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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배매산성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Ⅰ. 머리말
본 조사는 지난 2017년 3월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이하 한문협)에서 공모한 비지정 매
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정밀학술발굴조사이다. 완주 배매산성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번지와 봉동읍 둔산리 94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성곽
은 평야지대에 솟은 해발고도 121.6m의 야산 정상부 일대를 감싸고 있는 테머리식 산성이다.
배매산성의 축성과 관련한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60년대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60년대 처음 지표조사가 이루어질 당시와 1954년 항공사진에
는 토성 성곽의 윤곽이 명확하게 관찰되며, 서문지와 동문지로 추정되는 지점이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1). 또한, 현재 배매산성이 입지하고 있는 배매산(夜山으로도 부른다)의 남쪽 일원
은 봉동읍 일원에 식수를 공급하는 배수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배수시설이 들어서기 전 정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2). 당시의 발굴조사는 배수지가 조성될 예정지역인 성내부와 성외부
를 대상으로 주로 진행되었고, 성곽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
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성내부 건물지, 성외부 수혈유구를 비롯한 다양한 유구들과 성곽사이
의 구체적인 관계 등은 파악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유적의 전반적인 면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
는데 미진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원은 성의 축성기법과 시기, 정확한 전체 성곽의 형태와 분포, 성내부 건물지와 관
계 등 학술적인 내력을 밝히고, 향후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문협이 주
관하는 비지정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공모하였다. 이후, 학술발굴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허가번호 제 2017-0652호)를 받아 2017년 6월 8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는 배매산성의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서쪽 성벽구간 약 300㎡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발
굴조사 기간은 2017년 6월 8일 ~ 2017년 11월 30일(실조사일수: 25일)까지이다. 또한 2017년
8월 8일에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확인된 유적의 성격과 축성방법, 축
성시기 그리고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술자문회의 결과 배매산성 출토 토기류는 백
제 한성도읍기 백제 중앙양식 토기로 볼 수 있고, 백제의 전북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거
1) 전영래, 2003, 『전북 고대 산성조사보고서』, 한서고대학연구소.
2) 전북대학교박물관, 2002, 『완주 봉동읍 배수지 시설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배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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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역할을 수행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학술자료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성
곽의 축성기법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층위의 세심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한편 조사단은 발굴조사 도중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언론에 현장공개를 실시하여
유적의 중요성 등을 널리 홍보하였다. 이후 학술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층위에 대한 세부 보완조사
를 거쳐 2017년 8월 28일 조사를 완료하였다.
발굴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은 아래와 같다.

조사단장 겸
책임조사원 : 박영민(연구위원)
조 사 원 : 이종화(연구원)
준 조 사 원 : 심진수(조사3팀장)
보 조 원 : 이슬비(연구원)

학술자문위원 : 박순발(충남대학교), 성정용(충북대학교),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굴조사는 박영민의 책임하에 이종화·심진수·이슬비 등이 진행하였으며, 유구에 대한 조사
와 기록, 실측은 이종화·심진수가 담당하였다. 또한 유적의 출토유물에 대한 정리는 이종화의
주도하에 심진수·이슬비가, 조사지역의 사진촬영과 유물촬영은 심진수, 이슬비 주도로 진행하
였다.

발굴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내조사의 분담인원은 아래와 같다.

- 유구 기술 및 검토 : 박영민, 이종화
- 유물 기술 및 검토 : 박영민, 고금님, 심진수
- 유물실측 및 탁본 : 신정옥, 진형화, 장효진, 이희주, 박가은
- 유구 및 유물 일러스트 : 이종화, 심진수, 이슬비, 박가은
- 도면·사진편집 : 이종화
- 본문작성 : Ⅰ. 머리말 – 박영민
Ⅱ. 조사지역 및 주변환경 – 박영민, 이종화, 이슬비
Ⅲ. 조사범위와 방법 – 이종화
Ⅳ. 조사내용 – 이종화, 심진수
Ⅴ. 고찰 – 박영민
Ⅰ. 머리말   _11

Ⅵ. 맺음말 – 천선행
- 교열 및 편집 : 고금님, 이종화
- 감수 : 박영민
- 유물선별회의 위원 : 성춘택(경희대학교), 김낙중(전북대학교), 김범철(충북대학교)

이외에도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에 재학중인 김영목, 문지은 학생이 방학중에 현장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현장을 방문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순
발(충남대학교), 성정용(충북대학교),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자문위원님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그리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던 완주군청 문화관광
과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 불볕 같은 더위와 한낮에
도 달려드는 모기떼를 이겨내고 묵묵히 현장 조사에 애써주신 조영희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인부
어르신들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2

완주 배매산성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Ⅱ.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3)
유적이 위치한 완주군은 금남정맥의 서쪽 사면과 호남평야의 북동 연변 부를 차지하며, 전라
북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다(면적 820.15㎢). 배매산성에 수리적 위치
는 동경 127°11′97″, 북위 35°94′97″이다. 동쪽은 금남정맥의 주능선을 경계로 진안군과 충청남
도 금산군, 서쪽은 익산시·김제시, 남서쪽은 정읍시, 남쪽은 임실군과 접하며 북쪽은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과 인접하여 도계를 이룬다. 도로는 전주를 중심으로 4통 5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

N

▲
시대산(229.1m)

익산

왕궁저수지
제내리
▲
봉실산(373.5m)

광암리
봉동읍
로
도
속

배매산(121.6m)

고
남

▲

호

구암리

석탑천
구미리
만경강 지류

↗

석전리

전주

↗

진안
수계리

김제

↗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지형도

3) 完州郡, 1996, 『完州郡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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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울·부산·대구·목포·광주·여수로 통하는 국도와 지방도가 있으며, 철도는 전라선이
남북으로 관통한다.
완주군의 북·동·남부는 금남정맥으로, 대둔산(878m)·운장산(1,126m)·고덕산(603m)·
만덕산(762m)·모악산(793m) 등이 있으며, 동쪽에는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금남정맥 산지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완주군의 중앙부와 서부 및 주변에 자리한 전주시는 해발고
도 100m 이하의 구릉성 침식저지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완주군의 수계는 삼례, 봉동의 2개 읍과 비봉, 화산, 경천, 고산, 동상, 용진, 소양, 상관, 구이,
이서 등 10개면이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 삼천 유역에 속해 있고, 모두 만경강 수계의 유역 분
지이며, 운주면의 장선천이 북쪽으로 흘러 금강 수계의 유역 분지에 속한다. 운장산에서 발원하
여 대아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역이 동상면이며, 천호산, 함박봉, 까치봉에서 발원하여 경천저수지
로 유입되는 유역이 화산면, 남당산과 702고지 등에서 발원하여 경천저수지 제방 아래로 유입되
는 유역이 경천면이 된다. 이들 유역과 비봉면, 고산면 일대에 흐르는 하천이 합류하여 고산천이
된다. 고산천은 고산면, 봉동읍을 지나 삼례에 이르러 만경강과 합류하는 길이 23㎞의 지방2급
하천이다. 오도치, 보룡고개, 만덕산 등에서 발원하여 소양천으로 유입되는 유역이 소양면이며,
상관면과 임실군 관촌면의 경계인 슬치, 만덕산 등에서 발원하여 전주천으로 유입되는 유역이 상
관면, 그리고 구이면 백여리 새터와 모악산 등지에서 발원하여 삼천으로 유입되는 유역이 구이면
이 된다. 전주시를 관통한 전주천과 전주시 서부를 흘러온 삼천은 전주시 서신동에서 합류하여
추천을 이루고 삼례에 이른다.
완주군의 지질계통은 전체적으로 제4계, 경상계, 옥천계 등의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지질구조 중 옥천계가 크게 발달하였으며, 경상계는 불한사통(맥암류, 석영반암, 편상화강암, 흑
운모 화강암, 섬록암)이 관입되어 있고, 신라통(서대산 응회암)이 부정합 관계에 놓여 있다. 서쪽
은 편마상화강암·대보화강암이 분포하는데, 이들이 침수되어 이루어진 낮은 구릉은 적황색토로
뒤덮여 이 사이를 따라 서쪽으로 고산천·소양천 등이 흐르다 합류하여 만경강을 이룬다. 특히
고산천 상류의 대아·경천 저수지는 고산천의 수량을 조절하고 간선수로의 관개용수를 공급하며
호남평야의 쌀 생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기후는 연평균기온 12∼13℃ 내외, 1월 평균기온 0.8℃, 8월 평균기온 26.9℃이며 강수량은
1,240mm이다. 남부 내륙형기후와 남부 서안형기후의 점이형으로 벼농사에 알맞다.
본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봉동읍 일원은 완주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만경강
을 경계로 전주와 인접해 왔다. 또한 수봉산(해발고도 420m)과 봉실산(해발고도 327m)에서 흘
러내려오는 능선상에 형성된 배매산에서 사방으로 뻗어 내린 저구릉성 산지와 만경강 본류, 석탑
천(삼례천), 고산천, 소양천의 하천유로 주변에 하천의 충적작용으로 형성된 평야지대가 넓게 펼
쳐져 있다. 배매산이 위치한 곳의 주변 지질은 경상계의 석영반암이 주를 이루며, 산악지의 분포
14

도면 2. 지질도(출처-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도면 3. 퇴적지형도(출처-흙토람)

도면 4. 토양지형도(출처-흙토람)

도면 5. 분포지형도(출처-흙토람)

지형을 보인다. 토양지형은 단적층에 해당된다(도면 2~5).
조사지역은 해발고도 121m 내외의 배매산 서사면에 해당한다. 배매산 서쪽으로 약 706m 정
도 떨어진 지점에는 석탑천이 남쪽으로 흘러 만경강으로 유입된다. 또한 조사지역 동쪽에는 낮은
구릉과 그 사이에 형성된 밭 경작지 등이 형성되어 있고 완주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2. 고고·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조사지역이 입지하고 있는 완주군 서부지역 일대는 만경강의 중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완
주군은 대부분의 지역이 호남정맥에 속하는 산간지대이고, 배매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봉동읍과
용진읍, 삼례읍, 이서면 일대가 평야지대에 속한다. 특히 완주군 봉동읍 일대는 만경강의 중상류
지대로 전라북도의 서부평야지대와 동부산간지대가 서로 만나는 경계지점에 해당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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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경강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로 인해 선사시대 이래 많은 유적이 형
성되었다. 따라서 금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배매산성과 관련한 고고학적 배경은 조사지역 주변
에 분포하고 있는 중요유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완주군의 구석기시대유적은 완주 갈산리유적과 운교유적이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 완주 운교
유적은 명갈색점토층과 암갈색점토층의 경계, 암갈색점토층의 하부, 적갈색사질점토층 등 3개
의 지층에서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기에 사용된 석재는 석영암계, 유문암계, 화강암, 편마암, 각
섬암, 사암 등이 있다. 또한 석기구성은 몸돌, 돌날몸돌, 좀돌날몸돌, 격지, 돌날, 부스러기, 조각
돌을 포함한 석기제작 파생물과 긁개, 밀개, 뚜르개, 찌르개, 새기개, 부리날 등의 격지석기 등이
있다. 유적의 형성기는 B.P25,000년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었다4).

▲ 완주 갈산리유적 구석기시대 석기

▲ 완주 운교유적 구석기시대 석기

청동기시대유적은 완주 운교유적과 구암리유적을 들 수 있다. 완주 운교유적은 배매산성에서
남동쪽으로 약 8㎞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모두 13기의 주거지가 조사되
었는데,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바닥 중앙에 타원형수혈이 있는 소위 송국리형주거지로 불리는 형
태이다. 특히 이 유적에서는 석기의 출토비중이 높은 편인데, 석도, 유구석부, 석검, 유경식석촉,
갈돌,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늦은 시기에는 원형구연점토대토기가 등장한다. 유적의 중심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을 고려하면 기원전 9~6세기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옹관
묘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인 역삼동식 토기로 파악되고 있어 송국리주거지 문화와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5). 완주 구암리유적은 구릉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는 제의유구와 주거지 10기가 조
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가락동식토기로 알려진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구
순각목토기, 공열토기가 출토되는 등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이다. 주거지의 중심연대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경우 기원전 11~9세기 무렵으로 편년되었다. 제의유구는 구릉의 최정상부에서 조

4)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13, 『完州 雲橋遺蹟』.
5)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13, 『完州 雲橋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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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는데, 내부에 소토층과 소형할석이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6). 이 제의유구는 호남지역
에서 최초로 발견된 청동기시대 전기의 제의유구로 대단히 중요한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다.

▲ 완주 구암리 청동기시대 제의유구

▲ 완주 구암리 청동기시대 석기

초기철기시대유적은 전북혁신도시조성구간의 발굴조사를 통해 완주 덕동유적·완주 신풍유
적, 갈동유적 등 많은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조사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완주 수계리유적7)
에서도 세형동검을 비롯하여 점토대토기 등 다량의 초기철기시대 유구가 조사되었다. 완주군 관
내에 산재하고 있는 다수의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이 일대 초기철기시대에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였음을 알려주는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배매산성과 관련된 삼국시대 유적은 주변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배매산성 주변에 분포
하고 있는 중요 삼국시대유적은 완주 용흥리유적, 완주 상운리유적, 완주 수계리 신포유적, 완주
원용암유적, 완주 운교유적, 완주 구억리산성, 익산 사덕유적 등이 있다.
완주 용흥리유적은 얕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 마한계 주거지 및 백제 석실분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마한계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계이고, 부뚜막, 벽구 등을 갖추고 있다. 내부

▲ 완주 용흥리유적 전경

▲ 완주 용흥리유적 출토유물

6)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완주 구암리유적』.
7)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완주 테크노밸리 진입도로공사구간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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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은 사주식과 비사주식이 공존하고 있다. 유적의 중심시기는 4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여겨지며
이 일대 마한계 주거지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8).
완주 상운리유적은 배매산성이 축조되기 전 이 일대의 문화와 정치세력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완주 상운리일대에는 다수의 분구묘가 분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바 있다.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삼국시대까지 다양한데, 4~5세기대
분구묘가 중심을 이룬다. 분구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광구장경호, 단경호, 병형토기, 파배 등 백제
토기류를 비롯하여 환두도, 철모, 철겸, 철부, 쇠집게, 철정, 단야구, 마구 등 다량의 철제유물이
있다9). 완주 상운리유적 분구묘에서 출토된 토기류는 백제계가 많지만 묘제는 여전히 마한계 분
구묘를 유지하고 있어 상운리분구묘가 성행하던 5세기 무렵까지 백제에 의한 중앙집권화가 완전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완주 상운리유적

▲ 완주 상운리유적 출토유물

완주 수계리 신포유적은 만경강의 충적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분묘 및 생활유적이다. 특
히 200여기 이상의 분구묘 및 토광묘가 조사되어 이웃하고 있는 완주 상운리분구묘와 더불어 전
북지역 최대의 분구묘유적이다. 조사된 분구묘는 출토유물로 보아 마한계와 백제계로 분류할 수

▲ 완주 수계리 신포유적 전경

8)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完州 龍興里遺蹟』.
9) 全北大學校博物館, 2010, 『上雲里 Ⅰ·Ⅱ·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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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수계리 신포유적 출토유물

있는데, 백제계로 분류할 수 있는 분묘에서는 환두도, 철모, 철정, 마구, 철겸, 철촉 등이 출토되
었다10). 이러한 유물의 조합양상은 이웃하고 있는 상운리유적 분구묘와 비교할 수 있으며, 상운
리분구묘와 함께 3~5세기 이 지역 분묘와 유물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완주 원용암유적은 배매산성의 북동쪽 약 1.8㎞지점의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유구는
주구가 구획된 삼국시대의 건물지와 주거지 등이 있다. 주거지는 벽을 따라 주공이 있고, 내부에
부뚜막이 배치된 형태이다. 승문이 타날된 장란형토기, 백제고배 등이 출토되었고, 중심년대는 5
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된바 있다11). 이 유적의 유구 및 출토유물은 이웃하고 있는 완주 운교유적과
유사하며 배매산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완주 원용암유적 주거지

▲ 완주 원용암유적 출토유물

완주 운교유적은 배매산성에서 남동쪽으로 약 8㎞가량 떨어진 야트막한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된 삼국시대 유구는 9기의 방형건물지, 수혈, 지상건물지, 주공군, 구 등이 있다. 특히
방형건물지는 외측에 방형의 구가 둘러져 있고, 건물지에서 철 슬래그가 출토되어 철의 제련과

▲ 완주 운교유적 방형건물지

▲ 완주 운교유적 출토유물

10) (財)全州文化遺産硏究院, 2016, 『완주 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약보고서』.
11)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完州 元龍岩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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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시설로 판단하였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5세기대로 편년하였다12). 유물은 장란형토기, 심
발형토기, 고배, 병형토기, 광구장경호 등이 있으며, 그 가운데 고배는 금번 발굴조사된 배매산성
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 유적은 5세기대 철 제련 유구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백제 중앙
세력의 전북지역 진출 및 공인집단의 형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익산 사덕유적은 배매산성이 남서쪽 약 2.6㎞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된 유구는 수혈주거
지 100여기, 수혈유구 120여기, 백제분묘 30여기 등이 조사된 대규모 복합유적이다. 특히 각각
100여기가 조사된 주거지와 수혈은 전주 팔복동 취락유적과 함께 만경강 중상류지역 최대의 생
활유적으로 볼 수 있다. 주거지 및 수혈의 중심연대는 4~6세기대로 편년된 바 있다13).

