕골고개를 두고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인 천안시 동면 화계리의
해발 206m 야산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녹동천 지류인 화계천이 있고 서쪽으로는 광기천이 흐르면서 주변으로 평지가 펼쳐
져 있다. 산성은 둘레 600여m의 테뫼식 산성으로 산 정상부의 평탄부를 성벽이 두르고 있다. 즉
성벽은 경사진 지형을 삭토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는 조성과정에서 폭 2m 정도의 평
탄한 지형을 이룬다. 여기에서는 북쪽에 치우쳐 삼국시대 토기편 위주로 확인되고 있다.
화계리산성과 관련된 조사자료로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의하면 거의 쇠락하여 겨우 토루
의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고 둘레는 430間이라 되어 있는데, 약 782m 정도로 성벽의 흔적이 확
인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文化遺蹟總攬』에서는 약 775m로 성의 둘레가 기록되어 있다.
동성산성과의 관계를 보면 동성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상에 있는데 광기천의 도원리와
녹동천의 화계리 경계를 이루는 山頂에 위치해 있으며, 동성산성과는 약 1㎞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해 있다.

(2) 慶德山城(廣德山城)
광덕산성으로도 불리는 경덕산성은 천안시 동면 광덕리와 행암리 및 병천면 관성리의 경계를 이

                     도면 35. 동성산성 주변의 관방유적 조감도

119. 동성산성 주변의 관방유적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①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93, 『忠南地域의 文化

遺蹟』, 제7집 천안시·천안군편. ②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天安의 關防遺蹟』. ③충청남도, 1991, 『文化遺蹟總攬』 城郭·官
衙編. ④천안시, 1997, 『天安市誌』 下. ⑤國立中央博物館, 2010, 『光復以前 調査遺蹟遺物 未公開圖面Ⅵ 忠淸南道』(原典: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忠淸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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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리산성

경덕산성

작성산성

서림산성

                     도면 36.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의 城址圖面

루는 광덕산 정상부(해발 297m)에 자리해 있는데, 광덕산에서 남서향하다 남향하는 능선을 따라
동성산이 위치해 있다. 산성은 둘레 약 300m이고 높고 낮은 두 개의 봉우리는 감싼 형태이다. 성
벽은 남동벽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성돌은 거칠게 다듬은 할석을 사용했
는데 남벽과 북벽에서 석축벽이 노출되어 있어 석축산성으로 확인된다. 기존에는 쇠락하여 토석혼
축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동벽 가운데에는 깊이 파인 부분이 있고 양측으로 석축벽이 확인되
며 그 폭은 약 2.5m로서 문지로 추정된다. 한편 문지 안쪽에는 우물지로 추정되는 방형의 석축시
설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약 2m 정도이다. 기존조사를 통해 내부에서 일부 격자문이 시문된 토
기편들이 산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현재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된 조사자료로 조선
보물고적조사자료에 의하면 쇠락하여 겨우 토루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둘레는 약 150間,
즉 약 273m 정도라 되어 있는데,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약 270m로 되어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동성산성과의 관계는 동성산 산릉이 이어져 내려오는 북쪽에 위치해 있고 관기천의 관성리와 녹
동천의 광덕리·행암리의 경계를 이루는 광덕산에 축조되어 있다. 직선거리로는 약 1.8㎞ 거리이다.

(3) 鵲城山城
작성산성은 천안시 병천면 매성리와 북면 매송리의 경계에 위치한 작성산(해발 496m) 정상의
남쪽과 북쪽 봉우리를 감싼 馬鞍形으로 축조되어 있다. 주변으로는 동쪽의 광기천일대와 서쪽의 병
천천 상류가 위치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성벽이 쇠락한 상태로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지만, 지형조건을 고려하면 대체로 둘레 300m 내외의 석축산성으로 추정된다. 즉 서쪽
과 남쪽으로는 능선에 2~3단의 석축이 노출되어 있고 세장방형의 비교적 잘 다듬은 석재를 사용했
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의하면 내부는 석축이고 외부는 토루로서 흙을 덮은 것 같지만 쇠락하
여 원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레 약 220간(400m)으로 확인된다. 한편 문화유
적총람에서는 약 1,000m라고 그 둘레를 기록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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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산성과는 광기천을 두고 서쪽에 위치한 작성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 이 작성산은 병천천
의 매송리와 광기천의 매성리·병천리의 경계를 이룬다.

(4) 徐林山城
천안시 동면 수남리의 서림산(해발 330m) 정상에 위치한 산성으로 녹동천과 용두천수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즉 녹동천의 구도리·송연리, 용두천의 수남리·후기리 등 4개 마을의 경계에 산성
이 축조되어 있는 서림산이 있다. 형태는 정상부를 감싼 테뫼식으로 둘레는 약 450m 정도가 된다.
성벽은 현재 붕괴되어 자세한 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다. 기존 보고에 의하면 남벽은 흙을 삭토하여
축조했고 동벽 일부구간에서는 협축의 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협축구간의 안쪽 높이는
1.2m이고 폭은 2~3m 가량이다. 성벽의 양쪽 가장자리로는 석루가 높이 축조되어 있어 망대지로
추정되고 정상부에는 서북쪽으로 치우쳐 둘레 60m, 높이 4m의 토루가 남아 있다. 문지는 현재 등
산로로 이용되는 동북쪽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와
편 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자기편들도 산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보물고적
조사자료에는 둘레 약 285간(519m)라 되어 있고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약 520m로 되어 있다.

(5) 下長土城
하장토성은 천안시 동면 장송리 하장마을의 낮은 야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동성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평면적인 가시권의 가장 멀리 위치한 城址로 용두천 본류 주변의 河岸平坦地 사이로 길게 이
어진 나지막한 구릉성 산지에 토성이 축조되어 있다. 현재는 완전히 유실되어 희미하게 성적만이
확인될 뿐이다. 특히 내외지점에 여러 기의 민묘들이 조성되면서 파괴가 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성벽 흔적은 동쪽 구간 20m와 서쪽 구간 30m 정도만이 잔존할 뿐이다. 잔존구간을 통해 볼 때 성
벽은 토축으로 추정되고 내부에서는 다수의 기와편이나 청자편들이 출토되고 있어 고려시대에 축
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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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銅城山城의 調査沿革沿革

동성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17
년도 橋本節藏과 崔斗煥이 조사하여 기
록한 평면도와 함께 1942년 이와 관련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가 있다.    120 평면
도를 보면 북쪽 山頂을 감싼 石壘가 있고
여기에 덧대어 북·남쪽 산정을 감싼 馬
鞍形의 土壘가 있어, 內·外城 모습을 띠
고 있으며 둘레는 약 500間    121정도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석루는 서벽 중간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흔적이 확
인된다. 그런데 토루와 석루의 양상을 볼
때, 북쪽 산정의 토루였던 부분에 석루가
축조된 것처럼 보인다. 두 성벽이 만나는
지점의 토루가 석루 윤곽의 기부 아래로
수렴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외 보통 銅城이라 불리고 있으며,                     도면 37. 1917年 橋本節長·崔斗煥의 銅城山城 圖面
三韓時代의 農城이라 불렸다고 한다.
70년대 후반 기록물인 『文化遺蹟總攬』에서는 성의 둘레가 800m 정도이고 성문을 銅으로 만들었
기에 銅城 혹은 구리성으로 불렸다는 점과 일명 農城으로 별칭되는 내용이 있다.    122
그러다가 80년대 초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천원군 관내 산성 분포조사를 통해 동성
산성의 비교적 자세한 기본현황이 기록화되기 시작했다.    123 산성은 山頂式으로 둘레 500m이고 門
址는 폭 2m 정도로 동벽 중간부분에서 1개소가 확인되며, 남쪽 능선부에도 1개소가 확인되었다.

120. 國立中央博物館, 2010, 『光復以前 調査遺蹟遺物 未公開圖面Ⅵ 忠淸南道』, pp270·329·348(原典: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

古蹟調査資料(忠淸南道)』2, 番號 23 城址(銅城國有林)).
121. 1間이 1.818182m 이므로, 500間은 약 909.1m 정도가 된다.
122.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攬 (上卷)』, p.731.
123.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983, 「天安市 및 天原郡 管內 古代山城 分布 調査報告」, 『百濟硏究』 14,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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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는 넓은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다량의 백제토기편들이 산견되고 있어 건물지로 추정되
었다. 그리고 남쪽 능선부의 헬기장 주변으로도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벽 중 동벽
은 석축벽으로 폭 1m, 높이 1.7m 정도가 잔존해 있고 이외 구간들은 토석혼축의 성벽으로 파악되
었다. 이중 서벽은 윤곽선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북벽과 남벽은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조
사 당시에는 남쪽 능선에 백제고분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표 6. 동성산성 조사 및 연구 연혁

연도

서명

재료
(둘레)

현황

시기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忠淸南道)

土壘·石壘
(500間=910m)

土壘 및 石壘로서 겨우 壘蹟만 잔존. 三韓時代 農城이라 칭
함.

三韓

1971

全國遺蹟目錄

土壘·石壘
(500間=910m)

동성산의 정상. 土壘 및 石壘.

1977

文化遺蹟總攬 (上)

(800m)

성문은 銅으로 만들었다 하여 銅城 또는 구리성이라 함. 일
명 農城.

1983

百濟硏究 14집

토석혼축·석축
(500m)

동벽 높이 1.7m, 폭 1m 석축벽 잔존, 남벽 능선부 문지1개소,
동벽 중간 문지 1개소, 경작지 및 정상부 헬기장 평탄지 추
정 건물지. 백제토기편 출토.

백제

1986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1집

토석혼축·석축
(500m)

서·북·남벽 토석혼축, 동벽 높이 1.7m, 폭 1m 석축벽 잔
존, 동벽 중간 문지 1곳, 경작지 및 정상부 헬기장은 추정 건
물지. 승석·격자·파상문토기편 출토.

백제

1986

百濟硏究 17집

(500m)

일부구간 높이 1.7m, 폭 1m 석축성벽 구축했지만 그 외 붕괴
가 심함. 승석·격자·파상문토기편 출토.

백제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中)

토석혼축·석축
(500m)

서·북·남벽 토석혼축, 동벽 높이 1.7m, 폭 1m 석축벽 잔
존, 동벽 중간 문지 1곳, 경작지 및 정상부 헬기장은 건물지
로 추정. 승석·격자·파상문토기편 출토.

삼국

1991

文化遺蹟總攬 (城郭 官衙
篇)

토석혼축
(300m)

동벽 한가운데 문지 1, 북쪽 성내 평탄지 건물지로 추정. 격
자문토기편 출토.

백제

1993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7집

토석혼축
(500m)

서·북·남벽 토석혼축, 동벽 높이 1.7m, 폭 1m 석축벽 잔
존, 동벽 중간 문지 1곳, 남쪽으로도 문지 1곳, 내부 경작지
및 정상부 헬기장은 건물지로 추정. 승석·격자문토기편, 태
선·격자기와편 출토

백제

1997

天安市誌 (下)

土石築(500m)

서·북·남벽 토석혼축, 동벽 높이 1.7m, 폭 1m 석축벽 잔
존, 동벽 중간 문지 1곳, 남쪽 산 등성이 문지 1곳, 성내 경작
지는 건물지로 추정. 승석·격자·파상문토기편 출토

백제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忠南 天
安市)

토석혼축
(500m)

서·북·남벽 토석혼축, 동벽 높이 1.7m, 폭 1m 석축벽 잔
존, 남벽 문지 1곳, 성내 평탄지 다수. 경작지·헬기장 이용
건물지로 추정. 승석·격자문토기편, 태선·격자·무문기와
편 출토.

백제

1999

天安의 關防遺蹟

토석혼축
(500m)

남서쪽 문지 추정지 1곳, 동벽 및 남서벽 석벽일 가능성 有,
산 정상부 장대지. 수량의 토기편 출토.

백제

2000

忠淸大 博物館誌 9집

2001

天安市 鄕土硏究 12

석축
(360m)

성벽은 협축과 편축식 축조, 높이 1.2~1.8m 잔존, 건물지는
정상부 동쪽 평탄대지로 추정, 문지는 동벽 중간과 남벽에
각각 1개씩 2개소의 석축문지 잔존. 호·난형호·심발형·
고배·뚜껑류 등 4~5C 백제유물 출토.

백제
4~5C

2011

韓國考古學辭典
(城郭 烽燧篇)

석축
(500m)

문지는 동벽 중간과 남서쪽 경사면에 각각 1개씩 2개소. 건
물지는 문지 남쪽 경작지와 정상부 헬기장으로 추정. 삼국
시대 백제 토기편 다수 출토.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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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跡調査資料(忠淸南道)』2, 番號23 城址(銅城國有林), p.129.
1971. 文化財管理局, 『全國遺蹟目錄』, p.118.
2010. 國立中央博物館, 『光復以前 調査遺蹟遺物 未公開圖面Ⅵ (忠淸南道)』, p.270·329·348.
1977.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 p.731.
1983.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天安市 및 天原郡 管內 古代山城 分布調査報告」, 『百濟硏究』 14, pp.247~248.
1986. 百濟文化開發硏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1輯 天原·舒川·保寧·禮山·燕岐』, pp.65~66.
1986. 成周鐸, 「百濟城址와 文獻資料 -大木岳郡·甘買縣·仇知縣을 중심으로」, 『百濟硏究』 17,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pp.97~111.
1989.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韓國의 城郭과 烽燧』 中, pp.342~343.
1991. 忠淸南道, 『文化遺蹟總覽(城廓·官衙篇)』, pp.318~319.
1993. 百濟文化開發硏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 第7輯 天安市·天安郡篇』, pp.179~180.
1999. 서울大學校人文科學硏究所, 『天安의 關防遺蹟』, pp.111~118.
1997. 天安市誌編纂委員會, 『天安市誌(下)』, pp.1749~1750.
1998. 國立文化財硏究所, 『文化遺蹟分布地圖 -忠南 天安市-』, p.81.
2000. 여홍기외, 「天安 東城山城 出土 百濟土器類 檢討」, 『博物館誌』 9, 忠淸大學博物館.
2001. 백종오외, 「天安 東城山城 出土 百濟土器類 檢討」, 『鄕土硏究』 12, 天安鄕土史硏究所.
2011. 國立文化財硏究所, 『韓國考古學專門事典 城郭·烽燧篇』, pp.375~376.

80년대 중반 기록물인 『忠南地域의 文化遺蹟』의
동성산성 관련 내용은 위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124 그러던 중 병천천유역의 성지와 고문
헌을 함께 검토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125 여기에
서는 성지를 대상으로 그 규모, 치소, 유형 및 배치
그리고 일원의 취락 등을 함께 검토해 봤는데, 동성
산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성의
둘레는 약 500m이고 일부 구간은 높이 1.7m, 폭             사진 4. 동성산성 동벽 모습(문화유적총람 1991)
1m 정도의 석축으로 성벽을 구축했지만 붕괴가 심
하고 성안에서는 승석문, 격자문, 파상문 등의 백제
토기편들이 다량 출토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80
년대 후반에는 처음 발간된 것으로 관방시설의 총람
이라 할 수 있는 『韓國의 城郭과 烽燧』가 간행되었
는데,    126 80년대 초~중반 기록물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성벽 중 서벽의 경우 흙과 모래를 혼축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지표유물 중 승석문·격자

           사진 5. 동성산성 동벽 모습(충남지역의 문화유적 1993)

124.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86,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1輯 天原·舒川·保寧·禮山·燕岐』, pp.65~66.
125. 成周鐸, 1986, 「百濟城址와 文獻資料 -大木岳郡·甘買縣·仇知縣을 중심으로」, 『百濟硏究』 17,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126.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中』, pp.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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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상문 등이 산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동성산성에 대한 주요 기록
물로서는 『文化遺蹟總攬(城郭 官衙編)』과 『忠南
地域의 文化遺蹟』, 『文化遺蹟分布地圖』 등이 있
다. 우선 90년대 초 『文化遺蹟總攬(城郭 官衙
編)』의 내용은 80년대 초~중반과 큰 차이가 없
고,    127 천안지역의 유적 상황을 좀더 상세히 다
룬 1993년의 『忠南地域의 文化遺蹟』에서는 이전
과 달리 동성산성과 함께 남쪽 능선부에 위치한
고분군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었다.    128 동성산성
의 기술에 있어서는 유물에 대한 내용이 한층 보
                    사진 6. 도원2리 고분군의 노출 모습

강되었다. 즉 내부에서 다량의 토기편과 함께 새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1993)
롭게 기와편이 산견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데, 문양으로는 태선문·격자문·무문 등이 있
고 두께가 얇은 모습으로서 일부는 백제시대 유
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남쪽 능선의 고분군인 도원2리 고분군에서는 지
표조사를 통해 2기의 고분이 확인되었고, 대략
10여기의 고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노
출된 고분의 평면 규모는 230×150㎝, 220×
60㎝ 정도이고, 1기는 횡구식 혹은 수혈식 형태
의 석실분으로 추정되었지만 유물은 이때 확인
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90년대 중반 천안시의 『文化遺蹟分布地圖』 는        도면 38. 동성산성과 도원2리 고분군(문화유적분포지도 1998)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주도로 제작되었다.    129 여기
에서도 이전 성과를 반영하여 동성산성과 고분군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고 분포도면에 표시하였다.
90년대 말에는 『天安의 關防遺蹟』을 통해 동성산성에 대해 일부 살펴지기도 했다.    130
한편 동성산성의 유물 상황과 축조시기에 대한 연구성과가 2000년대 초에 있었다.    131 이를 통해

127. 忠淸南道, 1991, 『文化遺蹟總攬(城郭 官衙編)』, pp.318~319.
128. 百濟文化開發硏究院, 1993,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7輯 天安市·天安郡編』, pp.179~180.
129. 國立文化財硏究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忠南 天安市』, p.81·169.
130. 서울大學校 人文學硏究所, 1999, 『天安의 關防遺蹟 -慰禮山城 周邊 地表調査 報告書』, pp..
131. 여홍기외, 2000, 「天安 銅城山城 出土 百濟土器類 檢討」, 『博物館誌』 9, 忠淸大學博物館, pp.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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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산성의 둘레는 360m이고 서벽과 남벽은 狹築式으로 축조하였으며 북벽과 동벽은 片築式으
로 잔존높이가 1.2~1.8m라 되어 있다. 門址 역시 이전과 달리 동벽 중간에 위치한 1개소는 폭이
3.5m 정도이고 남쪽의 석축 문지는 1.5m 폭으로 기술되어 있다. 建物址는 3개소가 있으며, 유물
양상을 통해 볼 때 산성의 연대는 대체로 4~5세기로 추정하였다.

