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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글의 목적은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洪城 神衿城의 初築城壁을 설정하고, 축
성주체를 조명함에 있다. 이를 위해 유적의 기초적인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그 의미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본래 홍성 신금성은 둘레 645m의 外城과 564m의 內城이 조합된 重郭구조로 알려
졌다. 내성은 基壇石列版築城壁이 뚜렷한 반면, 외성은 기단석렬이 확인되지 않은 독
특한 구조로 보고되었다.
그런데 내성과 외성의 축조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시기로 판단한 결론은 의구
심을 갖게 한다. 또한 내성의 북벽과 서벽은 성벽축조층 보다 거대한 ‘성벽 아래 層群’
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토성의 기저부로 판단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토층의 형태
또한 의미심장하여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기초로 토성벽 단면을 재검토
하였다.
그 결과, 통일신라시대 성벽 아래에 자리한 층군은 별도의 盛土構造物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성 남벽을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성토재료로
사용된 흙과 토층양상을 근거로, 성벽 아래 층군과 외성을 연결하여 초축성벽을 설정하
였다. 초축성벽은 둘레 645m로 내성 동-북-서벽-외성 남벽을 포괄한다. 이러한 초
축성벽이 폐기된 후, 통일신라시대에 기단석렬판축토성(내성)이 축조된 것이다.
초축성벽의 축조시기는 성벽 출토유물을 비롯해 초축성벽과 유구의 중복관계를 검토
함으로써 백제 한성기임을 분명히 하였다. 홍성 신금성 출토유물 중 대다수를 점하는
한성양식토기의 연대와 정합적임을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축조 및 운영시기는 東晋
代 錢文陶器와 백제토기의 최근 연구를 참고하여 5세기 전반에 축조, 한성기 말∼웅진
기 초까지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초축성벽 축조 이전에 존재하였던 원삼국∼
백제 한성기 취락이 상정된다.
백제 한성기의 홍성 신금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축조목적과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신금성이 축조되기 이전 주변지역의 물질문화 변화과정에 주목하여, 홍성
석택리유적을 위시한 지역정치체가 소멸하고 지역 내 중심지가 신금성으로 이동하였음
을 지적하였다. 또한 호서 서해안지역은 아산만과 천수만을 잇는 2개의 교통로가 상정
되는데, 양 교통로의 합류지점에 신금성이 자리하여 눈에 띤다. 따라서 지방지배의 거
점이자 아산만-호서 서해안지역-서남부 해안지역을 잇는 정치·경제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주제어 : 백제, 마한, 토성, 판축, 성토, 지방지배, 영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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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洪城 神衿城(충청남도 기념물 제149호)의 初築城
壁을 설정하고, 축성주체를 조명함에 있다.
본래 신금성은 지표조사 당시 백제토기가 수습되어 백제토성으로 인식되었다(忠南大學
校博物館 1987). 이후 여러 차례의 성벽조사를 통해 축조주체가 통일신라였음이 밝혀졌
다(忠南大學校博物館 1994). 특히 북문지 暗渠 주변의 瓦積層에서 ‘大中’(847∼859)명기와
와 통일신라시대토기가 출토되어, 축조시기 비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후 홍성
신금성은 부여 부소산성, 양산 순지리토성 발굴조사와 함께, ‘판축은 곧 백제 고유의 기
술’이라는 인식을 종식시킨 축성 연구사의 중요한 획기가 되었다(李奕熙 2013a :5). 더불
어 출토유물의 압도적 다수가 다종다양한 漢城樣式土器이며(김성남 2004), 錢文陶器, 施
釉陶器편 등도 확인됨으로써 백제 한성기의 유력한 지방거점으로도 주목받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세기 중엽 전후의 洪城 神衿城 百濟遺蹟과 통일신라시대 홍성 신
금성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忠南大學校博物館 1994, 成正鏞 1994).
이후 홍성 신금성에 대한 연구는 신금성 백제유적의 성격(成正鏞 1998·2007, 金成
南 2006, 朴淳發 2007, 양기석 2012, 尹淨賢 2013, 李晟準 2014a, 土田純子 2015), 백제토
기의 시간적 위치(강원표 2004, 김성남 2006, 정종태 2009, 土田純子 2013a, 2013b, 李晟
準 2014b), 통일신라시대 토성 축조기법과 성격(金容民 1997, 성정용·이성준 2001, 高龍
圭 2001, 손희주·박언곤 2001, 朴淳發 2004, 金虎俊 2007, 강민식·윤대식 2010, 서정석
2012, 양기석 2012), 통일신라시대 물질자료 및 陶瓷考古學적 접근(李喜寬 2004, 이인숙
2004, 방병선 2006·2009)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성벽 축조기법의 전형인 基壇石列 +영정주를 조합한 내성과 달
리, 외성은 기단석렬이 없고 영정주의 사용이 불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기저부 폭, 토층
의 형태, 축성에 사용한 재료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보고자도 인식하였지
만 양자를 동시 축조로 결론지음으로써 의문을 남기게 되었다.
더불어, 보다 큰 의문은 내성에서 제기된다. 내성의 성벽축조층 아래에는 성벽보다 거
대한 層群이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거대한 층군의 확인 범위이다. 내성 성벽 아래에서
는 폭 10∼20m 이상, 높이 2∼5m 이상으로 확인되는 반면, 성벽과 인접한 내부공간의 퇴
적층은 깊이가 50㎝ 이하라는 것이다. 토층의 형태도 의미심장한데 인위적으로 성토한
구조물일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더한다.

1) 보고자의 版築 基底部石列을 가리키며, 이하 기단석렬로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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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금성의 구조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상의 문제의식은 崔鍾圭
(2005)의 선구적인 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비록 후속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인용되지
않았지만 필자의 지향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뼈대로 삼고자 한다. 재검토 과정에서
축조시기의 핵심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신금성의 성격과 의미를 재조명하도록
하겠다.

Ⅱ. 성벽 및 관련시설 조사내용(표 1)
洪城 神衿城은 충청남도 홍성군 결
성면 금곡리에 소재한다. 서쪽의 청
룡산(해발 236m)과 동쪽의 횡산(해발
209.6m) 사이에 자리한 언덕(해발 40
∼80m)의 능선 말단부에 있다. 서편에
는 금곡천, 남동편에는 금리천이 남쪽
1㎞ 지점의 천수만으로 합류한다. 주
변에 발달한 평야지대와 해안선을 조
망할 수 있는 입지이다(그림 1).
신금성이 학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
는 1987년 충남대학교박물관이 실시
한 지표조사를 통해서이다(忠南大學
校博物館 1987). 이때 무문토기와 백
제토기편 등 다수의 토기편이 수습되
었으며, 성내 경지정리 도중 저지대에
서 완형의 백제토기 6점이 수습 신고
됨에 따라 백제토성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1992년까지 3차에 걸

<그림 1> 홍성 신금성 위치도
(朝鮮五萬分之一地形圖 1914년 洪城 S=1/100,000)

친 발굴조사를 통해 구조와 성격이 더욱 명확해졌다(忠南大學校博物館 1994).
홍성 신금성의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역사다리꼴로, 성 중앙을 가르는 內城 남벽을 통
해 內·外城으로 구분된 重郭구조이다(그림 2). 내성(東西南北)의 둘레는 560m, 외성(東
西南)은 235m, 총 645m이다. 성벽은 북벽·서벽·남벽이 양호하게 잔존한 반면, 내성 남
벽이 유실되어 서벽으로부터 90m 가량 남아있다. 동벽은 토루의 존재가 미미한데 급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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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홍성 신금성 유구배치도(忠南大學校博物館 1994, 필자 재작도)