▲ 익산 사덕유적 전경

▲ 익산 사덕유적 35호 주거지

성곽유적은 완주군 관내에 약 20여개소가 산재하고 있어 전북지역 최대 분포권역을 이루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 지표조사만 이루어져 성곽의 축조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완주 구억
리산성은 최근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축조시와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구억
리산성은 배매산성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8㎞정도 떨어진 완주군 용진읍의 뒷산 해발 약 90m

▲ 완주 구억리산성 성벽 단면

12)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13, 『完州 雲橋遺蹟』.
13)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07, 『益山 射德遺蹟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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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구억리산성 출토유물

내외의 산정과 곡부를 감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기존 지표조사 결과, 성곽의 둘레는 약
980m내외로 측량된 바 있다14). 발굴조사 결과 성곽은 토성으로 확인되었고, 개배, 고배, 삼족토
기, 기대,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 백제계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15). 완주 운교유적과
약 200m내외의 거리를 두고 있다. 구억리산성은 출토유물이 배매산성과 매우 유사해서 거의 동
시기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구억리산성은 규모가 훨씬 크고 내부에 식수를
얻을 수 있는 계곡이 존재하고 있어 삼국시대 읍치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배매산성 주변에는 원삼국시대의 주거유적인 완주 구암리 청등마을유적, 구암리유
적, 백제 분묘유적인 완주 은하리고분, 둔산리 석실분, 성곽유적인 상삼리산성, 봉실산성, 읍내리
산성, 소향리산성, 이전리산성16)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유적 가운데 배매산성 이전 단계의 유적으로는 완주 용흥리유적, 완주 상운리유적, 완주
수계리 신포유적을 들 수 있고, 거의 동시기의 유적으로는 완주 원용암유적, 완주 운교유적, 완주
구억리산성 등이 있다.
배매산성 주변에 밀집분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삼국시대의 유적은 이 일대가 오랫동안 고대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알려준다. 또한 백제의 산성인 배매산성 이 일대에

도면 6. 배매산성 및 주변 산성 위치도(사진출처-구글)

14) 全榮來, 2003, 『全北 古代山城調査報告書』, 韓西古代學硏究所.
15)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완주 구억리산성 시굴조사 약보고서』.
16)	최근 본 연구원이 수행한 완주군 관내 관방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결과 완주군 고사면의 읍내리산성(구 관동리산성), 소향리산성,
비봉면의 이전리산성 등지에서 백제토기와 함께 통쪽흔이 있는 백제기와가 수습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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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있는 고고학적인 유적을 배경으로 축조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판단된다.
고려~조선시대 이후의 유적은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에서 다수의 유적들이 조사되었
다. 분묘유구는 토광묘, 회곽묘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생활유구로는 건물지, 구상유구, 수혈 등
이 있으며 가마 등의 생산유구와 산성 등도 조사되었다. 전주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려~조선시대 생활유구 및 분묘 등이 조사되었고17), 완주 둔산리 전주유씨
선산 분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의 조선시대 중기이후 묘제의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고, 유물은 자기류, 청동제품, 문방구류, 구슬류 등 25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18). 추
동유적에서는 1지구에서 조선시대 토광묘 31기와 회곽묘 2기, 2지구에서 조선시대 토광묘 2기,
회곽묘 8기, 건물지 1동, 각종 수혈유구 및 구상유구 등이 각각 조사되었다. 분묘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백자류, 청동대부완, 청동숟가락, 관정 등이 있고, 특히 두 지점에서 조사된 분묘의 차이
는 시간과 흐름과 계층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9). 완주 덕동유적, 전주 수랑골B유적
, 장문동A유적21), 중동유적22), 찰방유적23) 등에서 고려~조선시대의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었

20)

다. 그리고 전라북도 기념물 제17호인 위봉산성에 대한 서문지 일대인 옹성부분과 그 주변에 대
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24). 생산유적은 완주 화심리유적과 완주 원용암유적, 완주 용암리유적
이 있다. 화심리유적에서는 분청사기 가마 1기, 소형 숯가마 15기, 성격미상 유구 1개소, 분청사
기 가마와 관련된 폐기물퇴적구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출토유물에 있어 분청사기를 비롯한 다량
의 자기류와 특히 조선시대 청자가 출토되어 관심을 모았다25). 그리고 원용암유적에서는 대규모
의 분청사기 가마 2기와 소형가마 2기, 퇴적층 등이 조사되었고, 용암리유적에서는 조선시대 토
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분청사기 가마 내부 및 퇴적층에서는 발, 접시, 잔, 마상배, 병, 장군, 호
등의 비교적 다양한 기종의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는데, 유물 중에는 ‘내섬內贍’명의 관청명이 시문
된 명문의 분청사기가 소량으로 출토되었다26). 제내리Ⅰ유적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적
심시설이 조사되었다27). 종교유적으로는 불교유적인 봉림사지, 안심사와 천주교유적인 되재성당
등이 있다. 되재성당은 1895년 한국 천주교회에서 두 번째 완공된 성당이자 한강 이남에는 처음
17) 全北大學校博物館·群山大學校博物館·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99, 『全州 科學産業硏究團地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18) 全北大學校博物館, 2000.10, 『완주 둔산리 전주유씨 선산 분묘조사 조선시대 무덤과 껴묻거리』.
19)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完州 秋洞 遺蹟』.
20) 全北大學校博物館, 2012. 『전주 수랑골B유적』.
21)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Ⅳ구역 일부, 도시부)부지 내 전주 원장동유적 원장동 A·D·E·G유적』.
22)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13, 『全州 中洞遺蹟』.
23)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13, 『全州 察訪遺蹟』.
24)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5, 『完州 威鳳山城 西門址 一帶 發掘調査 報告書』.
25)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完州 花心里 遺蹟』.
26)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남원간 건설공사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완주 용암·용교·아중마
을Ⅰ·원용암·당당마을Ⅰ·상신리B유적-』.
27)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0, 『完州 堤內里·益山 源水里 안골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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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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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진 성당으로, 2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성당지와 복사실, 사제관 등이 확인되었다28).
불교유적의 대표적인 사찰로는 보물 제1243호 대웅전, 보물 제1244호 종루, 보물 제1255호
천왕전과 소조사천왕상, 보물 제1274호 소조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및 많은 시도유형문화재를 보
유한 송광사를 비롯하여 보물 제608호 보광명전 등이 있는 위봉사와 국보 제316호 극락전과 보
물 제662호 우화루 등을 보유한 화암사, 대원사, 봉서사, 봉림사지29), 안심사30), 경복사지31) 등이
있다. 이러한 종교 문화재들을 통해 완주군 일대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로서도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역사적 배경32)
완주군은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영토였으며, 555년(위덕왕 2년)에는 완산주가 설치되었으나
565년 완산주를 폐지하였다. 660년(의자왕 20년) 백제가 무너진 뒤 신라에 병합되어 685년(신문
왕 5년) 완산주가 설치되었으며, 이때부터 지방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백제 시대에는 5세기 이후 가중되는 고구려와 신라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하여 중앙의 5부, 지
방의 5방으로 이루어진 군사적 행정체제를 확립하여 국가체제를 재편성하였다.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신라의 귀족을 재편성하고 난 다음 신라의 골품제도의 원칙에 따라 중앙
관제와 지방관제를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옛 고구려와 백
제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 세력을 정리하고 난 뒤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9주 5소경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제도는 문무왕 5년(665)경에 한산주, 삽량주, 수약주, 하서주 등의 기존의
5주에 거열주와 무진주를 새로 설치하고, 문무왕 11년(671)에는 사비주와 탕정주를 설치하여 전
국에 9주를 두고 총체적인 지배체계를 구축했다.
고려는 3성 6부로 중앙정치기구를 정비하였고, 지방제도의 개편에 힘을 기울여 성종 대에는
12목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12목의 설치는 중앙의 관리가 지방의 호족들에 대한 본격적인 통
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12목은 지방행정상 요지인 양주, 광주, 청주, 충주, 공주, 진주, 상
주, 전주, 나주, 승주, 해주, 황주 등으로 이들 지역에 목사를 파견하여 중앙의 통제력을 지방에
까지 침투시켰다. 전주목은 성종 2년(983)에 설치된 12목의 하나였다. 전주목은 오늘날 전주시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나의 군현을 이루지만, 전주목은 1개의 속군과 11개의 속현을 거느리고

28) 全北大學校博物館, 1992, 『되재성당 發掘調査報告書』.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08, 『完州 되재聖堂』.
29) 全北大學校博物館, 2015, 『完州 鳳林寺地』.
30) 全北大學校博物館, 1990, 『安心寺』.
31) 全北大學校博物館, 2000, 『완주 경복사지 지표조사 보고서』.
32) 完州郡, 1996, 『完州郡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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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수관으로서 한 개의 부와 한 개의 군, 그리고 4개의 현을 거느리게 되었
고, 그 각각의 영군과 영현은 또한 각각 속군·현을 거느리는 중층적 지배구조를 이룸으로써 오
늘날 전라북도 일원을 관장하는 영역을 이루기도 하였다.
고려가 멸망한 공양왕 4년(1392) 완주군 지역은 완산부과 고산현으로 나뉘었다. 고산현은 고
산현과 속현인 운제현을 관할하였고, 완산부가 이성현, 우주현, 양양소, 경면향 등을 관할하고 있
었다.
조선시대의 지방통치체제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2도(경도 한성부, 구도 개성부) 및 8도 예하
의 4부(평양부, 영흥부, 전주부, 경주부), 4도호부사(영변, 안변, 강릉, 안동), 20목, 44도호부,
82군, 34현(현형), 141현(현감) 등 총 331개 체제로 나뉘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1895년(고종 32)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의 건국 직후 완주군 지역은 완산부와
고산현에 속해 있었다. 완산부가 1392년 태조이성계의 본향이라는 이유로 완산유수부完山留守府로
승격되었다가, 태조 3년에 전주부全州府로 되었다. 전주부에 속해 있던 옥야현, 이성현, 우주현,
이모촌소, 양양소, 경명향 등과 고산현에 속한 운제현은 15세기 말경에 직촌화하여 전주부와 고
산현의 하나의 고을로 통합되었다. 전주부와 고산현에 속한 현 완주군의 체계는 1895년까지 아
무런 변동없이 지속되었다. 또한 1957년 초포면·우전면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되었고, 1983년
에는 상관면의 일부, 1987년에는 조촌읍, 1989년에는 용진면 및 구이면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되

조사지역

도면 8. 조사지역 위치도(1917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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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도면 9. 조사지역 위치도(1750년대 제작 해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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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도면 10. 조사지역 위치도(1872년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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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1년 삼례읍·봉동읍과 용진면·상관면·이서면·소양면·구이면·고산면·비봉면·
운주면·경천면·화산면·동상면 등 2읍 11면의 행정구역을 이룬다.

3. 지명유래33)
1) 봉동읍鳳東邑
완주군의 동쪽에 위치한 읍이다. 읍의 동쪽은 고산면, 남쪽은 용진면, 서쪽은 익산군 왕궁면王
宮面,

북쪽은 비봉면에 접해 있다. 분지 지형으로 가운데는 봉동천이 흐르고 있다. 북쪽에는 호남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익산시·전주시와 연계되는 국도가 있다. 이곳에는 완주산업단지와 전
주 과학 산업단지가 있다. 봉강서원, 학림사學林寺 등이 있다. 지명은 1914년 봉상면의 ‘봉鳳’과 우
동면의 ‘동東’을 합해서 봉동면鳳東面이라 하였다. 면 소재지인 장기리場基里를 비롯하여 제내리堤內
里·장구리長久里·구암리九岩里·둔산리芚山里

등 14개 법정리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고산현의 봉상면峰上面에 속하였다. 『여지도서』(고산)에는 “봉상면이 관아에서 30
리, 그리고 우동면이 40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호구총수』에는 “봉상면은 건전리乾田里 등 33개
마을, 우동면은 탑리塔里 등 16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봉상면의 한자 표기
는 『호구총수』(고산)에는 ‘봉상峰上’으로, 그리고 『여지도서』(고산)와 『대동여지도』에는 ‘봉상鳳翔’으
로 되어 있다. 1914년 봉상면과 우동면紆東面의 17개 마을, 창덕면의 일부, 익산군 우북면紆北面의
일부를 통합하여 봉동면으로 개칭하였다. 1935년에 완주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 1973년
에 봉동읍鳳東邑으로 승격되었다.

2) 둔산리芚山里
본래 전주군(1935. 10. 1일 이후는 완주군) 우동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둔
산리, 봉암리, 신하리, 산정리, 산주리, 명동리, 신둔리와 용암리, 죽동리, 구복리의 각 일부와 봉
상면 구정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이 중, 으뜸 마을의 이름을 취하여 둔산리라 해서 봉동면에 편
입되었다.
북동쪽의 옥녀봉이 장구리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익산시 왕궁면과 경계를 이루는 낮은
언덕지형이다. 이 지역에 있는 둔산의 이름을 따 둔산리가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원둔산, 산정,
명평, 신봉이 있다.

33)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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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둔산元芚山
으뜸마을로 둔산 아래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둔산
예전에는 군대가 주둔하던 곳으로 뒷산이 금반옥저형金盤玉著形의 형국이다.

•산정山亭里
등길리燈吉里 산정에는 소나무 정자가 있어 일컫던 이름이라 하고, 등길리는 앞 산에 암야괘등
형暗夜卦燈形이 있다 해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신봉新鳳
신하新下 신봉은 신하와 봉암에서 한 자씩 취한 분리명, 신하는 봉암리 아래에 새로된 마을이
고, 봉암은 뒷산 이름이 봉실산鳳實山이고 봉실산과 신하 마을 사이에 큰 바위 셋이 있어 그것을
삼암三岩이라 하는데 이 두 이름에서 한자씩 취한 것이다.

•구암리九岩里
봉동읍에 있는 리이다. 서쪽으로 익산시 왕궁면과 경계를 이루며, 주변에는 낮은 구릉이 분포
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농경지가 펼쳐지고 제네리 탑제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있다. 자연마을로
는 통정, 구정, 원구암이 있으며, 이 지역의 으뜸 마을인 원구암의 이름을 따 구암리라 하였다. 본
래 우동면 지역으로서 원구암 마을의 뒷산에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있어 거북바우 또는 구암이라
하였다. 또한 예전에는 여우가 많이 살아서 여우골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마을 동쪽에는 전주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통정桶井
원구암 북쪽에 있는 마을로, 통으로 짠 우물이 있어 통정, 통샘이라 부른다.

•구정九井(九亭, 龜井)
본래 구정龜井이라고 하였으며, 수복은 뒷산의 바위가 거북이 엎드린 형상이라고 한다. 구정 남
쪽에 신성, 청리마을이 있고 이 마을들은 행정구역상 구정마을에 들어간다.

•구암[바위〕
원구암 뒷산에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거북바위’, ‘구암’, ‘구복’이라 부른다. 매년 정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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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거북바위에서 돼지머리와 술,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
낸다.

•원구암元九岩
서당리 원구암은 본 이름 구암리를 법정리와 구분하기 위하여 ‘원元’을 덧붙인 것이다. 구암은
뒷산에 거북바 위가 있다. 서당리에는 전에 서당이 있었으리라고 한다. 혹 서쪽등성이란 뜻에서
서등이라 한지도 모른다.

•만경강萬頃江
도의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율치의 밤샘(또는 진틀, 657m)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황해
의 새만금사업지구로 유입하는 국가 하천이다. 상류로부터 김제·익산·군산 등의 여러 고을이
발달하여 있다. 완주군에서는 고산천, 전주에서는 전주천과 소양천, 익산에서는 익산천, 군산시
에서는 탑천 등의 여러 지류들이 이 하천에 합류한다. 하류인 군산 일대의 조석 간만의 차이가 커
서, 만조시에는 전주천과 소양천 및 고산천이 합류하는 대천(한내마을, 삼례대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예로부터 관개와 주운舟運에 이용되어, 완주군 봉동읍의 구만리와 전주천의 추천까지
운항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온다. 하천의 발원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우리가람 길라
잡이』에서는 전북 완주군 동상면의 막은대미재 북쪽 산록으로 표기하고 있다. ‘만경’지명은 조선
시대 하천의 하류에 입지하였던 만경현(현 김제시 만경읍)에서 유래되었다. 만경萬頃의 뜻은 ‘백만
이랑’의 의미로 넓은 들을 의미한다. 만경강의 하류에 형성되어 있는 평야는 ‘김제’와 ‘만경’의 합
성 지명으로 금만평야로 불리기도 한다. 새만금방조제도 여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조선시대에 이 하천은‘사수(泗水…)’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여지고』(김제)에 “사수泗水…는
속칭 회연回淵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를 율포栗浦라 일컫고 그 아래를 신창진新倉津이라 일컫는다.”
라는 기사가 있고, 동일문헌의 전주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전칭
으로 불렀음을 보여준다. 『대동여지도』에도 『여지고』에 수록된 율포, 신창진 등의 지명이 표기되
어 있다. 한편 고산현 남쪽의 하천에 ‘남천南川’ 지명이 표기되어 있어 부분칭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봉실산鳳實山
군의 봉동읍과 비봉면에 걸쳐있는 산이다(고도：374m). 봉동읍과 비봉면의 경계에 있다. 봉동
읍의 서북쪽인 평야부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추동마을에는 영사재永思齋, 학림사鶴林寺가 있으
며, 산의 9부 능선에는 백제의 산성인 봉실산성鳳實山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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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탑천石塔川
군의 봉동읍 뱀재(242m)의 서쪽 산록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만경강으로 유입하는 지방
하천이다. 상류에 탑소류지가 축조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제내리의 탑리 마을이 있다. 제내리와
장구리를 거쳐 남쪽으로 흐르다가 석전리 일원에서 우산천과 좌안에서 합류한 후 만경강으로 유
입한다. 지명은 상류에 위치한 탑리 마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인근 익산시의 왕궁면
에 위치한 오층석탑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석탑천은 우산천과 함께 삼례읍의 중심하천을
이룬다. 『대동여지도』에는 당시 전주부에 속해 있었던 삼례쪽으로 유입하는 하천이 묘사되고 있
어, 이는 석탑천이나 우산천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매산
마을주민들 말에 따르면 과거 배를 맸던 산이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배매산→밤산(야산)으로
변했던 것 같다. 과거 지형도에는 야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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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배매산성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Ⅲ. 조사범위와 방법
1. 조사범위
완주 배매산성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이 속한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북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주시를 사방에
서 감싸고 있다. 그 가운데 북쪽은
논산시 양촌면, 북동쪽은 금산군 금
산읍과 접하고 있는 등 충청남도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다. 특히 완주군
관내 13개 읍면지역 가운데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이서면의 4개 읍면
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면지역 대부
분이 금남-호남정맥에 포함된 산간
지역이다.
금번 발굴조사 지역인 완주 배매
산성은 해발고도 121.6m의 얕은
산 정상부와 9부 능선을 감싸고 있
는 테머리식 산성으로, 산성에 대한
최초의 학술조사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1960년대에 한차례 이루어
진 바 있다(도면 11)34). 이 조사에
따르면 성곽은 해발 121.6m의 산봉
을 감싸는 테머리식 산성으로 총 둘
레는 526m이고, 서벽과 동벽에 성

도면 11. 1960년대 조사 당시 배매산성 위치 및 약실측도

34) 全榮來, 2003, 『全北 古代山城調査報告書』, 韓西古代學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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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장축은 남-북방향이고, 길이 220m, 너비 80m내외의 장
타원형을 이룬다. 성곽의 북변은 약간 둥글고 남변은 뾰족한다. 성내부에는 성벽을 따라 너비
6~10m의 회랑도가 조성되어 있고, 백제시대 기와, 토기편이 산재하고 있었다. 또한, 처음 지표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와 1954년 항공사진에는 성곽의 윤곽이 명확하게 관찰되며, 서문지와 동문
지로 추정되는 지점이 확인된 바 있다(도면 11 참조).