                     도면 39. 동성산성 출토 유물(여홍기외 2000)

특히 유물은 고배·뚜껑·단경호·옹·장란형토기·심발형토기·완 등의 기형이 있고 승문+횡
침선·승석문·승문·교차승문·격자문 등의 문양이 확인되는 216점이 수록되어 있다. 동성산성
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성과로서는 『韓國考古學專門事典』이 있다.    132 여기에서는 산의 중복부와 선
상부 일부를 횡단하여 성벽을 축조하였는데, 土石混築으로 전해지지만 원래 석축이었던 것으로 추
정하였다.
이와 같이 1910년대 후반이후 부터의 조사 및 연구성과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이 간취
된다. 우선 산성의 전체적인 평면 구조와 규모이다. 1917년도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馬鞍形의 토
축 성벽과 북쪽의 테뫼식 석축 성벽으로 된 평면 구조이고 둘레는 500間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
것은 909.1m 정도로서, 이후 평면 구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살필 수 없으나 800m(77년),
500m(83·86·89·93·97~99·11년), 360m(00·01년), 그리고 300m(91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번 조사과정에서는 RTK-GPS로 측량한 둘레는 918m 정도로 계측되었다. 그리고 유물
은 백제토기류에 한정하여 산견되는 점이 동성산성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1993년 기록물에서
太線紋·格子紋·無紋 등의 기와편들이 산견되면서 일부는 백제시대 유물로도 볼 수 있다고 한 점
이 주목된다. 漢城期 지방에 위치한 산성에서 백제시대로 볼 수 있는 기와가 존재한다면 그것만으
로도 동성산성의 位相이나 중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번 조사를 통해서
기와편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살펴지지 않았다.

132. 國立文化財硏究所, 2011, 『韓國考古學專門事典 城郭-烽燧編』,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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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쪽 능선일대에 고분군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0년대 초까지 거의 완형에 가
까운 유물들이 확인되어 고분군이 위치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유구를 확인할 수 없었다가, 90년대
전반 이후로는 지표상 竪穴式 혹은 橫口式 형태의 石室墳으로 추정되는 구조가 확인되어 확실하게
고분군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점은 금번 성벽 둘레 계측과정에서 기존의 도원2리
고분군으로 설정된 범위가 토축성벽 남쪽 절반부(동성산 남쪽 미고지 일원) 안쪽에 포함되고 지표
상 고분 석재로 볼 수 있는 흔적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표상 북쪽 절반부(동성산 정상
부 일원)에서 진행한 시굴조사 트렌치상 노출된 유물들과 동일한 양상의 토기편들이 산견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추정 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고된 유물들은 동성산성 내 생활·저장 유구들이
삭평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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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銅城山城의 調査內容沿革

銅城山城은 해발고도 238m(比高 128m)의 동성산 정상부에 축성된 산성으로, 성벽은 산 정상부
주변의 경사면을 일주하는 토축 성벽이 잔존한다. 조사는 우선 해방전후 이후의 時系列資料를 통
해 산성 및 동성산 일원의 通時的 狀況을 검토하고, 앞서 고고학적 조사연혁에서 확인되듯이 산성
의 규모나 성벽 양상 등에 있어 여러 차이가 큰 모습들이 확인되는 만큼 산성에 대한 현황측량 조사
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금번 동성산성 시굴조사는 북쪽 일원의 성벽과 성 내부 일원에 대한 트렌
치 조사를 통해 동성산성의 성격이나 유구양상의 파악 등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간략히 보면 현황측량 결과 동성산성은 정상부 경사면을 둘러싼 형태로 성벽은 土築했으며 전체
둘레는 917.95m로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地勢를 따라 남북방향이 길쭉한 세장타원형이다. 성벽
상부는 대부분 유실되고 성벽 안쪽 평탄면만이 잔존한다. 이와 함께 내부 능선 주변 일대 역시 지
형삭평이 심해 확인된 유구들의 잔존깊이가 얕고 토기편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 한편 성벽 정상
부 서쪽에는 폭 4m, 높이 약 1.5m로서 약 5단 정도의 石築이 확인된다. 석축은 거칠게 쪼갠 석재
를 사용하였고 석재의 면과 면, 수평열 등이 맞지 않아 빈공간이 많으며, 단단한 기반층이 아닌 성
긴 흙 위에 하부의 1단 석축이 놓여 있어 기반이 약한 모습이다. 기존 조사 보고에서 석축은 정상부
를 감싸는 둘레 약 277m의 內城 또는 堡壘로 추정해 왔다. 하지만 금번 조사결과 확인된 잔존 석
축은 석루와는 별개의 시설로 판단되며, 기존 조사에서의 내성 혹은 보루라기 보다는 시계열자료에
서 확인되듯이 성내 평탄면 가장자리에 시설된 경작과정과 관련된 축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그리고 성 내부 곳곳에 건물지로 추정되는 평탄지들이 확인된다. 산성의 북벽 내부에는
경작지로 개간된 넓은 평탄지가 확인되고 정상부 역시 완만한 평탄지가 존재한다. 평탄지에서는 다
수의 토기편들이 확인되는데 건물지 등 성내 관련시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과정에
서는 실제로 柱孔 흔적들과 함께 목탄이나 소토가 확인되는 추정 住居址 및 貯藏穴·竪穴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1. 銅城山城의 時系列 變化
해방 전후인 1947년 촬영 항공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동성산의 서쪽 사면 일대의 樹林은 드문
편이다(사진 7). 성벽은 남·북의 두 미고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인데 북쪽 미고지를 기준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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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역에는 서쪽 사면부처럼 樹林이 드문 편이다. 한편 성벽 중 東壁은 전체적으로 통과구간이 희
미하게 관찰되고, 동벽 북쪽 인근과 남쪽 회절부 안쪽으로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1968년 촬영의
항공사진을 보면 기존 21년 전의 상황과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사진 8). 우선 북쪽 미고지 주
변으로는 이랑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대규모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北壁 전구간과 西·
東壁 일부에 걸쳐 능선 정상부까지 개간된 상태이고(사진 9·10), 남·북 미고지 사이의 鞍部 중
북사면 및 능선 일원으로도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사진 11). 이렇게 개간된 경작지 양상 중에는
북서쪽 성벽 및 동벽 안쪽에 형성되어 있는 평탄지(回廓)를 따라 세장하게 밭을 개간한 모습이 관찰
된다. 그리고 도원리쪽에서 산성 내 경작지로 접근하는 小路가 서쪽 기슭부터 내부로 이어진다(사
진 12). 한편 북쪽 미고지 정상부 일원에는 장방형으로 헬기장 혹은 경작지가 새롭게 조성되었고
그 동쪽 능선 아래로 희미하게 굴착된 지형이 관찰된다. 민묘는 여러 지점에 걸쳐 조성되기 시작했
다. 보면 鞍部 경작지와 인접한 지점에 2개소, 남동벽 통과구간에 접하여 1개소의 넓은 민묘 조성
이 이루어졌다. 또한 산기슭 상부로 대규모로 경작지들이 개간되어 전체적으로 동성산 주변지역의
農作이 활발해진 모습이다. 또 동벽을 따라 북쪽에 위치한 남·북간 소로가 선명하게 조성되어 있
고, 이전과 달리 서벽 통과선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1970년에 촬영한 사진에서는 2년 전과 같이 북

           사진 7. 1947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9. 북쪽 폐경작지 모습(북벽 내부)

           사진 8. 1968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10. 북쪽 폐경작지 모습(서벽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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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1. 남쪽 폐경작지 모습(동벽 중간 내부)

           사진 13. 1970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12. 도원리 방향 소로(서벽 중간부)

       사진 14. 북쪽 미고지 동편의 묘터 조성지

쪽 미고지 일원이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헬기장 또는 경작지는 그 흔적이 희미한 점으로 보아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사진 13). 그리고 1968년 사진에서 희미하게 보이던 헬기
장 혹은 경작지 동쪽의 굴착지형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7~8개소로 구덩이 형태의 굴착한 지형이 새
롭게 보인다.
후에 묘를 조성하기 위한 터로 사면 상부쪽을 삭토하여 L자 형태로 굴착했다(사진 14). 여기에서
는 서벽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城壁 통과선과 내부 평탄지(回廓)가 관찰되고, 사면의 미곡부가 형
성된 지세를 따라 완만한 곡선형태를 이룬다.
다음 6년 후인 1976년 항공사진을 보면 확실히 추정 헬기장(경작지)이 더 이상 이용되지 않고 있
다(사진 15). 즉 1968~70년 사이에 일시적으로만 활용되었다. 기존에 조성했던 묘자리 중 남쪽에
묘 1기가 새롭게 조성되었고(사진 16), 북벽 안쪽 평탄지에 조성되어 있는 경작지로 접근하는 小路
가 북서쪽 능선으로부터 이어진다. 1976년 사진에서 보이는 동성산성은 성벽 통과선을 기준으로
성 내외부의 수림상태가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평면 평면형태가 드러난
다. 1976년에서 7년 경과 후에 촬영된 1983년 항공사진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수림이 우거진 모
습으로 내부 경작지도 부분적으로 축소된다(사진 17). 우선 북벽 안쪽 경작지중 서벽 회곽에 위치
한 세장한 경작지는 초입부에 일부 수림이 새롭게 보이고 있어 더 이상 개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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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5. 1976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17. 1983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16. 묘터 조성지 남쪽의 민묘 모습

사진 18. 1989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이고,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작지의 남쪽 경계부는 기존 경작범위와 새롭게 개간된 범위가 중첩
되어 남아 있다. 그리고 鞍部 북사면의 경작지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추정 헬기장(경작
지)이 위치해 있던 미고지 주변으로도 수림이 우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북쪽 경작지로 접근가
능한 것으로서 도원리에서 이어지는 소로가 선명하게 확인된다. 1989년 사진에는 전체적으로 수목
상태가 우거진 상태로서 북쪽 일원을 제외하고는 수목 차이에 의해 성벽 통과선이 희미하게 관찰된
다(사진 18). 수목이 우거짐과 함께 1983~1989년 사이에 걸쳐 산성 내 경작행위는 단절되었고 폐
경작지를 따라 점차 樹林化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리고 수목 영향도 있겠지만 서쪽 도원리에서
이어지던 소로가 확인되지 않아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북동쪽 일원과 남쪽
일원의 묘역일원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1991년 이후부터는 수목이 우거져 더 이상 성벽 통과선을 명확히 살펴보기는 어렵다. 1991년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북벽과 함께 동·서벽 일부의 윤곽이 관찰되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묘역관리가
되고 있다(사진 19). 4년 후인 1995년에는 북쪽 성벽 일원의 내부도 수목이 우거진 모습으로 희미
하게 성벽 통과구간이 관찰될 뿐이다(사진 20). 그리고 구헬기장 동편에 조성된 민묘와 남쪽 회절
부 안쪽의 민묘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1999년 사진에서는 북쪽 미고지 동편의 민묘들
만 관리되고 있을 뿐, 사람의 왕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낙엽이 진 후의 상황이지만 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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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9. 1991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20. 1995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21. 1999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22.  2000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23. 2006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사진 24. 2010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로 연결되었던 小路 모습은 흔적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사용되지 않는 모습이다(사진 21). 기존과 마
찬가지로 북쪽 일원의 성벽 통과선이 비교적 잘 확인될 뿐, 이외 구간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2000년에 촬영된 사진은 1년 전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사진 22). 그러다가 2006년 사진을
보면 큰 변화가 관찰되는데, 2000~2006년의 기간 동안 동성산 주변으로 송전전로가 설치되었다
(사진 23). 우선 북쪽 미고지의 동편으로 동벽 통과선을 훼손하면서 성 내에 철탑이 설치되면서 주
변의 넓은 범위에 걸쳐 계단식으로 사방공사시 석재를 쌓아 만든 축대가 설치되었다(사진 25).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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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5. 북쪽 철탑 주변의 축대시설 모습

          사진 27. 능선주변의 소나무 조림 모습

           사진 26. 북쪽 철탑 주변의 지표 모습

사진 28. 2014년의 동성산성(국토지리정보원 제공)

탑 대지는 현지조사 결과 L자 형태로 사면을 깊게 굴착해 만든 후 콘크리트로 기초를 마련했다(사
진 26). 시굴조사과정에서 능선을 따라 설치한 트렌치 내부와 지표근처에서 잔여 콘크리트 폐기물
이 남아 있었으며, 현 지표로부터 최대 1.5m 이상 깊게 굴삭기 굴착흔적이 연속적으로 확인되었
다. 트렌치가 현재 철탑이 위치한 곳과 비교적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철탑 조성 당시 주
변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형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철탑 역시 서
남쪽 성벽이 통과하는 구간까지 철탑 후사면의 사면공사로 인해 훼손된 상태다. 한편 능선을 따라
두 철탑 사이로 소로길이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다. 현재 이 소로길을 따라 능선 정상부 주
변으로는 수년 된 소나무들이 인공조림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 촬영된 2010
년, 2014년의 사진에서 유지되고 있다(사진 27·28).
요컨대 광복 이후의 항공사진을 통해 살펴 본 동성산성은 크게 두 번에 걸친 지형 개변과정에
서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먼저 성내 경작지를 개간한 것으로 1968년 촬영한 사진을 고려한다면
1947년 이후 1968년 이전에 북쪽 미고지 일원의 평탄지 및 완사면 일대가 경작지로 개간되면서 지
형이 크게 변화했다. 이후 90년대 이전인 1983~1989년간에 더 이상의 경작행위는 이루어지지 않
고 폐경되었다. 한편 1942년 현지조사 기록에서 보이는 石壘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1947년 자료
를 보면 북쪽 미고지 일원만을 감싸는 희미한 윤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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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항공사진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분명 그 흔적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다만 이후에 촬영된
1970년 사진 등에서와 같이 미고지 남쪽으로 능선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윤곽이 확인되고 있어 실
제 石壘 혹은 석축이 실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다.
다음으로 동성산성의 훼손이 가속된 계기는 송전선로의 건설이다. 2000년과 2006년 항공사진
을 비교해 보면 2000년 이후 2006년 이전의 연간에 송전탑 2개소가 동성산성의 동벽과 남서벽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두 철탑간 능선일대의 벌목과 함께 굴착작업이 이루
어졌던 것이 소나무 조림과 금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굴삭기에 의한 굴착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1990년 이전의 경작행위와 2000년대 초반의 송전선로 공사로 산성 훼손이 가속화되었는
데, 약초 채취나 토축으로 축조한 성벽인 탓에 현재도 지속적으로 頹落하고 있다.