여서 이를 그대로 이용했거나, 削土 또는 목책 등의 상부구조물을 부가한 구조로도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북문지와 주변의 유구(暗渠 및 瓦積層), 추정 남문지, 동남쪽의 추정 水口址를 비
롯한 시설이 잔존한다. 성 내부에서는 백제시대 수혈주거지 2동, 목곽유구 1기, 저장공
10기, 소형수혈 2기, 백제시대 이후의 토광묘 1기와 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2동, 수혈
유구 2기, 시대미상 부정형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이중 백제시대 3호 수혈주거지, 1∼6호
저장공 및 토광묘 1기, 북문지 주변의 암거 및 와적층은 성벽의 아래에서 확인된 이른 바
‘城壁 下 遺構’로서 통일신라시대 성벽의 축조시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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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벽
1) 내성 서벽(그림 3)
내성 서벽은 신금성 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북벽-서벽 회절부로부터 남쪽으로 이어진
다. 서벽의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꺾인 내성 남벽을 기준으로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된다.
내성 서벽에 대한 절개조사는 서벽 중앙부의 W-ⅦTr.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W-Ⅶ로부
터 회절부 부근 W-ⅠTr.까지 약 55m 구간은 판축토루, 기단석렬, 영정주를 노출시켜 축
조양상을 파악하였다.
축조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기저부를 평평하게 정지한 뒤 내·외측으로 기단석렬과 영
정주를 시설하였다. 기단석렬에 사용된 석재는 30∼70㎝의 할석이나 약간 다듬은 판석이
며, 영정주를 설치할 자리는 비워두었다. 즉 기단석렬과 영정주에 조합된 판축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내부를 치밀하게 쌓은 전형적인 基壇石列版築土城이다(羅東旭 1996, 金容民
1997, 高龍圭 2001). 판축단위(版塊)는 경계가 수직인 것으로 볼 때,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여기에 별도의 기단석렬이 내외 각각 1열씩 확인되는데 이를 2차 판축
으로 명명하였다. 서벽에만 시설된 이것은 내성 서벽-남벽 회절부로부터 북쪽으로 22m
가량 확인된다. 1차 판축 기단석렬과 동일 높이, 동일 면에 시설되어 주목된다. 보고자는
양자에 대해 공정의 차이이기 보다는 시기 차로 판단하였다. 이는 곧 기단석렬과 영정주
가 노출된 형태의 1차 판축 성벽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2
차 판축이 보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후
술할 출토유물의 양상이 다른 점에서 기인한 것 같다.
1차 판축의 기저부 폭은 365∼370㎝로 거의 일정하며, 2차 판축의 폭은 외측 114∼230
㎝, 내측 70∼160㎝로, 북쪽으로 갈수록 1차 판축을 향해 좁혀진다. 성벽의 잔존 높이는
215㎝인데 W-ⅦTr.의 단면을 통해 볼 때, 성벽 축조 이후 퇴적된 ‘성벽 붕괴 퇴적토(49∼
59층)’의 토량으로 최소 410㎝의 복원 높이를 추정하였다.
영정주는 직경 15∼28㎝의 단면 원형이며 약 370㎝ 폭이다. 2차 판축의 영정주도 같은
양상이며, 1차 판축의 그것과 동일선상으로 설치되었다. 내성 서벽의 성벽 아래에는 필
자가 주목한 ‘퇴적층’이 매우 넓고 깊게 존재한다. W-ⅦTr. 단면을 통해 보면 폭이 최소
1,200㎝, 깊이가 최소 300㎝이다. ‘퇴적층’은 층별로 두께가 얇고 木炭帶, 회흑색뻘흙층,
소토가 섞인 층, 소토 등 다양한 물성의 흙이 관찰되어 복잡하다. 이에 대해 보고자는 생
토면을 최소 5층으로부터 인위적으로 掘壙한 구덩이 혹은 壕와 같은 시설이 있었고, 그
내부의 복잡한 토층은 ‘자연 퇴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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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내성 서벽 및 남벽 유구배치도 및 성벽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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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성 서벽-내성 남벽 회절부(그림 3·7·8)
내성 서벽-내성 남벽 회절부는 양 성벽뿐만 아니라 외성 서벽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사
가 집중된 구간 중 하나이다. 복수의 절개조사를 통해 판축성벽의 축조양상을 파악하였
으며, 기단석렬이 노출된 부분을 둑으로 남기고 생토면까지 하강하는 과정에서 ‘城壁 下
遺構’가 확인되었다.
회절부의 중앙에는 내성 남벽의 기단석렬이 서벽의 그것보다 약 50㎝ 낮은 높이에서 진
행하여 단이 지는 구조가 확인된다. 높이는 다르지만 내성 서벽 1차 판축과 동일한 구조
여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내성 서벽과 남벽의 성벽이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내성 서벽과 남쪽의 외성 서벽 간의 높이가 2∼3m 정도 낮은 위치에서 완만하게 진행
되는 점도 눈에 띤다.
회절부에서 노출된 기단석렬의 폭과 영정주의 간격은 W-ⅦTr.에서 확인된 것과 거의
같다. 다만 회절하며 방향이 바뀌는 구간에서 내측 영정주의 간격은 좁게, 외측을 넓게
구축하였다. 즉 평면 방형의 版塊가 진행하다가 평면 삼각형의 版塊와 맞물리면서 회절
하는 구조이다. 판축성벽의 높이는 100㎝ 내외여서 W-ⅦTr.의 성벽보다 100㎝ 이상 낮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성벽의 높이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2차 판축은 외측에서만 확인되며
회절부 중앙의 단이 지는 부분(축조시작점)에서 1차 판축을 향해 90°꺾여 마무리된다.
회절부 내·외측으로 설치된 복수의 Tr.에서는 ‘城壁 下 遺構’가 노출되었다. W-ⅠTr.의
내측으로 백제시대 3호주거지(先)와 1호 저장공(後)이 중복된 채 확인되었으며, 회절부
외측의 W-ⅣTr.에서는 1호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이중 1호 토광묘는 ‘퇴적층’을 굴착하고

<그림 4> 내성 남벽 W-2Tr.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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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백제시대 유구와 시기 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城壁 下 遺構’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기단석렬 아래로 두꺼운 ‘퇴적층’이 확인되었
다. 이는 2차 판축 기단석렬의 하부를 조사한 W-Ⅰ·ⅤTr.에서 잘 나타나며, W-ⅣTr.과
W-ⅢTr.은 사진으로 관찰할 수 있다<그림 8>. 깊이는 기단석렬부터 외측은 약 250㎝, 내
측은 220㎝ 가량이며, 주로 패각과 목탄이 섞인 점토 및 사질점토의 혼합층이다. 회절부
하부의 ‘퇴적층’에서는 내성 서벽 W-ⅦTr.의 사례 같은 인위적인 굴광은 확인되지 않았
으며 자연 퇴적으로 판단되었다.
내성 서벽과 회절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크게 퇴적층 출토품, 1차 판축 출토품, 2차 판축
출토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퇴적층 출토품은 모두 원삼국∼백제토기로, 연질토기
뚜껑편, 삼족기,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호, 옹, 직구단경호, 외반구연소호, 대부
토기, 방추차, 원반형토제품,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1차 판축 출토품 또한 모두 원삼국∼
백제토기이다.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뚜껑편, 시루, 삼족기, 고배, 호, 옹, 병, 완, 방추
차 등이 출토되었다. 반면 2차 판축에서는 청동기시대 구순각목토기, 원삼국∼백제시대
각종의 토기와 함께,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동이편, 호, 옹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2차 판
축의 출토유물이 다른 점에 주목하여 1차 판축의 축조하한을 통일신라시대 이후로 비정
하였다.

3) 내성 남벽(그림 4)
내성 서벽-남벽의 회절부로부터 남동방향으로 약 45m 잔존하며 동쪽으로 갈수록 완만
하게 낮아진다. 회절부로부터 약 8m 동쪽의 W-ⅡTr.에서 이루어진 절개조사를 통해 성
벽과 중복관계를 이루는 3, 4, 5, 6호 저장공을 노출하였다.
남벽의 기저부 폭은 375㎝이며 잔존 높이는 140㎝이다. W-ⅡTr.의 단면에서 확인된 c-g
층과 2∼5-1층은 성벽 붕괴토로 판단하여, 최소 2.4m 내외의 복원 높이를 제시하였다. 영
정주의 간격은 기단석렬이 놓여있지 않은 2곳을 통해 270∼300㎝ 내외로 판단된다.
내성 남벽은 내성 서벽이나 회절부와 달리 기단석렬로부터 30㎝ 아래에서 생토가 드러
났다. 내성 서벽과 같은 두꺼운 ‘퇴적층’이 확인되지 않아 주목된다.
내성 남벽에서는 원삼국∼백제토기가 소량 출토되는데, 연질토기 구연부편, 삼족기, 심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뚜껑, 시루, 호, 이중구연토기, 합, 완, 벼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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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성 북벽(그림 6)
내성 북벽은 신금성에서 가장 긴 부분으로 중앙부가 약간 돌출된 형태이다. 북벽에 대
한 절개조사는 북문지 동편의 N-ⅠTr., 서편의 N-ⅡTr. 2개소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북
문지와 성벽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평·단면조사와 함께, 암거 및 와적층에 대한 조
사도 병행되었다.
우선 N-ⅡTr.을 살펴보면, 2열의 기단석렬이 폭 420㎝로 시설되었고 그 위로 황갈색사
질점토를 주로 이용한 판축토루가 100㎝ 높이로 남아있다. 3∼5층을 성벽붕괴토로 판단
하였는데 이를 통한 복원높이는 200㎝ 정도라 한다.
성벽의 아래에는 360㎝ 깊이의 6∼9층이 확인된다. 황갈색과 암갈색의 사질점토, 경사
진 형태의 木炭帶, 패각이 매우 균일하게 혼입된 층으로, 층 두께가 두껍고 수평상을 띤
다. 또한 9층 중간에는 기둥구멍이 기울어진 모습으로 노출되었다. 6∼9층의 이러한 특징
은 후술할 외성 남벽의 판축토 아래 16∼20층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한다. 보고자는 6∼
9층의 성격에 대해 2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연 경사면이라는 위치를 통해
‘자연 퇴적층’일 가능성이며, 둘째, 6∼8층의 토층이 수평을 이루고 있어 본격적인 축성
이전에 낮은 지형을 성토한 흔적이라는 것이다. 즉 기저부 조성의 과정에 이루어진 基礎
盛土인 셈이다. 이 중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둠으로써 내성 서벽과 회절부의 ‘퇴적층’과
는 다르게 해석하였다.
한편 성 외부의 평탄지에는 해자 등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고 조사하였지만 뚜렷한 흔
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N-ⅡTr.에서 출토된 유물은 주로 4∼5층의 성벽 붕괴 퇴적토와 6∼9층의 성벽 아래 퇴
적토에서 출토된 것이다.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저부편, 동이형토기, 시루, 뚜껑, 삼족기,
완, 이중구연토기, 광구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다음으로 N-ⅠTr.에서는 다른 지점과 달리 내측 1열만 확인되는데, 외측의 기단석렬이
본래 없었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붕괴된 것 같다. N-ⅠTr.을 서쪽과 남쪽으로 확장하자 내
측 기단석렬과 함께 ‘ㄴ’자형으로 이어지는 석렬이 무질서하게 연장된다.
보고자는 석렬의 성격에 대해 불분명하지만 기단석렬이 유실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그
리고 내측 기단석렬의 상부에 있는 2층을 성벽축조층으로, 성벽 외부의 a∼i층은 성벽 축
조 후 붕괴된 퇴적층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2층 아래에는 매우 거대한 층군(3∼12층)이
확인된다. 3∼12층은 흑갈색+적색점토·회갈색점토·갈색점질토·적황색점질토·백황
색사질토+갈색점토·황갈색사질점토·적갈색점질토·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점질토
등 다양한 색조와 물성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5·6층은 패각이, 12층은 목탄이 혼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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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등 복잡하다. 8∼12층은 외부 성벽붕괴토와의 경계가 수직에 가깝고, 그 사이에
는 기둥구멍 흔적(j층)이 확인된다. 또한 8층 상면부터 마치 壕처럼 굴광한 흔적도 있다.
그 내부에는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패각이 혼입된 흙(5∼7층)이 채워져 있으며, 중간에는
기둥구멍처럼 보이는 흔적이 사방향으로 관찰된다.
보고자는 8∼12층에 대해 8층을 제외하면 수평을 이루고 있고, 기둥 흔적(j층)이 보이고
있으므로 자연퇴적층이 아닌 인위적인 성토층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8∼11층이 쌓인
후 다시 溝와 같은 구덩이를 굴광한 것은 내성 서벽 W-ⅦTr.의 성벽 축조 이전의 구덩이
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토층양상을 종합하여 2층을 내성 서벽과 남벽, 북벽 N-ⅡTr.의 판축성벽과 동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성벽 하부의 인위적인 성토층(12층)과 이를 굴광한 뒤 채
워진 3∼7층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기 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유물은 성벽 내에서는 거의 수습되지 않았으며, 주로 성벽 아래 3∼11층에서 출토되었
다. 연질토기 저부편, 호, 파수, 뚜껑,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뚜껑, 시루, 직구단경호,
광구단경소호, 완, 기대, 완, 방추차 등 원삼국∼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