▲ 배매산성 위치(1954년 항공사진)

▲ 배매산성 위치(1992년 항공사진)

배매산성이 입지하고 있는 배매산의 남쪽 일원은 봉동읍 일원에 식수를 공급하는 배수지가 위
치하고 있어 일부지역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또한 별도의 등반로나 산책시설이 없어 산을 왕

도면 12. 조사지역 위치 및 범위(사진출처-구글)

Ⅲ. 조사범위와 방법   _33

래하는 사람은 드물며. 산 정상부에는 별도의 시설은 없고 삼각기준점이 있을 뿐이다. 현재 성내
부 남쪽 일대와 성의 외부 남동사면에는 배수지 및 관련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도면 12 참조).
배매산은 산의 동사면이 비교적 가파를 뿐, 북·서·남사면은 정상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완만
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곽은 경사가 급한 동사면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곳에 조성되
어 있고, 북·서·남사면은 8~9부 능선을 따라 조성되었다. 현재 성곽의 잔존 상태가 가장 양호
한 곳은 성곽의 북서쪽 구간인데, 성곽과 내측 회랑도가 육안으로 잘 관찰된다. 반면 동사면은 성
곽의 흔적이 육안으로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성곽의 남쪽 또한 배수지가 조성되면서 일부
훼손되어 성곽의 흔적이 명확하지 않다.

도면 13. 조사지역 위치(서-동)

이 때문에 조사단은 성의 범위와 축성기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성벽이 잘 남아 있는 서
성벽 구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벽 내측 건물지 등 성벽관련
시설을 확인하고자 3개의 시굴트렌치를 발굴조사 지점과 나란하게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발굴조사 총 면적은 300㎡이다.

2. 조사방법
완주 배매산성은 조사에 앞서 조사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범위, 지장물 및 토지
보상 등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조사 가능여부를 파악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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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거나 협의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조사지역의 지형과 입지 등을 검토 후 조사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안전사고와 외부
인의 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지역 내 안전펜스와 발굴조사 안내판 등을 상시 설치하여 안
전사고에 대비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도 수시로 조사단을 비롯하여 인부, 중장비 등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완주 배매산성은 발굴피트 1지점과 시굴트렌치 3개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은 단
축 12m, 장축 20m의 방형의 피트를 구획한 후 배매산성 서성벽을 동서로 횡단하는 하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북쪽 장벽을 중심으로 층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부분적으로 성
벽에 자생하고 있는 고목과 그 주변지역은 부득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발굴피트의 하강조
사는 성토층이 노출될 때까지 제토하여 석렬, 영정주공 등 축성관련 시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내측 구간 즉, 동쪽지점은 성내측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지 및 건물지관련 유구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트의 동쪽 및 남쪽 경계에 폭 50cm의 탐색트렌치를 구획한 후 층위를
파악하였고, 이 탐색트렌치의 층위를 기준으로 층층이 하강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
내측에서 석렬 일부가 노출되었고, 이 석렬의 형태와 범위 등을 파악하기 추가적으로 하강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구의 전반적인 조사과정은 잔존상태에 따라 둑을 남기고 탐색트렌치 조사를 통해

N
배매산성
조사지역
배매산유적(2002, 전북대학교박물관)

0

200m

도면 14. 조사지역 위치도 및 조사현황(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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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부퇴적양상과 바닥면을 확인한 후, 실측과 사진촬영 등으로 기록을 남기면서 순차적으로 조
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성벽 구간은 피트 북쪽에 성벽을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탐색트렌치를 구획하여 성벽의
층위양상과 축성방법, 건물지 관련 유구의 유무, 출토유물에 따른 축성시기 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탐색트렌치 하강조사는 성벽의 성토층 및 하층 생토층이 드러날 때까지 진행하였다. 이 탐
색트렌치 제토과정 중 체성부에서 중심토루인 영정주공이 확인되었으며, 성외측 하단부에서도 1
단의 석렬이 확인됨에 따라 영정주공과 석렬의 진행방향과 간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트렌치 확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 탐색트렌치 조사

▲ 유구 내부조사

▲ 층위양상 확인

▲ 레벨측정

▲ 토층실측

▲ 배매산성 측량조사

시굴트렌치는 성벽 축성기법과 성과 관련된 시설 유무 확인 등을 위해 폭 2m, 길이 10m로 성
의 진행방향과 직교하게 성내측 평탄지에 설치하여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트렌치는 수많은 고
목들을 피해 남아있는 지형의 여건에 맞춰 설치하였으며, 하강조사 진행시에는 층위양상을 수시
로 확인하면서 층층이 낮춰가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평·단면상에서 유구와 유물이 노출된 경우
에는 탐색트렌치 조사를 통해 유구의 축조양상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를 통해 확인된 토층과 유구는 사진촬영과 함께 도면으로 기록을 남겼다. 다만, 시굴조사의 한계
로 인해 유구의 정확한 규모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출토된 유물은 노출되는 당시에 상황을
사진과 유물봉투에 기록하였으며, 조사지역 내 위치와 깊이, 층위를 파악하여 수습하였다.
마지막으로 배매산성의 잔존둘레 및 범위,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촬영과 함께 GPS측량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성의 잔존상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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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이 파악되는 시점인 2017년 8월 8일에 학술자문
회의(자문위원 : 박순발, 성정용, 서현주)를 개최하여 유적의 성격 및 향후 방안과 보존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전공자 및 일반인들에게 현장을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과 배매산성의
중요성 및 의미를 공유하였다. 발굴조사 완료 이후에는 유적 내 설치한 안전펜스와 안내판 등에
대한 점검이 다시금 이루어졌고, 9월 중순에는 모래주머니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복토를 시행,
발굴조사 전의 지형으로 원상복귀 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을 확정하기 위한 문화재 선별회의(선
별위원 : 성춘택, 김낙중, 김범철)를 2017년 9월 27일에 진행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을 결정하였다.

▲ 개토제

▲ 학술자문회의

▲ 학술자문회의

▲ 현장공개

▲ 현장복토

▲ 유물 선별회의

3. 유적의 층위
완주 배매산성은 해발고도 121.6m의 배매산에서 정상부에 가까운 중턱에 위치하며, 조사지역
내 산성의 해발은 95m 내외 인 것을 확인하였다. 성벽 절개조사로 확인된 배매산성의 층위는 이
전에 조사된 삼국시대 산성에서 확인할 수 없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층위양상과 축성방법이 산
성의 체성부를 중심으로 성내측과 성외측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성의 층위는 오랜 시간
쌓여진 퇴적토와 낙엽 등을 약 20cm 가량 제거하자 최상층이 확인되었으며, 그 밑으로 약 2m가
량 하강조사를 통해 축성된 배매산성의 모든 층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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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외측은 2차례에 걸쳐 자연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절토한 후 성토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자연 경사면을 한차례 절토 후, 성벽의 체성부에 암적갈색점사질토(5YR 3/6)를 단단히 다진 다
음, 영정주를 세우고 석재가 섞인 황갈색사질점토(7.5YR 5/6)와 갈색사질점토(7.5YR 4/6)를 번
갈아가며 반복적으로 성토하였다. 성토층 대부분의 층위에서는 크고 작은 석재들이 혼입되어 확
인되며, 최하층인 황갈색사질점토층(10YR 6/6)은 기반층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후, 성외측 최하단부 지점을 한 차례 더 절토를 하고, 그 위로 회적갈색사질점토(5YR 5/4)
와 회갈색사질점토(7.5YR 5/4)가 퇴적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토된 회갈색사질점토층
(7.5YR 6/4) 위로 3단의 석렬이 쌓여져 있는 것을 단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석렬이
확인된 성토층 아래로 흑갈색사질점토(10YR 3/2)가 덧대어져 있는 양상을 성외측에서 확인되었
는데, 이렇게 확인된 석렬과 덧대어진 층위는 성내측에서 성외측으로 밀리는 토압을 견뎌내 주기
위한 하나의 축성방법으로 판단된다.
성내측은 절토를 통해 정리된 경사면 위로 황갈색사질점토(7.5YR 5/6)와 갈색사질점토
(7.5YR 4/6), 그리고 황갈색사질점토(7.5YR 5/6)를 반복적으로 성토하여 다진 후, 쇄석을
80~100cm의 두께로 성벽을 성토한 것을 확인하였다. 쇄석층 위로는 쇄석이 다량 혼입된 황갈
색사질점토층(10YR 6/6)이 확인되며, 다시 그 위로는 명황갈색사질점토층(7.5YR 5/8)이 확인
되는 양상이다.
성토된 성벽 위로는 교란되지 않은 일정한 양상의 층위가 확인되는데, 앞선 층위와 마찬가지로
쇄석이 다량 혼입된 명황색점사질토층(10YR 7/6) 위로 적황갈색사질점토(5YR 4/6) - 흑갈색사
질점토(10YR 3/2, 구지표층) - 표토층으로 이어지는 퇴적양상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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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갈색사질점토(10YR 6/6, 암반쇄설물 다량 혼합)
27. 회갈색사질점토(7.5YR 6/4, 쇄석 다량 혼합)
2. 갈색사질점토(7.5YR 4/6, 암반쇄설물 다량 혼합)
28. 명황갈색사질점토(7.5YR 6/6, 다량의 쇄석 혼합)
3. 암적갈색점사질토(5YR 3/6, 굵은 석립과 사립 혼입)
29. 명갈색사질점토(7.5YR 5/8, 다량의 쇄석 혼합)
4. 암갈색사질점토(5YR 3/3, 점성이 강함, 석립 및 사립 혼입)
30. 명황색점사질토(10YR 7/6, 점성이 강하며, 다량의 쇄석 혼합)
5. 황갈색사질점토(7.5YR 5/6, 쇄석 소량 혼합)
30-1. 황색사질점토(10YR 6/6, 사립 다량 혼입)
6. 갈색사질점토(7.5YR 4/6, 쇄석 다량 혼합)
31. 적황갈색사질점토(5YR 4/6, 쇄석 및 굵은 석립 다량 혼입)
7. 명황갈색점사질토(7.5YR 6/8, 점성이 강함)
32. 흑갈색사질점토(10YR 3/2, 구지표층)
8. 갈색사질점토(7.5YR 4/6, 점성이 강하며, 쇄석 소량 혼입 )
9. 황갈색사질점토(7.5YR 5/6, 쇄석 다량 혼합)
10. 회황갈색사질점토(10YR 5/3, 다량의 쇄석 혼합, 굵은 석립 혼입)
11. 회갈색사질점토(7.5YR 6/4, 쇄석 혼합, 굵은 석립과 사립 혼입)
12. 갈색사질점토(7.5YR 4/3, 암반쇄설물 다량 혼합)
13. 갈색사질점토(7.5YR 4/6, 암반쇄설물 다량 혼합)
14. 황갈색사질점토(7.5YR 5/6, 암반쇄설물 소량 혼합)
15. 쇄석
16. 황갈색사질점토(10YR 6/6) + 쇄석
17. 갈색사질점토(7.5YR 4/6, 쇄석 다량 혼합)
18. 황갈색사질점토(7.5YR 5/6, 쇄석 소량 혼합)
19. 갈색사질점토(7.5YR 4/4, 쇄석 다량 혼합)
20. 회황갈색사질점토(10YR 5/3, 다량의 쇄석 혼합, 굵은 석립 혼입)
21. 회갈색사질점토(7.5YR 6/4, 쇄석 혼합, 굵은 석립과 사립 혼입)
22. 명회갈색사질점토(7.5YR 4/2, 암반쇄설물 다량 혼입)
23. 황갈색사질점토(10YR 5/6, 쇄석 다량 혼합)
24. 흑갈색사질점토(10YR 3/2, 굵은 석립과 사립 혼입)
25. 명회갈색사질점토(7.5YR 4/2, 쇄석 소량 혼합)
26. 회적갈색사질점토(5YR 5/4, 쇄석 및 굵은 석립, 사립 혼입)
8
26-1. 암갈색사질점토(10YR 4/4, 굵은 석립과 사립 혼입)
21
7
26-2. 회갈색사질점토(5YR 5/4, 쇄석 및 굵은 석립, 사립 혼입)
20
26-3. 회갈색사질점토(7.5YR 5/4, 쇄석 및 굵은 석립 혼입)
성외측 석렬
4
26-4. 흑갈색사질점토(10YR 3/2, 굵은 석립과 사립 혼입)
26-5. 회황갈색사질점토(10YR 5/3, 소량의 쇄석 혼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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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조사지역 북성벽 층위도(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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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배매산성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Ⅳ. 조사내용
금번 발굴조사는 배매산성의 축성방법과 축성시기, 성과 관련된 건물지 관련 시설의 유
무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굴조사에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단은 성벽의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지점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잡풀과 잡목 등이 자생하
고 있어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구간의 선정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결국, 잡목이 서식하지 않
는 비교적 성벽 잔존상태가 양호한 서성벽 일부 구간을 선택하여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피트 지점은 배매산성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서쪽 성벽을 선정하여 장방형의 피트를 구
획한 후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시굴트렌치는 발굴피트 남쪽으로 성내측 평탄지에 해당되는
지점을 선택한 후, 성벽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나란하게 구획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배매산성은 한성도읍기에 축성된 백제토성임이 밝혀졌으며, 당시의 성벽 축성방법
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발굴피트에서는 성벽의 층위양상과 함께 영
정주공, 석렬 등이, 성내측 평탄지에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동시기의 배수시설이 확인되었다. 3개

▲ 배매산성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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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완주 배매산성 유구분포도 및 직각좌표(S=1/200)

의 시굴트렌치에서는 배연시설 및 성벽과 관련된 석렬, 그리고 근대의 민묘 등이 확인되었다. 출
토유물로는 대부분 삼국시대 유물로 백제시대 토기류와 토제품, 그리고 주조철부가 확인되었다.

1. 발굴피트(도면 17)
발굴피트는 잔존해 있는 서성벽을 기준으로 단축 12m, 장축 20m의 장방형의 피트를 구획한
후 성벽을 동-서로 횡단하는 절개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트의 북쪽에 탐색트렌치 조사를 우선 진
행하면서 성벽의 층위양상과 축성방법을 확인하였으며 이 후, 체성부 외측은 표토를 모두 제토하
고 초축시기의 성토층 표면을 노출시켜 영정주공이나 보축시설의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한 체성부 내측은 동쪽 및 남쪽 경계에 폭 50cm의 탐색트렌치를 통해 층위양상을 확인하였고,
이 층위를 토대로 층층이 하강조사를 실시하여 유구 및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

1) 성곽(사진 9~20)
(1) 지형과 입지
배매산성 성곽은 해발 121m의 산 정상부와 8부 능선일대에 축조되었다. 성곽이 축조된 지형
은 성곽이 자리한 산의 지형에 따라 축조되었고, 이에 따라 성곽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의 지형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배매산은 북쪽 봉우리가 가장 높고,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구
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35). 특히 산의 하단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지만 봉우리 가까이에서 급격
하게 경사가 심해지면서 봉우리가 우뚝 솟은 형태이다. 이 때문에 북쪽 봉우리 주변은 걸어 오르
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경사가 매우 급한 반면, 남쪽 구릉부 일대는 북쪽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성곽은 경사가 가장 급한 북쪽 구릉부는 산의 정상부와 경사면이 만나는 지점에,
서쪽사면과 동쪽사면 일대에는 산의 8~9부 능선을 따라 축성되었다. 금번 발굴조사는 성곽의 형
태가 비교적 잘 남아 있고, 성내부에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는 북서성벽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발굴조사 전 성곽은 성내측 평탄지로부터 약 50㎝정도 솟아 있어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
다. 반면 성곽의 외측 하단은 자연경사면과 성곽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형이 다듬어져 있었
다.

35) 현재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낮은 남쪽지대에는 2000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후 배수지가 건설되면서 지형이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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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발굴피트 평·단면도(S=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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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저부 정지
성곽의 기저부는 급경사를 이루는 자연지형을 절토한 후 조성하였다. 특히 성내측은 바닥이 거
의 수평을 이루도록 계단식으로 절토하였고, 성외측은 경사면을 따라 비스듬하게 절토하여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점토와 함께 크기가 비교적 큰 인두대 크기의 암반쇄석을 섞어 두께 약 50
㎝내외의 기저부 성토층을 조성하였다.