2. 銅城山城의 現況測量
동성산성은 두 정상부를 감싸고 있다. 즉 북쪽의 동성산 정상부(237.82m)와 남쪽의 미고지
(237.56m) 주변의 사면을 따라 성벽이 일주한다. 동성산이 위치한 북쪽 능선은 북서-남동방향이
었다가 남쪽에 위치한 미고지로 가면서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능선이 휘어 있고 두 정상부일대
능선의 평면은 세장한 타원형이다.
동성산 지형은 전체적으로 산사면이 급한 경사를 이루는데 특히 서사면이 급경사를 이룬다. 그
리고 북동쪽 일원으로 능선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내부에 넓은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다. 남쪽
미고지와는 鞍部로 연결되며 동·서 양쪽이 잘록한 지형을 이룬다. 이 안부의 북동쪽에는 현재 송
전탑이 세워져 있다. 남쪽 미고지 일대는 기존에 도원2리 고분군 범위로 설정된 일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지 조사과정에서 고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표상 관찰되는 유물들이 북쪽의 동성
산 일원에서 확인되는 유물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성 내 생활유구들의 삭평과정
에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고지 서쪽으로는 추정 성벽 통과구간부터 정상부 근처까지
깊게 지형이 들어가 있어 인위성이 의심된다. 이외에도 서벽 내측의 사면을 따라 건물지가 위치해
있을 수 있는 중·소규모 평탄지들이 남쪽 회절부 일원까지 분포한다.
성벽은 추정 성벽 통과구간 안쪽에 분포하는 일주형태의 평탄지 외연을 따라 측량했다. 이중 능
선 주변으로는 선명하게 평탄면과 사면 경계가 확인되지만, 동·서 양쪽 성벽의 경우 급경사로 인
해 많은 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번 시굴조사 과정에서 일부 성벽 내 평탄지만이 남아
있는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앞서의 시계열 분석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한 鞍部 북쪽의 동성
산 일대에는 해방이후 경작지로 되기도 했지만, 남쪽 미고지 일원은 민묘역 조성 외에 별다른 개변
행위가 없어 왔고 외연을 따라 평탄지가 일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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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40. 동성산성의 지형 및 지형단면 위치(S=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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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지와 사면 경계부를 따라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벽의 둘
레는 917.95m, 내부면적 24,020.88㎡(약 7266.3坪)인데 유실부분
을 추정하여 둘레를 산출하면 계측된 것보다 5~10여m 정도 줄어들
수 있다.
능선을 따라 남북 단면상 지형 변화(A-A′)를 보면, 동성산 정상부
와 남쪽 미고지를 둘러싼 형태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중간 능선일대가
말안장처럼 잘록한 형태를 띠고 있다(도면 41). 양쪽 능선 모두 완사
면을 이루고 있는데, 금번 조사과정 중 이러한 완만한 지형을 따라 추
정을 포함한 주거지 및 수혈유구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북쪽 성벽은
해발 228.4m 정도이고 동성산 정상부와는 9.4m의 비고차를 보인다.
그리고 정상부 주변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완사면은 7~9°의 경사를
보이는데, 성벽 외부로는 36°로서 급경사 지형이다. 남쪽 회절부의 성
벽은 해발 229.2m로 미고지와는 8.4m 정도의 비고차를 보이며, 내
부 능선 경사는 8~11°로 완만하다.
한편 산성내 횡단면에서 보이는 지형상황을 보면, 우선 동성산 정
상일대(B-B′)에서는 서벽은 해발 228.5m, 동벽은 해발 227.5m로
각기 정상부와는 9.3m와 10.3m의 비고차를 보이며, 두 성벽간 평면
거리는 46.5m 정도이다(도면 42). 사면경사는 서벽의 성내 경사 40°,
성외 경사 32°로 역시 급경사를 이룬다. 동벽은 정상부 주변에서는
22°였다가 아래로 가면서 33°로 급경사를 보이며, 성외부의 사면 경사
는 43°로 측정된다.
다음 鞍部 주변의 횡단면에서 보이는 동·서 성벽간 평면거리는
35.5m로 좁아지고 성벽은 서벽 해발 221.1m, 동벽 해발 228.9m로
정상부와는 각기 16.1m, 8.9m의 비고차를 보인다(C-C′). 사면경사
는 서벽의 경우 鞍部 정상부 주변에서 34°로 급한 경사를 보이다 중하
단부에서는 21°로 완만해지며 성외에서는 37°의 급경사면을 이룬다.
동벽은 성내 19°, 성외 29°의 경사를 이룬다. 남쪽 미고지 일대에서는
다시 동·서 성벽간 평면 거리가 넓어져 42.2m이다(D-D′). 서벽 해
발 227.8m, 동벽 230.9m로 각기 미고지 정상부와는 9.76m와 6.7m
정도의 비고차를 보인다. 서쪽 경사는 정상부 주변 12°, 중단부 31°,
하단부 18°로 중단부에서 급경사를 보이고, 성외의 산사면은 22°로 다
        도면 41. 지형 종단면
           (A-A′, S=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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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급한 경사를 보인다. 그리고 동쪽은 성내에서 36°의 급경사를 보이
고 성외에서는 29°로 역시 다소 급한 경사각도를 이룬다.

                  도면 42. 지형 횡단면(B-B′, C-C′, D-D′, S=1:600)

이렇게 성벽은 대체로 해발 228~230m에 위치하는데 남동쪽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며, 鞍部 서
쪽에서는 221m로서 낮은 미곡부를 따라 성벽이 통과한다. 경사도는 능선을 따라 7~11°로 완만한
반면, 횡단면상에서는 대체로 급한 경사를 보인다. 즉 동쪽 사면은 19~36°로 남쪽 미고지에서 급한
경사로 나타나고, 서쪽 사면은 18~40°로 鞍部와 북쪽 동성산에서 급한 경사를 보인다. 한편 성벽
외부의 사면 경사는 29~36°로 급한 경사인데, 남쪽은 능선이 이어져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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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43. 조사지역(동성산 일원) 범위 및 Trench 배치도(S=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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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銅城山城의 Trench調査
동성산성 중 북쪽지역인 동성산 일대의 조사를 위해 모두 15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했다(도면 43).
우선 능선을 따라 종방향으로 Tr.1~4·15 등 5개의 트렌치를 설치했고, 서쪽 사면을 따라 Tr.5~9
등 5개소의 트렌치를 설치했다. 한편 동쪽지역의 성벽 통과구간 및 내부평탄지는 사유지로 금번
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평탄지와 인접한 사면지역에 따라 Tr.10~14 등 5개소
의 트렌치를 설치했다. 시굴조사 결과 Tr.1에서 성벽 양상과 함께 내부 평탄지의 모습이 남아 있고
Tr.5·9에서는 기반 성토부와 내부 평탄지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로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외 성내에 설치한 트렌치들에서는 추정되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주거지와 주혈들이 주
로 능선일대를 따라 분포해 있고 측면에는 원형수혈이나 저장혈들이 집중되어 있어 성격에 따라 분
포구역을 달리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표 7. 트렌치별 유구 목록
성격

트렌치

1

성벽

1

주거지

1

수혈

2

1

3

4

2

4

5

6

7

8

9

(1)

(1)

1

1

1

1

1

2

10

11

13

(1)
1

2

2

2

1

5

5

1
2

2(3)

0

0

0

4(5)

15

0

3

1
2

주공

14

계
1(3)

저장혈

계

12

1

1

2

3(4)

8
2

1

14(15)

4

6

10

2

8

11

41(44)

금번 조사를 통해서는 모두 41기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중 개별 트렌치에서 확인되었
지만 동일한 유구인 경우에는 괄호 안의 숫자를 통해 트렌치별 표기하였다. 종류별로는 성벽 1기,
추정되는 것을 포함한 주거지 14기, 수혈 8기, 저장혈 10기 및 주공 8기 등이다. 우선 주거지는
1~5·9·12·14·15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는데 동성산 정상부 주변에 집중된 양상이다. 수혈은
2·4·5·9·11·13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고 저장혈은 12·14·15번 트렌치에서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동성산 정상부를 기준으로 동사면에 편재하고 있다. 주공은 2·3·9·11·12·15번 트렌치
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외 트렌치 조사과정 중 상부 퇴적층에서 다량의 토기편들이 노출되
었다. 이것은 트렌치별 조사현황도에 그 위치를 표시해 놓았다.
이러한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우선 성벽 통과구간에 설치한 트렌치를 중심으로 성벽
양상을 살펴보고, 다음 성내 지역에 설치한 트렌치를 통한 내부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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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城壁調査
(1) 트렌치 1
① 토층 양상과 北壁(도면 44·46, 사진 102~106)
1번 트렌치는 조사지역의 능선 중앙에서 이어지는 축선을 따라 북벽을 관통하여 설치했다. 조사
결과 동성산성의 북벽과 함께 내부에서 고래시설 일부가 확인되었다.
성벽은 16° 정도의 산경사면을 따라 지표흙을 걷어낸 후 흙을 성토하여 축조했다. 잔존하는 규모
는 기저부 잔존 폭 7.61m, 내측 잔존 높이 0.67m, 외측 잔존 높이 2.95m 정도이고 성벽이 통과하
는 구간의 해발고도는 내측 227.8m, 외측 224.9m이다. 축조방식은 4차 공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데, 1~3차 공정은 토루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고 4차는 마련된 기반 위에 본격적으로 상부성토를
하는 단계이다.
1-1차는 정지면 외측에 폭 2.38m, 높이 0.9m 정도로 土堤와 유사한 둔덕 형태로 성토작업
을 해 내측으로 가면서 오목한 형태를 띤다. 이때 사점질토와 점질토를 교호로 축토했으며 점질
토 내에는 암반 부스러기 등의 석립이 포함되어 있다. 1-2차는 정지면 내측의 성토작업으로서 폭
3.05m, 내측기준 높이 1.16m 정도 바깥쪽으로 적색 점질토를 이용해 덧대듯이 斜築한 후, 외연에
서 다시 0.8m 폭으로 암반부스러기나 석립이 포함된 점질토를 성토했다. 성토층은 상당히 단단한
편이다.
이후 2차 공정에서는 1-1차 공정 상부에 암반 부스러기와 잔석립이 섞인 점질토를 이용해 성토
하는 과정으로 중간에 회흑색조를 띠는 사점질토가 일부 관찰된다. 성토작업은 1-1차 공정의 상면
에 준하여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상면 전반에 걸쳐 회흑색조 사점질토가 피복토로 확인되며, 그
결과 토루 기반의 상면은 17° 정도로 성 외부를 향해 경사를 이룬다.
다음 3차 공정은 1차 성토과정의 상면에 걸쳐 성토작업을 실시하여 토루 기반을 완성하는 단계
로, 작업 결과 기반 상면은 6° 정도로 수평에 가깝게 되었다. 성 외측부터 내측으로 가면서 암반 부
스러기나 석립이 포함된 (사)점질토를 이용해 축조했으며 상면은 회흑색조의 점질토로 피복했다.
역시 상면 마무리는 회흑색조 사점질토가 이용되었다. 4차 공정은 토루 기반 위에 수평을 유지하면
서 (사)점질토와 회흑색 사점질토를 교호로 성토하면서 성벽을 구축했다.
전체적으로 2차 공정 이후에는 공정별 상면이나 중간 피복토라 할 수 있는 회흑색 사점질토와 주
변 퇴적층간 경계가 보이는 점에서, 존재했다면 토루 피복 부분은 성의 기능이 다한 후에 유실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성내 퇴적토의 토질이 대부분 사질포함 정도가 풍부하고, 암반부스러기를
포함하여 굵은 모래질로 된 사질퇴적층이 성벽의 내측에 연접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양상을 고려
해 본다면 내부 퇴적 진행시 유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 과정에서 성토부 외부가 유실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공정별로는 목주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 먼저 1차 공정에서는 외면에
암적색의 점질토를 덧대는 과정 중 정지한 요철면이나 성토흙 중간부에서 흔적이 확인된다. 3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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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2차 공정 연직방향인 외측에 목주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약간 안
쪽으로 기울어 있다. 수평을 이룬 후의 성토과정인 4차 공정 단계에서는 성벽 상면 주변으로 추정
목주흔들이 남아 있다.
성내 평탄지의 퇴적은 우선 높이 35~46㎝ 두께로 사점질토 퇴적이 이루어졌다. 성벽 내측에 연
접해 있는 사질토(13)가 퇴적 이후에는 점질토와 사질토가 얇은 띠를 이루면서 교호로 퇴적된 양상
을 보이고 이어 미사질 포함량이 높은 사점질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명흑갈색내지 명회갈색을 띠는
사점질토가 퇴적 상층을 이룬다. 이후 성벽 안쪽을 따라 갈색의 사점질토 퇴적이 이루어지다가 표
면을 따라 흑갈색 사점질토가 두껍게 퇴적되었는데 미사질 함량이 높은 편이다. 여기부터 현 지표
근처까지는 비슷한 모습으로 미사질 함량이 높은 사점질토가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특히 흑갈색
사점질토(5) 위의 퇴적층군 내에서는 능선일대의 퇴적층에서 다량의 토기편들이 산견되는 것과 같
이 토기잔편들이 다수 섞여 있다.
② 1-1號 住居址(도면45, 사진107~124)
1번 트렌치의 성벽 통과구간 절개과정에서 성
내 평탄지와 내측 사면간 경계부에서 1-1호 주
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의 전모는 추후 발
굴조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
다. 여기에서는 트렌치 내부의 노출 상황을 기
술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주거지는 남쪽 사면 하단을 굴착하여 남쪽 벽
체와 바닥면을 조성했으나 성벽 방향의 북쪽 경
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성내 사면쪽으로 양쪽에
벽석을 세운 고래를 설치했다. 주거지 벽면 보
다 좀더 사면 안쪽으로 굴착한 결과 평면상 凸
字 형태의 어깨선을 이룬다. 노출 당시 벽석으
로 사용되었던 석재들은 모두 왼쪽방향으로 넘
어진 상태로, 내부퇴적토와 넘어진 석재 사이에
서 목탄과 순수 모래가 면을 이루면서 남아 있
다. 우선 목탄 부스러기들은 띠를 이루고 있어
浮游했던 것으로 보이고, 흙에서 분리된 모래입
자가 고저차에 따라 입자별로 퇴적 위치를 달리
한다. 이를 통해 보면 초기의 내부퇴적이 침수
나 유수 퇴적과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벽                        도면 45. 1-1호 주거지(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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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안쪽면은 붉게 불맞은 흔적이 남아 있고 퇴적토는 중미사의 모래질 위주로 소결토와 목탄이 다
수 섞여 있다.
벽체를 안쪽으로 더 굴착한 부분에서는 풍화암반 벽을 한쪽 벽체로 하고 다른 쪽은 석재를 세웠
다. 고래는 주거지 후벽 왼쪽(동쪽)을 향해 ㄱ자형으로 굴절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잔존하는 입
구쪽 규모는 벽석 기부를 기준으로 폭 60㎝이고 잔존 높이는 24㎝ 정도이다.
주거지에서는 여러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현장보존이 어려워 수습하였다. 우선 벽체에 인접한
바닥 근처에서 첨저의 옹형토기와 활석제 방추차가 약간 뜬 상태로 노출되었고 이와 바로 인접하여
철촉 1점도 노출되었다. 한편, 고래시설 내부 중 입구방향의 잔존 벽석 아래에서 승문타날 심발형
토기와 태격자문이 시문된 말각평저호가 눌려 깨진 채 노출되었고, 굴절부 안쪽으로는 횡선부가된
대옹 등이 정치된 것처럼 노출되었는데 내부에는 소결토와 목탄이 다량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벽
자체에 붉을 맞은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거지 내에서 수습된 유믈의 자세한 모습은 다
음과 같다.

1. 深鉢形土器 [도면 47-1, 사진 117]

동체부와 저부가 일부 결실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이 복원되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밝은 황갈색을 띠고 부분적으로 밝은 적갈색을 띠는데, 특히 저부 주변에 집중
되며 연질이다. 구연부는 짧게 단순 외반시켰고 전면에 걸쳐 물손질 했다. 이 과정에서 연접한 동
체부 외면의 타날문이 지워졌다. 동체부는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해 있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구연부에 비해 저부 직경이 좁아 하위로 가면서 약간 날렵한 모습이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승문
타날문이 종방향으로 시문되어 있고 저부 근처의 하위는 횡방향으로 정면하여 문양이 지워졌다. 내
면의 저부 외연을 따라 접합 후 정면한 흔적이 남아 있고 하위는 횡방향으로, 중상위는 종방향으로
정면했다. 성형은 저부판을 먼저 만든 후 그 위에 기벽을 올렸다.
구경 12.8㎝, 높이 11.4㎝, 저경 7.6㎝, 두께 0.35~0.8㎝.

2.甕形土器 [도면 47-2, 사진 118]

구연부 일부와 함께 동체부 절반 정도가 남아 있다. 색조는 외면

하부의 황갈색조에서 구연부로 가면서 밝은 적갈색을 띠고, 내면은 전체적으로 회갈색 내지 회흑색
을 띠며 연질이다. 구연부는 단순 외반켰고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했으며 전면에 걸쳐 물손질 흔
적이 남아 있다. 물손질 과정에서 동체부와 연접한 부분은 표면의 타날문이 지워졌다. 그리고 구순
부 처리 과정에서 외연 위아래가 약간씩 돌출되었다.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하위로 갈수
록 좁아져 첨저 형태의 저부를 이룬다. 동최대경은 구연 아래의 상위에 치우쳐 있고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동체 외면에는 전면에 걸쳐 승문타날 되어 있는데 중하위까지 태승문을 타날한 후 저부까
지 세승문을 타날했다. 저부 근처로는 탄착흔이 남아 있으며 저부 중앙부 주변은 사용과정에서 표
면이 일부 박락된 흔적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희미하게 박자 흔적이 남아 있고 모래 입자가 긁힌
흔적을 통해 구연 방향으로 정면했음이 관찰된다.
구경 22.5㎝, 높이 23㎝, 두께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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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3. 壺 [도면 47-3, 사진 119]

동체 중상부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접합 복원되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황갈색조이고 저부면 및 동체 중하위를 중심으로 탄착흔이 짙게 남아 있으며, 부분적으
로 적갈색조를 띤다. 경도는 연질이다. 구연부는 단순 외반시켰고 구순부를 편평하게 처리했다. 표
면 박락이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횡방향의 정면 흔적이 남아 있고, 이와 연접한 동체부의 문양이 지
워졌다. 동체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동최대경이 중위에 넓게 위치해 있어 약간 배부른 형태
를 띠며, 하위로 가면서 점차 좁아져 저부 근처에서는 원저 형태에 가까운 곡선을 이룬다. 외면에
는 전체적으로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격자 크기가 4~5㎜로 큰 편이다. 내면에는 박자흔과
일부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고 하위의 횡방향, 중상위의 종방향으로 정면흔적이 관찰된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중앙부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갔으며, 희미하게 격자문이 남아 있다.
구경 19.8㎝, 높이 32㎝, 저경 10㎝, 두께 0.6~0.9㎝.