5) 외성 남벽(그림 5)
외성의 절개조사는 추정 남문지로부터 서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의 S-ⅠTr. 1개소
에서 이루어졌다. 토루 중앙에 둑(東西橫斷面)을 남기고 남북의 양쪽을 하강하였다.
절개조사 결과, 외성 남벽의 토층은 여타 성벽의 절개지점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다.
기단석렬이 확인되지 않고 기반토 위에 그대로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벽의 축조양상은
‘판축이라기에는 너무 엉성하여 盛土層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정도’라 한다. 성벽의 상
부는 주로 점성이 강한 적갈색점토와 암흑색점토로 축조되어 있고 그 아래로는 패각이
섞인 흙과 점토가 교호로 축조되어 있다. 또한 성벽 축조 시 전면을 한 종류의 흙이 아닌,
부분적으로 다른 흙들을 사용하여 한 층이어도 부분적으로 색조가 다른 등 대단히 복잡
한 양상이다.
보고자는 13층은 분명한 성벽 축조층으로, 외측의 2∼4층과 내측의 5∼12층은 성벽붕괴
층으로 판단하였다. 그 아래 16·18·21층이 40∼60㎝ 두께의 두꺼운 층인데, 패각이 다
량 혼입된 흑갈색사질점토이다. 그 사이의 적갈색점토층(15·17·19·20층)으로 구분한
것이다. 16·18·21층은 두껍지만 매우 정연하고 패각이 균질하며 그 사이의 적갈색점토
층이 성벽축조에 활용된 흙과 같아, 이를 축성 이전에 성벽 기초를 위한 일종의 성토로
판단하였다. 또한 24층의 상면만은 확실히 성벽 축조 기저면으로 힘주어 언급하였다. 이
를 기준하면 성벽 기저부의 최소 폭은 7.5m, 잔존 높이는 3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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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외성 S-Ⅰ서벽 토층도 및 사진(②·③·④·⑤ 충남대학교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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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홍성 신금성 성벽의 조사지점별 특징(단위:㎝, ?:미확인)
성벽
조사지점

내성 서벽
W-ⅦTr.

폭

높이

365∼370

215
(복원410)

성벽 아래 層群

기단석렬
내

외

○

○

영정주 간격

2차
판축

폭

높이

특징

370

○

1,200
이상

최소
300

사방향 토층선
목탄, 뻘흙, 소토
축성 이전의 溝가 폐기되었을
가능성 존재
사방향 토층선
목탄, 패각이 섞인 점질토,
사질토 혼합층
자연퇴적으로 보고

내성 회절부
W-ⅠTr.
W-ⅢTr.
W-ⅣTr.
W-ⅤTr.

365∼370

100∼120

○

○

370

○

?

220
∼
250

내성 남벽
W-ⅡTr.

375

140
(복원240)

○

○

270∼300

×

×

×

기단석렬 30㎝ 아래
생토 노출

360
이상

수평상의 토층선
기둥구멍 흔적
목탄, 패각, 점토,
사질토 혼합층
6∼8층(높이 140)은
축성 이전 인위적인
성토로 판단

420

목탄+패각+점토+사질토
혼합층 a∼i층 성벽붕괴토
8∼11층은 축성 이전의
성토층, 이후 구상으로
굴착하고 채워진 3∼7층은
시기 차 有.

내
성

N-Ⅱ
Tr.

420

100
(복원200)

○

○

?

×

1,600
이상

북
벽
내
성
북
벽

N-Ⅰ
Tr.

외성 남벽
S-ⅠTr.

400?

200

○

유
실

?

×

1,200
이상

최소750

최소300
(24층부터)

×

×

?

×

목탄, 뻘흙, 소토, 패각 등 혼합층.
‘판축이라기에는 너무 엉성하여 盛土層이 타당’,
축조구분선이 직선×, 交互로 맞물림.

정상부로부터 아래로 1.2m 지점의 단면에는 직경 14∼15㎝의 기둥구멍 흔적(14층)이 21
층 상면까지 이어진다. 그 아래로 생토층(28층)을 깊이 58㎝로 굴광한 기둥구멍의 흔적도
있다. 보고자는 이것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점, 성벽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점, 후술
할 동서횡단면에서 보듯이 성벽축조가 교호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것이
내성 서벽의 영정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동서횡단면에서는 단면의 동쪽으로 패각이 섞인 흙과 서쪽은 패각이 없는 점토로 양자
가 구분되어 주목된다. 그런데 축성 구간의 경계가 내성 서벽처럼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아니고 서로 교호인 점은 외성 남벽 축조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듯 외성 남벽은 내성의 축조기법과 상당히 다르지만 이를 그대로 축조시점상의 차
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외성 남벽의 출토유물은 주로 13층과 24∼27층 내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저부편,
원삼국∼백제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고배, 삼족기, 동이, 직구소호, 뚜껑, 청자 경부편,
골제 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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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벽 관련시설
1) 북문지(그림 9)
신금성의 문지는 1987년 지표조사 당시 내성 북벽의 북문지와 외성 남벽에 남문지가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남문지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형이
낮아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북문지에서는 보다 분명한 구조가 밝혀졌는데, 내성 북벽의 중앙부에 자리한다.
표토로부터 50㎝ 아래 전면·측면 1칸의 주초석 4개가 노출됨에 따라, 초석을 갖춘 굴립
주건물지로 추정하였다. 주초석 간의 거리는 정면 350㎝, 측면 250㎝이며, 초석의 크기는
약 70∼80㎝ 높이는 약 20㎝ 정도이다. 이중 외측 정면의 2개의 초석의 상부에는 직경 10
㎝, 깊이 7∼10㎝의 작은 구멍 2∼3개가 파여 있는데, 구체적 기능은 불확실하다.
한편 문지의 정면에는 주초석보다 작은 돌을 이용한 기단이 1열 확인되었다.
북문지 초석 주변의 퇴적토에서 심발형토기편, 장란형토기편, 뚜껑 드림부편, 시루 및
파수편, 완편, 추형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2) 암거 및 와적층(그림 9)
암거 및 와적층은 북문지 동편의 6.2m 지점에 자리하는데, 북문지와 N-ⅠTr. 사이의 성
벽횡단면을 파악하기 위해 동서로 설치한 N-ⅣTr.의 확장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우선 암거는 성벽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시설되었으며, 성벽 축성토로 추정되는 3층(흑
갈색사질점토층) 내에서 확인되었다. 길이는 400㎝로 북벽의 기단석렬 폭 보다 약간 짧
다. 노출 위치로 볼 때 성벽 외부로 끝부분이 약간 돌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 50㎝
정도 되도록 양쪽에 15∼25㎝의 석재를 1∼2단 놓은 다음, 그 위에 너비 50∼60㎝되는 판
석을 올린 구조이다. 보고자는 성 내부보다는 성벽토 내의 유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시
설로 판단하였다.
와적층은 암거 동편에서 확인되는데 270×140㎝ 범위 내에 1∼2겹 깔려있다. N-ⅣTr.의
6층 상면에 흑색재층이 자리한다. 보고자는 와적층과 암거의 층서 상 성벽 축조토 내부이
므로, 성벽 축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깔아 놓은 것으로 보았다.
암거 및 와적층에서는 상당량의 기와편과 삼족기,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뚜껑 드림
부편, 파수편, 유개소호, 호, 주름무늬대부소병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출토유물 가
운데 ‘大中’(847∼859)명 기와의 존재에 주목하였는데, 공반된 주름무늬대부소병과 연결
하여 축조시기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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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문지 주변의 층서(그림 9)
북문지와 그 주변의 성벽 관련시설에 대한 층서 정보는 N-ⅣTr. 동서 횡단면 남벽토층
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보고자는 서쪽으로부터 N-ⅡTr., N-ⅤTr., N-ⅣTr., N-ⅠTr.을
연결한 토층도를 통하여 각 시설과 성벽 간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N-ⅣTr.에서도 판축 기저부 석렬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Tr.의 동편에서 10∼11층을 굴광
한 기둥구멍 2개가 노출되었다. 또한 북문지 서북편 초석 북쪽의 N-ⅤTr. 남벽의 c층(패
각이 섞인 회갈색사질점토)을 굴광한 기둥구멍 1개가 확인되었다. 이중 10층과 11층은 성
벽 절개지점인 N-ⅠTr.의 9층, 10층과 동일한 토층구성이어서, 성벽 축조 이전의 층을 굴
광한 기둥구멍 즉 영정주로 판단하였다.
N-ⅣTr.의 10층은 동쪽의 N-ⅠTr.에서 북문지 초석 방향으로 향할수록 경사지는데, 동
일 층으로 보이는 N-ⅤTr.의 d층 또한 북문지 초석 하부로 경사진 형태이다. 이는 마치
溝의 형태를 띤다. 그 내부를 채운 7∼9층과 N-ⅤTr.의 b층에 대해서는 자연퇴적토이거
나, 축성 이전의 국지적인 성토층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중 N-ⅤTr.의 b층의 상면이
수평이고, b층의 상면부터 기둥구멍을 굴광할 경우 깊이가 150㎝ 이상이기 때문에 b층만
큼은 축성과 관련한 성토층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N-ⅣTr.의 2층은 그 두께가 얇지만 N-ⅠTr.의 성벽축조층(2층)과 동일하며, 영정
주의 존재를 통해 성벽축성토로 보았다. 그리고 암거 및 와적층은 성벽축조층을 굴광하
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2층의 아래에 설치되었다. 북문지 초석은 암거를 덮고 있는 3층
상면에 시설한 것임을 토층단면을 통해 분명히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성벽 축조 이전 성토(N-ⅤTr. b층, N-ⅣTr. 7∼9층?)-암거 및 와적층 설
치(N-ⅣTr. 3층)-북문지 초석 시설(N-ⅣTr. 3층 상면), 축성(축성 시 영정주는 N-ⅣTr.의
10∼11층, N-ⅤTr.의 c층 굴광) 순의 공정이 추정된다.
보고자는 이러한 층서를 기초로 성벽의 축조 시기는 암거 옆 와적층에서 출토된 유물들
의 하한연대보다 빠를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Ⅲ. 구조 재검토와 초축성벽의 설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금성의 내성 서벽과 북벽의 하부에는 거대한 層群이 자리한다(표
1).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築城材料에 비해 다양한 물성의 흙이 혼합된 층이라는 점이다.
지점별로 木炭帶나 패각이 확인되지 않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유사하다. 무엇보다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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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렬 상부에 축조된 성벽축조층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공통된다. 오히려 외성 남벽의 판
축토와 상당히 유사하다.
보고자는 성벽 아래 층군의 성격에 대해 지점별로 다르게 해석하였다. 첫 번째는 인위
적인 성토(내성 북벽 N-Ⅱ), 두 번째는 인위적인 성토-굴광-자연퇴적-성벽붕괴토(내성
북벽 N-Ⅰ), 세 번째는 굴광-자연퇴적(내성 서벽)이 그것이다. 3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
은 토층선의 형태이다. 수평상의 토층선은 성토층, 사방향의 토층선은 굴광 혹은 자연퇴
적으로 판단하였다.