(3) 체성부 축조
배매산성의 체성부는 체성부 중앙의 영정주공을 중심으로 성내측과 성외측의 성토기법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내측은 입자가 크고 작은 쇄석과 쇄석+점토 등을 이용하여 엉성하게 수평
성토한 반면 성외측은 점토를 주 성토재로 활용하여 매우 단단하고 치밀하게 성토하였다. 체성부
축조는 기저부 조성 이후 영정주를 중심으로 한 중심부 성토(1차 공정)→성외측 1차 보축 및 외측
구상유구 굴착/성내측 수평 성토(2차 공정), 성외측 2차 보축(3차 공정), 피복마감(4차 공정)의
순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공정은 체성 중심부 성토단계인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을 것으로 여겨진
다. 체성 중심부는 영정주공을 중심으로 성내측과 성외측 성토층으로 구분된다. 영정주는 암반층
과 기반정지층을 굴광하고 세운 후 목주 주변을 단단한 점토로 채워 목주를 보강하였다. 영정주
공은 주공의 경계선이 명확하고, 주공내부와 외부 퇴적물이 양상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된다.
또한 영정주공은 한차례 정도 안쪽으로 중심이 이동된 것으로 보아 체성부 축조시 영정주를 뽑아
올리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정주공간의 간격은 주공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95~100cm
내외로 매우 조밀하게 확인되었다. 영정주공의 크기와 형태는 장축 80cm, 단축 40cm의 장타원
형 2기와 지름 98cm의 원형 1기이며, 층위를 확인하기 위한 성벽의 탐색트렌치에서도 영정주
공 단면이 확인되었다. 단면을 통해 확인된 영정주의 최대 높이는 160cm이다. 특히, 체성부 중

▲ 성외측 층위양상

▲ 성내측 층위양상

Ⅳ. 조사내용   _45

앙 성벽 단면에 남이 있는 층위에 영정주공 내부의 목주공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목주공의 직경
은 약 25cm 내외이다. 이 밖에, 각각의 영정주공 내에서도 직경 20~30cm 내외의 목주공 흔적
이 확인된다.
체성부의 축조는 기저부를 조성한 후 성토하였는데, 성외측 성토와 성내측 성토로 구분한 후
성토가 이루어 졌다. 성외측 성토는 성토층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저부 최상층, 성토부 최
하층에 목탄이 일부 포함된 암갈색사질점토층(5YR 3/3)을 피복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쇄석이
소량 포함된 점토를 층층히 쌓아 올렸다. 영정주공 중심부를 기준 외측은 서쪽으로 약 200㎝ 지
점까지 수평으로 성토가 이루어 졌고, 서쪽 끝 부분은 약간 아래쪽으로 경사를 이루면서 성토되
었다. 한편 영정주공을 중심으로 성내측은 바닥에서 약 100㎝ 정도 높이 까지는 성외측과 거의
동일한 성토재로 성토하면서 중심부 성토층을 형성하였다. 특히 쇄석층이 수평성토될 성내측 자
리는 바닥이 수평을 이루도록 ‘L’자형의 단을 만들어 쇄석층이 성토될 기저부를 마련하였다.
2차 공정은 성외측 1차 보축 및 성외측 구상유구 굴착과 성내측 쇄석층 성토단계이다. 성외측
1차 보축층은 체성부 중심성토층 서쪽에 덧붙였는데, 거의 수평에 가깝게 성토하였다. 성토재는
점토를 기본으로 하였고 크고 작은 쇄석을 섞어 보강하였다. 성외측 1차 보축층은 크게 5개 정도
의 층위로 구분이 가능하며, 대체로 두께가 일정한 편이다. 그러나 각 층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
의 단일층이 아닌 짧게 끊어지는 세부 층위단위가 관찰된다. 한편 성외측 1차 보축층의 서쪽에는
너비 124㎝, 깊이 40㎝의 구상유구가 성의 진행방향으로 따라 굴착되어 있었다. 이 구상유구는
성내측의 어깨선보다 성외측의 어깨선이 매우 낮아 자연 경사면을 따라 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상유구의 바닥에서는 목탄이 포함된 암갈색사질점토가 ‘U’자형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구상유구
내부 퇴적층이 자연퇴적 양상이므로 이 구상유구는 일정기간 동안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1차 보축층의 최하층 성토층이 구상유구내부로 유입되어 퇴적된 것으로 여겨진다. 구상유구
의 외측에는 구상유구의 외측을 보강하기 위한 성토층이 조성되어 있었다.
2차 공정 가운데 성내측 쇄석층 성토는 1차 공정에서 쇄석층 성토를 위해 만들어 놓은 ‘L’자
형의 단위에서 이루어 졌다. 쇄석층 성토는 크게 2개 층위로 구분되는데, 하층은 순수한 쇄석
만을 이용해 성토하였고, 상층은 쇄석과 점토를 섞은 토석혼토층을 성토하였다. 순수 쇄석층은
80~100㎝의 두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쇄석층은 크기 10~20cm 내외의 작은 쇄석들로 이루어
져 있는데, 쇄석사이의 공간이 비어 있고, 매우 엉성한 편이다. 쇄석층 중간에는 약 80㎝의 높이
의 석축열이 관찰된다. 이 석축열은 비교적 큰 쇄석을 이용해 축조하였다. 쇄석층이 밀리지 않도
록 지탱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3차 공정은 성외측 2차 보축층 축조 단계이다. 2차 보축층은 구상유구의 내부가 어느 정도 메
워진 이후 성토하였다. 우선 1차 보축층의 서쪽면을 비스듬하게 절토한 후 쇄석과 점토를 섞은
성토재를 덧붙였다. 특히 구상유구 직상방에는 면을 담듬은 석재를 면이 성외측을 향하도록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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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보강석열을 쌓았다. 이 보강석열은 구상유구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는 형태였
다. 보강석열을 중심으로 내외면의 층위가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4차 공정은 성 내외측 전체를 쇄석과 점토를 섞은 토석혼토층으로 피복하는 단계이다. 이 층의
성토재는 토루의 성토재보다 토질의 부드럽고 밝은 색조를 띠는 점이 특징적이다.

▲ 성외측 구상유구 및 석렬

▲ 성외측 성토양상

2) 배수시설(도면 18, 사진 22~26)
배수시설은 발굴피트 내 성내측 평탄지에서 확인되었다. 표토 및 퇴적된 피복층을 약 1m가량
제거하자 황갈색사질점토층(10YR 6/6) 상에서 석재와 석렬 등이 노출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배
수시설 주변에 수많은 석재가 확인됨에 따라 성벽을 축성하는데 이용된 쇄석의 일부라 판단했었
지만 하강조사와 탐색트렌치 조사결과, 할석의 면을 서로 마주보게 맞추어 축조한 1~2단의 석렬
이 배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배수시설은 주변의 층위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교란된 층위가 확인
되지 않으며, 굴광한 흔적 역시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성벽을 축성하는 동일한 시기에 축조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 배수시설은 경사면을 따라 구릉 상부에서 하단부인 동서방향으로 이어지다 체
성부에서 방향을 달리하여 남북방향으로 꺾여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 체성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가 낮아진다. 이러한 배수시설은 성내측에 존재하는 건물지와 연관된 것
으로 판단된다. 잔존규모는 길이 480cm, 폭 55cm, 높이 25cm 정도이다.
이외에도 배수시설 주변에 성곽의 진행방향과 나란히 조성되어 있는 석렬을 비롯하여 조사지
역 경계부분에서도 석렬이 노출됨에 따라 성과 관련된 건물지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피트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삼족기, 고배, 고배 대각, 개배, 토기 구연부 및 동체부,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 기술순서는 배수시설을 포함한 성내측 평탄지 내 출토유물을 먼저 기술하
였으며, 그 뒤로 성벽 탐색트렌치 조사로 확인된 유물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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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배수시설 평·단면도(S=1/80)

3) 출토유물(도면 19~22, 사진 60~63)
1. 삼족기
성내측 배수로에서 출토된 삼족기이다. 다리는 결실되고 신부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
다. 배신은 중심부가 살짝 오목하나 평편하고, 드림턱은 짧게 형성되었다. 드림부는 수직에 가깝
게 이어지며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다리는 배신의 가장자리에 부착하였으나 결실되었
고, 다리를 부착한 위치에는 1조의 홈이 돌아간다. 배신 외면에는 다리를 부착하기 위한 점토흔
적과 주변으로 손누름흔적이 확인되며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적이 관찰된다. 드림부와 드림턱 경
계에는 얕은 홈이 돌아가고, 드림턱과 배신의 외면 경계에는 성형과정에서 생긴 얕은 단이 확인
된다. 신부 외면은 내면에 비해 기면이 고르지 못하다. 배신 내면에는 불완전소성으로 회색빛을
띤다. 색조는 내외면 갈회색(7.5YR 4/1)을 띠고, 속심은 회청색(5B 5/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
에는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2.2㎝, 드림부높이 1.3㎝, 추정구경 9.8㎝, 두께 0.4~0.7㎝

48

2. 고배
성내측 배수로 퇴적토에서 출토된 고배이다. 고배는 1/3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배신
은 완만한 구형으로 깊은편이다. 드림턱은 짧고, 단부로 갈수록 뾰족하게 형성되었으며 드림부와
의 경계에는 얕은 홈이 돌아간다. 대각은 사선방향으로 바라져 대각단부로 이어지다 단부는 중심
부가 살짝 오목하게 요면(凹面)처리하였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과 손누름흔적이 일부 확인
된다. 배신 외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대각이 부착될 부분에만 요철(凹凸)을 만든 후 대각을 부착
하여 접착력을 높였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색(7.5Y 6/1)이고, 속심은 회청색(5PB 5/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
높이 7.5㎝, 드림부높이 1.7㎝, 추정구경 11.4㎝, 추정저경 8.8㎝, 두께 0.5~0.8㎝

3. 고배
성내측 조사 중 퇴적토에서 출토된 고배로, 배신은 1/3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배신은
호형을 그리며 이어지고 드림턱은 수평에 가깝게 짧게 형성되었다. 드림부는 살짝 내만하여 이
어지다 구연단에 이르러 얕은 단을 이룬 후 외반한다. 구연단은 단부가 얇고 둥글게 마무리되었
고 안쪽은 사선방향으로 이어지며 중간부에는 살짝 얕은 홈이 돌아간다. 배신 내외면에는 회전물
손질흔이 확인되며. 배신 내면과 드림부 외면에는 자연유 산화흔적이 관찰된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은 회색(N 5/0)을 띠고, 자연유에 의해 산화된 곳은 회갈색(10YR 6/3)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6㎝, 드림부높이 1.7㎝, 추정구경 11.6㎝, 두께 0.2~0.8㎝
4. 고배
성내측 북동쪽 탐색트렌치 조사 중 출토된 고배 배신편이다. 배신이 일부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배신은 편평하고 드림턱은 아주 짧게 돌대형으로 형성되었다. 드림부는 수직에 가깝게
이어지다 구연단에 이르러 외반한다. 구연단은 단부로 갈수록 얇아지며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외
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드림턱에는 다른 개체가 붙었다 떨어진 흔적이 잔존한다. 배신
내면에는 자연유와 이물질이 고착화되었다. 색조는 외면은 암회색(N 3/0)이고, 내면은 회갈색
(2.5Y 6/2), 속심은 회색(N 5/0)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2.8㎝, 드림부높이 1.5㎝, 추정구경 13.0㎝, 두께 0.5~0.9㎝

5. 고배
성내측 배수로 퇴적토에서 출토된 고배이다. 배신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배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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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만한 구형을 이룬다. 드림턱은 짧게 돌대형으로 형성되었다. 드림부는 서서히 내만하여 구연부
로 이어지며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배신 외면에는 대각이 접합되었다 떨어진 흔적과 회
전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배신 내면에는 자연유와 자연유 일부가 박락되어 속심이 노출되었다. 배
신 중심부는 기포로 인해 두께가 비교적 두껍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회백색(7.5Y 7/1)이고,
내면은 회갈색(2.5Y 6/3)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세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8㎝, 드림부높이 1.5㎝, 추정구경 11.0㎝, 두께 0.3~1.0㎝
6. 고배
성내측 평탄지 제토 중 퇴적토에서 출토된 고배로 일부 도면복원하였다. 대각과 배신 저부가
잔존한다. 배신은 서서히 호를 그리며 이어진다. 대각과 배신을 따로 제작하여 접하였고, 대각과
배신의 경계는 얕은 홈과 띠가 돌아간다. 대각 단부는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대각 단부의 접지면
은 평편하게 조정하였으나 내경하여 단부 일부만 접지된다. 대각은 점토띠흔적이 확인되며. 물손
질과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적이 확인된다. 배신 내면과 대각 외면 일부에는 자연유의 산화로 인
해 표면이 거칠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0)을 띠고, 속심은 자색(5RP 4/1)이다. 경질이고, 태
토에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5.2㎝, 추정저경 9.4㎝, 두께 0.6~0.8㎝

7. 고배 대각
성내측 평탄지 배수로 내부에서 출토된 고배의 대각이다. 배신부는 결실되고 대각만이 잔존하
는데 대각단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훼손한 것으로 보아 인위적 파손으로 보인다. 대각은 배신
에서부터 서서히 외반하다 대각의 2/3가량에서부터는 각을 달리하여 수평에 가깝게 이어진다.
대각 단부는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외면과 배신 내저면에는 자연유의 산화로 인해 표면이 거칠고
일부 표면이 박락되었다. 대각 내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배신에서 대각바닥으로, 또는 반대방
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홈을 내었다. 대각 접지면 일부분에는 이상재로 보이는 유기물흔적이
관찰된다. 외면은 자연유로 인해 회황색(2.5Y 6/2)을 띠고 내면과 속심은 회색(N 5/0)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소량의 석립과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9㎝, 추정저경 9.8㎝, 두께 0.4~0.8㎝
8. 고배 대각
성내측 석열노출층 퇴적토에서 출토된 고배 대각이다. 대각은 2/3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
다. 배신의 저부는 편평하고, 대각과 배신은 따로 제작하여 접합하였다. 대각은 사선방향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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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히 이어진다. 대각 단부이자 접지면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배신 내저면에는 손누름흔이 일
정하게 돌아가며, 대각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은 연회색(N 6/0)이
고, 속심은 회색(N 5/0)을 띤다.
잔존높이 4.4㎝, 추정저경 8.0㎝, 두께 0.4~1.2㎝

9. 배
성내측 평탄지의 배수로 주변에서 출토된 배이다. 구연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배신은 구형을
이루고, 드림턱은 편평하게 마련하였다. 드림부는 안쪽으로 내만하여 구연부로 이어지고 구연단
은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배신부 외면은 회전깎기로 인해 석립과 점토 밀림흔이 확인되며 일부
점토로 인해 약하게 단을 이룬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N 5/0)을 띠고 속심은 암회색(N 4/0)
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사립과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3.5㎝, 드림부높이 1.0㎝, 구경 9.4㎝, 두께 0.5~0.8㎝

10. 배
성내측 배수로 주변에서 출토된 배이다. 일부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배신은 서서히 호선
을 그리며 이어진다. 드림턱은 편평하게 돌대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드림부는 서서히 내만하다
구연단에 이르러 수직에 가깝게 이어진다. 구연단은 단부로 갈수록 얇아지고 뾰족하다. 배신은 2
겹으로 덧붙혀 성형하여 단면상에서 속심은 띠를 이뤄 차이를 보인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
이 확인되며, 배신의 내저면에는 도구를 이용한 여러방향의 도구조정흔이 관찰된다. 색조는 내
외면 회색(7.5Y 6/1)이고, 속심은 회황갈색(10YR 5/2)과 회황색(2.5Y 6/1)이 띠를 이뤄 교차된
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사립과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9㎝, 드림부높이 1.2㎝, 추정구경 11.0㎝, 두께 0.3~0.7㎝

11. 장란형토기 구연부
성내측 퇴적토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구연부편으로 도면복원 하였다. 동체부는 서서히 내만
하여 구연부로 이어지고 구연부는 사선으로 외반한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무리 되었다. 외면에
는 구연단을 제외한 전면에 선문 타날을 하였고, 구연부와 동체부 경계에는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 황갈색(10YR 6/4)이고, 속심은 회황색(5Y 6/2)을 띤다. 연질이고, 태
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6.2㎝, 추정구경 18.6㎝, 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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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호형토기 구연부
성내측 퇴적토에서 출토된 호형토기 구연부로 도면복원 하였다. 동체부는 서서히 내만하여 이
어지며 동체부와 구연부는 약하게 단을 이루며 경계를 이룬다. 구연부는 사선으로 바라져 올라간
다. 구연단은 요면처리하여 마무리 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선문 타날한 후 구연부는 물손질 조
정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황색(5Y 6/2)이고, 속심은 회색(N 5/0)을 띤다. 연질이고, 태토에
는 다량의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8.8㎝, 추정구경 26.8㎝, 두께 0.4~0.8㎝

13. 광구직구소호
성내측 퇴적토에서 출토된 광구직구소호로 구연부와 동체부가 일부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
다. 동체부는 편구형으로 동최대경에서 서서히 내만하여 구연부로 이어진다. 구연부는 수직에 가
깝게 이어지다 구연단에 이르러 살짝 바라진다. 구연단은 단부로 갈수록 얇아지고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 경계와 동최대경에는 1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구연부 내외면과 동체부
외면에는 자연유 산화로 표면이 거칠다. 내면 동체부에는 회전물손질흔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
은 회색(N 5/0)이고, 속심은 자색(5PR 5/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소량의 석립과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6.5㎝, 추정구경 10.1㎝, 두께 0.5㎝
14. 심발 저부
성내측 평탄지 제토중 수습된 심발 저부편으로 바닥면과 동체 일부가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
이며, 동체는 사선으로 바라진다. 바닥과 동체의 접합지점은 기내외면에 점토를 덧대어 보강하였
으며, 외면은 승문 타날 후 깍기조정, 내면은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적갈색
(2.5YR 4/8)+암적갈색(5YR 3/3), 속심 흑갈색(5YR 3/1)이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사립과 석립
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4.0㎝, 추정저경 8.2㎝, 두께 0.8~0.9cm
15. 호 저부
성내측 평탄지 내 석렬 제토중 수습된 저부편으로, 바닥과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잔존상태로
보아 기종은 호로 추정된다. 바닥은 말각평저로, 중앙부가 살짝 들려있는 형태이며, 동체는 바닥
면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사선으로 외반한다. 외면은 동체와 바닥면에 격자 타날하였으며, 바닥
면은 타날 후 문양을 지워 무문양이나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흔적이 남아있다. 동체에 타날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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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마모로 희미하다. 내면은 횡방향과 사선방향의 물손질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황갈색(5YR 6/6)이며, 외면 바닥에 일부 흑반이 확인된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사립과 석
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2.3㎝, 추정저경 10.6cm, 두께 0.8~1.0㎝