4. 壺 [도면 48-4, 사진 120·121]

동체 중하위와 구연부 일부가 접합 복원되었고 전체적인 기형을

도상 복원했다. 회청색 경질의 색조와 경도를 보이는데 저부 및 동체 중하위 일부에 국한되어 약간
어두운 적갈색조를 띤다. 구연부는 약간 외반된 후 위쪽에 단이 져 있다. 동체부는 동최대경이 중
위에 넓게 위치해 있어 전체적으로 배부른 말각방형이나 배부른 球形을 띤다. 외면 중상위부터 중
하위까지는 세승문을 右斜向으로 타날한 후 이하 저부면까지 태격자문을 타날했다. 동체 중상위 이
상 구연부까지는 물손질되어 타날 여부가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 정면은 거칠게 되어 있는 편으로
하위에서는 횡방향, 중상위에서는 종방향으로 정면했다. 저부는 말각평저로 뚜렷한 경계 없이 저부
와 기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구경 15.8㎝, 높이 40㎝, 저경 15.4㎝, 두께 0.9~1.2㎝.

5. 大甕 [도면 49-5, 사진 122]

회청색 경질의 대옹으로 기형이 복원되지만, 전체적으로 소성시 변형

이 심한 상태이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바라져 올라가다가 수평에 가깝게 급격히 외반되었다. 상면
에는 물손질을 강하게 하여 얕은 홈이 파여 있으며 구순부에는 약하게 능이 서 있다. 동체부는 동
최대경이 동상위에 있고 기형이 찌그러져 있으며 대소의 기포들이 관찰된다. 외면에는 횡선이 부가
된 종집선문을 전면에 걸쳐 타날했다. 저부는 원저형태로 둥글게 처리했다.
구경 26.8㎝, 높이 62.8㎝, 두께 0.6~0.9㎝.

6. 紡錘車 [도면 47-6, 사진 123]

질감이 매끄러운 활석제 방추차이다. 양쪽 면은 양방향으로 마연했

고 측면은 방추차를 굴려 가면서 둥글게 마연했으며, 穿孔 안쪽은 횡방향으로 구멍을 뚫은 흔적이
남아 있다.
직경 3.6㎝, 두께 1.4㎝, 천공 직경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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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1-1호 주거지 수습유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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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1-1호 주거지 수습유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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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鐵鏃 [도면 47-7, 사진 124]

전체적으로 표면 부식이 심하지만, 전체적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鏃頭部는 촉신부와 약간 단이 져 있고 兩刃이 평행하다. 횡단면은 렌즈형태에 가깝고 끝으로 가면
서 종단면이 얇아진다. 鏃身部는 단면 장방형으로 부식된 표면을 제거했음에도 경부와 연결부부분
은 약간 두껍다. 그리고 莖部는 장방형이었다가 끝으로 갈수록 방형을 띤다.
전체 길이 11.8㎝, 촉두부 길이 2.8㎝, 폭 1.2㎝, 두께 0.35㎝, 촉신부 길이 3.65㎝, 폭 0.8㎝, 두께 0.45㎝, 경부 잔존 길이 5.35㎝, 두께 0.4㎝.

(2) 트렌치 5
① 토층 양상과 西壁(도면 44·45, 사진 125~128)
5번 트렌치는 조사지역의 서사면에 설치했다. 조사결과 동성산성의 서벽의 토루 기반 일부가 잔
존해 있다.
성벽은 43° 정도의 급경사를 따라 지표층을 걷어내고 정지한 후 흙으로 성토하여 축조했다. 잔
존 규모는 기저부 잔존 폭 4.87m, 외측기준 잔존 높이 2.65m이고 평탄면의 잔존 폭은 2.4m 정도
이다. 그리고 잔존하는 성벽이 통과하는 구간의 해발고도는 내측 229.1m, 외측 226.5m 정도가 된
다. 잔존상태로 볼 때, 여기에서 확인되는 성벽은 북벽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달리 경사면 아래쪽부
터 사면 위쪽 방향으로 성토(편축)하여 축조했는데, 토루 기반을 구축하는 공정이 확인될 뿐 체성
벽을 이루는 성토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성벽이 위치한 구간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토루 기반
까지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상부가 평지 형태를 이
루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외연을 따라 木柵 등의 방어시설을 구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잔존양상을 보면 우선 지표층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풍화암반 내 석괴들이 노출되기까지 굴착해
안쪽 부분의 경사가 완만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후 평탄지가 위치할 부분의 정지면은 완만한 경사
를 보이는 L자 형태의 단을 이룬다. 경사면 정지 후에는 경사면 아래쪽부터 위쪽 방향으로 갈색조
의 사점질토를 성토하여 성벽 기반을 구축했다.
폐기 후에는 회갈색 사질토와 암회흑색 사질토가 평탄지 상에 퇴적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북벽
쪽 1번 트렌치의 성내 평탄지 퇴적양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다. 이 과정에서 뒤쪽 사면과 평탄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지형을 이루었다.
이어 다시 한번 회흑색 사질토가 퇴적되었다.
② 기타 유구(도면 44, 사진 128)
5번 트렌치에서는 성벽 잔존부 이외 동쪽 능선 주변에서 5-1호 주거지와 함께 사면부에서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 5-1호 주거지의 폭은 2.4m 정도이고 거의 바닥면만 남았다. 내부에서 횡선이
부가된 집선문 동체편이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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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5트렌치 토층 단면(S=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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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1. 9트렌치 토층 단면(S=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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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렌치 9
① 퇴적양상과 城壁(도면 44·51, 사진 129·130)
9번 트렌치는 조사지역의 남동쪽 서사면에 설치했다. 여기에서는 5번 트렌치에서와 같이 서성벽
의 기반이 남아 있다.
성벽은 33° 정도의 경사를 따라 지표층을 걷어내고 경사 아래쪽부터 흙으로 성토(편축)하여 축
조했다. 잔존 규모는 기저부 잔존 폭 9.65m, 외측기준 잔존 높이 4.25m이고 평탄지의 잔존 폭
은 3.5m 정도이다. 그리고 잔존하는 성벽이 통과하는 구간의 해발고도는 내측 220.3m, 외측
215.7m이다. 잔존상태로 볼 때 성벽이 위치한 사면은 급경사 지형으로 성토부에 이르기까지 유실
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남아 있는 성토부의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상부 체성벽의 하중을 견뎌 내기에는 부족한
느낌이다. 말하자면 앞서 1번 트렌치에서 보이는 능선 통과의 성벽 축조방식(협축)과 5·9번 트렌
치에서 보이는 경사면 통과의 성벽 축조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이 감지된다. 앞서와 같이 9번
트렌치에서 보이는 성토부 축조는 경사 아래부터 성토하기 시작해 상부가 수평을 이루는 평탄지가
되기까지 성토한 후에는 외연을 따라 木柵 등의 방어시설로 토루의 기능을 대체했을 가능성을 예상
해 볼 수 있다.
성토부 중간에서는 1번 트렌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회색조가 있는 회갈색 사점질토가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폐기 후 회갈색내지 흑갈색 사질토가 퇴적되면서 완만한 지형경사를 이룬다.
② 기타 유구(도면 44, 사진31~139)
9번 트렌치에서는 성벽 잔존부 외에 동쪽 능선일대에서 9-1호 주거지 일부가 노출되었고 사면
을 따라 수혈 2기가 확인되었다. 이중 주거지의 폭은 1.2m 정도로 확인된다. 한편 9-2호 수혈은
평면 장타원형으로 피트를 넣은 결과 내부에는 심발형토기와 호옹류 등 여러 개체의 연·경질 토기
편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9-4호 수혈은 탄재 부스러기가 편재해 있고 내부에서 소호, 고배, 단
경호 등의 토기편들이 노출되었다.

2) 內部調査
(1) 트렌치 2(도면 52, 사진 140~143)
2번 트렌치는 동성산 북쪽 능선으로 해발 231~234.2m의 능선 사면에 설치하여 양단간 3.2m
정도의 고도차를 보인다. 부엽토층을 걷어내자 바로 생토가 드러나면서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사면
위쪽 근처에서 수혈유구 2기가 노출되었고 사면 아래쪽인 북쪽 하단부 주변에서 주거지가 확인되
었다. 주공 2기는 중상단부에서 수m를 두고 위치해 있다. 그리고 트렌치 굴토과정 중 부엽토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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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면에서 토기편들이 다수 노출되었다. 노출된 유구 중 2-1호 주거지는 말각방형의 평면으로 서
반부가 확인되는데 내부 퇴적토에는 탄재 부스러기가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해 있고 경사 아래쪽으
로는 적갈색으로 소결된 부분도 확인된다. 확인된 규모는 세로 1.77m이다. 그리고 2-4호 수혈의
경우 내부에 토기편이 박혀 있는 상태로 노출되었다.

(2) 트렌치 3(도면 52, 사진 144~149)
3번 트렌치는 동성산 정상부 북쪽 능선 사면의 해발 234.6~237m에 설치하여 양단간 2.4m 정
도의 고도차를 보인다. 여기에서도 표토를 제거하자 바로 유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구는 사면
위쪽인 남쪽일원에서 주거지 2기와 주혈이 확인되었고 아래쪽인 북쪽일원에서는 주거지 2기가 확
인되었다. 2번 트렌치에서와 같이 다량의 토기잔편들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확인된 유구 중 3-2호와 3-3호 주거지의 경우 내부에서 다량의 탄재 부스러기가 확인되는데,
특히 3-3호 주거지의 경우 전면에 거쳐 탄재 부스러기와 목탄이 전면에 걸쳐 분포하며 붉게 소
결된 흔적도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된다. 유구의 잔존 깊이가 얕은 것으로 판단된다. 2호 주거지
의 내부에서는 고배, 3호 주거지에서는 경질의 횡선부가 종집선 타날문토기와 함께 적갈색 연질
토기 등이 보인다. 확인된 규모는 1~4호 주거지가 각각 2.47m(1호), 6.95m(2호), 5.6m(3호),
2.71m(4호)이다.

(3) 트렌치 4(도면 52, 사진 151·151)
4번 트렌치는 동성산 정점과 바로 인접한 북쪽 능선에 설치한 트렌치로 해발 237.2~237.6m를
보이며, 고도차는 약 0.4m로 수평에 가깝다. 유구는 4-1호 주거지가 사면 아래인 북쪽 끝부분에
서 확인되었고 수혈 1기가 정상부 부근에서 노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표토를 걷어내자 바로 유구
가 노출되었다. 인접한 12번 트렌치에서도 능선주변에 붙어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4-1호와 동일
한 주거지로 판단된다. 1호 주거지는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로 내부에 탄재 부스러기가 다소 확인
된다. 확인된 세로 길이는 2.54m 정도이다.

(4) 트렌치 6(도면 53, 사진 152)
6번 트렌치는 앞서의 5번 트렌치에 이어 서쪽 사면에 설치한 것으로 해발 235.8~237.2m의 고
도분포를 보이며, 고도차는 1.4m이다. 생토면까지 비교적 깊은 상태이나 여기에서 유구는 확인되
지 않았고 지표 근처에서 적갈색 연질의 타날문토기와 회청색경질의 집선문이 타날된 토기편들이
다량 산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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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 산성 내부 6, 10, 11, 12트렌치별 조사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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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렌치 7(도면 54, 사진 153~155)
7번 트렌치는 동성산 서쪽 사면으로 설치했다. 고도는 236.1~237.7m로 고도차는 1.6m이다. 조
사 중 14번 트렌치의 능선 부근에서 유구가 확인되어 확장하는 과정 중 이와 연결되었다. 조사과정
에서 주변 지표의 露頭와 연결되는 암맥이 드러났고 서쪽 사면 아래로 토기편들이 다수 산재한다.

(6) 트렌치 8(도면 54, 사진 156·157)
8번 트렌치가 위치한 지형은 동성산 정점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부가 동쪽방향으로 약간
틀어지는 곳으로 Grid를 따라 동서방향으로 설치했다. 이후 15번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유구가 밀
집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확장하는 과정 중 이와 연결시켰다. 해발 234.4~237m의 능선과 서
사면을 따라 설치했고 2.6m의 고도차를 보인다. 내부에서 별도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집선문
이 타날된 토기편 등의 잔편들이 산재한다.

(7) 트렌치 10(도면 53, 사진 158·159)
10번 트렌치는 동성산 동쪽 사면의 해발 227.5~232.8m에 걸쳐 설치했고 고도차는 5.3m이다.
서쪽인 능선 일대에는 2번 트렌치가 인접해 있다. 여기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부엽층 아
래 부토의 두께가 두꺼운 편이다.

(8) 트렌치 11(도면 53, 사진 160~163)
11번 트렌치는 동성산 동쪽 사면의 해발 227.7~235.6m에 걸쳐 설치했고 고도차는 7.9m이다.
서쪽 능선에는 3번 트렌치가 인접해 있다. 지형이 비교적 급한 경사를 보이는데 경사 하단부에서
수혈 1기가 확인되었고 능선쪽에서 주혈이 노출되었다. 수혈은 경사방향으로 긴 장타원형으로 내부
에서는 횡선부가집선문이 타날된 경질토기편과 함께 집선문이 타날된 짙은 회청색 경질 단경병이
구연부가 결실된 채 노출되었다. 규모는 2.46×1.59m이다.

(9) 트렌치 12(도면 53, 사진 164~168)
동성산 서쪽 해발 227.6~237.2m의 사면에 설치했으며, 고도차는 9.6m로 큰 편이다. 이와 인
접해 서사면에는 6번 트렌치가 있고 능선에 3·4번 트렌치가 인접해 있다. 능선 주변에서 주거지 1
기가 노출되었는데, 능선에 설치한 4번 트렌치의 1호 주거지와 동일한 유구이다. 잔존깊이는 얕아
사면 아래쪽은 거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이고 탄재흔적이 거의 전면에 걸쳐 분포한다. 내부에서 적
갈색 연질의 타날문토기와 함께 횡선부가집선문이 있는 경질토기편 그리고 뚜껑받침턱이 둥근형태
의 고배편 등이 노출되었다. 능선 주변에서는 주혈이 확인되었고 트렌치 전반에 걸쳐 다량의 토기
편들이 퇴적층 주변에 산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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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트렌치 13(도면 54, 사진 169)
14번 트렌치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 트렌치로 해발
236.6~236.8m에 걸쳐 설치했다. 북쪽으로 치우쳐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소결토 주변으로 한 개체
분으로 판단되는 토기편들이 집중 노출되었는데 대부분 횡선부가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수혈의
잔존상태로 볼 때 주거지의 바닥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1) 트렌치 14(도면 54, 사진 170~176)
14번 트렌치는 동성산 정상부와 인접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유구 확인을 위해 확장하면서 서
사면의 7번 트렌치와 연결시켰다. 트렌치는 해발 229.2~237.7m의 동사면부에 설치했고 고도차
는 8.5m이다. 내부에서는 산발적으로 집중하여 횡선부가집선문, 집선문, 호 구연부 등의 토기편들
이 산재해 있다. 확인된 유구로는 능선 주변에서 주거지 1기, 사면을 따라 저장혈 2기와 주거지 1기
가 분포해 있다. 우선 능선 주변의 14-1호 주거지는 7.2×4.2m 규모로 확인되고 장축방향은 등고
선과 평행하다. 전체적으로 목탄과 탄재 부스러기들이 넓게 분포해 있고 다수의 토기편들이 관찰된
다. 문양은 횡선부가집선문 동체편, 호 구연부편, 고배편 등이 산견된다. 14-2호 주거지는 사면 하
단부에서 노출되었는데 경사 위쪽의 바닥부분이 남아 있다. 내부토에서 일부 목탄과 부스러기가 보
이고 격자문 토기편과 무문의 동체편 등이 있다. 저장혈은 평면 타원형이나 원형에 가깝고 내부에
는 한 개체분으로 보이는 다량의 토기편들이 집중되어 있다.