1. 내성 북벽(그림 6)
내성 북벽 N-ⅡTr.에서 인위적인 성토층으로 보고된 것은 6∼9층이다. 대체로 수평을
띠는데 층별 두께가 60∼190㎝에 달한다. 세부적인 分層이 가능하겠지만 인위적인 성토
라는 해석은 필자도 동의한다. 성토재료가 주로 혼합층이며, 하부에서는 패각이 관찰되
는 등 외성 남벽과 유사한 부분이 매우 주목할 포인트이다.
그런데 보고자는 ‘층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서술과 함께, 6∼8층과 9층의 성격을 나누어
해석함으로써 혼란을 준다. 이 가운데 6∼8층은 판축공정 이전에 지형의 高低差를 메우
기 위한 목적으로 기저부를 조성한 층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부의 기단석렬판축성
벽 보다 3배가 큰 기초성토는 상상하기 어려우며 공정 상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별도의
盛土構造物로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崔鍾圭 2005). 만약 기단석렬판축성벽을 위한 기저
부 조성이 실시되었다면 6층과 7층의 일부에서 이 같은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겠으나, 결
코 6∼8층과 같은 거대한 규모는 아닐 것이다(그림 6-①·②·③).
이러한 인식은 N-ⅡTr.에 인접한 N-ⅠTr.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보고자는 N-ⅠTr.의
거대한 층군이 인위적인 성토(8∼12층)-굴광과 자연퇴적(5∼7층)-성벽붕괴토(a∼i)로 나
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인위적인 성토는 수직적인 토층선, 版狀으로 치밀하게 다져진 양
상, 목주흔의 존재를 종합할 때 판축구조물에 의한 版塊로 판단된다. 이것의 내측을 굴착
한 후 ‘자연퇴적’된 층군은 패각이 균질하게 혼합된 층이다. 사진 상에서 점질토와 사질토
에 패각을 의도적으로 혼합한 층임이 잘 드러난다(그림 6-④·⑤·⑥). 이는 외성 남벽의
패각을 혼합한 판축층과도 매우 유사하다.
이상의 N-ⅠTr.에서 확인된 성벽 아래 층군은 각각의 단위가 시기 차를 두고 퇴적되었
기 보다는 축조 단위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5층∼6층에 걸쳐 확인되는 기둥구
멍도 인위적인 성토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그 각도로 보아 梯形의 판괴가 추정된다. 선
행 공정의 외면을 삭토한 뒤 제형의 판괴를 덧붙이는 방식은 풍납토성 동벽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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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내성 북벽의 성벽 아래 층군-인위적인 성토와 퇴적층으로 보고
(②·③·⑤·⑥ 충남대학교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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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바 있다(申熙權 2001, 崔鍾圭 2007, 권오영 2011, 이성준 외 2013, 이혁희 2013b).
한편 성벽붕괴토로 해석된 a∼i층 또한 성벽축조층(2층)의 흙과 판이한 반면, 8∼12층이
나 5∼7층과 다르지 않다. 특히 하단에 해당하는 h·i층은 11·12층과 교호로 맞물려 있
으므로, 유실된 성벽의 붕괴토로 볼 수 없다(그림 6-④·⑤·⑥).

2. 내성 서벽(그림 7·8)
내성 서벽은 수직선과 사방향의 토층이 반복되는 내성 북벽과 달리, 내성 서벽의 퇴적층
은 훨씬 얇고 복잡한 토층이다. 보고자는 5층부터 폭 10m 이상의 壕를 굴착한 뒤 장기간에
걸쳐 자연퇴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의 층군은 나누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崔鍾圭(2005)는 W-ⅦTr.의 토층을 第Ⅰ群(2∼5층), 第Ⅱ群(6∼16층), 第Ⅲ群(17∼45층),
第Ⅳ群(46∼62층)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第Ⅰ群과 第Ⅱ群은 자연퇴적층이 아닌 인위적인
築土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통일신라시대의 基壇石築을 갖춘 新墻体(第Ⅳ群)와 통일신라
시대 이전의 舊墻体로 구분하는 탁견을 제시한 것이다(그림 7-②).

필자의 눈에도 第Ⅰ群, 第Ⅱ群은 볼록하게 성토한 것으로 보인다(최종규의 圓錐形 隆
起). 구체적으로는 第Ⅰ群을 土堤로 판단하고자 한다. 토제는 백제 한성기 토성의 기저부
조성에 널리 구사되는 기술이다. 풍납토성, 화성 길성리토성, 충주 탄금대토성, 증평 추
성산성, 안성 망이산성 내성, 청주 부모산성 제1보루, 천안 백석동토성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권오영 2011·2012, 이혁희 2013b·2016, 朴重均 2014). 또한 최근 보고된 몽촌토성
북서벽 舊목책 설치구간(한성백제박물관 2016)과 필자가 재검토한 진안 와정토성에서도
관찰된다(李奕熙 2014). 뿐만 아니라 고분, 제방 축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등, 고
대 성토구조물 축조에 일반적으로 구사되는 기술이다. 토제를 구축한 뒤 그것에 기대어
성토가 이루어지면 사방향의 토층을 남기게 된다. W-ⅦTr.의 第Ⅱ群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第Ⅰ群과 第Ⅱ群의 토층 형태가 증평 추성산성 남성 서벽과 극히 유사한 점에 비춰
볼 때(그림 7-③), 적어도 해당구역에서는 盛土技法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백영종
2011, 김호준 2013, 심정보 2013, 이혁희 2013b).

다음으로 第Ⅲ群(17∼45층)에 대해 崔鍾圭는 ‘新墻体(第Ⅳ群)를 축조하기 위하여 舊墻

体의 내·외측을 절토하여 정지한 것’으로 추론하였다(崔鍾圭 2005 :136). 본격적인 기단
석렬판축성벽의 축조공정 이전, 기저부를 조성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에 동의한다. 그러나
第Ⅲ群 전체가 그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성 북벽 성벽 아래 층군의 인위
적인 성토에 대한 해석과 같다. 즉 사전 정지작업이 성벽에 상당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
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42층을 경계로 第Ⅲ群의 토층 양상이 상당히 이질적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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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내성 서벽의 성벽 아래 층군-자연퇴적층으로 보고(④·⑤ 충남대학교박물관 제공)

도 근거라 할 수 있다. 17∼43층까지는 얇고 치밀하고 복잡한 반면, 그 위는 두껍고 수평
상을 띠고 있어 동일 공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양자는 사진 상으로도 뚜렷하게 구별되
며, 43∼45층은 판축토인 47층의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43∼45층은 기단석렬판
축성벽(新墻体)의 선행공정으로 구축된 기저부 조성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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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내성 서벽-남벽 성벽 아래 층군-자연퇴적층으로 보고(①·②·③·④ 충남대학교박물관 제공)

반면 그 하부는 뻘흙, 목탄, 소토, 점토, 사질토 등 물성이 다양한 흙의 혼합층이 확인
된다. 사진 상 덩어리 형태도 관찰되는데, 이것이 土塊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孫在賢
2015). 각 층의 구성은 복잡하다. 또한 둑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第Ⅰ群과 第Ⅱ群에 덧붙
인 성토층의 경계를 찾기 어렵다. 내측으로 갈수록 층군은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띤다. 이
에 대해 성토된 구조물이 유실되어 퇴적되었거나, 완만한 U자상으로 굴착된 溝狀施設의
흔적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성 서벽 W-ⅦTr. 외에도 회절부의 절개조사지점(W-Ⅰ·Ⅲ·Ⅳ·ⅤTr.)마다 두께
220∼250㎝의 층군이 자리한다. 이중 토층단면도가 제시된 것은 W-ⅤTr.가 유일한데, 2
차 판축 기단석렬 아래의 토층이다(그림 3 아래). 사진을 살펴보면 사방향과 수평상의 토
층과 함께, 사질점토+암반풍화토 혼입층, 점토층, 패각 혼입층 등이 관찰된다. 보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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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퇴적층으로 판단하였지만, 필자는 성토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형의 퇴적흐름을 거스르는 역방향의 토층이라는 점, 둘째, 대부분 다양한 물성을
띠는 흙의 혼합층이라는 점, 셋째, W-ⅦTr. 하부에서 재검토된 구조물과 유사성이 강하
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같은 관점에서 회절부 각 절개지점의 하부 층군도 동일한 양상이다. 사방향의 토층선과
함께 그 내부에는 목탄, 패각이 섞인 점질토, 사질토 혼합층이 관찰된다. 따라서 W-Ⅶ에
서 재검토된 성토기법의 성벽이 회절부 하부에도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
한편 회절부의 하부도 축성 이전의 기초성토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W-Ⅶ
Tr.부터 회절부까지 55m에 걸쳐 성벽 이상의 공력을 투입한 기초성토는 고려하기 어렵
다. 원지형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인정되겠으나 내성 서벽의 하부 전체가 해당될 가능
성은 낮다.