16. 호 저부
성벽 탐색조사 중 석렬 아래층(회색점질토)에서 수습된 저부편으로, 바닥면 일부와 동체일부
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형태로 보아 기종은 호로 추정된다. 바닥은 평저이며, 동체는 완만한 호
를 이루며 바라진다. 외면은 동체에 사선으로 선문 타날 후 일부는 횡방향의 물손질로 문양을 지
운 것으로 파악되며, 저부 하단부는 타날문이 남아있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 하였다. 내면
기벽은 소성시 생성된 기포로 인해 요철이 확인되며, 바닥면에는 이물질이 흡착된 상태로 남아있
다. 내외면 모두 자연유가 흘러내린 흔적과 박리된 현상이 확인된다. 색조는 외면 암회청색(5B
3/1)+녹청색(5Y 4/2), 내면 암회청색(5B 4/1)+녹청색(5Y 4/2) 속심 갈회색(7.5YR 5/1)이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6.7㎝, 두께 0.4~0.9㎝

17. 호 동체부편
성내측 황갈색 퇴적토에서 출토된 호 동체부편으로 동체 중앙부와 상부 일부가 남아있다. 동
체는 사선으로 완만히 벌어지다 동상부에서 내만하여 견부로 이어진다. 외면의 상부에 돌대와 그
윗면으로 홈이 확인되며, 돌대의 아랫면에도 얕은 홈이 돌아간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하였으
며, 외면의 잔존하단부는 타날 후 물손질로 지운 흔적, 내면에는 작은 유기물이 흡착된 것이 확인
된다. 기면은 소성시 발생한 크고 작은 기포로 매끄럽지 못하다. 색조는 외면 암회청색(5B 4/1),
내면과 속심 회색(N 6/0)을 띤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6.9㎝, 두께 0.7~0.9㎝
18. 호형토기 견부편
성내측 퇴적토에서 출토된 동체부편이다. 동체부는 서서히 내만하여 구연부로 이어진다. 외면
에는 선문을 중복으로 타날하였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적 위로 물손질과 도구를 이용한 조정흔적
이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회백색(7.5Y 8/1)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7/3)을 띤다.
잔존높이 5.7㎝, 두께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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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호형토기 동체부편
성내측 퇴적토에서 출토된 동체부편이다. 동체는 구형이고, 외면에는 격자 타날하였다. 내면
에는 점토밀림으로 인해 표면이 거칠고, 손누름흔적와 횡방향의 도구 정면흔이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은 회색(7.5Y 6/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13.6㎝, 두께 0.4~0.8㎝
20. 동체부편
성내측 퇴적토에서 출토된 동체부편이다. 동체는 수직에 가깝게 이어진다. 외면 하단부에는 횡
방향의 강한 요철 위로 승문타날 하였다. 내면에는 여러방향의 도구조정흔과 하단부에는 종방향
의 요철이 확인된다. 색조는 외면은 황색(7.5YR 6/4)이고, 내면과 속심은 명황색(5YR 5/8)을 띤
다. 연질이고, 태토에는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10.2㎝, 두께 0.3~0.5㎝

21. 호 동체부편
성내측 평탄지 내 석렬에서 출토된 호 동체부편으로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동체는 완만한 사선
으로 바라지다 둥글게 호를 그리며 내만한다. 외면은 수직선문이 전면에 타날되어 있으며, 동하
부 일부는 약간 요철이 있다. 내면에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남아있으며, 소성시 발생한 작은 기포
가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5B 5/1), 속심일부는 암회청색(5B 4/1)을 띤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14.6㎝, 두께 0.5~0.7㎝
22. 호 동체부편
성내측 평탄지 내 석렬 퇴적토에서 수습된 동체부편으로 기종은 호로 추정된다. 동체는 완만한
사선으로 바라지다 내만한다. 외면은 사선문 타날 후 일부는 횡방향으로 문양을 지운 흔적이 확
인된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물손질 하였으며, 기벽두께가 일정치 않고 요철이 있어 매끄럽지 못
하다. 색조는 내외면 회청색(5B 5/1), 속심 회백색(2.5Y 7/1)이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9.7㎝, 두께 0.5~0.8㎝
23. 파수
성내측 평탄지 내 석렬 외측에서 출토된 파수로, 형태는 우각형이다. 파수 윗면에 (직선)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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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cm의 반달홈이 있으며, 가장자리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파수 뒷면에 지주흔은 확인되지 않는
다. 시루나 주구토기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을 띤다. 연질이
며, 태토에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길이 6.0㎝, 두께 3.0㎝

24. 아궁이틀
성내측 평탄지 내 석열에서 출토된 아궁이틀과 2트렌치 내부조사 중 수습된 편을 복원한 것으
로, 측부 일부가 남아있으며, 잔존상태로는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궁이틀 외곽 가장
자리에 돌대가 부착되어 있으며, 내외면에 횡방향의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다. 그 외 내곽 및 내곽
과 외곽의 중간지점 내 돌대의 부착흔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궁이틀의 두께는 일정치 않으며,
외곽에서 내곽쪽으로 가면서 얇아진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명적갈색(5YR 5/6)+흑갈색
(10YR 3/2)이다. 연질의 토제품으로, 태토에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8.1㎝, 너비 8.2㎝, 두께 0.2~1.1㎝

25. 고배
성내측 석렬과 연결되는 유구 내 소토 주변에서 출토된 고배편이다. 배신과 구연부 일부가 남
아있으며, 대각은 유실되었다. 배신은 원저형으로 추정되며, 잔존상태로 보아 최대깊이는 2.0cm
내외로 추정된다. 뚜껑받이턱은 짧게 형성되어 있으며, 구연부는 살짝 내만하다 구연단부로 올라
가면서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 선각으로 ‘X'가 새긴 것으로 보이
나 일부에 흔적만 남아있다. 내외면은 표면이 일부 박리된 상태이며, 내면은 매끄럽지 못하다. 색
조는 내외면은 회색(N 4/0)이고, 속심은 회적색(2.5YR 5/2))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세석
립이 혼입되어있다.
잔존높이 3.7㎝, 드림부높이 2.1㎝, 추정구경 12.6㎝, 두께 0.2~0.6㎝
26. 장란형토기 구연부
성내측 석렬 노출면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구연부로, 구연과 동체부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
원하였다. 동체는 완만한 사선으로 내만하며 올라가며, 구연부에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외면에 선문 또는 승문을 타날한 것으로 보이나 마모로 정확한 문양구분이 어렵
다. 내면은 손누름흔과 종방향의 목리흔 등이 남아있다. 색조는 내외면 명적갈색(5YR 5/6)이다.
연질이고, 태토에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9.4㎝, 추정구경 21.6㎝, 두께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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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호 저부편
성벽 탐색 조사 중에 출토된 호 저부편으로, 바닥면과 동체 일부가 남아 도면복원 하였다. 잔
존상태로 보아 바닥은 원저로 추정되며, 동체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단면에 점토 접
합흔이 확인되는데, 토기 제작시 7cm내외 너비의 점토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외면 바닥과
동체에 승문이 타날된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는 마모되어 희미하다. 바닥면에는 흑반이 관찰된
다. 내면에 손누름흔이 남아있는데, 주로 점토접합지점에서 관찰된다. 연질이고, 색조는 외면 명
적갈색(2.5YR 5/8)+흑갈색(흑반), 내면과 속심 명적갈색(2.5YR 5/8)을 띤다. 연질이고, 태토는
굵은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10.8㎝, 두께 0.8~1.0㎝
28. 직구합
성외측 기반층 위층에서 출토된 직구합으로, 바닥과 동체가 1/3정도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
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며, 동체는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다 견부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내만하여
구연부를 형성한다. 외면은 집선문 타날 후 물손질로 문양을 지운 흔적이 확인되는데, 바닥면과
동체 하단부에 문양이 일부 남아있다. 견부는 회전깍기 후 정면한 것으로 파악된다. 내면은 물손
질한 것으로 파악되나 대부분 박리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외면에 이상재의 흔적이 남아있으
며, 내외면 동체 하단부는 소성시 생성된 기
포로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색조는
외면 암회청색(5B 4/1, 5B 3/1), 내면 암회
청색(5B 4/1)+ 회황색(2.5Y 6/3), 속심 암
회청색(5B 4/1)+회황갈색(10YR 6/2)이다.
경질이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7.7㎝, 동최대경 20.6㎝, 추정저
경 12.4cm, 두께 0.8~1.1㎝

29. 석재편
성외측에서 출토된 석재편이다. 편마암제
이며, 상부일부가 유실된 상태이다. 평면은
29

선형에 가까우며, 하단부는 둥글게 처리되었
다. 횡단면은 원형, 종단면은 장타원형에 가
깝다. 상면과 후면 일부에 마연흔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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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부도 마연흔이 확인되며, 단부는 마모된 상태이다. 공이석기로 추정되나 정확한 용도는 파악
하기 어렵다.
잔존길이 12.8㎝, 너비 3.7㎝, 두께 2.2~2.6㎝

2. 시굴트렌치
3개 지점의 시굴트렌치는 성과 관련된 시설이나 건물지 확인, 성벽과의 연관성 파악 및 발굴피
트에서 확인되는 성의 축성방법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시굴조
사는 조사지역의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비교적 평탄한 성내측으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성의
진행방향과 직교하게 약 10m의 간격을 두고 폭 2m, 길이 10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트렌치
조사는 하강조사를 통해 층위양상을 파악하고 층층이 내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된 유구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트렌치 조사도 진행하였다. 트렌치의 번호는 편의상 북쪽에서 남쪽 방
향으로 순서대로 부여하였으며, 트렌치 별 조사내용은 유구뿐만 아니라, 각 트렌치 출토 유물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1) 1트렌치
◉ 조사내용(도면 23, 사진 29-33)
1트렌치는 발굴피트 남쪽으로 바로 인접하여 구획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층층이 하강조사를
진행하던 중, 쇄석이 다량 혼입된 황적갈색사질점토(7.5YR 4/4)가 확인되었으며, 그 아래로 토
기편들이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층위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
과, 트렌치 상단부에서 단면과 평면에서 면이 맞춰진 2~4단의 석렬이 확인되는데, 건물지와 관
련된 석렬로 추정된다. 또한, 말각방형의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으며, 유구 내에서는 소결토와
함께 장란형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배연시설로 추정된다. 특히, 1트렌치 하단부에 설치한 탐색트
렌치 내부에서는 발굴피트 성내측의 성토층에서 확인되는 쇄석층 석축열이 성의 진행방향인 남
북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트렌치의 전체적인 토층양상을 살펴보면, 쇄석이 확인되는 층 위로 흑회색사질점토(2.5YR
3/1)와 회갈색사질점토(7.5YR 6/4)가 퇴적되어 있으며, 그 위로 장란형토기 및 다량의 연질토기
편이 확인되는 명회갈색사질점토(7.5YR 4/2)가 퇴적되어 있다. 다시 그 위로는 유구의 내부 퇴
적토로 보여 지는 명갈색사질점토(7.5YR 5/8)가 확인되며, 그 위로 암적갈색사질점토(5YR 4/3)
가 층층이 확인된다.
출토유물로는 고배, 뚜껑, 장란형토기,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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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1트렌치 평·단면도(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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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토유물(도면 24~26, 사진 63~64)
30. 고배
1트렌치 퇴적토에서 출토된 고배이다. 고배는 전체 기형의 1/2가량이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
다. 배신은 원저형으로 중심부는 기포에 의해 살짝 볼록하다. 드림턱은 짧게 형성된 돌대형이고,
드림부와 드림턱의 내면 경계에는 단차에 의한 홈이 돌아간다. 드림부는 수직에 가깝게 살짝 내
만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되었다. 배신과 대각은 따로 제작한 후 접합하여 배신과 대각의
경계는 각을 이루며 이어진다. 대각은 사선방향으로 이어져 내려가 대각단부에 이르러 살짝 외반
하고 단부는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과 외면 배신부에는 횡방향의 강한
깎기조정흔적이 확인된다. 배신 내면에는 자연유 산화와 석립이 고착화되어 표면이 거칠다. 대각
의 접지면에는 이상재로 사용된 유기물흔적이 관찰된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색(N 5/0)이고, 속심
은 자색(7.5YR 6/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사립과 세사립이 혼입되어있다.
높이 7.0㎝, 드림부높이 1.2㎝, 구경 11.2㎝, 저경 7.8㎝, 두께 0.2~0.8㎝

31. 고배 대각
1트렌치 석렬노출층에서 출토된 고배 대각이다. 대각은 단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배신의 저
부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서서히 바라져 올라간다. 대각은 사선방향으로 서서히 이어지며 단부
에 이르러서 살짝 바라진다. 대각 단부는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배신 저부 내면에는 자연유 산화
로 표면이 거칠다. 대각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고, 대각 접지면에는 이상재로 보이는
유기물흔적이 일부 관찰된다. 색조는 내외면은 회색(N 5/0)이고, 속심은 자색(5RP 4/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소량의 굵은 석립과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4.3㎝, 추정저경 8.6㎝, 두께 0.5~1.0㎝

32. 개
1트렌치 상부 퇴적토에서 출토된 뚜껑편으로, 드림부와 상면 일부가 남아있다. 드림부는 수직
에 가깝게 제작되었으며, 가장자리는 뾰족하게 마무리하였다. 상면은 드림부와 접합되는 지점에
돌출부가 약하게 조성되었으며, 동체는 비교적 둥글게 제작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하였다.
소성시 생성된 기포로 인해 내면 일부에 요철이 있다. 색조는 외면 암회청색(5PB 4/1), 내면 회
청색(5B 6/1), 속심 회청색(5PB 5/1)이다. 경질이고, 태토는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3㎝, 드림부높이 1.5cm, 구경 11.7㎝, 두께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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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형발형토기 구연부
1트렌치 내 석렬 상면에서 출토된 발형토기 구연부로 2/3가량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동
체부는 서서히 외반하여 최대경을 이룬 후 수직에 가깝게 내만한다. 구연부는 짧게 형성되어 외
반한다. 구연단은 요면처리하여 마무리 되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과 내면 동체부에는 손
누름흔과 도구조정흔적이 관찰된다. 색조는 내외면은 황색(7.5YR 6/6)이고, 속심은 회황갈색
(10YR 6/3)을 띤다. 연질이고,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5.0㎝, 추정구경 9.6㎝, 두께 0.5~0.7㎝
34. 시루
1트렌치 중앙부에서 출토된 시루편으로, 바닥면 극히 일부와 동체가 편으로 남아있어 도면복
원하였다. 바닥은 평저이며, 증기공은 삼각형의 형태로 추정되나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어 정확한
형태 파악이 어렵다. 증기공 외에 주변에 지름 0.5cm의 소공이 확인된다. 동체 외면에는 집선문
이 타날된 것으로 보이나 마모되어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다. 내면은 저부와 동체의 접합지점과
동체 일부에 횡방향의 손질흔이 확인된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 회황색(2.5Y 7/2), 내면 명회색
(5Y 7/2)이다. 연질이며,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6.7㎝, 추정저경 14.6㎝, 두께 0.7~1.2㎝
35. 장란형토기
1트렌치 내 부뚜막시설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로 동체와 구연부 일부가 남아있어 도면복원 하
였다. 동체는 상위부에서 최대경을 이룬 후 내만하며 올라가 경부를 이루고, 구연은 사선으로 외
반하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동체부에 집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마모로 희
미하다. 내면은 박자흔과 손누름흔, 물손질흔 등이 확인되며, 박리가 이루어진 부분도 관찰된다.
색조는 외면 명적갈색(2.5YR 5/6)+암황갈색(5YR 4/3), 내면 흑갈색(5YR 3/1), 속심 흑갈색
(5YR 3/1)+명황갈색(5YR 6/6)이다. 연질이고, 태토에 다량의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23.7㎝, 추정구경 21.8㎝, 두께 0.5~0.8㎝
36. 호 저부
1트렌치 내 퇴적토에서 출토된 호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바닥은 말각평저로 동체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동체는 사선으로 호를 그리며 외반한다. 외면
에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내면은 바닥면에 손누름흔, 기벽에 손누름, 목리흔 등이 남아
있다. 내면은 정면, 조정흔 등에 의해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색조는 외면 회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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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2.5Y 7/2)+회백색(2.5Y 7/1), 내면과 속심은 회백색(2.5Y 7/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소량의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6.8㎝, 추정저경 11.0㎝, 두께 0.7~1.1㎝

37. 호 저부
1트렌치 상부에서 출토된 호 저부편으로,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저부는 평저로 중앙부
로 갈수로 바닥면이 들려있는 형태이다. 동체는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외반한다. 외면은 동체부
에 선문이 타날되어 있고, 외면 바닥은 손누름흔이 남아있어 기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약한 요철
이 있다. 내면은 손누름흔과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고, 바닥과 동체 접합부는 점토를 덧댄 후 물
손질한 흔적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은 회색(N 6/0)+회청색(5PB 5/1), 내면은 회청색
(5B 5/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굵은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2.8㎝, 추정저경 11.0㎝, 두께 0.5~0.6cm

38. 구연부편
1트렌치 내부 퇴적토에서 수습한 구연부편으로, 동체와 구연일부가 남아있다. 잔존상태로 보
아 장란형토기 구연부편으로 추정된다. 동체는 사선으로 내만하며 올라오다 구연부에서 사선으
로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동체부에 수직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구연
부는 회전물손질 되어있다. 내면은 손누름흔이 확인된다. 색조는 외면 명적갈색(5YR 5/8)+암황
갈색(5YR 5/4), 내면 명황갈색(5YR 6/6)+ 암황갈색(5YR 5/4), 속심 명적갈색(5YR 5/8)이다.
연질이고, 태토에는 다량의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7.9㎝, 잔존너비 6.5㎝, 두께 0.7~0.8㎝

39. 장란형토기 동체부편
1트렌치 내 부뚜막 시설에서 출토된 동체부편으로, 잔존상태로 보아 장란형토기 동체부로 파
악된다. 외면에 수직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에 일정간격을 두고 목리흔이 남아있으며 일부
표면은 박리된 상태이다. 색조는 외면 명적갈색(2.5YR 5/8), 내면 명황갈색(5YR 6/6)+회적색
(2.5YR 5/2), 속심 명황갈색(5YR 6/6)+흑갈색(10YR 3/2)이다. 연질이고, 태토에는 굵은 석립
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16.0㎝, 잔존너비 23.0㎝, 두께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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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아궁이틀
1트렌치 제토 중 출토된 아궁이틀로 측부 일부가 남은 것으로 추정되나, 잔존상태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전면의 외곽 가장자리와 내곽과 외곽사이 중앙부에 평행형의 돌대가 2
줄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외곽돌대는 유실되었으며, 내면 중앙부는 훼손된 상태이다. 외면
에 수직선문을 타날한 후 사선문을 타날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내면은 일부분에서 볏짚흔으로 보
이는 선문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아궁이틀은 편평하지 못하고, 일부분이 살짝 굴곡진 상태이다.
색조는 외면 명적갈색(5YR 5/8)+흑갈색(5YR 3/1), 내면 명적갈색(5YR 5/6)+명적갈색(5YR
5/8), 속심 흑갈색(5YR 3/1)+명적갈색(5YR 5/8)+명적갈색(5YR 5/6)이다. 연질의 토제품으로,
태토에는 다량의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8.7㎝, 너비 12.1㎝, 두께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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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방추차
1트렌치 하단부에서 출토된 방추차로, 평면형태는 원형,
단면은 마모로 주판알형과 원판형의 중간모습이다. 중앙
에 지름 0.8cm의 원형의 구멍이 확인된다. 색조는 흑갈색
(10YR 3/1)을 띤다. 연질의 토제품으로, 태토에 다량의 운
모가 혼입되어 있다.