(12) 트렌치 15(도면 54, 사진 177~184)
15번 트렌치는 동성산 정부에서 鞍部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설치한 트렌치이다.
고도상 232.7~236m에 해당하며 고도차는 3.3m를 보인다. 트렌치 내에서는 추정되는 것을 포함
하여 3기의 주거지, 저장혈 6기와 함께 주혈들이 확인되었다. 우선 15-9호 주거지는 15-7호 저장
혈에 의해 중복된 모습으로 경사면 위쪽 부분이 잔존하고 15-10·11호 주거지는 중복된 채 노출되
었다. 장축방향은 모두 등고선 방향이다. 9호 주거지에서는 서남모서리 내부에서 한 개체분의 회청
색 경질 호가 노출되었다. 규모는 (4.12)×(1.21)m이다. 10·11호 주거지 내부에서는 목탄과 함께
탄재 부스러기들이 국지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분포한다. 그중 11호 주거지의 경우 사면 위쪽의 벽가
를 따라 목탄기가 집중되어 있고 일부 적갈색으로 소결된 흔적들이 관찰된다. 그리고 10호 주거지
에서는 횡침선이 부가된 종집선문 타날의 회청색 경질 동체편이 노출되었다. 규모는 10·11호 각각
2.81×(0.98)m, (6.85)×(2.01)m이다.
저장혈은 15-1~4호가 사면 위쪽에 등고선 방향의 열을 이루면서 위치해 있고 그 아래 156·7호 저장혈이 열을 이루어 노출되었는데 1·4·5·7호 저장혈에서는 목탄 알갱이나 탄재 부
스러기가 중앙부 주변으로 확인된다. 규모는 3·5호 저장혈이 각각 장직경 1.53~1.61m 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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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호는 장직경 1.62m, 1.83m, 2.1m이며 7호는 2.18m이다. 내부에서 보이는 유물들은 회청
색 경질의 횡선부가집선문, 격자문, 적갈색 연질의 타날문토기편들이며 호옹류의 동체편들이 대부
분이다.
한편 트렌치의 중간 이하 남쪽 능선일대는 풍화암반까지 심하게 교란되었다. 보면 굴삭기의 버
킷자국이 1.5m 내외 깊이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굴착작업 후 크고 작은 석재들을 매몰한 상태
이다. 굴착공 주변의 일부 풍화암반이 남은 부분으로는 회청색경질토기편들이 집중되어 산견된다.

3) 堆積層 收拾遺物
8. 高杯 [도면 55-8, 사진 185]

회청색 경질의 고배로 태토에는 사립이 다량 섞여 있다. 드림부는 약

간 배부르다 끝으로 가면서 얇아지고 뚜껑받침 턱은 양쪽을 집고 돌려가면서 뾰족하게 성형했는데,
돌출 정도가 약하여 턱 아래는 배신 외면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배신부는 다소 깊어 단면이 장타
원형에 가깝고 저면은 편평하게 처리했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대각은 접지부로 가
면서 급격히 넓어지는 팔자형태를 띤다. 대각 단부 외면을 따라 약하게 능이 서 있고 내면에는 부
분적으로 깊게 홈이 돌려져 있다.
드림부 직경 12.3㎝, 높이 7.1㎝, 대각 저경 8.8㎝, 두께 0.4~0.6㎝.

9. 短頸甁 [도면 55-9, 사진 186]

회청색 경질의 단경병으로 접합을 통해 기형을 복원할 수 있었다.

짧은 경부에서 바로 구연부로 이어지며 구순부에는 약하게 홈이 들어가 있다. 동체부는 상위가 약
간 신장된 완만한 구형을 이루고 동취대경은 중위에 넓게 위치해 있다. 저부판에 기벽을 올린 후
연직방향으로 깎아내었고, 이후 전면에 걸쳐 횡방향으로 돌려가면서 깎듯이 정면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 있다. 내면의 동상위와 경부가 연접한 부분에는 약하게 목조임 흔적이 남아 있다. 저부는 평
저형태로 안쪽이 약간 위로 들려 있고, 내면 외연을 따라 저부판에 기벽을 올린 후 접합하기 위해
누른 흔적들이 남아 있다.
구경 10.8㎝, 높이 26.3㎝, 저경 17.2㎝, 두께 0.4~0.6㎝.

10. 短頸甁 [도면 55-10, 사진 187]

짙은 회청색 경질의 단경병 구연부가 잔존한다. 경부는 약간 내

만하듯이 직립하고 구연부는 짧게 외반시켰다. 외면에는 1조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동체부는 잔존
부분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일부 승문처럼 보이는 타날흔적이 남아 있는데 전면에 걸쳐 정면했으
며, 약하게 광택을 가지고 있다. 내면에는 목조임 흔적이 조밀하게 남아 있다.
구경 3.5㎝, 잔존 높이 8.9㎝, 두께 0.6~0.7㎝.

11. 底部 [도면 55-11, 사진 188]

회청색 경질의 저부로 일부 동상위까지 남아 있다. 동체부는 동상

위가 약간 신장된 완만한 구형을 이루며 동최대경은 중위에 위치해 있다. 기벽은 올린 후 저부쪽
은 돌려 깎아 내었고 외면은 타날했던 흔적이 약하게 남아 있지만 전면에 걸친 정면과정에서 지워
졌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연속하여 박자흔적이 남아 있다. 저부는 평저로 약간 들려 있고 외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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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집선문을 타날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14.9㎝, 저경 14.6㎝, 두께 0.6~1.1㎝.

12. 大甕 [도면 56-12, 사진 189]

짙은 회청색 경질의 대옹으로 동체부와 구연부 일부가 잔존하며 전

체적인 기형을 도상 복원했다. 경부는 완만하게 직립해 있고 여기에서 거의 수평에 가깝게 외반시
켜 구연부를 성형했고 단면 ∑형태를 띤다. 경부 하위까지 일부 타날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구연부를 포함하여 전면에 걸친 정면과정에서 지워졌다. 동체부는 견부일까지 남아 있는 상태로 외
면에는 종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일부 횡선이 부가되어 있다. 한편 기벽은 소성시 기포가 발생
해 여러 곳에서 볼록하게 부풀어 올라 있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반복적인 정면흔적이 관찰된다.
구경 38㎝, 잔존 높이 24㎝, 두께 0.85~1.7㎝.

13. 口緣部 [도면 56-13, 사진 190]

짙은 회청색 경질의 구연 일부가 잔존한다. 구연부는 완만한 곡선

을 이루며 외반되고 구순부 안쪽으로 깊은 홈이 돌아가며 외연을 돌출시켰다. 내면은 흑색에 가깝
고 광택이 있다. 동체부는 일부만 잔존하는데 외면에는 횡선이 부가된 종집선문을 타날했다.
구경 18.4㎝, 잔존 높이 6㎝, 두께 0.6~0.8㎝.

14. 口緣部 [도면 56-14, 사진 191]

회청색 경질의 구연 일부가 잔존한다. 소성과정에서 기형이 변형

되고 전체적으로 기벽 내 기포가 발생했다. 구순부의 안쪽에는 침선형태로 홈이 1조 돌아가고 있으
며, 구순부는 편평하게 처리했다. 동체부 외면에는 횡선이 부가된 세집선문을 타날했고 구연부에
연접한 부분은 정면과정에서 지워졌다.
잔존 높이 10.2㎝, 두께 0.9~1.2㎝.

15. 小壺 [도면 55-15, 사진 192]

구연부는 결실되었고 이외 접합되어 기형을 복원했다. 회청색 경질

의 색조와 경도를 가지고 태토에 사립이 다량 섞여 있다. 동체부는 구형으로 동최대경이 중위에 넓
게 위치해 있고 전면에 걸쳐 횡방향 정면으로 마무리했으며 외면 상위는 자연유가 붙었다가 박락되
었다. 저부는 평저로 안쪽이 들려 있다.
잔존 높이 12.3㎝, 저경 8.4㎝, 두께 0.5~1㎝.

16. 口緣部 [도면 56-16, 사진 193]

회색에 가까운 회청색 경질 구연부편이다. 경부와 구연부는 완만

한 곡선을 이루며 외반되어 있고 구순부는 깊게 정면하여 홈이 들어가 있으며, 내면에도 깊게 횡방
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약간 구형을 띠며 외면에는 희미하게 횡집선이 타날된
흔적이 남아 있다.
구경 17.8㎝, 잔존 높이 8.2㎝, 두께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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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銅城山城의 調査結果結果

천안지역에 위치한 관방유적은 30개소가 넘으며, 그 중에서도 병천천 유역에는 절반이 넘는 16
개소의 산성유적들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주요 하천 주변의 넓은 개활지가 잘
조망되는 위치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입지해 있는데, 하천변이나 인접 수계권과의 분수령이 되는
주요 고개 주변에 있어 마치 교통로를 따라 산성이 배치되어 있는 형세이다. 목지국을 병합하고 남
방으로 진출하는 백제의 역사적 상황과 주변 주요 유적상황 및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러한 산성들은 대부분 삼국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천안지역의 관방유적에 대해서는 1998년의 광역지표조사, 木川土城 및 慰禮山城 등의 조사 외
에는 이렇다 할 산성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 지역 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몇몇 연구자들에 의한 소재 파악과 간단한 기초 조사나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금번 銅城山城 학술발굴(시굴) 조사는 그것만으로도 조사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천안시 관내에 위치한 산성들에 대한 심층적인 정밀 학술조사가 지속적으
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금번 동성산성의 조사 성과는 천안시 일대 관방유적 조사의
일례를 첨가하여 기초자료를 축적한다는 단순 의미로서가 아니라, 한성기 백제의 호서지역 진출과
정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주변 유적에서도 보이듯 병
천천 유역이 가지는 지리적 특수성이 반영된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역 위상을 제고해 볼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天安 銅城山城의 試掘調査 結果
금번 천안 동성산성 학술발굴(시굴)조사는 동성산 정상부 일원 즉 산성 내 북쪽지역에 대해 실시
했다. 성내 유구 분포상황 파악을 위한 트렌치 조사와 더불어 성벽의 존재유무 및 축조상태를 확인
하기 위해 북벽과 서벽을 관통하는 절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북벽에서 흙으로 성토하여 축조
한 체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음이 확인되고 성내 평탄지 및 능선 일대에는 다수의 주거지, 수혈,
저장혈 등이 조성 지형을 달리하면서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선 동성산성의 규모는 기존 조사과정에서 여러 제시가 있어 왔지만, 금번 현황조사를 통해
918m 정도로 계측되었다. 이것은 최초 조사가 이루어졌던 1940년대 계측된 성의 규모와 근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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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형상 성벽의 일주 형태는 동성산 정상부(북쪽 고지)만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남쪽의 미고지 일원까지 포함하여 일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벽과 남쪽의 회절부는 능선 주변에 위치해 있어 협축 형태로 토루를 쌓아 성벽을 구축했으며,
동·서 사면을 가로지르는 구간에서는 편축 형태로 성벽과 내부 평탄지를 구축한 것으로 차이를 보
인다. 절개조사를 통해 성벽의 축조모습을 살펴본 결과, 북벽에서 확인된 성벽은 완사면에 성토하
여 토루 기반 및 상부의 성벽을 축조한 반면, 급경사면에 위치한 서벽은 편축 형태로 정지한 사면
을 따라 성토한 양상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성벽 양상 중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북벽을
중심으로 성벽 축조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교적 완만한 사면지형의 부엽층 및 부토를 풍화암반 근처까지 걷어내어 성벽 기반이 구
축될 면을 정지했다. 정지면은 자잘한 요철면을 이루고 있으며, 외부쪽은 완만한 L자 형태를 띤다.
정지면 위에는 4차에 걸친 공정으로 기반부 성토와 함께 상부 토루를 축조했다.
우선 1차 공정은 성벽 외측과 내측에 각기 암반부스러기나 석립이 다수 섞인 적색 점질토를 성토
하는 과정으로 상당히 단단한 편이다. 이때 외측의 1-1차 공정에서는 바깥쪽을 높여 안쪽이 오목
하게 되도록 하여 土堤와 비슷한 양상이며 점질토와 사점질토를 교호로 성토했다. 정지면과 맞닿는
부분은 자잘한 요철면을 이룬다.
1-2차 공정은 내측부터 사축하여 덧대듯이 점질토를 성토한 부분으로 정지면과 맞닿는 부분들
에는 턱이 있어 성토층별 흙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목주
흔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정지면이나 성토흙 중간에 남아 있다. 성토에는 대체로 암반 부스러기가
섞인 적색조의 점질토를 이용했다.
2차 공정은 1-1차 공정 상부에 성토하는 것으로 중간에 회흑색 사점질토가 확인되는데, 2차 공
정부터는 회흑색 사점질토를 이용해 상면 피복이 이루어져 있다. 2차 공정을 마무리한 결과 토루기
반의 경사는 17° 정도의 완경사면을 이룬다.
이후 3차 공정은 상부의 성토를 위해 수평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공정 마무리 결과 상면은 6° 정
도로 수평에 가깝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측의 성토량이 내측에 비해 현저하며, 내측에서는 피복토
인 회흑색 사점질토가 하부 공정의 회흑색 사점질토와 맞닿아 있기도 한다. 먼저 외측인 2차 공정
상부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성 내측인 1차 공정 상부쪽으로 성토작업이 지속되었다. 특히 2차 공정
상부의 성토흙 중에는 외연을 따라 추정 목주흔이 남아 있는데, 성토과정에서 밀리는 것을 방지하
는 효과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중·소 석립이나 풍화암반 부스러기 등이 포함된 약
간 밝은 적갈색 (사)점질토를 이용했다. 성토과정 중 내측에 비해 외측의 성토량을 크게 하여 상부
면이 수평을 이루도록 진행해 나간 양상으로, 내측 단면에서는 1차 공정의 마무리 흙과 3차 공정의
마무리 흙인 회흑색 점질토가 연접해 있는 모습이다.
다음 4차 공정은 본격적으로 상부 토루를 구축하는 단계로, 이전과 달리 회흑색 점질토가 빈번하
게 보인다. 즉 거의 수평면을 이루는 3차 공정면 위에 명적색 사질점토를 얇게 성토한 후 회흑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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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점토를 올렸으며, 이러한 과정을 비교적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과정 중 잔존하는 상층 성토흙 중
간에는 목주흔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동성산성의 북벽을 통해 보이는 축조방식은 비록 판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계
획 하에 단계별로 성토과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루의 기반 구축 과정에서 지형에
따른 경사를 점차 줄여 나가면서 토루 기반의 상면 경사를 줄여 수평면을 조성한 후 본격적으로 체
성부를 구축하는 상부 성토를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흙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단위별 혹은 공정별 턱을 만드는 모습이 기반 하부
에서 관찰되고, 중간부에서는 외부쪽을 높게 하여 안쪽이 오목하도록 성토하여 흙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 성토 하중이 안쪽을 향하도록 했다. 한편 본격적인 체성부라 할 수 있는 상부 토루의 경
우 적색계 사점질토와 회흑색계 사점질토를 교호로 다지듯 성토하여 올렸는데, 주변 부토와는 달리
점성이 높으며 견고한 점 역시 동성산성에서 확인되는 토루의 특징이다.
금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물은 성벽의 성토층 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 주거지와 퇴적
층 내에서 수습된 유물들이다. 문양과 경도로는 적갈색 연질의 승문, 격자문이 있고 회청색 경질
의 승문, 횡선부가종집선문이 있다. 기종으로는 심발형토기, 옹형토기, 옹류, 호류, 병류 그리고 고
배 등이 있다. 우선 승문 타날된 심발형토기의 경우 백제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는 표지적인 유물
로 인식되고 있으며,    133 한강유역에서 대략 4세기 초엽에 등장    134하여 호서지역에서는 4세기 전~중
엽경에는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일 유역권에 위치한 장산리유적    135이나 용원리유적에서
는 격자문계 심발형토기가 보이면서 후자에서는 횡선+승문과 함께 승문이 있어 4세기 중엽부터 5
세기 초반의 양상이다.    136 여기에서는 이렇게 미호천 유역 혹은 재지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격자문이
나 횡선+승문은 확인되지 않고 크기 역시 소형 기종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아산 초사동유적 1
지점의 5호 주거지 출토품이 있는데 공반된 단경병의 경우 퇴적층에서 수습된 것과 유사하다.    137 현
재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단일 승문타날이 이뤄지는 4세기 중엽 이후의 상황이며, 격자문이 소멸되
면서 단일 승문이 타날되는 시기의 심발형토기가 소형인 점으로 보면 5세기 전반경까지의 시간 폭
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증평 이성산성의 동벽 토루 내에서 석곽시설이 확인된 바 있는
데 바닥면에서 격자문이 타날된 심발이 엎어져 출토되어,    138 동성산성보다는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
던 것으로 확인된다. 옹형토기의 경우 전면에 걸쳐 승문 타날된 상태로 이와 비슷한 동체부 기형은
아산 초사동유적 1지점의 5호 주거지 출토품이 있다. 동체부가 보다 세장하고 승문 타날되어 있으
며 하위에는 태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어 안성천 이북 일원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133. 朴淳發, 2001, 「深鉢形土器考」, 『湖西考古學』 4·5, 湖西考古學會.
134. 金成南, 2000, 『中部地方 3~4世紀 古墳群 一硏究- 細部編年과 古墳群 造營 樣相 分析』, 서울大學校 碩士學位論文.
135. 李康承 外, 1996, 『天安 長山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136. 李南錫, 2000, 『龍院里 古墳群』, 公州大學校博物館.
137. 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07, 『牙山 草沙洞遺蹟』.
138. 中原文化財硏究院, 2013, 『曾坪 二城山城Ⅲ- 南城 1~3次 發掘調査 綜合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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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본 유적의 옹형토기는 동체부의 세장도가 약하고 격자 타날이 보이지 않아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에서는 회청색 경질의 말각평저 단경호가 출토되었다. 중상위는 세승문을 타날했고 하
위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그리고 고래 내부에서 출토된 대옹은 횡선(횡단선)이 부가된 종집
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청주 신봉동고분군, 오창 송대리유적, 진천 삼룡리·산수리유적 등 주로 백
제 한성기의 유적들에서 보이는 문양요소로 중심시기는 4세기 중엽~후엽에 해당한다.    139 이외 성
내 도처에서 산견된다.
한편 퇴적층내에서 수습된 토기 중 병이나 호 구연부에서는 강한 물손질로 동체부 상단의 문양을
지우는 정면 모습들이 관찰된다. 이중 단순 외반형태의 경부를 가진 단경병의 경우 전면에 걸쳐 물
손질이 되어 있고 하위에는 돌려깎기한 흔적들이 있으며 일부 바닥면에 집선문을 타날한 흔적이 남
아 있기도 하다. 이렇게 강하게 물손질하는 수법은 원삼국시대 말엽부터 보이는 무문화 경향과 관
련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40 이와 관련하여 오산 수청동고분군 중 4지점의 25호 목관묘에서는
직구호나 광구호에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동체 중하위까지 물손질로 문양을 지운 모습을 보이
고 이와 함께 중국제 청자인 청자반구호가 공반된 바 있다.    141 그리고 아산 초사동유적 1지점의 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단경호의 경우에도 격자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중하위까지 물손질하여 정면했
다. 단경병의 경우 한성기에는 저부직경이 커 배부른 느낌을 가지는데, 동최대경이 대체로 중위에
걸쳐 넓게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면 대체로 5세기대 전~중반경까지 존속한 모습을 띠기도
한다. 한편 고배는 받침턱이 있는 형태로 단면이 경사져 있는데, 배신의 최대경을 돌출시켜 턱을
만든 모습이다. 그리고 대각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배신 높이에 비해 낮은 상태로 한성기의 모습을
보인다. 전체적인 출토양상으로는 주거지에서는 격자문, 승문계(세승문+격자문), 승문, 횡선부가
집선문의 문양이 공반되고 퇴적층에서는 횡선부가집선문, 집선문, 무문의 문양 구성으로 차이를 보
인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 확장조사에 따라서는 중심시기의 변동이 있을 수 있거나 토루 조사과정
에서 성벽 축조와 직접 관련지을 수 있는 유물이 조사될 수 있겠지만, 현재 결과만 놓고 보면 대체
로 4세기 중반경부터 5세기대 전반경 무렵을 중심으로 한 백제 한성기의 중엽경 비교적 단기간 동
안만 점유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2. 竝川과 周邊地域
1) 古地圖로 본 銅城山城과 周邊 狀況