3. 북문지 주변 유구(그림 9)
북문지와 그 주변에서 확인된 암거 및 와적층의 하부에도 두꺼운 層群이 존재한다. 암
거 및 와적층은 층서 상 기단석렬 판축토성의 축성과정과 맞물리지만, 그 아래의 층군 역
시 점토, 사질토, 패각, 소토, 목탄 등이 섞인 혼합층이다. 이중에는 내성 북벽 아래의 성
토구조물과 동일한 층도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는 N-ⅣTr.을 통해 잘 드러난다. N-ⅣTr.의 중앙에 와적층의 일부가 노출된 모습이 3
층에서 확인된다. 이 층의 상면에 북문지 초석이 시설됨으로써, 기단석렬판축토성의 하
한을 층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그림 9-②).
N-ⅣTr. 동편(도면 상 좌측)을 살펴보면 3층의 아래로 6층, 10층, 11층이 자리한다. 10층
과 11층은 N-ⅠTr. 9·10층과 동일 층으로 보고자가 지적하였던 층이다(그림 9-③). 사진
을 살펴보아도 10층과 11층은 개개가 두꺼운 층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다져진 층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내성 북벽 아래의 성토구조물과 동일층이며, 북문지의 아래에서도 성토
구조물의 일부가 잔존하였던 것이다(그림 9-①·②).
이러한 양상은 N-ⅣTr. 서편(그림 9 우측)에서도 이어진다. 10∼12층을 굴착한 듯한 溝
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10∼12층의 성토구조물 굴착(溝 조
성?)→일정 기간의 퇴적 혹은 성토→상면 정지 후 와적층 시설(3층)→3층 상면에 북문지
초석 시설’의 공정이 토층을 통해 드러난다(그림 9-①·②).
N-ⅤTr.도 다르지 않다. a층은 N-Ⅳ의 3층과 동일층으로 북문지 및 와적층과 연관된 층
이다. 그 아래로 c층은 N-Ⅳ의 10∼12층과 동일한 성토구조물이다. e층에서는 패각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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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북문지 주변 아래 층군-자연퇴적층으로 보고(①·②·③·④ 충남대학교박물관 제공)

질하게 섞은 혼합층으로, 내성 북벽 아래의 성토구조물이나 외성 남벽에서 확인된 양상
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그림 9-④). 북문지 초석과 와적층이 설치되기 이전에도 북문지
주변은 가장 낮은 지형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동·서로 마주한 성토구조물의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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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점에서 볼 때, 성토구조물이 기능한 시점에도 문지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N-ⅣTr.과 N-ⅤTr.에서는 기둥구멍이 3개소에서 확인되었다. 보고자는 기단석렬
판축성벽 축조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기둥구멍 흔적이 수직 혹은
경사진 형태로 상부까지 이어져야한다. 그러나 3개소의 기둥구멍 모두 굴착한 주혈의 흔
적만 남아있고, 그 상면은 다른 퇴적층 혹은 인위적인 성토층에 매몰된 상태이다. 기단석
렬판축성벽의 기초조성 단계인 북문지, 와적층의 시설시점과는 상당한 시차를 갖게 된
다. 따라서 기단석렬판축성벽과는 무관하며, 기둥구멍에 설치된 기둥 혹은 영정주가 기
능한 시점은 성토구조물의 축조와 관련된 것이다.

4. 외성 남벽의 재검토와 초축성벽의 설정
1) 외성 남벽의 재검토(그림 5)
외성 남벽은 기단석렬을 시설하지 않은 채 축성되었다. 즉 기단석렬판축토성이기 보다
는 순수판축토성의 구조를 띠고 있다. 기단석렬의 유무뿐만 아니라, 절개조사에서 드러
난 토층양상, 성토재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고자는 신금
성 조사단은 외성과 내성의 기단석렬판축토성을 동시기로 판단하였다.
우선 외성의 S-ⅠTr.을 통해 드러난 외성의 토층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성 남벽은 구지표를 정지한 후 본격적인 성벽 축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24∼
27층은 구지표, 다량의 패각+흑갈색사질점토 혼합층과 적갈색점토층으로 구성된 16∼21
층은 기초성토층, 그 위로 적갈색점토, 암흑색점토의 얇고 치밀한 토층과 13∼15층은 성
벽축조층이다. 외측의 2∼4층, 내측의 5∼12층은 성벽붕괴층으로 판단하였다.
기초성토층과 성벽축조층에 대한 해석은 큰 이견이 없다. 다만 13∼15층은 사진 상 상
부의 치밀한 양상과 큰 차이가 없어 세부적인 분층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앙둑으로 인해
외측의 기초성토층(16∼21층)이 반대편의 24∼27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할 수 없지
만 분명 내측으로도 기초성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성벽 내외측의 성벽붕괴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내측 2∼4층과 외측 10층
의 토량 전체를 성벽축조층으로 가정하면, 높이에 반해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구조적으
로 취약한 형태가 된다. 특히 10층은 중앙의 성벽축조층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토층 형
태도 풍납토성과 유사하다. 앞서 N-ⅠTr.의 재검토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중심토루(골조
토루)의 가장자리를 삭토한 다음, 제형의 판괴를 덧붙이는 기술로도 고려할 수 있다. 적
어도 유실과 붕괴로 인한 성벽붕괴토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인위적인 축성의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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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 경우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 중심토루에 덧붙인 외피
토루(護城坡), 둘째, 풍납토성의 사례처럼 별도의 공정, 셋째, 增築이 그것이다. 현재로서

<그림 10> 통일신라시대 성벽과 초축 성벽의 비교(사진은 충남대학교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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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의 제약으로 이들 중 어느 것일지 판단하기 어렵다(그림 5-①·⑤).
외성 남벽에 대해 다양한 의문이 남지만 현시점에서 분명한 재해석은 어렵다. 어쨌든
기저부 정지→기초성토→성벽 축조의 과정을 거쳐 축조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축성 재료로 사용된 패각의 존재가 돋보인다. 기초성토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성벽 축조
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점토, 점질토, 사질점토 등과 다양하게 혼합되어 사용되었
다. 또한 뻘흙과 목탄이 확인되는 등, 전체적으로 다양한 성토재료가 사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내외측의 성벽붕괴토로 보고된 층군은 대부분 성벽축조층이었음을 사진과 토층
도의 재검토를 통해 살펴보았다.

2) 초축성벽의 설정(그림 10·11)
외성 남벽의 양상은 내성의 기단석렬판축토성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외성 남벽
의 절개조사에서 확보된 축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오히려 내성 하부의 層群과 유사성
이 강하다. 내성 하부의 북벽, 서벽, 서벽-남벽 회절부에서 확인된 ‘성벽 아래 층군’은 내
성 남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축조기술과 축조재료 모두 공통된다. 이점은 보고
자 또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표 1, 그림 10).
내성 북벽·서벽의 하부와 외성 남벽에서는 수평상의 인위적인 성토층, 기둥구멍 흔적,
삭토 후 판괴 덧붙이기, 토제와 성토기법 등 다양한 築城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성토재료로 활용된 흙은 점질토, 사질토, 목탄, 소토, 패각, 뻘흙 등을 혼합한 것이다. 이
러한 특징이 긴 구간에 걸쳐 뚜렷하게 감지된다. 반면 내성 남벽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

<그림 11> 홍성 신금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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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내성 북벽-서벽-외성 남벽으로 별도의 성벽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축기법과 성토기법으로 축조된 初築城壁이 설정된다. 초축된 신금성은 645m의 규모이
며 내성+외성의 重郭구조가 아니었던 것이다. 560m의 後築城壁은 초축성벽의 상부를 정
지하여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1). 다만 통일신라시대 후축성벽의 축조 당시에도
초축성벽의 남벽은 그 흔적이 뚜렷하였을 것이다. 북벽, 서벽과 같이 기단석렬판축성벽을
상부에 증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정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Ⅳ. 축조시기와 성격
1. 축조시기와 운영시기
홍성 신금성의 축조 및 운영시기에 대해, 보고자는 ‘신금성 백제유적’과 ‘통일신라시대
신금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의 연대는 百濟土器 複合體의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4세기 중엽을 상한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신금성 출토 백제토기는 편년연구의 자료로 활용되었다(표 2). 주로 완형개체 내지
는 도상복원이 가능한 삼족기, 고배, 장란형토기 등의 백제토기와 東晉代(317∼419) 錢文
2)

陶器편 을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연구자에 따라 시각차가 있지만 대체로 4세기 중엽∼한
성기 말 내에서 이해하고 있다(그림 12). 이를 통해 초축성벽과 내부 취락의 운영시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다만 이를 곧장 성벽의 축조시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성곽의 축조시기는 입지와 규모, 축조기법, 중복관계, 출토유물, 내부취락의 연대 등 다
양한 요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안성현 2012 :196). 이 가운데 입지와 규모, 축조기법은
비교적 넓은 시간적 범위를 가리키며,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할 때는 성벽 내 출토유물과
중복관계가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李奕熙 2014 :120).
앞서 초축성벽으로 설정된 ‘성벽 아래 층군’과 외성 S-1Tr.에서도 심발형토기, 시루, 장
란형토기, 삼족기, 뚜껑, 직구단경호, 직구호, 직구소호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12-1∼5).
이들 대부분은 파편상태로 출토되었다. 분명한 성벽출토품이라면 축조 상한 자료가 될