41

직경 3.9㎝, 너비 4.0㎝, 두께 1.8㎝
도면 26. 1트렌치 출토유물

2) 2트렌치
◉ 조사내용(도면 27, 사진 36~41)
2트렌치는 1트렌치에서 남쪽으로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
과, 성의 축성방법인 ‘삭토법’이 이용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2트렌치 하단부
에 유구의 중복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트렌치 조사에서 2단의 석렬이 성의 진행방향인 남북방
향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1트렌치와 2트렌치에서 확인되는 짧은 석축열은 높이가
얕고 축조 기법도 각기 다른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석렬구조는 성내측을 활용하기 위한 평탄면
의 조성과 관련되거나 배매산성 성곽의 축성기법의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2트렌치에서는
형태가 불분명한 수혈유구 2기와 건물지의 배연시설로 추정되는 소결흔적이 확인되었다.
2트렌치의 토층양상은 황갈색(10YR 5/6)의 풍화암반토 위로 암반쇄설물이 혼합된 암적갈색점
토(5YR 3/6)가 퇴적되어 있으며, 그 위로는 암각샐사질점토(5YR 3/3)와 주조철부 및 다량의 유
물이 출토되는 황갈색사질점토(10YR 5/6)가 순차적으로 퇴적된 양상이 확인된다.
출토유물로는 고배, 뚜껑, 완, 주조철부 등이 확인된다.

▲ 1트렌치 내 성벽 쇄석층 모습

▲ 2트렌치 내 석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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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2트렌치 평·단면도(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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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토유물(도면 29, 사진 65)
42. 고배
2트렌치 퇴적토에서 출토된 고배이다. 배신부와 대각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배신
은 원저형으로 기벽은 완만한 사선으로 바라지며, 외면에 2조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배신과
대각은 따로 제작한 후 접합하였으며, 대각은 대부분 유실되어 속성파악이 어렵다. 내외면에 회
전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내면에 사선방향의 조정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 회청색(5PB 5/1),
내면 암회청색(5B 3/1), 속심 암적갈색(2.5YR 2/4)+흑청색(5PB 2/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
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있다.
잔존높이 3.9㎝, 기벽두께 0.3~0.7㎝
43. 배
2트렌치 퇴적토에서 출토된 배이다. 1/3정도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바닥과 배신은 각을
주어 구분하였으며, 배신은 완만한 사선으로 올라가며, 드림부턱은 편평하게 돌대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드림부는 완만하게 내만하며, 구연단은 단부로 갈수록 얇아지고 뾰족하다.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배신의 내면에는 도구를 이용한 여러방향의 도구조정흔이 관찰된다.
내면은 소성시 발생한 기포로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요철이 있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0)
이고, 속심은 회백색 (2.5Y 7/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사립과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3.0㎝, 드림부높이 1.8cm, 추정구경 9.7cm, 두께 0.2~0.8㎝
44. 뚜껑
2트렌치 하단부에서 출토된 뚜껑편으로, 3/2이상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동체는 완만한 곡
선을 이루며 내려오다 드림턱 돌출없이 살짝 꺾여 드림부로 연결된다. 드림부는 완만한 사선으로
바라지며, 가장자리는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상면 중앙에 보주형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내외면
은 회전물손질 하였으며, 내면은 상면에서 드림부로 연결되는 지점에 여러방향의 조정흔이 남아
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0)이다. 경질이고,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3.2㎝, 드림부높이 1.2cm, 구경 8.8㎝, 꼭지높이 1.4cm, 두께 0.5~0.8㎝

45. 뚜껑
2트렌치 하단부에서 출토된 뚜껑편으로, 1/3정도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동체는 완만한 곡
선을 이루며 내려오며 비교적 편평한 형태이다. 드림턱 돌출없이 꺾여 드림부로 연결되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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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수직으로 내려오며, 가장자리는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상면 중앙에 환상형태의 꼭지가 부착
되어 있다. 꼭지는 사선으로 살짝 바라진 상태이며, 단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동체 내외면
은 회전물손질 하였으며, 내면은 종방향, 사선방향의 조정흔이 남아있다. 외면은 자연유가 부착
되었다 탈락된 상태이며, 내면은 드림부에 이상재의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색조는 외면 회색(N
4/0)+회황갈색(10YR 6/2), 내면 회색(N 6/0), 속심 회적색(2.5YR 5/2)이다. 경질이고, 태토는
소량의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3.8㎝, 드림부높이 1.6cm, 구경 12.2㎝, 꼭지높이 1.2cm, 두께 0.2~0.6㎝

46. 완
2트렌치 석재 노출 중 주조철부 인근에서 출토되었다. 전체기형의 1/3정도 잔존하여 도면복원
하였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며, 동체는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며 바라진다. 구연부쪽으로 올라가
면서 기벽두께가 얇아지며,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바닥면은 점토를 덧대 보강한 흔적이
확인된다. 외면의 바닥면과 저부 하단부는 횡방향, 동체부는 종방향의 물손질흔이 남아있다. 내
면은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암적갈색(2.5YR 2/4)+흑갈색(5YR
3/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세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높이 4.9㎝, 추정구경 11.1㎝, 두께 0.1~1.1㎝

47. 장란형토기 구연부
2트렌치 주조철부 인근에서 출토되었으며, 잔존상태로 보아 장란형토기 구연부로 파악된다.
구연부와 동체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동체는 사선으로 완만하게 내만하며 구연부는
곡선을 이루며 외반한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동체에 수직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구연부는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있다. 내면은 손누름흔과 횡방향, 사선방향의 도구조정흔이 확인
된다. 색조는 외면 명황갈색(5YR 6/8), 내면과 속심 명황갈색(5YR 6/6)을 띤다. 연질이고, 태토
는 세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있다.
잔존높이 8.4㎝, 추정구경 18.3㎝, 두께 0.4~0.5㎝

48. 장란형토기 구연부
2트렌치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구연부로, 동체와 구연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동체
는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내만하여 올라오며, 경부가 수직으로 짧게 조성되어 있다. 구연부는 외
반하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동체와 구연부에 선문타날이 확인되는데, 구연
부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여 문양이 지워지거나 선명하지 않다. 동체부는 횡방향과 종방향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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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2트렌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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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교차하여 타날되어 있는 모습이다. 내면은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손누
름흔 등이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적갈색(2.5YR 5/8)이다. 연질이고, 태토는 세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6.8㎝, 추정구경 24.8㎝, 두께 0.6~0.7㎝
49. 장란형토기 저부
2트렌치에서 출토된 장란형토기 저부편으로 바닥과 동체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원
저이며, 동체는 호를 이루며 외반한다. 외면은 전면에 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희미하며, 바닥 면
은 마모로 무문양에 가깝다. 내면에 손누름흔이 확인되며, 표면에 약한 요철이 있다. 색조는 내외
면 명적갈색(2.5YR 5/8), 속심 흑갈색(10YR 3/1)을 띤다. 연질이고, 태토에는 석립과 사립이 혼
입되어있다.
잔존높이 6.8㎝, 두께 0.7~1.1㎝
50. 동체부편
2트렌치 생토면 윗층에서 출토된 동체부편이다. 잔존하는 동체의 기울기는 직선에 가깝다. 외
면에 수직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은 마모로 인해 제작흔적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색조는
외면 명적갈색(2.5YR 5/8), 내면과 속심 명적갈색(2.5YR 5/6)을 띤다. 연질이고, 태토에 굵은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7.2㎝, 잔존너비 10.5㎝, 두께 0.6~0.8㎝
51. 주조철부
2트렌치 내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 출토된 주조철부이다. 공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평면 장방형으로 공부에서 신부로 갈수록 폭이 줄어들었다가 인부로 갈수록 살짝 넓어진
다. 인부는 전체적으로 호형을 그리지만, 인부 양쪽이 대칭을 이루지는 않는다. 공부 횡단면은 제
형이다. 인부 바닥면에서는 목질흔이 일부 확인된다.
길이 13.4㎝, 공부너비 5.3㎝, 인부너비 4.9㎝, 공부두께 0.4㎝

3) 3트렌치
◉ 조사내용(도면 29, 사진 43~45)
3트렌치는 조사지점 가장 남쪽에 설치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성내측 평탄지가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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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9. 3트렌치 평·단면도(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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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좁아지고 경사가 급해짐에 따라 구획 및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사결과, 3트렌치에서
는 상단부에서 수많은 석재가 확인되어 정밀하게 하강조사를 실시하고 석재를 노출시켰으나, 성
과 관련된 석렬이나 건물지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렌치 중하단부에서는 근대 민묘 1기
가 확인되었다.
3트렌치 토층양상은 1, 2트렌치 상부에서 보여 지는 층위와 유사하게 확인되는데, 암반쇄설물
이 다량 혼합된 암갈색사질점토(5YR 3/3)층 위로 명황색사질점토(10YR 7/6)와 황갈색사질점토
(7.5YR 5/6), 암적갈색사질점토(5YR 3/6)가 층층이 퇴적된 양상이 확인된다.
출토유물로는 경질의 구연부편 1점이 확인되었다.

◉ 출토유물(도면 30, 사진 66)
52. 호 구연부
3트렌치 내 상부 석열 사이에서 출토된 호 구연부편으로, 견부와 구연부 일부가 잔존하여 도
면복원하였다. 견부는 내만하며 올라가고, 경부는 짧게 직립하며 구연부에서 외반하다. 구연단
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으며, 중앙부에 약한 홈이 돌아간다. 외면 견부에 격자타날문이 확인되
며, 구연부는 문양 타날후 회전물손질
로 지워 희미하게 문양 흔적만 남아있
다. 내면은 회전물손질과 도구조정흔
등이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0)이다. 경질이고, 태
52

토는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있다.
잔존높이 5.6㎝, 추정구경 16.4㎝,
두께 0.5~0.7㎝

도면 30. 3트렌치 출토유물

4) 지표수습 유물(도면 31, 사진 66)
이 밖에도 주변 지표조사를 통해 조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동시기로 판단되는 고배, 고
배 대각, 토기 구연부 및 동체부, 방추차 등을 수습하였다.

53. 고배
지표에서 수습된 고배편이다. 고배는 배신과 대각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배신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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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형이나 평저에 가까우며, 돌대형의 드림턱이 형성되어 있다. 짧게 형성된 드림턱은 사선면을
이루고 있으며, 드림부는 사선으로 올라가나 수직에 가깝다.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대
각은 사선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나 극히 일부분이 잔존하여 전체형태를 파악하기는 어
렵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배신 내면의 바닥면에는 원각이 있다. 색조는 외면
은 회색(N 6)+회색(N 5/0), 내면 회색(N 6/0)+흑갈색(5YR 3/1), 속심과 대각 안쪽면은 암갈색
(2.5YR 3/6)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사립과 세사립이 혼입되어있다.
잔존높이 4.7㎝, 드림부높이 1.4cm, 추정구경 11.0cm, 두께 0.3~0.8㎝

54. 고배
지표에서 수습된 고배편으로, 배신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바닥은 평저이며, 동체는
완만한 사선으로 바라지며, 드림턱은 짧게 사선면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다. 드림부는 내만하다
중단부에서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외면 바닥에 대각을 부착했던 흔적이 있으
며, 배신의 속심이 노출되어있다. 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내면은 자연유의 부착과 탈
락, 이상재 등의 부착과 산화 등으로 얼룩진 상태이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 회색(N 5/0), 내면 회
색(N 6/0)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되어있다.
잔존높이 4.1㎝, 드림부높이 1.8cm, 추정구경 12.5cm, 두께 0.2~0.8㎝

55. 고배 대각
지표에서 수습된 고배 대각으로, 배신은 바닥면 일부가 잔존하며, 대각은 단부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다. 대각은 사선방향으로 이어져 내려가 대각단부에 이르러 살짝 외반하고 단부는 둥글게
마무리 되었다. 대각 상부에 대칭되는 두 지점에 지름 0.5cm 내외의 원공이 뚫려 있으며, 모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뚫어 제작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대각내면에 배신과
대각의 접합을 위한 조정흔이 남아있다. 외면의 대각 하단부는 산화와 박리 등으로 표면이 거칠
다. 색조는 외면 암회청색(5B 3/1), 내면 암회청색(5B 4/1), 속심은 암적갈색(5YR 3/3)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되어있다.
잔존높이 3.9㎝, 저경 8.8cm, 두께 0.3~0.8㎝

56. 배
지표에서 수습한 배편으로, 배신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배신의 바닥면은 유실되었
으며, 동체와 드림부 일부가 남아있다. 배신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바라져 올라가며, 드림부턱
은 편평하게 돌대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드림부는 완만하게 내만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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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외면은 회전깍기 후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으며,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하였다. 색조는 내
외면 회청색(5B 6/1)+암적갈색(2.5YR 2/4), 속심 암적갈색(2.5YR2/4)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
에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4㎝, 드림부높이 1.5cm, 추정구경 13.0cm, 두께 0.2~0.6㎝

57. 배
지표에서 수습한 배편으로, 동체와 드림부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배신은 완만하게 바
라져 올라가며, 드림부턱의 사면을 이루며, 돌대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드림부는 직선에 가깝게 완
만하게 내만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 내외면의 드림부는 회전물손질 하였으며, 배신
내면은 횡방향의 조정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 암회청색(5PB 4/1), 내면 암회청색(5PB
4/1)+암적갈색(2.5YR 2/4)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3.8㎝, 드림부높이 1.4cm, 추정구경 10.8cm, 두께 0.2~0.7㎝

58. 구연부
지표에서 수습한 구연부편으로, 동체와 구연부 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동체는 완만
한 사선으로 내만하며, 경부는 짧게 직립하고구연부는 사선으로 외반한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
무리하였으며, 내면에 얕은 홈이 돌려져 있다. 외면에 선문이 타날되어 있는데, 경부와 구연부는
문양 타날 후 물손질로 문양을 지운 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은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나 박
리와 마모로 제작흔적이 뚜렷하지 않으며, 노출된 석립과 사립 등으로 표면이 거칠다. 색조는 외
면 명적갈색(5YR 5/8), 내면과 속심은 명황갈색(7.5YR 7/6)을 띤다. 연질이고, 태토에 다량의
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있다.
잔존높이 6.8㎝, 추정구경 18.8㎝, 두께 0.4~0.6㎝

59. 호 저부
지표에서 수습한 호 저부편으로 바닥일부와 동체일부가 잔존하여 도면복원하였다. 바닥은 평
저이며, 동체는 완만한 사선으로 바라져 올라간다. 외면은 사선과 수직선문을 타날하였으며, 일
부는 타날 후 횡방향의 물손질하였다. 문양은 바닥면까지 확인되는데, 가장자리는 마모로 확인되
지 않는다. 내면은 회전물손질흔과 손누름흔 등이 확인되며, 표면은 약하게 요철이 있다. 내면 바
닥도 속심 내 기포로 인해 일부가 볼록하다. 색조는 외면 암회청색(5PB 4/1), 내면 암회청색(5B
5/1), 속심 암적갈색(2.5YR2/4)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는 세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높이 7.3㎝, 추정저경 14.4㎝, 두께 0.5~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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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호 구연부편
지표에서 수습한 호 구연부편으로, 동체와 구연부 일부가 잔존한다. 동체는 사선으로 내만하
며, 짧은 경부를 형성한 후 구연부에서 외반한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외면 동체부
에 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희미하다. 외면의 경부와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흔이 남아있으며, 내면
은 회전물손질과 손누름흔, 여러방향의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색조는 외면 회색(N 6/0), 내면
과 속심 회청색(5PB 5/1)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에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6.6㎝, 잔존너비 11.3㎝, 두께 0.4~0.6㎝
61. 동체부편
지표에서 수습된 동체부편이다. 잔존하는 동체의 기형은 완만한 사선으로 외반하는 모습이나
수직에 가깝다. 외면은 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하단부는 박리와 마모로 문양이 사라진 상태이
며, 일부에 그을음이 확인된다. 내면은 손누름흔과 도구조정흔이 남아있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
은 명적갈색(2.5YR 5/8), 내면 명황갈색(5YR 6/6)+암황갈색(5YR 5/4)을 띤다. 연질이고, 태토
에 세석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14.8㎝, 잔존너비 19.5㎝, 두께 0.4~0.7㎝
62. 동체부편
지표에서 수습된 동체부편이다. 동체는 완만한 사선을 이루며 올라가며, 외면에 2조의 돌대가
확인된다. 돌대는 1.5cm간격을 두고 조성되어 있으며, 돌대사이의 공간은 원형계문이 인화되어
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하였으며, 일부 손누름흔과 자연유가 탈락된 흔적이 남아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5B 5/1)이며, 내면 일부가 회황색(2.5Y 6/3)을 띤다. 경질이고, 태토
는 세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4.6㎝, 잔존너비 6.1㎝, 두께 0.5~0.7㎝

63. 방추차
지표에서 수습된 방추차로, 평면형태는 원형, 단면은 원판형이다. 중앙에 지름 0.8cm의 원형
의 구멍이 확인된다. 박리로 정면흔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표면이 거칠다. 색조는 황색(7.5YR
6/6)을 띤다. 연질의 토제품으로, 태토에 다량의 세석립과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직경 3.9㎝, 너비 3.8㎝, 두께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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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배매산성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Ⅴ. 고찰
완주 배매산성 발굴조사는 2017년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비지정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의 일환으로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배매산성은 백제시대에 처음 축조되어
운영된 토축산성임이 밝혀졌고, 성곽내부 평탄지에 석축배수로, 부뚜막시설, 석렬 등 건물지 관
련 시설의 존재도 파악할 수 있었다. 유물은 장란형토기, 고배, 삼족토기, 철부 등 백제토기가 출
토되었다. 특히 백제 사비도읍기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백제의 사비 천도 이전 성곽의 운영이 중
단되었음도 아울러 파악할 수 있었다.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유구와 유물의 특징과 성격,
의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유구는 특히 체성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유구
1) 성곽
(1) 지형과 입지
배매산성 성곽은 해발 121m의 산 정상부와 8부 능선일대에 축조되었다. 배매산은 북쪽 봉우
리가 가장 높고,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북쪽 봉우리는
산의 하단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지만 봉우리 가까이에서 급격하게 경사가 심해지면서 봉우리
가 우뚝 솟은 형태이다. 이 때문에 북쪽 봉우리 주변은 걸어 오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경사가
매우 급한 반면, 남쪽 구릉부 일대는 북쪽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성곽은 경사가
가장 급한 북쪽 구릉부는 산의 정상부와 경사면이 만나는 지점에, 서쪽사면과 동쪽사면 일대는
산의 8~9부 능선을 따라 축성되었다. 성곽 내부는 평탄지가 매우 적고 물을 얻을 수 있는 수원도
없다.