139. 朴重均, 2012, 「原三國期 錦江流域의 住居와 聚落類型- 湖西地域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63, 湖西史學會.
140. 成正鏞, 2000, 『中西部 馬韓地域의 百濟領域化過程 硏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論文.
141. 京畿文化財硏究院, 2012, 『烏山 水淸洞 古墳群 墳墓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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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를 통해 동성산성 주변의 상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海
東地圖』는 1730년대 후반부터 1740년
대 초까지의 10여 년에 걸친 지역상황
을 담고 있다. 고지도는 목천현 치소
를 중심으로 지형을 회화식으로 표현
했다. 이중 동성산 일원을 보면 近東面
일원으로 葛田川(광기천) 서쪽에 銀石
寺와 道東書院이 있다. 『湖西地圖』(奎
12157)는 이와 큰 차이는 없지만 진천                             도면 57. 『輿地圖書』의 木川縣 地圖
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좀더 자세히 표
현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리지인 『輿地圖書』의 목천현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에 반영되어 있다.
1776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京畿道附忠淸地圖』(奎軸12164)에서는 두 면계를 이루는
능선과 함께 일원동면과 二遠東面의 위치 역시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갈전천
서쪽의 작성산~은석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역시 중단까지만 표현되어 있어 이전 지도들과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朝鮮地圖』(奎16030)에서는 도동서원만이 표시되어 있고 근동면과 一遠東面간 산
릉이 생략되어 있다.
한편 1779년 安鼎福이 처음으로 『木川縣邑誌』를 편찬할 당시에는 지도가 수록되지 않았지만, 이
를 기반으로 1817년에 편찬된 『大麓誌』에는 고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연속형태의 산릉
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명산을 독립적으로 표현했다. 갈전천이라는 하천명이 뚜렷하게 표기되어
있고 鵲城山과 銀石山 사이의 하천 서쪽에서 도동서원이 확인된다. 그리고 廣德山, 臺項嶺, 南山
등의 산명과 함께 銅城山이 있으며, 광덕산과 동성산 사이의 하천변으로 老隱亭도 명기해 놓았다.

도면 58. 광기천·녹동천 수계와 지형 (해동지도, 호서지도, 조선지도, 대록지(1817), 대록지(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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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남산은 현 탑원리 일대로 지형지
리의 표현이 사실적이다. 이후 1869년 편
찬된 필사본 읍지의 고지도는 이것을 필사
한 것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노은정의 위
치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동성산 측면에 위
치해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현재 상황과 같
다. 이러한 모습은 「경기도부충청지도」의
정보 중 하천이자 지형분포가 비교적 사실
적임을 보여주는 면으로 여겨진다.
                             도면 59. 京畿道附忠淸道地圖(奎軸12164)

도면 60. 광기천·녹동천 수계와 지형(광여도,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1872년 지방지도)

다음 19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廣輿圖』(古4790-58)는 『해동지도』나 「호서지도」와 닮아 있으면
서 근동면과 일원동면간의 산릉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후 『靑邱圖』(古4709-21), 『東輿圖』
(奎10340) 그리고 『大東輿地圖』(奎10333) 등에서는 『조선지도』에서처럼 두 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
릉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유역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동면이 상류일원에, 그리
고 일원동면이 하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다가 19세기 중~후엽경인 1872년 지방지도에
서는 갈전천(광기천) 서쪽 능선이 북쪽으로 치우쳐 묘사되고 은석사는 은석산의 서록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 상황과 일치한다. 근동면과 일원동면간에는 『大麓誌』나 해동지도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경계를 이루는 능선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전 지도들과는 달리 도동서원이 갈전천의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차이를 보이며, 황색으로 표시한 大路에서 분
지한 청색의 小路가 근동면을 관통하고 있다. 한편 동성산성과 인접한 도로로서는 ‘安城界扶蘇門峙
二十七里ʼ의 표기에서처럼 병천에서 안성으로 나아가는 도로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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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명총람』에는 1974년도 당시에도 병천에서 경기도 안성으로 가는 길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성나들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었음이 보인다.    142 이때 扶蘇門峙가 병천과 안성간 도로의 주요 분수
령이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場市로 본 竝川과 周邊地域
병천천 유역의 목천 일원에는 『大麓地』를 통해 縣內場과 竝川場이 있었고 迎春驛이 있었다.

(夾註)東俗以墟市謂場日中交易而退. 縣內場四日九日開. 竝川場在縣東十五里一日六日開(『大麓誌』 墟市條).

내용을 보면 場市는 墟市라 한다. 장날에 모여 교역을 한 후 사라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
되어 있는 점에서 常設場은 아니었다. 목천현 縣內場이 4·9일장이고 竝川場은 1·6일장으로서,
치소와의 거리는 동쪽으로 15리였고 주요 품목으로 소금 거래가 이루어졌다.
주변으로는 천안, 직산, 진천, 청주지역의 장시들도 위치해 있다.    143 우선 서쪽으로 천안 邑內場
과 豊西場이 있으며, 특산물로 호두가 거래되었다. 북쪽으로는 직산의 읍내장·下場·成歡場·安
仲場 등이 있었는데, 조수 영향을 받는 안성천유역에 위치한 만큼 생선류의 거래가 주요 품목으로
확인된다. 다음 동쪽의 진천에는 舊場과 新場이 있고, 남쪽으로 전의 읍내장과 더불어 청주 梧根場
과 鳥致院場이 있었다. 이중 전의에서는 약초 종류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편찬된 『忠淸道邑誌』와 『增補文獻備考』를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전

의 읍내장은 『증보문헌비고』에서 柳藪歧場이라는 場名이 별칭되어 있고,    144 직산 하장은 각기 二東
場과 新場으로 확인되고 있어, 읍내장과 별도로 수요에 따라 이동면에 장이 열리게 되면서 하장으
로 장시명이 정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設場日이 바뀐 예도 확인된다. 읍지에서 직산 읍내장의 경우
전에 1·6일이었다가 지금은 5·10일이라는 협주가 달려 있고 안중장 역시 읍지에서는 4·9장으
로 기록되어 있는 한편, 『林園經濟志』에는 1·6일로 되어 있어 설장일이 차이가 있다. 처음대로라
면 4·9일장에서는 안중장과 하장으로 양분되는 양상이었다가 조정을 거쳐 성환·안중장 → 하장
→ 읍내장으로의 거래물류나 참여인원의 집중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인접한 성환장과 안
중장의 예에서와 같이 이러한 장시들이 5일 주기의 완전한 순환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상황과 함께 고려하여 5일 순환주기를 상정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이 순
환 및 지역간 소통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전의 읍내장과 진천 구장·신장이

142. 한글학회, 2006(3쇄), 『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
143. 『林園經濟志』 倪圭志 八域場市.
144. 『增補文獻備考』 市糴考3 附鄕市 忠淸道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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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竝川川 일원의 場市(『大麓志』·『林園經濟志』)

번호

장시

설장

장소
葛田面

1

木川 竝川場

1·6일

2

木川 縣內場

4·9일

3

淸州 梧根場

3·8일

北江內一面

4

淸州 鳥致院場

4·9일

西江外一面

5

全義 邑內場

2·7일

6

稷山 邑內場

5·10일

7

稷山 下場

4·9일

二東面

8

稷山 成歡場

1·6일

三西面

9

稷山 安仲場

1·6일

安仲面

10

天安 邑內場

3·8일

11

天安 豊西場

4·9일

12

鎭川 南邊面 舊場

2일

13

鎭川 北邊面 新場

7일

주요 거래 품목

邑誌･增補文獻備考

米, 荳, 塩, 木器, 土器
米, 荳(콩), 麰麥(보리), 烟艸, 松板
地黃, 川芎, 澤瀉, 香薷木香, 香附子, 柳器

縣內場
邑場(前1·6日)

大同面

米穀, 木物, 鮸魚(참조기), 黃石魚, 烟艸

新場, 二東場

安仲場(4·9場)
胡桃(호두), 蓮根

米, 荳, 脂, 麻, 水蘇, 棉花, 烟艸, 黃獷皮

邑邑內場
邑邑外場

같은 날(2·7일)이고 왕복거리에서도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 천안 읍내장과 청주 오근
장이 같은 날 設場되지만 읍내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4·9일에 설장되는 목천 현내장, 천안
풍서장, 직산 하장 및 청주 조치원장 중에서는 현내장이 같은 관내에 위치해 있고, 5·10일장으로
서는 직산 읍내장이 있다. 장돌림 상인을 제외한 토착민의 왕복교통을 감안한 거리 상황은 이와 같
은데, 앞서와 같이 전의장은 약초가 주요 거래품목이고 진천장에서는 면화가 거래되었으며 직산에
서는 생선류가 주요 품목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보면, 주요 품목으로서 소금이 거래되는 병천과 더
불어 직산·전의·천안·진천 지역의 경우 주기적인 상호교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
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한편 1910년대에는 병천장 주변으로 천안장(3·8일), 풍세장(4·9일; 풍서장), 직산장(5·10일;
읍내장), 입장 이동장(4·9일; 하장), 평택 안중장(4·9일), 그리고 성환장(1·6일) 등이 있었고 가
장 번성했던 것은 天安場과 병천장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병천장이 물류중심지 역할을 했
던 것으로 나타난다. 1914~1917년간 병천장에서 장을 본 참여인원은 목천(800명), 진천(200명),
천안(600명) 등 총 1,600명 정도였다. 거래되는 재화는 대부분 목천·천안·진천에서 조달되었고
주요 구매자들은 목천 전역의 토착민을 포함해 진천 서암면,    145 청주 서강외이면에 거주하는 사람들

145. 현 덕산면·이월면 이서지역으로 대부분 진천읍 일원에 해당한다. 1914년 군면 폐합과정에서 이들을 합쳐 군중면이라 했다가 1917

년에 진천면이 되었다(한글학회 2005, 『한국지명총람3 충북편』(1970년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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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146 이렇게 병천장이 차령산맥내 분지지형에 위치해 있으면서, 北麓 혹은 이북지역(천안·
직산), 동북 분지지역(진천) 및 이남지역(청주·전의) 등지의 물류교통 및 재화와 인원을 끌어들였
던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차령산맥의 이남과 이북간 교류의 중
간 거점 역할을 했고 동시에 같은 지형 양상을 보이는 진천과도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는 모습이 나
타나기 때문이다. 즉 병천이 주변지역과의 장시 네트워크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3) 文獻記錄과 土着地名으로 본 鎭川과의 交通
지명총람 및 지형도 등의 자료에서 추출한 자연마을과 주변 지명 등을 통해 동성산 주변의 상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성산 북서쪽으로는 현재 柯亭과 老隱亭 마을이 있는데 지명총람이나
1918년 지형도를 보면 鳴岩에서 유래한 鳴岩里가 광기천 맞은편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며, 목천읍
지인 『大麓誌』에 보인다. 그리고 지명총람에서는 가정과 노은정이 동일 마을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노은정마을은 1989년도 이후의 지도에서만 확인되는 것과는 달리 가정마을 명칭은 기존부터 존재
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쪽에는 현재 廣基, 德星, 德新 마을 등이 있고 주요 골짜기로 광
덕골과 작은광덕골이 있다. 이중 廣基는 『大麓誌』 山川條에서 북쪽의 광덕산을 거쳐 동성산으로 이
어지는 능선이 이르는 곳으로 언급되어 있어, 유래가 깊은 것으로 여겨진다.    147 그리고 1918년 지형
도에서부터 덕신과 광기마을은 존재하지만 덕성마을은 2003년 지형도에서부터 보이고 있어 광기
마을의 세가 커지면서 새롭게 붙여진 마을명칭처럼 보인다. 그러나 『大麓誌』의 面里條에서 德星里,
桃源里, 磻溪里, 廣基里가 治所로부터 25리 거리에 있다는 기록을 보면, 단순히 新村 형성에 따라
붙여진 지명으로만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이중 도원리는 『大麓誌』 古蹟條에서 그 유래가 살펴진다.
보면 원래는 道元이었다가 桃源으로 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桃源洞在葛田 洗馬金萬重所居 古稱道元 丙子亂後改名桃源 洪鳳作有八景詩(『大麓誌』 古蹟條).

다음 도원리 광덕골과 화계리 금산골간의 고개로서 광덕골고개 혹은 광터골고개가 있으며 지금
도 소로길로 남아 있다. 남서쪽의 도원리 역시 유래가 깊은 마을로 桃源洞里碑가 있다.
동성산 동쪽 골짜기는 상류와 하류 각기 동면 화계리와 광덕리 일원으로, 광터골고개를 통해
광기천유역으로 이어지는 소로길이 있다. 광덕리의 방고개소류지 서쪽, 즉 동성산의 東麓으로는
1989년부터 1:25,000 지형도에서 구리성이(銅城)라는 지명이 확인되는데 지명총람이나 1:5,000
지형도·수치지도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지명이다. 특히 銅城山의 명칭과 관련하여 동일한 의미

146. 朝鮮總督府 1929, 『朝鮮の市場經濟』, p.192.
147. 銅城山 自廣德以來 南爲廣基桃遠鎭山(『大麓誌』 山川條). 본문에서는 규장각 소장의 『大麓誌』 중 1869년에 편찬된 邑誌(一簑古

915.13-An1d)를 주로 참고하였고,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 각주를 통해 출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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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지명은 구리성이
가 유일하다.
광덕리에서 북쪽의 明
星 마을로 가는 소로길은
장고개골의 방고개 혹은
밤고개(栗峴)에서 아래명
성으로 가는 길과 황소배
골의 斗村에서 원명성 마
을로 가는 길이 있다. 광
덕산을 두고 동서로 위치
한 광덕리와 행암리간에
는 광덕산과 함께 남쪽으
로 이어지는 가무정이가
있는데, 돌모랭이골의 절
골(寺洞) 뒤편이 된다. 여
기에는 행암리의 落水岩
에서 놀던 사람들이 돌아
올 때 가무정이에서 歌舞
를 즐겼다는 지명유래에
서 두 마을간 통행로를
찾을 수 있으며, 가뭄이
심할 때 祈雨祭를 지내던
곳으로 이용되던 곳이기                                도면 61. 동성산 주변의 자연마을과 주요 지명
도 했다. 그런데 광덕리
중 斗村은 임진왜란 당시 피란처로 활용되었고 남쪽의 돌모랭이골에는 군량들(軍坪)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이중 군량들은 조선시대 一遠東面 지역으로 『大麓誌』 古蹟條에서 軍糧坪이 보인다.

軍糧坪在一遠東面 俗傳三國時屯兵 銅城饋軍糧故名云(『大麓誌』 古蹟條).