2) 西晉(265∼317년)대 전문도기로 보고되었다. 신금성 내 출토 백제토기 복합체의 연대설정에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다루어진 유물
이다. 그런데 한반도 출토 시유도기와 전문도기를 분석한 韓芝守(2010·2011)는 시기를 달리 보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
르면 홍성 신금성 출토 전문도기편은 전문도기옹으로서 공주 수촌리 Ⅱ-4호분의 것과 동일한 기종, 동일한 전문 형태라고 한다. 공
주 수촌리 출토품은 구연부가 외반한 형태로 전문 문양대가 3층 이상이며, 사격자문이 타날 되어 있는 등 江蘇 宜興 張渚 출토품과
유사한 점을 들어, 東晋(317∼419)시기인 4세기 후반 이후로 비정하였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4세기 후반 이후로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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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연구자별 홍성 신금성 출토 백제토기의 연대관
연구자
成正鏞
(1994)

연대
4세기 중엽
이후

내용

해당유물

百濟土器 複合體를 기종별로 종합 분석

도면 16

姜元杓
(2004)

4세기 후반
∼
5세기 후엽

신금성이 지방유적 중 삼족기의 비율이 가장 높음.
무개식배형삼족토기a형(7호, 9호 저장공), b형(1호, 3호 저장공),
유개식배형삼족토기b형(서벽표토, 8호저장공)을 포함해 분석.
3호저장공(5세기 초)-7호 저장공(5세기 전엽)-서벽표토(5세기 전∼중엽)9호저장공(5세기 중엽)-8호저장공(5세기 중∼후엽)

도면 16
6∼13·15

金成南
(2006)

4세기 3/4분기
∼
5세기 1/4분기

원삼국시대 기반이 미약한 지역에서 백제토기복합이 갑자기 출현. 삼족기와
유개고배의 출현, 직구단경구형호 및 뚜껑, 단경광구소호 등의 기형을 통해
4세기 중기 이전으로 소급 불가.

도면 16

정종태
(2009)

4세기말
∼
6세기 중엽

장란형토기 분석. 1호저장공 출토품과 S-1Tr. 출토품이 포함. S-1Tr.
출토품 2단계(격자문계, 4세기 말∼5세기 초) 1호저장공 출토품
4단계(승문·평행선문계, 5세기 전반∼6세기 중엽)

韓芝守
(2010·
2011)

4세기 후반
이후

전문도기와 시유도기 분석. 1호 수혈주거지 출토 흑갈유 구연부와 추정
남문지 출토 흑갈유 동체부 3점을 분석. 1호 수혈주거지 출토 흑갈유시유도기
구연부편을 B형식(무경)으로 분류. 연대는 4세기 후반 이후로 비정.

도면
16-22

土田純子
(2013a)

4세기 3/4분기
∼
5세기 3/4분기

삼족기를 분석대상으로 포함. 9호 저장공 출토품 4세기 3/4분기, 7호 저장공
4세기 4/4분기∼5세기 1/4분기, 5세기 2/4분기, 서벽 지표채집 5세기
3/4분기로 편년.

도면 168∼13·24

土田純子
(2013b)

4세기 중엽
이후

신금성 출토 장란형토기를 분석대상으로 포함. 1호 저장공 출토품은 5세기
전반으로 편년.

도면
16-16

李晟準
(2014a)

4세기 중반 이후
(한성 Ⅱ기)

절대연대자료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한성양식 토기복합체의 분포시차를
지역별로 고찰. 홍성지역이 포함된 충청 서남부권은 4세기 중반까지
원삼국시대 후기의 토기복합체가 지속되다가 대부분 한성Ⅱ기로 전환.
한성Ⅰ기와 관련된 유적은 서산 부장리가 유일.

도면 16

도면 164·16

것이나, 대부분 출토맥락이 불분명한 일괄출토품이다.
내성 서벽-남벽 회절부의 성벽 아래 퇴적층에서 출토된 뚜껑, 직구단경호, 직구호는 ‘홍
성 신금성 백제유적’의 상한시점과는 시차가 감지된다(그림 12-1∼3). 이들이 출토된 퇴
적층은 필자의 재검토에 의하면 초축성벽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퇴적층 내에서
도 어느 층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이 지점의 기단석렬 아래에는 거대한
퇴적층이 확인되며, 그 층 내에는 초축성벽, 초축성벽의 보수·수축·증축층, 통일신라
시대 성벽의 기초성토층 등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출토맥락 상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므로,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외성 S-1Tr. 출토품의 경우 분명한 성벽축조층인 13층과 23·24층에서 수습하였
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상한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도상복원이 가능한 삼족기편
과 직구소호편이 주목된다. 삼족기는 구연부가 살짝 외반하고 침선 1조를 돌린 無蓋三足
器로(그림 12-12·13), 4세기 3/4분기로 편년된 9호 저장공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이다(土
田純子 2013a :171). 그림 12-5의 경질직구소호는 백제 중앙지역의 경우 4세기 전∼후반
부터 출현하는 기종으로 알려져 있다(한지선 2013 :46). 백제 중앙지역의 출현시점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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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홍성 신금성 출토 百濟土器 複合體의 주요유물 및 錢文陶器

대로 대입할 수 없으므로,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림
12-4의 장란형토기는 구연부가 외반하고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한 기형이다. 문양은 격
자문이 시문되어 4세기 말∼5세기 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정종태 2009 :22). 이상
3)

을 종합하여 초축 성벽의 축조 상한을 5세기 전반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

3) 이외에도 성벽 축조 상한자료로서 ‘城壁 下 遺構’가 고려된다. 3∼6호 저장공은 통일신라시대 성벽의 하부에서 확인되었다.
W-ⅠTr. 1호 저장공과 3호 수혈주거지는 초축성벽의 선행유구로 보이나 층서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를 초축성벽의 선행 유구로
가정하여도 성벽출토 유물과 시기 차가 감지되지 않는다(그림 12). 한편 W-ⅣTr.에서 확인된 1호 토광묘는 조사 당시 통일신라시
대 성벽의 기단석렬로부터 140㎝아래에서 묘광선을 확인하였다하며, 내부에는 黑褐色의 腐植土가 채워져 있었다고 한다. 내부유
물은 세환이식 2점과 세워진 채 노출된 단조철부 1점이다. 보고자는 이 토광묘의 시기를 6세기 이후로 비정하였다. 그런데 1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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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벽 축조과정에 유입된 소수
4)

의 백제토기는 原三國土器 複合體 로
보고된 유물 가운데 지역양식의 이중
구연토기, 양이부호편 등도 언급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초축성벽 이
전단계의 취락이 존재하였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그림 13).
이상으로 홍성 신금성의 성벽 출토
유물을 통해 축조시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홍성 신금성은 5세기 전반의
<그림 13> 홍성 신금성 출토 原三國土器 複合體 및
지역양식토기의 주요유물(S=1/6)

어느 시점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유적 내 출토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

는 백제토기의 연대와도 정합적이므로 백제 한성기의 토성임이 분명하다. 홍성 신금성의
운영시기는 先學의 연구를 참고하여 추정할 수 있다(표 2). 신금성 내부에 대한 조사범위
5)

가 국지적이어서 조심스럽지만, 한성기 말∼웅진기 초까지 운영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
이와 더불어 백제토기와 원삼국토기 복합체 중 일부가 성벽 축조과정에 유입된 점을 통
하여 신금성 축조 이전의 취락을 상정하였다.

2. 백제시대 홍성 신금성의 성격과 의미
1)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홍성지역
1990년대 홍성 신금성의 조사부터 2010년 이전의 홍성지역 내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유적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인근의 서산, 당진 등에서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고고자

광묘의 층서적 위치가 ‘城壁 下 遺構’인지, 초축성벽의 기저부 조성층을 굴착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출토유물이
세환이식과 철부뿐이어서 편년적 근거가 빈약하며, 분묘 자료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현재로서는 재론의 여지(토광묘의 인정 여부,
층서적 위치, 출토유물의 편년 등)가 많아 보인다. 추후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 原三國土器 複合體는 총 67점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13-2·4·5는 원삼국토기로 신금성의 내 백제토기의 상한과는 괴리가 있다.
그런데 보고자도 지적하였듯이 원삼국 단계의 것과 백제 한성기 단계의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중구연토기 구연
부편, 양이부호편 등이 그러한데, 원삼국 단계에서도 늦은 시기에 해당하며 백제 한성기와 병행하는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물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성벽출토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벽 축조 이전 단계의 취락을 상정하
는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5) 홍성 신금성 내에도 웅진기로 판단할만한 유물이 소수 확인된다. 무뉴식뚜껑에 턱이 돌출되는 형태가 그러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
하여 신금성 인근에는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홍성 성호리고분군이 자리하나,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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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神衿城 百濟遺蹟’의 성격에 대한 諸견해
연구자

성격

내용

成正鏞
(1994·1998)

중요거점
해안교통로

백제 한성기 지역통합과정 또는 영역확대과정 중 ‘중요 거점 확보방식’에 따른 중요거점.
해안교통로 확보와 경제적 요인에 따라 진출.

金成南
(2006)

한시적
중요거점

4세기 3/4분기 백제에 의해 거점 확보적인 영역확대 과정의 결과물. 이는 백제 남방지역에
대한 보편적 전략이기보다는, 충청 서해안지역에 대한 한시적 특수 전략. 주변지역에 대한
영역 재편 후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5세기 이후 기능의 현저한 약화.

朴淳發
(2007)

서해안 지역
지배거점

4세기 전반경에는 백제 중앙의 주도로 小國 즉, 읍락통합체 단계의 對外交涉權이 일원화.
그에 참여하는 지역집단들은 백제와의 정치·경제적 관계 성립. 홍성 신금성유적 출토
전문도기 등이 그 예. 4세기 전반경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배 거점 확보에 주력. 홍성
신금성의 전문도기는 그러한 근거.

成正鏞
(2007)

중요거점
주민 이주

홍성 신금성의 백제토기 복합체는 기종 구성이나 형태만으로는 중앙의 토기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이다. 주민 이동이나 군대 파견 또는 공입집단의 이동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임.