(2) 기저부 정지와 성토
성곽의 기저부는 급경사를 이루는 자연지형을 절토한 후 조성하였다. 특히 성내측은 바닥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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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평을 이루도록 계단식으로 절토하였고, 성외측은 경사면을 따라 비스듬하게 절토하여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내측과 외측의 이러한 삭토방법의 차이는 향후 삭토지역 위에 축조될 구
조물의 성격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형을 삭토한 후 점토와 암반쇄석을 혼
합하여 약 30~50㎝의 두께로 기저부를 성토하였다. 기저부 성토층은 영정주공을 중심으로 내측
과 외측의 성토재가 차이를 보인다. 즉 영정주공 내측 기저부 성토층은 점토가 중심을 이루고 쇄
석입자가 소량 섞여 있는 반면 외측은 입자의 크기가 비교적 큰 쇄석의 함량이 매우 많다.
성곽의 기저부 구축시 성곽이 축조될 지면이나 암반층을 수평 또는 계단식, 완만한 U자형 등으
로 절토하는 삭토기초 공법36)은 서울 몽촌토성, 화성 길성리토성, 증평 추성산성, 천안 동성산성,
공주 옥녀봉성 등 백제토성에서 폭 넓게 확인된다. 기존 지층을 절토하고 새로운 성토층을 피복
하는 정기기법은 토성 뿐 아니라 삼국시대 고분의 기저부 구축시에도 자주 활용되었다. 또한 석
축산성 축조시에도 자연지형을 절토하고 석축산성의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구지층을
삭평하고 성토층을 피복하는 기저부 구축기법은 급경사구간이나 연약지반에서 지지력 부족, 불
안정, 미끄러짐의 발생,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37)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연
약지반에서 고분 축조시 편재하중이 발생하여 측방유동토압으로 생기는 지반변위를 없애면서 연
약지반을 강화하거나 또는 강약지반으로 치환하는 연약지반 치환기술38)은 부산 연산동 M3호분
에서 사용된바 있다39). 석축산성은 정읍 고사부리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고사부리성은 상부의
퇴적층을 완전히 절토하고 암반을 노출시킨 후 그 위에 그랭이기법을 이용하여 다듬은 기초성돌
을 놓았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연약지반을 절토하고 인공성토층으로 바꾸는 연약지반 치환공법,
삭토기초 공법, 그렝이기법 등은 성곽이나 고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우리나라 고대의 토목공
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 완주 배매산성 삭토기초 공법

36) 남시진, 2010, 「고대건축의 기초공법 연구」, 『전통문화논총 제8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37) 이혁희, 2013,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과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 제89집』, 韓國考古學會.
38)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하나로 연약지반을 양질토로 치환하는 공법을 뜻함
39) 홍보식, 2013, 「고총고분의 봉분조사방법과 축조기술」, 『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 기술 -대한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책-』, 진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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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 추성산성 삭토기초 공법

▲ 공주 옥녀봉성 삭토기초 공법

▲ 천안 동성산성의 삭토기초 공법

(3) 체성부 축조
배매산성은 지점에 따라 축성기법을 달리하며 축성하였다. 성내측은 입자가 크고 작은 쇄석과
쇄석+점토 등을 이용하여 엉성하게 수평 성토한 반면 성외측은 점토를 주 성토재로 활용하여 매
우 단단하고 치밀하게 성토하였다. 이는 성내측과 외측의 공간활용도가 달랐기 때문일 것으로 추
정된다. 즉 성내측은 성내부의 방어나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평탄지 조성이, 성외측은 방어
를 위한 토루의 축조가 주 목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성곽은 크게 4차 공정을 거치면서 완성
되었다. 즉, 1차 공정은 영정주를 중심으로 한 중심부 성토단계, 2차 공정은 성외측 1차 보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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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구상유구 굴착/성내측 쇄석층 성토, 3차 공정은 성외측 2차 보축, 4차 공정은 성곽 피복 마
감의 순이다. 전반적으로 성내측→외측 순으로 축조하였다.
1차 공정인 체성부 중심부의 성토는 영정주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영정주는 암반층과 기반
정지층을 굴광한 후 세웠고, 그 후 주변을 단단한 점토로 채워 보강하였다. 영정주공은 주공의 경
계선이 명확하고, 주공내부와 외부 퇴적물 퇴적양상이 비교적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영정주공은 한차례 정도 안쪽으로 중심이 이동된 것으로 보아 체성부 축조시 영정주를 뽑아
올리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정주를 뽑아 올리면서 체성부를 축조한 사례로는 파주 덕진
산성40)과 안성 망이산성41)에서 관찰할 수 있다.

배매산성 영정주공 단면 층위(남벽 단면)

배매산성 영정주공 중심이동

파주 덕진산성 영정주공 단면

1차 공정인 체성 중심부는 영정주공을 중심으로 서쪽 약 200㎝ 구간과 동쪽의 토층둑 구간까
지는 대체로 성토층의 단위와 퇴적양상이 거의 동일한 편이다. 따라서영정주를 기준으로 서쪽으
로 약 200㎝ 구간과 동쪽의 토층둑 구간까지 하나의 단위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1차 공정 이후에는 성외측과 성내측을 대상으로 2차 공정이 진행되었다. 2차 공정은
성외측에 수평으로 점토를 덧붙여 1차 보축층을 조성하였다. 또한 1차 보축층 외측에 구상유구를
굴착하였다. 이 구상유구는 내부 하단퇴적층이 구상유구의 단면형태를 따라 ‘U’자형의 퇴적이 이
루어 졌다. 또한 구상유구 동쪽에는 목탄이 소량 혼입된 암갈색사질점토가 비스듬히 퇴적되어 있
었다. 목탄이 소량 혼입된 암갈색사질점토는 1차 보축층 하층에 성토된 성토재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구상유구는 내부에 퇴적물이 쌓일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외부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
여 진다. 즉 구상유구를 비롯한 2차 보축층이 축조공정에 따라 곧바로 덧붙여진 것이 아닌, 2차
공정 이후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뒤에 2차 보축층이 덧붙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
40) 中部考古學硏究所, 2014, 『坡州 德津山城 - 1·2次 學術發掘調査-』.
41)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996, 『望夷山城 發掘 報告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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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매산성 성외측 구상유구 내부 퇴적물과 1차 보축층 최하층 성토재 비교

한편 성내측 2차 공정은 체성 중심부 성토부 내측에 마련한 ‘L’자형의 단 위에 순수한 쇄석층과
쇄석+점토 혼합층을 이용해 수평으로 덮는 단계이다42). 특이 이 단계는 순수 쇄석층 중간에 약
80㎝내외의 높이로 비교적 입자가 굵은 쇄석을 이용해 수직 석축을 축조하였다. 이 석축은 비교
적 크기가 큰 쇄석을 이용해 반듯한 면이 성외측을 향하도록 축조한 형태였다. 이는 무질서하게
피복한 순수 쇄석층이 밀리지 않도록 보강한 시설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석재와 구조의 석축은
1트렌치 서편에서 확인된바 있다.
3차 공정은 외측 구상유구를 메우면서 1차 보축층의 외측에 2차 보축층을 덧대는 단계이다. 특
히 이 단계는 구상유구의 직상방에 약 70㎝내외의 높이로 3단 내외의 석축열을 쌓아 보축시설을
보강하였다. 또한 1차 보축층의 외측 경계선이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1차 보축
층을 컷팅한 후 2차 보축층을 덧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선행하는 토루의 외측을 컷팅하
고 보축층을 덧붙이는 공정은 서울 풍납토성 성벽에서 관찰된다43).
마지막 4차 공정은 성벽최상층부를 쇄석과 점토를 혼합한 성토재로 피복하는 단계이다. 이 때
이용된 성토재는 체성부 성토재에 비해 토질이 무르고 사질의 혼입량이 덜한 편이다. 또한 체성
부 성토재에 비해 보다 밝은 색조를 띤다. 다만 이 피복층은 층위의 구분이 어려워 성내측과 성외
측, 성외측의 공정에 따른 층위의 변화상은 파악할 수 없었다.

42)	‘L’자형 단은 판축성토 이후 내측 성토층을 ‘L’자형으로 절토하고 성질이 다른 성토재로 성토한 이른바 ‘교호성토’의 일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3) 이혁희, 2013,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과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 제89집』, 韓國考古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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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배매산성 보축층 컷팅

서울 풍납토성 체성부 컷팅

(4) 성토재료의 검토
배매산성 체성부는 황갈색사질점토와 쇄석을 다양한 비율로 섞어 축조하였다. 체성부 축조에
이용된 점토는 다양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다만 성곽이 축조된 위치나 지점에 따라 쇄
석의 크기와 비율, 점토의 비율을 조정해가며 다양하게 축조하였다. 또한 기저부 정지층 상층에
성토한 목탄이 소량 포함된 암갈색사질점토층이 다른 성토층과 비교해 어두운 색상을 띠고 있다.
배매산성의 축성에 이용된 성토재료는 위치에 따라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기저부 성토재는 입자의 크기가 큰 쇄석을 점토와 혼합하였는데, 쇄석의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다. 1차 보축층 하층의 성토재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쇄석을 혼합하였고, 점토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1차 보축층 상층의 성토재는 하층 성토재에 비해 쇄석의 입자가 크고 함
유량도 많은 편이다. 중심 성토부 하층의 성토재는 점토에 작은 크기의 쇄석이 골고루 혼입되어
있다. 한편 성내측의 성토층도 순수한 쇄석만을 이용한 쇄석층과 쇄석과 점토를 혼합해 사용한
쇄석+점토 혼합층으로 구별할 수 있다. 배매산성 성토부의 위치에 따른 성토재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점토와 쇄석의 혼입량을 조절하여 지점에 따라 각 성토층의 역할에 어울리는 성토재
를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성곽이나 제방, 대형고분 등 고대 구조물의 축조에 다양한 성토재와 성토방법이 사용되었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고대 성토 구조물의 축조에 사용된 성토재로는 표토블록, 점토브릭, 점토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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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토낭 등이 있다44). 표토블록은 원생림을 벌채하여 불을 지른 후 단단해진 표토를 잘라 만든
성토재이다. 화성 소근리 산성에 이와 유사한 성벽재료가 사용되었다는 견해가 있다45). 점토브릭
은 판위에서 말리거나 틀에서 찍어내어 일정한 형태을 이룬 성토재인데, 경주 동천동 건물지 벽
체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점토블록은 일정한 형체가 없이 부정형인 점토덩어리를 의미하는데 광
양 도월리고분에 사용되었다.

형태

위치

기저부 성토

1차 보축층 하층

1차 보축증 상층

중심 성토부 하층

성내측 쇄석층

성내측 쇄석+점토

형태

위치

▲ 배매산성 체성부 위치에 따른 성토재료 모습

완주 배매산성은 중심부 성토의 경우 판축기법으로 성토하였음을 위에서 서술한바 있다. 특히
1차 보축층 하층은 쇄석이 거의 없이 사질점토로만 이루어진 성토층인데, 중간 중간 끊어지는 얇
은 성토단위가 관찰된다. 대체로 밝은 색조와 어두운 색조가 번갈아 가면서 반복 성토된 양상이
다. 표토블록과 점토브릭, 정연한 점토블록은 관찰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판축층에서 잘 관찰
되는 정연한 형태의 수평층위도 관찰되지 않는다.

▲ 1차 보축층 성토단위 세부모습

44)	용어와 사용예는 권오영의 다음 논고의 견해를 따른다.
권오영, 2011, 「고대 성토구조물의 성토방식과 재료에 관한 시론」, 『漢江考古』 5, 한강문화재연구원.
45) 권오영, 2011, 「고대 성토구조물의 성토방식과 재료에 관한 시론」, 『漢江考古』 5, 한강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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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매산성 1차 보축층은 완전하게 말리지 않은 점토 덩어리를 무질서하게 펴서 성토하
는 방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본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우리나라 성토공법, 특히 흙담
장의 축조나 지붕의 기와를 얹을때 자주 사용되었다. 이 방식은 성토재가 개벌 단위를 이루고 있
으므로 운반이 편리하며, 이로 인한 협업의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성토재가 단단하지
않아 형태의 변형이 쉬어 다양한 공간에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토블럭의 사
용법은 현재까지 증명된바가 없으므로 향후 숙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 성내부 평탄지
(1) 발굴 pit 석렬
성내부 평탄지에도 다양한 형태의 유구가 잔존하고 있었다. 특히 배수시설로 추정되는 석축열
은 정연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분명한 목적하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발굴조사 pit
에서 확인된 석축열은 바로 하층에 쇄석+점토층이 있고, 상층에서는 암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진
구지표층이 존재한다. 이 석렬이 성토층내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었
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자연지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 석렬의 상
층에 얇은 피복층이 있고, 그 위에 구지표층이 존재한다는 점, 석렬의 내부에서 고배의 대각이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석렬은 성토층의 최상층에 위치했던 건물지 관련 시설
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시설과 관련된 건물지의 다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2) 1·2트렌치 석축열
1트렌치와 2트렌치의 하단부에는 각각 석렬이 남북방향, 즉 성곽의 진행방향으로 축조되어 있
었다. 두 석렬 모두 성외측으로 면을 맞추고 있었다. 1트렌치 석렬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쇄석
을 무질서하게 쌓은 형태이며, 이 석렬의 위에 흑회색사질점토가 덮여져 있었다. 이 석축을 덮고
있던 퇴적층은 주변에 있는 토양과 색상과 구성입자가 달라 주변에서 흘러내려 퇴적된 층위는 아
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석축을 쌓은 후 곧바로 흑회색사질점토로 피복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
라서 이 석렬은 성내측 평탄면의 조성 목적도 있지만 성내측의 쇄석층과 더욱 밀접한 연관을 맺
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성벽 절개 탐색트렌치의 북벽 쇄석층에서 보이는 수직방향의 석축
열과 매우 유사한 형태이므로, 성내측 쇄석층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2트렌치의 서편에는 다듬은 석재로 쌓은 석축열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석축열은 하단에 점토를
쌓고 그 위에 석축열을 축조하였다. 특히 이 석축열은 현 지표면에서부터 하단부까지 약 50~60
㎝의 높이를 이루고 있고, 이 석축열을 기준으로 내측과 외측의 층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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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축열의 외측(서쪽)으로 성토재를 비스듬하게 성토하면서 성곽의 내측 성토부가 이어진다.
따라서 2트렌치 석축열은 성내측 평탄지 조성과 성내측 성토부의 보강을 위한 목적을 같이 수행
했던 구조물로 판단된다. 다만 1트렌치와 2트렌치의 석렬은 극히 부분적인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
문에 보다 자세한 양상은 파악할 수 없었다.

(3) 기타
1트렌치와 2트렌치 동쪽에는 석재와 점토로 만든 배연시설이 위치하고 있었다. 1트렌치 배연
시설은 석재 주변에 점토와 소결토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고, 장란형토기도 출토되어 부뚜막 시설
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트렌치의 배연시설은 자연암반을 둥그렇게 파내고 만든 형태이다.
이와 같이 자연암반을 가공하거나 석재를 이용해 일자형 또는 ‘ㄱ’자형 온돌이나 부뚜막을 만든
사례는 지난 2000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배매산유적에서 다수 확인된바 있다. 이 배연시설은
1·2트렌치 동쪽에 치우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산성이 지난 2000년
발굴조사 된 지점 외에도 배매산 주변에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2. 유물
배매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배, 배, 뚜껑,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부뚜막틀 등 토기류가
대부분이다. 철제유물은 완형으로 출토된 철부 1점이 있다. 토기류의 이와 같은 기종 구성은 지
난 2000년 발굴조사와 동일한 양상이다. 특히 유개고배는 다른 유적에 비해 출토비율이 대단히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부뚜막틀 또한 2000년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바 있다. 금번 발굴조사 출
토유물 가운데 시간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종은 고배이다. 백제고배는 뚜껑받이 턱의 형태, 배
신부와 다리의 길이 비율 등이 시간성을 잘 반영하는 속성으로 알려졌다. 유개고배의 어깨형태에
의한 형식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46).