즉 군량평이라는 곳은 일원동면에 위치해 있는데 민간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삼국시대 군사가
주둔했던 곳으로서 銅城에 軍糧을 보낸 데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명총람에서
는 확인되지 않으나 1:25,000 축척의 지도에서만 보이던 구리성이(銅城)와 함께 銅城山의 유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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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麓誌』 山川條에서 동성산 위에 城堞이 남아 있으며, 三韓 당시의
農城이라 하거나 병사를 숨겨둔 伏兵峯이 있었다는 점과 아울러 동성산 일원에는 삼국시대와 관련
된 지명들이 대체로 동성산을 포함한 동쪽 화계천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桃源洞
이나 軍糧坪과 같은 古蹟은 1779년 당시 木川縣監이었던 安鼎福 편찬의 『木川縣邑誌』에서는 보이
지 않고    148 이후 1817    149·1869년    150에 편찬된 읍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增補된 내용에서 보인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동성산 서쪽의 광기천 일원은 『大麓誌』에서 近洞面 또는 葛田面    151 지역
이었고, 동쪽 화계천 및 녹동천 이북 일원은 一遠東面이었다.
近東面. 一名葛田. 自官門東至 栢田里善性里十里 竝川里宋林里書院里二十里 德星里桃源里磻溪里廣基里
二十五里 鳴岩里二十八里 梅堂里明星里三十里 衣冠洞三十五里 所斤里三十八里 石項里寺十里(『大麓誌』).
一遠東面. 自官門東至 磻界里同德里下柳洞上柳洞三十里 斗村里杏岩里社堤里三十里 臺洞三十八里 排星里
山臺里社四十里(『大麓誌』).

위 기록을 보면, 동성산 동쪽의 德星里·桃遠里·廣基里 및 광기천    152 건너편의 磻溪里가 같은
거리(25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두 현재 자연 지명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를 지나쳐 鳴岩里
(28리)가 있는데, 1918년 지형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쪽 화계천 수계에서는 磻溪里·同
德里·下柳洞 등이 같은 거리(30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류동은 지명총람의 花山里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 화계천의 하류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斗村里·杏岩里는 화계천 상류 일원에서 현재까
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위의 마을들을 포함한 목천일대의 마을들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약간의 호수 증가와 함께 지역
적인 응집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중 下長土城이 있기도 한 長松里의 경우 조선시대 일
원동면지역으로 호수는 54호인데, 다시 3개 마을로 나뉘고 다시 자촌 형태의 인접한 자연마을이
2~3 지역군집을 이루는 모습이다. 이것은 대부분 조선후기 同族村의 광범위한 발전과 함께 자연마
을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153

148. 규장각 소장의 『木川縣邑誌 全』(奎17382).
149. 규장각 소장의 『大麓誌 乾』(奎3259-v.1-2) 및 『大麓誌 上』(想白古 915.13-M724-v.1-2).
150. 규장각 소장의 『大麓誌』(一簑古 915.13-An1d).
151. 『大麓誌』 면리조(面里條)에서 근동면(近東面)의 이명(異名)이 갈전(葛田)이라 되어 있는데, 전결조(田結條)나 호구조(戶口條) 등에

서는 갈전면(葛田面)으로 기록되어 있다.
152. 『大麓誌』에서는 근동면(近東面)의 이명(異名)인 갈전(葛田)과 같은 갈전천(葛田川)으로 되어 있다(葛田川 源出石項山 南過老隱亭 又

南過德星浦 西南入于竝川).
153. 崔基燁, 1987, 「朝鮮時代 村落의 地域的 性格」, 『地理學論叢』 14,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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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성산성의 동남쪽에 위치한 화계리에는 곰바위(雄岩)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비록 口傳
說話이지만 화계리의 감절마을에 전해지는 곰바위(雄岩) 내용 중에는 진천과 왕래하던 길이 보이
고, 이를 통해 진천지역의 사람들이 병천에 장을 보러온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大麓
誌』를 보면 병천의 주요도로 중 근동면과 일원동면 그리고 將校峙를 지나 진천 聖巖洞에 이르는 東
大路가 있다.    154 내용 중 진천가는 샛길이라는 것이 本線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절마을 역시
조선시대 당시 근동면과 마주한 일원동면에 위치한 마을로서 현 화계천 아래쪽으로 花山村과 함께
장교치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가 여전히 위치해 있다. 그리고 천안·목천지역과 함께 竝川場에서 거
래되는 품목들의 일부는 진천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진천 서암면 일원의 사람들이 병천으로 장을
보러 나오는 상황이었다. 말하자면 塔院이나 佛地方院 등 행려자의 편의를 고려한 교통숙박시설들
이 동대로를 따라 설치되었던 것은 병천과 진천간의 유동인구나 물동량 등에 있어 밀접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곰바위 이야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병천과 진천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驛院으로 본 鎭川·淸州와의 交通
병천천 유역의 역원시설과 관련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木川縣 驛院條에는 延春驛과 塔院,
黃信院, 新院(南院), 井項院, 末院 등이 확인되고, 佛地方院이 증보되어 있다. 『충청도읍지』나 『輿
地圖書』에는 원 시설은 빠져 있고 대신 연춘역이 成歡驛의 속역이라는 점과 함께 驛吏·奴婢·馬
匹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增補文獻備考』에는 成歡道에 속하는 것으로 영춘역과 長命
驛이 있다.    155 한편 『大麓誌』(1869)에는 역원시설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불지방원이 폐지
이유가 남아 있는데 이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迎春驛屬成歡在縣東南五里 … 黃信院在縣南十里. 塔院在縣東二十里. 新院在縣南五里 (夾註)或稱南院. 井
項院縣西十四里 今井峴下有基址. 末院在縣西十五里 (夾註)今院洞里. 佛地方院在縣東三十五里. (夾註)按東

方自古州縣道路量置院宇以爲行旅止宿之所 壬辰亂後方中國誤舖置酒店以爲物貨流通之地 院宇開廢有舊墟
(『大麓誌』 驛院條).

우선 원시설 중 동성산성 일원에는 塔院과 佛地方院이 있었다. 이중 불지방원에 대해서는 자고
로 州縣의 도로에는 거리를 헤아려 院宇를 두었는데 이것은 行旅者의 숙소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임란이후 酒店(酒幕)이 있으면서 재화가 유통되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院을
폐하였고 그 터만 남았다고 한다. 앞서 안정복이 편찬한 1779년의 『대록지』에서는 불지방원이 안

154. 『大麓誌』 疆域 附道路.
155. 『增補文獻備考』 兵考 11 驛遞 附撥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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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동일조에 伏龜亭酒店과 升天酒店이 같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앞서 폐지 이유를 본다면, 불
지방원이 원래의 교통·통신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하여 『대록지』 面里條 중 일원동면의 同德里·磻溪里(30리)와 排星里(40리), 그리고 이
원동면의 求道里(25리), 車余里(30리), 求水里(35리), 城里·花淸里(40리) 등의 거리와 함께, 지명
총람의 자연지명에서 동산리의 삽교마을 앞에는 장이 섰었다는 장터거리가 있고 송연리에는 수릿
골이라고도 산직마을이 있는데 주막과 산직집이 있었다고 한다.    156 모두 녹동천의 최상류 일원으로
고개를 넘으면 바로 용두천유역이 되는 길목에 해당된다. 그리고 용두천 유역인 장송리의 上長(長
保) 마을 북쪽으로는 예전에 사직터가 있어 社堤라는 마을 지명이 남아 있다. 이 사제라는 지명은
1

『대록지』 면리조 일원동면에서 보이고 치소와 30리 거리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덕리나 반
계리와 같은 거리가 될 뿐더러 행암리와 병기된 것을 본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사제와 사제리는 다
른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將校峙를 지나 진천에 이르는 東大路의 경계와 화청리에서 청주에
이르는 東小路의 경계까지가 40리이므로, 불지방원은 이보다 5리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 거여리
(현 수남리)와 화청리(현 화덕리)·성리(현 수남리) 일원에서는 주막이나 원과 관련된 지명을 찾을
수가 없고 화청리를 기준으로 하면 5리 이내는 거여리가 되어 『대록지』에 보이는 거리와는 맞지 않
는 상황이다. 반면 장교치에서 5리 이내에는 현 죽계리가 있고 용두천변으로 九溪里라는 자연지명
이 있다. 이 九溪里가 의미상 계(溪)=수(水)인 점에서 문헌에 보이는 九水里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
만, 주막이나 장터 등 유래가 있는 지명이 분포하는 구간이 대체로 장교치로 이어지는 동대로 구간
의 고개 너머에 위치하고, 구도리·동덕리·배성리 및 성리에서의 거리와 장교치에서의 거리가 중
첩되는 지점이 현재의 구계마을 주변이 되는 점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구계리 일원에 불
지방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앞서 1910년대에 청주지역에서는 없었지만 진천군에
서는 장시의 물자가 조달되었던 점 역시 목천과 진천의 지역교류가 여전히 활발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협주를 통해 부연설명을 할 정도라면, 필요에 따라 동대로 구간에 불지방원이 設院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塔院은 현재 도원리 남쪽으로 탑원리가 있는데 병천에서
대수리마을을 지나 낮은 고개를 넘으면 원이 있었던 탑원마을이 있다.
忠淸州道掌三十四. 同和長足菁好(水州) 嘉川(陽城) 栗峯雙樹猪山長池(淸州) 長楊堆粮(鎭州) 燕山驛金沙
(燕歧) 蒲谷(全義) 成歡(稷山) 新恩(天安) 金蹄(豐歲) 長世(牙州) 昌德(新昌) 理興(溫水) 日興(禮山) 廣庭日新

(公州) 坦平(公州) 銀山(扶餘) 維鳩(新豐) 楡楊(定山) 汲泉(伊山) 洪州驛光世(大興) 金井(靑陽) 得熊(余美) 夢
熊(貞海) 靈楡(嘉林) 非熊(鴻山)(『高麗史』 志36 兵2 站驛 忠淸州道).
驛四 栗峰雙樹猪山長命. (夾註)本朝太祖五年丙子 卽長池驛古基新置(『世宗實錄』 地理志 忠淸道 淸州牧).
驛一 延春. 恭靖王二年己卯 始置(『世宗實錄』 地理志 忠淸道 淸州牧 木川縣).

156. 한글학회, 2005, 『한국지명총람3 충북편』(1970년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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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淸道成歡道所管 稷山縣成歡驛 天安郡新恩驛金蹄驛 木川縣延春驛 淸州長命驛 日新道所管 公州日新驛
廣程驛唯鳩驛丹平驛敬天驛 連山縣平川驛 增若道所管沃川郡增若驛加禾驛土禾驛順陽驛化仁驛 懷德縣田民
驛 永同縣會同驛 報恩縣原巖驛含林驛 黃澗縣新興驛 栗峯道所管燕岐縣金沙驛 摠二十二驛合爲一道 稱成
歡道 以增若道察訪掌之(『世祖實錄』 世祖6年 2月 5日).
成歡驛 新恩驛 金蹄驛 長命驛 迎春驛 日新驛 廣程驛 敬天驛 平川驛 金沙驛 丹平驛 惟鳩驛已上十二驛 稱
成歡道察訪(『世祖實錄』 世祖8년 8月 5日).
長命驛 在州西五十六里 卽長池驛廢址我 太祖五年新置(『新增東國輿地勝覽』 忠淸道 淸州牧 驛院).

다음 역시설로는 迎春驛이 있었고 병천과 인접하여 청주 長命驛이 있었다. 각기 연춘리와 장산
리 長命村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 그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57 이들 역은 모두 成歡道에 속해
있는 역들로서, 『高麗史』에서 충청주도에는 모두 34개의 역참이 있고 그 중 직산의 成歡驛과 함께
병천천 유역에는 長池驛(청주)이 있었으며, 이 장지역이 있던 위치에 조선시대 장명역이 설치되었
다. 즉 『世宗實錄』 지리지에서 淸州牧에는 栗峰·雙樹·猪山과 함께 장명역이 있었는데 태조 5년
(1396)에 설치한 것으로 장지역 옛터에 새로 설치한 것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158 또한 『신증동국여
지승람』에서도 장지역을 폐지한 후 태조 5년에 설치한 역이라는 기록이 있다.    159 말하자면 병천천
유역과 청주간의 교통상황이 고려시대에도 긴밀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영춘역의 경우
세조 6년(1460)에 장명역과 함께 木川縣 延春驛(영춘역)이 충청도 成歡道 소관으로 확인되고 日新
道·增若道·栗峰道의 총 22개 역을 합쳐 1도로 하고 성환도라 칭하며 이를 增若道察訪이 관장하
도록 했다. 그러다가 세조 8년(1462)에는 성환역·新恩驛·金蹄驛·장명역·영춘역 등 12개 역을
成歡道察訪이 관장하게 되었음이 보이는데, 『萬機要覽』에서는 신은역을 제외한 10개 역이 성환도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160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지속된 성환·신은·금제역과 함께 고려시대에도 淸州地로 되어 있는 장
지역(장명역)이 광기천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일원에 설치되어 있었다. 진천의 長楊·堆粮이 진천분
지와 미호천 상류지역간의 교통시설이라면 장지역은 안성천유역의 서해 연안내륙지역과 미호천유
역간의 중요한 교통시설이라 할 수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영춘역의 설치와 함께 폐지되었던 장
지역 터에 장명역이 다시 설치된 것은 여전히 교통상 병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대했음을 시사하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57. 연춘리에는 역촌(驛村) 혹은 역말이라는 마을지명이 남아 있고 장산리에는 장명(長命) 혹은 장명리라는 가장 큰 마을이 있는데 장

명역(長命驛)이 있었던 곳이다(한글학회 2006, 『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1974년 초판)).
158. 『世宗實錄』 地理志 忠淸道 淸州牧 木川縣條.
159. 『新增東國輿地勝覽』 忠淸道 淸州牧 驛院條. 『여지도서』에서도 그 내용이 있다(『輿地圖書』 忠淸道 淸州牧 驛院條).
160. 『萬機要覽』 軍政編1 驛遞 各道屬驛 公忠道. 내용을 보면 속역(屬驛)으로 금제(金蹄)·광정(廣程)·일신(日新)·경천(敬天)·유구(維

鳩)·단평(丹平)·평천(平川)·영춘(迎春)·장명(長命)·금사(金沙) 등의 역이 성환도(成歡道)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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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竝川川 流域의 地政學的 位相과 天安 銅城山城
병천천 유역은 차령산지 안에 위치한 곳으로 병천천(본류)을 중심으로 승천천, 용두천, 광기천
등의 상시 지천(지류)이 있으면서 분지형태의 저구릉 지형을 이루며, 그 끝은 차령산지 이남의 미
호천유역으로 이어진다. 즉 서해나 서해연안 내륙지역과 험준한 산간지대를 두고 호서 내륙지역과
의 교통에 수월한 곳 중의 하나다.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려시대에도 청주지역 땅으로 되어 있는
장지역이 동성산성 서쪽을 흐르는 광기천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후 조
선시대에 장명역으로 다시 운영되었다. 차령산맥 남·북간 즉 안성천 유역의 서해연안 내륙지역과
미호천 유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로서 병천분지내 교통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
던 잇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본 유역이 교통의 요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이외에도 장시 상황에서도 보인다. 천안일대에
서 가장 번성했던 장은 천안장과 병천장으로 물류중심지의 역할을 했다. 목천, 천안, 진천 등지에
서 재화를 조달했고 토착민과 함께 덕산면·이월면 이서지역으로 대부분 현재의 진천읍에 해당하
는 진천 서암면과 청주 서강외이면의 사람들이 주요 구매자로서 병천장에 참여했다. 특히 병천장에
서는 소금이 주요 품목으로 거래되었다. 이렇게 역이나 장시를 통해 북록 혹은 이북지역의 천안·
직산, 동북 분지지역인 진천 및 청주·전의 등 이남지역 등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곳으로서 병천
이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주변 지역간 교통로 중 북쪽의 병천-안성간 경로와 관련된 것으로 扶蘇門峙가 있으며 안성나들
이라는 지명유래가 병천에 남아 있다. 이 부소문치를 지나게 되면 입장면으로서 경로상 서쪽 주변
에 현 시장리가 있는데 과거 侍郞里로 백제 九實鄕이었으며 당시 侍郞 9인이 살았다는 유래가 유
일하게 남아 있다.    161 여기에서 도보로 3시간 정도의 거리에 백제 한성기인 4세기대에 축조된 후 고
구려가 점유했던 安城 道基洞 關防遺蹟    162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동쪽으로는 앞서와 같이 현 진천
읍 일원의 사람들이 병천장을 보러 오거나 재화를 공급했었는데 동성산성의 동남쪽에 인접한 화계
리에는 雄岩說話가 남아 있으며 진천사람들이 병천에 장을 보러 왕래하는 내용이 있다. 그 경로는
『대록지』에서 보이는 東大路였을 것인데 근동면, 일원동면 및 將校峙를 지나 진천 성암동에 이르는
대로이다. 이 성암동에서 잣고개를 넘으면 바로 진천읍이다. 동대로에는 임진왜란 이후 주막이 있
으면서 문란해지자 폐원시켰을 정도로 행려자들의 왕래가 많았음을 시사하는 佛地方院이 있었다.
또한 진천-병천간에 남아 있는 지명으로 일원동면, 지금의 동성산성 동쪽일원에는 삼국시대 군사
가 주둔했던 곳으로 銅城에 軍糧을 보급했다는 軍糧坪이 있고, 동성산성에 대한 것으로 삼한시대의
農城이라는 유래가 남아 있기도 하다.