양기석
(2012)

간접지배
거점 해상기지

4세기 중반 경 백제의 홍성지역 진출. 이때 서산의 부장리 세력과 홍성의 신금성 세력을 통해
태안반도와 홍성 지역에 대한 간접지배방식 관철. 중국-백제-왜에 연결되는 해상교역권을
안정적 확보. 해안루트를 통해 금강유역과 영산강유역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한 중간 해상기지.

尹淨賢
(2013)

중심지 이동
서해안권
전략적 거점

홍성 신금성 백제유적을 D유형(주거+저장(+분묘))으로 분류. 인근의 원삼국시대 취락인
석택리유적(A유형 : 주거+저장+생산+분묘+방어시설)이 백제 영역화에 의해 소멸,
백제시대에는 D유형의 신금성이 거점취락으로 등장. 호서지역의 전통적인 읍락 재편-백제
한성기 취락 형성 시점을 4세기 전반경으로 판단. 그에 따라 백제 영역확장을 위한 거점지역은
홍성 신금성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가시화.

李晟準
(2014b)

최상급의
소지역 공동체

4세기 중반(한성Ⅱ기)의 유적. 전형적인 한성기 백제토기 복합체의 특징이 확인. 전문도기편은
공주 수촌리 4호분 출토 전문도기 옹의 사례를 고려해할 때, 소지역공동체의 역량이 최상급에
해당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 홍성 신금성을 포함한 서남부권은 한성Ⅱ기로의 전환이
경기 서부보다 50년 앞섬. 당시 백제 지위집단에서 지역사회를 상대로 펼쳤던 상호작용의
강도와 축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음을 의미.

土田純子
(2015)

거점적 직접지배

4세기 후엽∼5세기 전엽 전반시점에 백제의 홍성지역 진출. 홍성 신금성을 거점적 직접지배로
판단. 당진에서는 면적 직접지배, 홍성 신금성에서는 거점적 직접지배, 석택리 유적에서는
거점적 간접지배를 펼침.

료가 연이어 확인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따라서 ‘神衿城 百濟遺蹟’은 원삼국 재지문화가
미약한 홍성지역에 급작스럽게 출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成正鏞 1994, 金成南 2006).
최근 충남도청 이전 부지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적이 증가함에 따라(호서고고학
회 2014), 홍성지역의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문화와 지역집단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가
능해졌다.
홍성지역의 원삼국∼백제 한성기의 유적분포를 살펴볼 때 주목되는 유적은 단연 석택
리유적이다(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석택리유적은 신금성의 북동쪽 20㎞지점에 위치
하는 대규모 취락이다. 취락의 구조는 이중환호에 둘러싸인 주거+의례(+정치?)구역(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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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홍성 석택리유적(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지구 1지점), 환호 외부의 서쪽 구릉에는 분묘구역(A-1지구), 동쪽 구릉에는 주거+생산+
분묘구역(A-2지구 2지점), 이보다 동쪽의 분묘구역(A-2지구 3지점)으로 구성되어있다.
환호 내에서는 광장을 중심으로 環狀배치된 3개의 주거군이 확인되었다. 환호 외측의 주
거+생산구역은 환호 내부의 주거군에 비해 위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쪽의 구릉
에는 집단 내 엘리트의 분묘구역이 자리하는 등 계획적인 공간 활용을 엿볼 수 있다. 석
택리유적은 홍성지역뿐만 아니라 호서지역 내 원삼국∼백제 한성기 취락 중에서도 최상
위에 해당하는 중심취락으로 평가된다(尹淨賢 2013). 유적이 보존됨에 따라 완전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부가 발달한 평저광구호와 양이부호를 비롯한 지역양식
토기의 비율이 현저하다.
보고서에 제시된 유적의 시간 폭은 3세기 중엽∼4세기 중후반이며, 4세기 전반을 기점으
6)

로 취락의 변화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본래 홍성 석택리 취락은 서쪽 구릉

6) 보고자가 석택리유적 내 백제계 물질자료의 유입시기를 인근의 홍성 신금성유적, 당진 가곡리·원당리유적과 연결하였는데, 그 시
점을 4세기 초∼전반으로 비정하였다. 특히 연대비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료가 홍성 신금성 출토 전문도기이다(도면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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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지구)의 분묘구역과 환호취락(A-2지구 1지점), 환호 밖 주거 및 생산구역(A-1지구 2
지점)으로 뚜렷한 공간구획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주거+생산구역(A-2지구
2지점) 내 분묘가 조영되기 시작한다. 이때 조영된 분묘는 A-1지구의 분묘와는 부장패턴
의 차이를 보이며, 일부는 주거지를 파괴하였다. 또한 흑색마연토기가 부장된 백제토광묘
의 존재는 취락 내부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보고자는 그 원인을 백제의 진출로 꼽았다.
원삼국∼백제 한성기 홍성지역의 지역집단은 석택리유적을 중심으로 지역정치체로서
성장해온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환호취락, 취락의 정연한 공간 구성, 지역양식토기의 존
재, 대형의 매장주체부를 갖춘 분묘 등 小國의 邑落으로 논의되고 있다(서정일 2014). 그
러나 계획적인 공간 활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환호 밖의 주거구역 내 분묘가 조영
되는 것은, 취락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멸시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위취락의 변화와
소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에도 그 충격이 파급되었을 것이다. 환호취락의
폐기 및 취락 경관의 변화시점에 등장한 백제계 물질자료는 곧 백제의 영향력 확대를 의
미한다. 지역 내 최상위급 중심취락의 소멸과 맞물린 百濟化는, 자연스럽게 백제계 물질
문화가 풍부한 홍성 신금성으로 시선을 유도한다.

2) 홍성 신금성의 축조와 지역 재편
홍성 신금성 내에서는 백제 한성기의 핵심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성양식토기의 諸
기종이 확인된다. 한성양식토기의 분포정황을 검토한 박중국(2013)의 연구를 참고하면,
홍성 신금성의 한성양식토기의 기종구성은 王城이나 그 인근지역에 준하는 수준이다. 또
한 개개 토기의 형식과 제작기법 역시 중앙산과 거의 차이가 없는 재지생산품으로서 소
비되었다(김장석·권오영 2008). 출토유물 가운데 한성양식토기의 비율이 돋보이며, 중
7)

국제 전문도기와 시유도기, 木槨集水施設 의 존재는 높은 위계의 지방거점임을 알 수 있
게 한다(표 3).
여기에 금번 재검토를 통해 설정된 645m의 토축성벽을 더하면 그 위상이 한층 높아진
다. 기저부 폭 10∼25m 이상, 잔존 높이 2.5∼5m 이상에 달하는 토축성벽이다. 동벽의 토
축성벽이 미약함을 감안하더라도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어야 가능하다. 해당 지역사회를
뒤흔든 大役事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구나 홍성 신금성은 平地城에 가까운 입지이다. 구릉이나 능선의 사면부와 달리 토축

석택리유적 조사단은 西晉(265∼317)제 전문도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비교자료의 증가에 힘입어 정교한 분석과
함께, 東晋(317∼419)대로 비정하고 있다(韓芝守 2010·2011, 각주2 참고). 보고자의 연대비정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석
택리유적의 하한을 4세기 후반∼5세기 초까지 내려야 할 것이다.
7) 최근 삼국시대 집수시설을 정리한 全赫基(2017)의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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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풍납토성의 중심토루(골조토루) 축조 양상(이혁희 2013b 도면 2의 일부 인용)

성벽을 지지할 공간이 거의 없으므로 고도의 토목기술이 발휘되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남벽의 S-ⅠTr.과 북벽 N-ⅡTr.의 단면을 통해 볼 때(그림 5·6), 백제 중앙의 풍납토성
과 동일한 기술이 관찰된다. 판축구조물에 의한 版塊를 일정 높이까지 쌓아 중심토루(골
조토루)를 만든 뒤, 가장자리를 사방향으로 삭토하여 덧붙인 기술이 그것이다(그림 15).
앞서 언급한 백제 중앙의 물질자료, 東晋제 전문도기 등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중앙의 유
력자와 기술 집단이 이주한 거점으로 보아도 손색없다(成正鏞 2007 :90).
홍성 신금성의 축조가 백제 중앙과 지역집단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역집단의 자의
에 의한 선택인지, 백제의 물리적인 강제력에 의한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朴淳發 2007
:176). 다만 전자의 가설이 성립하려면, 백제의 진출 이전부터 일정 수준의 위상을 갖춘
지역집단의 존재가 필수이다. 또한 그 위상은 신금성의 축조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지되
어야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홍성 신금성 인근에서는 이
같은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신출자료를 통해 새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중심취락으로서 번성하였던 석택리유적의 소멸과 취락경관의 변화를 고려하면, 백
제의 진출과 함께 석택리를 위시한 지역공통체가 붕괴된 것 같다. 즉 백제 중앙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강력한 지배력이 관철되어 ‘지역집단을 지방으로 재편’한 것이다. 그 과정
혹은 완료 후 변화된 질서 속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함으로써 홍성 신금성을 축조하였던
것 같다.
위 추정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근의 서산 부장리유적과 비교해 보자(忠淸南道歷
史文化院 2008). 이 유적은 최상위급 위신재의 출토로 인해, 백제중앙과 지방에 대한 논
의의 단골손님이다. 서산 부장리유적의 분구묘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구가 더욱 확대되어
금동관모, 금동식리, 철제초두, 금제이식, 유리경식, 중국제 청자사이호, 환두대도, 흑색
마연토기 등 취고급 위신재가 부장된다. 지역 엘리트 집단의 전통묘제가 유지하면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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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확대를 거듭하고, 나아가 최고급
위신재가 부장되는 것이다. 최고급의
부장품은 백제 중앙으로부터 사여된
것으로 이해된다(이경복 2009, 정재윤
2014, 호서고고학회 2015). 이를 통해
부장리 세력은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
하였으며, 백제 중앙은 이들을 매개로
주변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계
(裝飾具 賜與體制)가 성립된다(李漢詳
2009).
반면 홍성 석택리 세력은 서산 부장
리 세력 이상의 최상위 집단으로 평가
<그림 16> 서산 부장리유적 전경 및 5호 분구묘 출토유물
(忠淸南道歷史文化院 2008, 이경복 2009)

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
한다. 백제 물질문화의 파급시점에 지

역정치체의 성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급기야 소멸한다. 전술하였듯이 석택리취락의
소멸은 단일취락의 소멸에 그치지 않는다.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백제의 지역집단 복속 또는 지배전략이 지역정치체 및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사하였다는 것이다(金成南 2006, 박지영 2017). 홍성 석택리와 서산 부장리 두
유적을 통해 백제 중앙의 지역진출과 지배전략이 얼마나 판이한지 알 수 있다. 홍성지역
의 지역정치체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 백제 중앙의 의도는 적극적인 지역지
배전략의 관철, 무력에 의한 영역화, 직접지배의 산물 등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한다. 그
결과 지역 내 중심지역이 서해안의 신금성 일대로 이동하는 등 재편과정도 함께 이루어
졌던 것이다.