46) 고배의 유형분류는 土田純子의 분류안을 인용하였다.
土田純子, 2004, 『百濟 土器의 編年 硏究 –三足器-高杯·뚜껑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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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깨형태 1에서 어깨형태 4로 변화가 진행된다. 특히 어깨형태 3과
어깨형태 4는 웅진기유적에 집중 출토된다. 완주 배매산성에서 출토된 고배는 어깨형태 2형의 고
배와 어깨형태 3, 어깨형태 4 고배가 모두 출토된다. 다만 풍납토성 출토 고배 가운데 어깨형태 3
의 출토사례도 있으므로 한성기유적에서 어개형태 3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배매산성
에서 출토된 고배와 유사한 유형의 고배는 서울 몽촌토성, 풍납토성, 이천 설성산성 등 서울·경
기지방의 유적 뿐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완주 운교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운교유적은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치 등을 고려하여 특히 지난 2000년 발굴조사 당시 담수지에서 출토된 대부유개합은
서울 몽촌토성 출토품과 대단히 유사한 형태이다. 완주 배매산성에서 출토된 고배 및 편년 비교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고배

삼족토기

유개대부합

유적명

배매(2000)
배매산성

배매(2000년)

1

2

3

5

6
▲ 배매산성 출토 토기류 비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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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1·2 : 이천 설성산성
3 : 풍납토성 9호유구
4 : 몽촌토성 성벽
5 : 풍납토성 마-그리드
6 : 완주 운교 9호 수혈
7 : 익산 모현동 내장지구

금번 발굴조사와 지난 2000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고배, 삼족토기, 유개대부합
을 유사한 형태가 출토된 유적과 비교해 보았다. 고배는 이천 설성산성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으
며, 유개대부합은 서울 몽촌토성 성벽 출토품과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지난 2000년도 발굴조사
에서는 담수지에서 배신이 매우 넓은 반형삼족기가 출토되었다. 이외에 풍납토성 9호 유구에서
출토된 삼족토기와 동일한 기형이 익산 모현동 내장지구 분구묘에서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고배
의 형태비교, 유개대부합과 반형삼족토기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배매산성은 5세기 중후반 경인
백제 한성도읍기에 초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배매산성은 백제 사비도읍기 유물인
대부완, 접시, 자배기, 대원공 시루, 배신부가 대단히 얕은 삼족토기 등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고,
삼국시대 이후의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배매산성은 백제 한성도읍기에 축조하여 웅진
도읍기까지 사용한 후 사비도읍기 직전에 폐기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배매산성 축조의 역사적 의미
완주 배매산성은 유구와 유물의 검토를 통해 백제 한성도읍기에 초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
다. 배매산성이 축조될 무렵 또는 동시기의 유적으로는 완주 원용암·운교유적, 익산 사덕유적
등이 있다. 또한 선행기 유적으로는 완주 상운리유적47)이 대표적이며, 최근 발굴조사된 완주 삼
례읍 수계리유적 분구묘군이 있다. 완주 상운리유적 분구묘는 가장 늦은 단계에 매장시설이 석곽
으로 바뀌고 고배가 부장되는 특징이 있다48). 따라서 배매산성은 완주 상운리유적 분구묘의 조성
이 끝나는 시점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완주 상운리유적 분구묘는 묘제는 비록 마한계 분구
묘지만 부장유물은 광구장경호, 단경호, 병형토기, 파배 등 백제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묘제는 분구묘이면서 백제계 유물이 부장되는 유적으로는 전주 장동유적 분구묘, 전주 마전
유적 분구묘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군산 산월리유적 백제석실분은 광구장경호 및 단경호와 함께
고배가 부장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듯 배매산성이 축조되기 전 전북지역은 백제계 유물이 대량으
로 생산되며 분묘의 부장유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즉 배매산성이 축조되기 전 전북지
역 유력 정치집단은 백제문물을 부장유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정도로 백제 중앙정부와 대단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시점에 축조된 배매산성은 백제 중앙세력의 진출을 말해준다기보다는 사실상 백제 중
앙의 직접적인 통치제도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47)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완주 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약식보고서』.
48) 김승옥외, 2006, 『上雲里 Ⅲ』, 全北大學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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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매산성의 남동쪽 약 8㎞지점, 완주군 용진읍의 뒷산에는 구억리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간단한 시굴조사를 통해 토축산성이며, 배매산성과 유사한 시기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49). 구억리산성은 골짜기를 둘러싼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는 약 980m내외이다. 규모와 입
지 등을 고려하면 당시 중심거점 성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완주군 용진읍과 봉동읍 일대는 금번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배매산성과 용진읍의 구억리산성의
존재, 완주 상운리유적과 수계리 신포유적 분구묘 등을 고려했을 때 5세기 후반 무렵 백제 중앙
세력이 전북지역을 통할하는 거점역할을 수행했던 지역으로 판단된다.

49)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완주 구억리산성 문화재시굴조사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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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배매산성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Ⅵ. 맺음말
완주 배매산성은 1960년대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2000년에는 배수시설 공사
에 앞서 전북대학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후 본 연구원은 2017년 (사)한
국매장문화재협회 비지정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공모에 선정되어 배매산성의 축성기법과 시기를
밝히고 향후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배매산성의 축성과정을 복원하고, 산성의 축성 및 운영시기, 배매산성 축조의 의미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배매산성은 4차에 걸친 공정으로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 공
정은 영정주를 중심으로 한 중심부 성토, 2차 공정은 성외측 1차 보축 및 성내측 쇄석층 성토, 3
차 공정은 성외측 2차 보축, 4차 공정은 성곽피복 마감이다. 1차 공정에서는 기저부를 정지하고
성토하는 데에 삭토기법이 활용되었는데, 동일한 기법이 서울 몽촌토성, 화성 길성리토성, 증평
추성산성, 천안 동성산성, 공주 옥녀봉성 등 백제토성에 널리 채용되고 있다. 2차·3차 공정에서
는 체성부를 지점에 따라 달리 축조하였는데, 내측은 입자가 크고 작은 쇄석과 점토로 엉성하게
수평 성토하고, 성외측은 점토를 주 성토재로 하여 단단하고 치미하게 성토하였다. 이는 성내측
과 외측의 공간활용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성내측은 방어나 생활공간 조성을 위
한 평탄지 조성이, 성외측은 방어를 위한 토루 축조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배매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2000년 조사당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한 양상을 띤다. 고배, 뚜껑,
삼족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부뚜막 틀 등이 출토되었고, 유물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한성
백제의 몽촌토성, 풍납토성 출토품과 유사하다. 특히 고배 형태, 유개대부합, 반형삼족기의 존재
로 보아 배매산성은 5세기 중후엽에 초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사비도읍기의 유물이 전혀 출
토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사비도읍 천도 이전에 산성의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배매산성 주변에는 완주 원용암·운교유적, 상운리유적, 수계리 분구묘유적 등이 분포한다.
이 유적들은 마한계의 분구묘를 주 묘제로 채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구장경호, 단경호, 병형
토기, 파배 등 백제토기가 주로 출토된다. 이러한 양상은 조사지역 일대 뿐만 아니라, 전주 장동
유적, 마전유적, 군산 산월리유적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배매산성 일대 토착집단들은 전통적인
분구묘를 바탕으로 백제 중앙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배매산성의 축조는 그 연장선상에
서 백제의 직접적 통치체제가 완성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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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발굴조사는 배매산성의 축성기법 및 축조·운영시기, 그리고 백제와 지역 토착
민들간의 정치적 관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사지점이 성벽에만 국한되고 조사면적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배매산성의 구
조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산성의 기능과 성격을 밝히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 위의 성
과를 바탕으로 배매산성의 형태 및 문지, 내부시설 조사 및 활용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조
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배매산성 남동쪽 약 8㎞떨어진 지점에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구억리산성이 위치한다.
축조시기도 배매산성과 비슷하여 이 지역 일대 정치변동을 가늠케하는 중요 유적이다. 따라서 마
한∼삼국에 이르는 이 지역 일대의 아이덴티티와 정치변화를 고고학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기본
조사로서 주변 지역 일대의 산성 및 관련유적에 대한 실태조사도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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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사진

사진 1. 배매산성 원경(서-동)

사진 2. 배매산성 근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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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조사 전 잡풀제거 모습1

사진 4. 조사 전 잡풀제거 모습2

사진 5. 조사 전 잡풀제거 모습3

사진 6. 개토제1

사진 7. 개토제2

사진 8. 개토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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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성내측 성벽 토층 모습

사진 9. 발굴피트 탐색트렌치 전경(서-동방향)

사진 11. 성외측 성벽 토층 모습

사진 12. 체성부 영정주공 및 성벽 토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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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체성부 내 영정주공 조사 전 모습

사진 14. 체성부 내 영정주공 조사 후 모습

사진 15. 영정주공 조사 후 모습1

사진 16. 영정주공 조사 후 모습2

사진 17. 영정주공 조사 후 모습3

사진 18. 영정주공 토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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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성외측 보축석렬 세부모습

사진 19. 성외측 보축석렬 모습

사진 21, 성벽 내 고배 출토모습

사진 22. 평탄지 내 배수시설 1차 제토 후 모습

사진 23. 평탄지 내 배수시설 2차 제토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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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평탄지 내 배수시설 및 석렬 조사 후 모습

사진 25. 배수시설 세부모습

사진 26. 배수시설 단면모습

사진 27. 평탄지 내 동쪽벽 토층 전경

사진 28. 평탄지 내 동쪽벽 토층 세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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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1트렌치 내 배연시설 모습

사진 29. 1트렌치 전경

사진 31. 1트렌치 내 쇄석층 모습

사진 32. 1트렌치 토층 전경

사진 33. 1트렌치 토층 세부모습

사진 34. 1트렌치 내 장란형토기편 출토모습

사진 35. 1트렌치 내 고배 출토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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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2트렌치 배연시설 모습

사진 36. 2트렌치 전경

사진 38. 2트렌치 하단부 석렬 및 토층 모습

사진 39. 2트렌치 하단부 석렬 단면 모습

사진 40. 2트렌치 토층 전경

사진 41. 2트렌치 토층 세부모습

사진 42. 2트렌치 내 주조철부 출토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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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3트렌치 토층 전경

사진 43. 3트렌치 전경

사진 45. 3트렌치 토층 세부모습

사진 46. 성벽 토층양상 확인모습

사진 47. 배매산성 잔여둘레 측량모습

사진 48. 배매산성 성벽토층 측량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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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9. 학술자문회의 모습1

사진 50. 학술자문회의 모습2

사진 51. 현장공개 모습1

사진 52. 현장공개 모습2

사진 53. 현장공개 모습3

사진 54. 복토 모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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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5. 복토 모습2

사진 56. 복토 모습3

사진 57. 복토 모습4

사진 58. 복토 모습5

사진 59. 복토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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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사진

1

2

3
4

9

5

6

7

8

10

사진 60. 발굴피트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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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13

14

15

16

17

18

19

사진 61. 발굴피트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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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3
22

25

24

26

27

사진 62. 발굴피트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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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0

31

29

32

33

34
35
사진 63. 발굴피트(28, 29), 1트렌치(30~35)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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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7

38

39

40

41

사진 64. 1트렌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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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3

44

45

46

47

49
48

50
51

사진 65. 2트렌치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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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2

54
55

56

57

58

59

60

62

61

63

사진 66. 3트렌치(52), 지표수습(53~63)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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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완주 배매산성 출토 철부 보존처리
김 하 나(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한 완주 배매산성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완형의 철부가 출토되어
보존을 목적으로 한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처리 순서는 녹제거, 탈염, 강화처리, 포장의 순서이
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식화합물 및 이물질 제거

금속유물의 이물질제거는 물리적 방법과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화학적인 방법은 청동유물의 표면 부식화합물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개미산(Formic Acid 10%)
이나 EDTA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부식물을 녹이는 방법을 말하며 물리적으로 녹을 제거하
는 방법은 유물의 상태 및 형태에 따라 Air-brasive, Moter tool, 치과용 소도구 등 다양한 도구
를 사용하여 부식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완주 배매산성의 철부는 물리적인 이물질 제거를 실시하였다. Ethyl Alcohol로 유물을 세척
한 후, 부식생성물과 심하게 고착되어 있는 흙 등의 이물질은 수술용 소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
였다. 이물질과 유물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았다. 이물질제거의
마지막에는 Air brasive를 사용하여 미세한 철부식물을 제거하였다.

(2) 탈염
탈염은 Sodium Sesqui-carbonate처리법으로 처리하였다. 철제유물의 부식인자 중 가장 치
명적인 것은 수용성 활성염인 염화이온(Cl-)으로, 안정화처리는 이를 추출하여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철제유물의 안정화처리에 쓰인 Sodium Sesquicarbonate처리법은 철제유물의 안
정화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Na2CO3와 NaHCO3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Sodium
Sesquicarbonate용액을 제조한 후 유물을 침적시켜 Cl-를 용출하는 방법으로, 탈염 후 유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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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pH8이 되면 강화처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가 노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pH7이 되도
록 충분한 세척이 요구된다.
먼저 Sodium Sesquicarbonate 0.1M 용액에 유물을 함침시킨 후 항온수조에서 60℃의 온도
로 가열하여 탈염처리를 실시하였다. 처리용액을 교환할 때 마다 Cl-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여 그
값이 점점 줄어 일정하게 되었을 때 처리용액의 교환을 중단하였으며 탈염처리를 실시한 후 유물
의 pH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냉온수교체법을 통하여 탈알칼리 처리를 해주었다.

(3) 강화처리
금속유물에 부식이 진행되면 금속성인 강성, 인성, 연성, 전성 등을 상실하여 재질이 약화된
다. 이러한 부식을 막기 위해 강화처리를 실시하는데, 강화처리는 금속유물 내부에 수지를 침투
시켜 표면과 내부를 코팅(Coating)하여 부식되어 약화된 유물을 단단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부식
인자의 침투를 막아주는 처리이다.
강화처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선택은 삼투효과가 크고 건조가 빠른 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Paraloid B-72를 Xylene에 15%의 농도로 용해시켜 강화처리를 하였는데, 약품이 유물
내부 깊숙이 침투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진공 함침기로 감압처리하는 강화처리를 3회 반복해 주
었다. 처리가 끝난 후 유물 표면에 뭉친 수지들은 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4) 포장
유물 포장은 토일론(Toilon)과 에스칼필름(ESCAL Film)을 이용하였다. 토일론을 이용하여 유
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유물의 틀을 만들고 에스칼필름을 이용하여 진공포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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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완주 배매산성 AMS 연대측정 결과

AMS 시료 목록
시료 번호

시료 명

시료 종류

연대측정(BP)

1

발굴피트 성외측 기반층 위

목탄

1520±30

2

발굴피트 체성부 영정주공 내

목탄

1520±30

3

발굴피트 성내측 쇄석층 내

목탄

1580±30

4

발굴피트 배수시설 내

목탄

1620±30

5

2트렌치 배연시설 층위 내

목탄

1550±30

6

2트렌치 석축열 층위 내

토양

2160±3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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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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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목록
도면·사진
번호

연번

유물명

삼족기

19-60

12

호형토기
구연부

19-61

2

고배

19-60

13

광구직구소호

19-61

3

고배

19-60

14

심발 저부

20-61

4

고배

19-60

15

호 저부

20-61

5

고배

19-60

16

호 저부

20-61

6

고배

19-60

17

호 동체부편

20-61

7

고배 대각

19-60

18

호형토기
견부편

20-61

8

고배 대각

19-60

19

호형토기
동체부편

20-61

9

배

19-60

20

동체부편

20-62

10

배

19-60

21

호 동체부편

21-62

11

장란형토기
구연부

19-61

22

호 동체부편

21-62

연번

유물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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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도면·사진
번호

도면·사진
번호

연번

유물명

파수

21-62

34

시루

24-63

24

아궁이틀

21-62

35

장란형토기

24-63

25

고배

21-62

36

호 저부

24-64

26

장란형토기
구연부

21-62

37

호 저부

24-64

27

호 저부편

21-62

38

구연부편

25-64

28

직구합

21-63

39

장란형토기
동체부편

25-64

29

석재편

22-63

40

아궁이틀

25-64

30

고배

24-63

41

방추차

26-64

31

고배 대각

24-63

42

고배

28-65

32

개

24-63

43

배

28-65

33

소형 발형토기
구연부

24-63

44

뚜껑

28-65

3연번

유물명

23

사진

사진

도면·사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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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사진
번호

연번

유물명

뚜껑

28-65

56

배

31-66

46

완

28-65

57

배

31-66

47

장란형토기
구연부

28-65

58

구연부

31-66

48

장란형토기
구연부

28-65

59

호 저부

31-66

49

장란형토기
저부

28-65

60

호 구연부편

31-66

50

동체부편

28-65

61

동체부편

31-66

51

주조철부

28-65

62

동체부편

31-66

52

호 구연부

30-66

63

방추차

31-66

53

고배

31-66

54

고배

31-66

55

고배 대각

31-66

연번

유물명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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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

도면·사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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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行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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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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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길 5-4(중화산동 2가)

TEL

(063)211-1444~5

FAX

(063)211-1446

천선행·박영민·고금님·이종화·심진수·이슬비
학술발굴

發掘調査者

박영민·이종화·심진수·이슬비

發掘所在地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번지 일원

調査面積

300㎡(발굴피트 240㎡, 시굴트렌치 60㎡)

遺構種別

時代 및 年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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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굴트렌치

토성,
영정주공,
배수시설,
석렬 등

배연시설,
석렬 등

基數

重要遺物

삼족기, 고배, 고배 대각,
개배 등
백제
(한성도읍기)

고배, 장란형토기,
방추차, 주조철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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