161. 한글학회 2006, 『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1974년 초판).
162. 기남문화재연구원, 2015, 『안성 도기동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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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성, 진천, 청주지역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병
천천 유역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동성산성이 자리해 있다. 특히 남동쪽으로 병천천·광기천 합
류부 일원의 조망이 양호하며 광기천 상류역에 대한 곡간시야도 좋은 편이다. 청명할 경우에는 7㎞
정도의 식별거리로 분지 중앙에 위치한 세성산 일대가 조망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양호한 시계를
가지는 동성산에 백제 한성기의 토축성이 위치해 있는 것이다.
백제는 한강 하류에 初都를 정한 이후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인해 漢城이 불타고 개
로왕이 전사하는 戰禍를 겪었다. 뒤이어 왕위에 오른 문주왕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웅진으로
천도함으로써 백제의 국가 경영 중심이 비로소 호서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백제의 웅
진천도 이전에도 호서지역 일원은 백제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백제는 남쪽으로의 진출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 결국 목지국을 병합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위치는 충남 천안·
아산 일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병합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원산성과 금현성의 항복을 이끌어내었
고, 후속하여 槐谷城, 娘子谷城, 蛙山城, 狗壤城, 大豆城 등 미호천·금강 유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
로 판단되는 성들이 확인된다. 고고자료로는 천안 두정동유적이나 천안 화성리 및 용원리유적에서
보이는 토광묘, 석실분 등 4세기대의 주요 유적들이 조사된 바 있다. 호서지역 전체로는 서산 부장
리, 공주 장원리, 서천 봉선리, 대전 구성동, 논산 표정리 등 분묘 및 생활유적들이 분포해 있다. 특
히 용원리 9호 석곽분의 黑釉鷄首壺, 1호 횡혈식 석실분의 靑磁盌, 화성리 일대 및 고분에서 수습

된 靑磁盤口甁 등의 中國陶磁類가 동성산성이 위치해 있는 병천천 유역, 지리적으로 아주 근접한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도자류는 백제의 중앙세력이 지방세력에게 준 일
종의 정치적 賜與物로 보는가 하면, 이들이 출토된 분묘가 중앙 양식과 계통을 달리하기 때문에 백
제의 영향력 하에 편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국도자를 소유할 정도의 독자성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반독립적인 세력 혹은 중앙으로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방세력, 어느
쪽이 되었든 그 유력 세력의 거점이 병천 일원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성기
당시 본 유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는 것과 함께 지역 거점으로서의 위상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성산성은 유물 양상이나 주변 경로상의 입지 등을 종합해
보면 백제의 미호천 유역 진출과정에서 중요한 경유지이자 요충지인 병천분지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축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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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천안 동성산성_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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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동성산성 원경(북서에서)

사진 2. 동성산성 근경(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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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동성산성 원경(남동에서)

사진 4. 동성산성 근경(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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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조사지역 벌목 진행(북서에서)

사진 6. 조사지역 벌목 진행(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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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지역 벌목 후 정리(북동에서)

사진 8. 조사지역 벌목 후 정리(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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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지역 벌목 후 정리(남동에서)

사진 10. 조사지역 벌목 후 정리(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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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현황조사 북동회절부 외부(북에서)

사진 12. 현황조사 북벽 N19E3-4(북서에서)

사진 13. 현황조사 북벽 N19E2-4(서에서)

사진 14. 현황조사 북벽 N19E2-4(북동에서)

사진 15. 현황조사 북벽 N19E3-4 외부(북동에서)

사진 16. 현황조사 북벽 N18E2-W1 외부(북동에서)

사진 17. 현황조사 북서회절부 N18W1-2 외부(북동에서)

사진 18. 현황조사 서벽 N16-17W2(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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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현황조사 서벽 N13-14W3(남동에서)

사진 20. 현황조사 서벽 N13-14W3(북서에서)

사진 21. 현황조사 서벽 N10-11W3(북서에서)

사진 22. 현황조사 서벽 N4-7W3-4(북서에서)

사진 23. 현황조사 서벽 N1-4W3-4(남서에서)

사진 24. 현황조사 서벽 S1W5(북동에서)

사진 25. 현황조사 서벽 S2W6(북동에서)

사진 26. 현황조사 서벽 S3W6(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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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현황조사 서벽 S2-3W6 평탄지(남서에서)

사진 28. 현황조사 서벽 S6W7(북동에서)

사진 29. 현황조사 서벽 S6W7 함몰부 내부(남동에서)

사진 30. 현황조사 서벽 S6W7 함몰부 외부(남동에서)

사진 31. 현황조사 서벽 S6W7 함몰부 원경(동에서)

사진 32. 현황조사 서벽 S7W7(북동에서)

사진 33. 현황조사 서벽 S7W8(북동에서)

사진 34. 현황조사 서벽 S12-13W10-11(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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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현황조사 서벽 S12-13W10-11 평탄지(북동에서) 사진 36. 현황조사 서벽 S14-15W11(북에서)

사진 37. 현황조사 서벽 S14-15W11 외부(북에서)

사진 38. 현황조사 서벽 S16-17W11 평탄지(남동에서)

사진 39. 현황조사 서벽 S19-20W10-11(북서에서)

사진 40. 현황조사 서벽 S20W10(북서에서)

사진 41. 현황조사 서벽 S20W10 유물노출(북서에서)

사진 42. 현황조사 서벽 S20W10 유물노출(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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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현황조사 서벽 S21W9 평탄지(서에서)

사진 44. 현황조사 동·서벽 회절부 S21W9 외부(남서에서)

사진 45. 현황조사 동벽 S20-21W6-7 내부(북서에서)

사진 46. 현황조사 동벽 S20W6(남서에서)

사진 47. 현황조사 동벽 S19-20W5-6(남서에서)

사진 48. 현황조사 동벽 S17-18W4-5(북동에서)

사진 49. 현황조사 동벽 S14W4(북서에서)

사진 50. 현황조사 동벽 S10W3(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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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현황조사 동벽 S9W2(남서에서)

사진 52. 현황조사 동벽 S8-9W1-2(남서에서)

사진 53. 현황조사 동벽 S5E2(북동에서)

사진 54. 현황조사 동벽 S1-3E2-3(남동에서)

사진 55. 현황조사 동벽 S2-N1E2(남동에서)

사진 56. 현황조사 동벽 S1E2(남동에서)

사진 57. 현황조사 동벽 S1-N1E2(남동에서)

사진 58. 현황조사 동벽 N1E3(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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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9. 현황조사 동벽 N2E3 훼손부(남에서)

사진 60. 현황조사 동벽 N3-6E4 평탄지(남동에서)

사진 61. 현황조사 동벽 N4E4 외부(남동에서)

사진 62. 현황조사 동벽 N6E4 외부(남동에서)

사진 63. 현황조사 동벽 N6-7E 외부(남동에서)

사진 64. 현황조사 동벽 N10E5 외부(남에서)

사진 65. 현황조사 동벽 N10-11E5 평탄지(남에서)

사진 66. 현황조사 동벽 N11E5 평탄지(남동에서)

천안 동성산성_사진

147

사진 67. 현황조사 동벽 N11-13E5(남동에서)

사진 68. 현황조사 동벽 N13E5 외부(남동에서)

사진 69. 현황조사 동벽 N15E4 외부(남동에서)

사진 70. 현황조사 동벽 N15-16E4(남동에서)

사진 71. 현황조사 동벽 N16E4 소로(남동에서)

사진 72. 현황조사 동벽 N17-18E4(남동에서)

사진 73. 현황조사 동벽 N17-18E4 외부(남동에서)

사진 74. 현황조사 동벽 N18E4 평탄지(남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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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5. 현황조사 동벽 N18E3-4 평탄지(남동에서)

사진 76. 현황조사 동벽 N18E4 외부(남동에서)

사진 77. 현황조사 동벽 N18E4 외부(북동에서)

사진 78. 현황조사 N17W1 절토지(북동에서)

사진 79. 현황조사 N17W1 절토지 유물 노출

사진 80. 현황조사 N12-15W1 평탄지(북서에서)

사진 81. 현황조사 N8-11W1 평탄지(북서에서)

사진 82. 현황조사 N9E1 능선부(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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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3. 현황조사 N7E1 평탄지(북서에서)

사진 84. 현황조사 N9W1 평탄지(북서에서)

사진 85. 현황조사 동성산 삼각점 표지

사진 86. 현황조사 N6W1 능선부 단차 외부(북서에서)

사진 87. 현황조사 N6W1 능선부 단차 외부(북서에서)

사진 88. 현황조사 N6W1 능선부 석축(남서에서)

사진 89. 현황조사 N6W1 능선부 단차 외부(남동에서)

사진 90. 현황조사 N5E1 평탄지(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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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1. 현황조사 N8-10E2 묘역조성지(남동에서)

사진 92. 현황조사 정상부근 약초채취후 모습

사진 93. 현황조사 정상부근 약초채취지점 유물노출

사진 94. 현황조사 안부 능선일대 조림

사진 95. 조사지역 조사후 원경(북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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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6. 조사지역 조사후 원경(남동에서)

사진 97. 조사지역 조사후 원경(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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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8. 조사지역 북쪽 일원 조사후 근경(북동에서)

사진 99. 조사지역 남쪽 일원 조사후 근경(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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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0. 조사지역 남쪽 일원 조사후 근경(북동에서)

사진 101. 조사지역 남쪽 일원 Tr.15 유구노출후 근경 (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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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2. 1트렌치 조사전 전경(북동에서)

사진 103. 1트렌치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사진 104. 1트렌치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사진 105. 1트렌치 북성벽 내부 평탄지 토층(남에서)

사진 106. 1트렌치 북성벽 동쪽 토층(남에서)

사진 107. 1트렌치 1-1호 주거지 조사중(북에서)

사진 108. 1트렌치 1-1호 주거지 유물노출(북에서)

사진 109. 1트렌치 조사중 주거지 유물노출(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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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0. 1트렌치 1-1호 주거지 바닥 유물(북에서)

사진 111. 1트렌치 1-1호 주거지 바닥 유물 근경(북에서)

사진 112. 1트렌치 1-1호 주거지 외줄고래(북에서)

사진 113. 1트렌치 1-1호 주거지 고래내부 유물(북에서)

사진 114. 1트렌치 1-1호 주거지 유수퇴적흔적(동에서)

사진 115. 1트렌치 1-1호 주거지 소결토(북에서)

사진 116. 1트렌치 1-1호 주거지 고래내부 유물(동에서)

사진 117.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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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8.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2

사진 119.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3

사진 120.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4의 구연부

사진 121.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4의 저부

사진 122.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5

사진 123.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6

사진 124. 1-1호 주거지 출토유물 7

사진 125. 5트렌치 조사전 전경(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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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6. 5트렌치 조사후 전경(남서에서)

사진 127. 5트렌치 서성벽 토층(동에서)

사진 128. 5트렌치 5-1호 주거지 노출(남서에서)

사진 129. 9트렌치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사진 130. 9트렌치 서성벽 토층(남에서)

사진 131. 9트렌치 9-1호 주거지(남서에서)

사진 132. 9트렌치 9-2호 수혈(남서에서)

사진 133. 9트렌치 9-2호 수혈 유물노출(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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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4. 9트렌치 9-2호 수혈 유물노출 세부(남서에서)

사진 135. 9트렌치 9-4호 수혈(남서에서)

사진 136. 9트렌치 9-4호 수혈 유물노출(북서에서)

사진 137. 9트렌치인접 석축시설 조사전 정면(남서에서)

사진 138. 9트렌치인접 석축시설 조사전 측면(북서에서)

사진 139. 9트렌치인접 석축시설 조사후 정면(남서에서)

사진 140. 2트렌치 조사전 전경(북서에서)

사진 141. 2트렌치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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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2. 2트렌치 2-1호 주거지 노출(북서에서)

사진 143. 2트렌치 수혈 및 주혈 노출(북서에서)

사진 144. 3트렌치 조사전 전경(북동에서)

사진 145. 3트렌치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사진 146. 3트렌치 3-1호 주거지(북서에서)

사진 147. 3트렌치 3-2호 주거지(북서에서)

사진 148. 3트렌치 3-2호 주거지 유물노출

사진 149. 3트렌치 3-3·4호 주거지(북동에서)

160

사진 150. 4트렌치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사진 151. 4트렌치 4-1호 주거지(남동에서)

사진 152. 6트렌치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사진 153. 7트렌치 조사전 전경(북동에서)

사진 154. 7트렌치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사진 155. 7트렌치 노두 노출(동에서)

사진 156. 8트렌치 조사전 전경(북동에서)

사진 157. 8트렌치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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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8. 10트렌치 조사전 전경(남에서)

사진 159. 10트렌치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사진 160. 11트렌치 조사전 전경(남서에서)

사진 161. 11트렌치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사진 162. 11트렌치 11-2호 수혈(북동에서)

사진 163. 11트렌치 11-2호 수혈 유물노출

사진 164. 12트렌치 조사전 전경(남서에서)

사진 165. 12트렌치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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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6. 11트렌치 12-1호 주거지(북동에서)

사진 167. 11트렌치 12-2호 수혈(북동에서)

사진 168. 11트렌치 12-4호 수혈(북동에서)

사진 169. 13트렌치 13-1호 수혈(남동에서)

사진 170. 14트렌치 조사전 전경(서에서)

사진 171. 14트렌치 조사후 전경(동에서)

사진 172. 14트렌치 14-1호 주거지(북동에서)

사진 173. 14트렌치 14-1호 주거지 유물노출(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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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4. 14트렌치 14-4호 주거지(동에서)

사진 175. 14트렌치 14-2호 수혈(동에서)

사진 176. 14트렌치 14-3호 수혈(북동에서)

사진 177. 15트렌치 조사전 전경(북서에서)

사진 178. 15트렌치 조사후 전경(남서에서)

사진 179. 15트렌치 15-8호 주거지, 15-5·7호 수혈

사진 180. 15트렌치 15-10·11호 주거지(북서에서)

사진 181. 15트렌치 15-1~4호 수혈(북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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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2. 15트렌치 교란범위 석재 매몰 모습1

사진 183. 15트렌치 교란범위 석재 매몰 모습2

사진 184. 15트렌치 교란범위 굴삭기 흔적

사진 185. 퇴적층 수습유물 8

사진 186. 퇴적층 수습유물 9

사진187. 퇴적층 수습유물 10

사진 188. 퇴적층 수습유물 11

사진 189. 퇴적층 수습유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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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0. 퇴적층 수습유물 13

사진 191. 퇴적층 수습유물 14

사진 192. 퇴적층 수습유물 15

사진 193. 퇴적층 수습유물 16

사진 194. 한국매장문화재협회 관계자 방문(8월 30일)

사진 195. 제1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1(9월 5일)

사진 196. 제1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2(9월 5일)

사진 197. 제1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3(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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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8. 제1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4(9월 5일)

사진 199. 제1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5(9월 5일)

사진 200. 제2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1(9월 6일)

사진 201. 제2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2(9월 6일)

사진 202. 제2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3(9월 6일)

사진 203. 제2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4(9월 6일)

사진 204. 제2차 현장자문회의 회의모습5(9월 6일)

사진 205. 현장 공개설명회1(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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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6. 현장 공개설명회2(9월 7일)

사진 207. 현장 공개설명회3(9월 7일)

사진 208. 1트렌치 복토 모습1

사진 209. 1트렌치 복토 모습2

사진 210. 1트렌치 복토 모습3

사진 211. 1트렌치 복토 모습4

사진 212. 1트렌치 복토 모습5

사진 213. 1트렌치 복토 모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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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4. 1트렌치 복토 모습7

사진 215. 1트렌치 복토 모습8

사진 216. 1트렌치 복토 모습9

사진 217. 1트렌치 복토 모습10

사진 218. 1트렌치 복토 모습11

사진 219. 5트렌치 복토 모습1

사진 220. 5트렌치 복토 모습2

사진 221. 5트렌치 복토 모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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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2. 5트렌치 복토 모습4

사진 223. 9트렌치 복토 모습1

사진 224. 9트렌치 복토 모습2

사진 225. 9트렌치 복토 모습3

사진 226. 9트렌치 복토 모습4

사진 227. 9트렌치 복토 모습5

사진 228. 능선 북쪽 일대 복토 모습1

사진 229. 능선 북쪽 일대 복토 모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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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30. 능선 남쪽 일대 복토 모습

사진 231. 동사면부 10트렌치 복토 모습

사진 232. 동사면부 11트렌치 복토 모습

사진 233. 동사면부 14트렌치 복토 모습

사진 234. 능선 북쪽 일대 복토 모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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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 목록
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1

심발형토기

도면47-1

사진117

9

단경병

도면55-9

사진186

2

옹형토기

도면47-2

사진118

10

단경병

도면55-10

사진187

3

호

도면47-3

사진119

11

저부

도면55-11

사진188

4

호

도면48-4

사진
120·121

12

대옹

도면56-12

사진189

5

대옹

도면49-5

사진122

13

구연부

도면56-13

사진190

6

방추차

도면47-6

사진123

14

구연부

도면56-14

사진191

7

철촉

도면47-7

사진124

15

소호

도면55-15

사진192

8

고배

도면55-8

사진185

16

구연부

도면56-16

사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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