3) 홍성 신금성의 축조 목적과 그 의미
이번에는 백제 중앙의 신금성 축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야를 확대
해 보자. 주지하듯이 마한의 구성분자 중 하나였던 伯濟國이 고대국가 백제로 성장하는
과정은 주변의 소국을 병합해가는 과정과 다름없다(권오영 2001). 백제의 영역확대 방식
은 방사상의 면적확장이기 보다는 중요거점을 연결하는 선형확장방식으로 이루어졌다
(金成男 2006, 朴淳發 2007, 양기석 2012). 거점의 확보 과정에서 백제 중앙과 지역집단 간
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백제의 진출이 분명함에도 토기,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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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위신재 등의 고고자료가 보여주는 다양성은 백제의 다원적 지방지배방식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이현숙 2015).
호서 서해안지역도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한 서산 부장리유적의 사례와 비교하면 신금
성의 설치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당진지역에
서 찾을 수 있다(당진 가곡리·원당리유적). 홍성 신금성보다 한 단계 앞선 4세기 중엽∼
후엽 백제의 물질문화가 확인되며(土田純子 2015), 4세기 후반∼5세기 초에는 당진 석목
면 성산리에 축성이 이루어진다(忠淸文化財硏究院 2013).
성곽이라는 지배거점이 마련된 당진과 홍성지역의 사이에는 차령산맥 서쪽의 평탄지가
펼쳐져 있다. 특히 용장천 유역과 삽교천 유역이 뚜렷하다. 평탄지와 낮은 구릉이 이어지
기 때문에 유적이 입지하기 유리한 조건이다. 과연 양 하천변에는 원삼국∼백제 한성기
의 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동시기의 유적을 연결하면, ① 당진 성산리 일원-서산(부장
리 세력)-천수만, ② 당진 아산만 일원-홍성 석택리 일원-천수만을 잇는 2개의 선을 그릴
8)

수 있다. 이를 따라 수운과 짧은 육로를 통한 두 갈래의 교통로를 상정할 수 있다 . 나아
가 경기남부 및 아산만과 남쪽의 보령, 금강 하구, 영산강유역을 연결하는 서해안 해상교
통로가 추정된다.
위의 양 교통로가 만나는 합류지점이 바로 홍성 신금성이다. 압도적 비율의 한성양식토
기, 중국제 전문도기·시유도기, 그리고 645m의 토축성벽을 더하면 교통로의 요충지에
계획적으로 축조된 토성의 존재를 수긍할 수 있다. 백제 중앙의 치밀한 의도가 엿보인다.
교통로를 좀 더 살펴보면 홍성 석택리유적과 서산 부장리유적은 각각 중간교두보로서
중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지역은 백제 진출 이전에 나름의 세력권을 갖춘 지역정
치체가 자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가운데 백제 중앙의 이해관계와 지역 엘리트 간
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서산 부장리 세력은 裝飾具 賜與를 통한 우호관계가 성립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서산 부장리유적의 분구묘는 5세기 이후에도 지속되며, 최상위급 위신
재가 부장된다. 위신재가 집중된 분구묘가 동일 묘역 내에서 입지의 탁월성이 보이지 않
은 점에서 볼 때, 지역정치체의 독립성이 확보된 관계가 이어졌던 것 같다(이현숙 2015,
이한상 2015).
이와 달리 홍성 석택리 세력은 백제 중앙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부장리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던 것 같다. 그 결과 취락의 소멸과 지역의 재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백제의 서해안 진출은 영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행

8) <그림 1>의 일제강점기지도를 살펴보아도 신금성이 자리한 금곡리가 교통로 상의 중요한 결절지임을 알 수 있다. 북쪽으로부터 당진
석문면(성산리)-당진 읍내-(부장리)-해미읍성-결성(신금성)을 잇는 도로와 아산만-예산-석택리-홍주읍성-결성을 잇는 도로가
만나는 합류지점이 바로 신금성 앞의 삼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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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임이 분명하다. 태안반도는 충남지역 유일의 철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대규모 소
금생산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이경복 2009, 정재윤
2014). 지하자원의 확보와 물류의 장악을 위한 선제적 진출은 고대국가 성장의 필수 요소
이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요인이 곧 홍성지역으로의 진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백제 중앙은 이를 직접 관리하여 지방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서
해안 해상교통로의 물류거점 확보를 목적으로 홍성 신금성을 축조·운영하였던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백제 중앙의 치밀한 계획 속에 축조된 지방거점임이 분명하다. 성곽을 축
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홍성 신금성은 백제의 호서 서해안지
역과 그 이남지역으로의 진출, 해당지역 지역사회를 백제의 지방으로서 재편, 철·소금·식
량 등의 자원 확보, 원활한 물류 등 정치·경제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홍성 신금성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초축성벽
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성격과 의미에 대한 고찰을 더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를 요약하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본래 홍성 신금성은 둘레 645m의 外城과 564m의 內城이 조합된 重郭구조로 알려졌다.
내성에는 基壇石列版築城壁이 뚜렷한 반면, 외성은 기단석렬이 확인되지 않은 독특한 구
조로 인식되었다. 내성과 외성의 축조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시기로 판단한 결론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내성의 북벽과 서벽을 중심으로 성벽축조층 보다 거대한 ‘성벽
아래 層群’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토성의 기저부로 판단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토층의 형
태 또한 의미심장하여 주목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기초로 토성벽 단면을 재검
토하였다.
그 결과, 통일신라시대 성벽 아래에 자리한 층군은 별도의 盛土構造物로 확인되었다.
이는 내성 남벽을 제외한 모든 조사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토재
료로 사용된 흙과 토층양상의 유사성을 통해, 성벽 아래 층군과 외성을 연결함으로써 초
축성벽을 설정하였다. 초축성벽은 둘레 645m로 내성 동-북-서벽-외성 남벽을 포괄한다.
이러한 초축성벽의 폐기 후, 통일신라시대에 비로소 기단석렬판축토성(내성)으로 변모한
것이다.
초축성벽의 축조시기는 성벽 출토유물과 중복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백제 한성기임
을 분명히 하였다. 홍성 신금성 출토유물 중 대다수를 점하는 한성양식토기와의 연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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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적임을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축조 및 운영시기는 東晋代 錢文陶器와 백제토기의
최근 연구를 참고하여 5세기 전반에 축조, 한성기 말∼웅진기 초까지 운영된 것으로 판단
하였다.
백제 한성기의 홍성 신금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축조목적과 성격에 관하여 살
펴보았다. 신금성 축조 이전에 주변지역 내 물질문화의 변동에 주목하여, 홍성 석택리유
적을 위시한 지역정치체가 소멸하고 지역 내 중심지가 신금성으로 이동하였음을 지적하
였다. 또한 호서 서해안지역은 아산만과 천수만을 잇는 2개의 교통로가 상정되는데, 양
교통로의 합류지점에 신금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지배의 거점이자, 아산만-호
서 서해안지역-서남부 해안지역을 잇는 정치·경제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논문접수일(2017.8.28) ▶심사완료일(2017.10.11) ▶게재확정일(2017.10.20)

[後記] 홍성 신금성의 재검토 과정은 발굴조사보고서 만으로 역부족이었다. 연구 과정에
서 충남대학교박물관의 각별한 배려로 원색도판을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미보고 원색
도판의 논문 게재를 흔쾌히 수락해주는 등 논문의 완성에 큰 도움을 받았다. 더불어 이남
규, 권오영, 김무중, 이형원, 박중균, 안성현, 박중국, 한지수, 심수연 선생님으로부터 여
러 자료와 조언을 받았다. 한성백제박물관 식구들의 응원과 격려 또한 큰 힘이 되었다.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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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hingeumseong in Hongseong area
Hyeok-Hee Lee
(SeoulBaekjeMuseum Curator)
This paper aimed to establish the first-built castle walls of Shingeumseong in
Hongseong area, which haven’t been explored much in previous research, and investigate
who constructed them. We tried to perform a basic analysis on the remains of the castle
walls in order to extract the meaning of the structure.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group of soil layers located under the castle walls is a
separate embankment structure from the United Silla period. The same findings are applied
to the entire research site except for south walls of the inner castle. Based on the similarity
of the soil used for the embankment and the shape of the soil strata, this paper connected
the group of soil layers under the castle walls and the outer castle, thereby establishing the
first-built castle walls of Shingeumseong in Hongseong. The first-built castle walls, which
were 645m in circumference, included east-north-west walls of the inner castle as well as
south walls of the outer fortress.
In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Shingeumseong in Hongseong during
Hanseong peirod of Baekjae, this study examined the purpose of its construction and its
characteristics. By focusing on the physical cultural changes in the nearby areas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Shingeumseong, this study found that the local autonomy system
centering on the Seoktaek-ri perished and the central area was moved to Shingeumseong.
Also, the West coast area in Hoseo area presents two traffic routes connecting Asanman and
Cheonsuman. Shingeumseong is situated where the two routes join each other.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identify the castle’s values as the stronghold of local governance and as a
political and economic key point that linked Asanman-Heseo and the West coastal region –
the Southwest coastal region.
Key words : Baekje, Mahan, Earthen forTr.ess, Plate, Remblai, Local government,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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