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제420호>

부여 능안골고분군 3차 발굴조사 

2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 2018 5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75-10번지 발굴조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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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사명칭 : 부여 능안골고분군(사적 제420호) 3차 발굴조사

              (허가번호 제2018-0236호)

○ 유적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75-10번지

○ 조사면적 : 500㎡

○ 조사기간 : 과 업 기 간 2018년 03월 02일 ~ 2018년 06월 19일

               2018년 03월 12일 ~ 2018년 06월 19일

                          (현장실조사일수 43일 중 37일 진행)

○ 조사목적 : 부여군은 사적 제420호 부여 능안골고분군의 사적 지정 범위 중 2017년도에 실시한 시굴

조사 결과 확인된 중요 고분 지점 중 B지점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과 잔존 상

태를 파악하기 위함. 

○ 조사단구성 : 조사 단장 - 박종배 (백제고도문화재단 원장)

                책임조사원 - 심상육 (백제고도문화재단 책임연구원)

                조  사  원 – 이화영 (백제고도문화재단 연구원)    

                준  조사원 – 오효성 ․ 박종현 (백제고도문화재단 연구원)

                보  조  원 – 곽재석 ․ 한태희 (백제고도문화재단 연구원)

○ 학술자문위원 : 이상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소장)

                  이주헌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장)

                  김낙중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조사경위

< 1 ․ 2차 발굴조사 >

- 부여 능안골고분군은 1994년 부여군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도중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어 1995년 2월부

터 1996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됨. 발굴조사 결과, 백제고분 60여기가 확인되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점은 현재 고분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 시굴조사(2017년) >

- 부여군에서는 현재 고분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능선의 동쪽 일대 범위(18,000㎡)에 대한 발굴(시굴)조

사를 실시하여 고분 잔존 여부 및 그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학술조사를 계획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허가번호 2017-1224호)를 득하고, 우리 재단에서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9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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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시굴조사를 실시함. 

- 시굴조사 결과 유적 내에서는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고분 34기, 수혈유구 29기의 유구 윤곽선을 확인

함. 

- 학술자문회의 개최 : 2017년 11월 9일 

  자문회의 결과, 부여 능안골 고분군은 사비기 도성 귀족층의 집단 묘지로 볼 수 있으며, 조사목적 달

성을 위해서는 추후 전면 노출을 통해 평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됨. 또한 3호 고분(추정 횡혈묘), 14호 고분(추정 대규모 석실), 31호 고분(동남사면의 소형 석실)은 

추후 우선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따라서, 조사단에서는 시굴조사로는 유적의 보존과 관리, 학술적 측면과 수요에 부응하는 자료를 획

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굴대상지 전면에 대한 표토 제거 후 고분의 전체적인 분포 윤곽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고분을 중심으로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해 나가되 금번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고분 지점(3호, 14호, 41호)에 대한 선별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연도 발굴기관 발굴기간 발굴결과 사유

1995

(1차)

국립부여문화

재연구소

1995.2.8.~

1995.3.10

백제고분 6기(가지구) ․ 5기(나지구)

옹관묘 1기

(공사로 인해 노출 파괴된 고분 조사)

긴급발굴

1995

~96

(2차)

〃
1995.10.12.~

1996.3.21
백제고분 47기, 옹관묘 3기 긴급발굴

2017

(시굴)

백제고도

문화재단 

2017.10.16.~

2017.11.9
추정 백제고분 34기, 수혈유구 29기 확인 시굴조사

[표 1] 부여 능안골 고분군 기존 조사 현황

< 3차 발굴조사 >

- 부여군에서는 2017년도에 실시한 시굴조사 결과 확인된 중요 고분 지점 중 하나인 B지점에 대하여 유

적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3차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우리 재단과 학술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2018.02.28.)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허가를 득함(2018.02.27./허가번호 제2018-0236

호).

- 우리 재단에서는 2018년 03월 12일 정밀발굴조사를 착수하여, 20일 간의 조사를 진행한 후 1차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함.

- 1차 학술자문회의 : 2018년 4월 13일 

  확인된 유구는 백제 사비기 횡혈식 석실에 해당하며, 1호 석실과 관련하여 최초 석실 조성 이후 추가

장 여부, 석실 석재 반출 시점에 대한 판단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3호 석실은 소형이지만 석재

의 치석 상태가 양호하고, 관고리 및 관못까지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축조 집단의 위상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1차 학술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1호 고분과 4호 고분의 추정 매장

주체부 등에 대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최종적인 조사 성과에 대한 학술적 검토를 위해 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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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됨. 

도면 1. 부여 능안골 고분군 일대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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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부여 능안골고분군 일대 항공사진

사진 2. 부여 능안골고분군 일대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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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부여 능안골고분군 기존 조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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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부여 능안골 고분군 1~2차 발굴조사 전경

사진 4. 부여 능안골고분군 2017년도 시굴조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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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주변 환경
1. 자연 ․ 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75-10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 일대

는 해발 91.7m 정도의 비교적 낮은 구릉의 남동사면부 일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부여군은 한반도 중서부 즉, 충청남도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차령산맥이 

서북쪽에 위치해 있어 대체로 동쪽과 남쪽이 낮고 서쪽과 북쪽이 높은 西北高 東南低의 형세를 이룬다. 

이는 부여군의 서쪽과 북쪽에 차령산맥과 연계된 산지가 위치하고, 남쪽과 동쪽은 금강유역의 충적평야 

및 구릉성 산지의 삭박침식면을 이루어 호남평야에 연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크게 4개의 지형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서쪽에서 동남쪽을 기준으로 서북부산지, 중앙부저지, 동남부구릉지, 남동부저지

로 구분된다. 서북부 산지지역은 동령산맥과 그 말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만수산, 아미산, 월명산 

등 대체로 해발고도 약 400m 이상의 높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형경사가 가장 큰 특징을 지니는 

지역이다. 중앙부 저지대는 부여군 관내에서 가장 넓은 충적지대를 이루는 곳으로 금강본류와 감산천, 

구용천, 금천 등의 인근하천 주변에 형성된 범람원 지형의 충적평야지대에 해당된다. 정동리·백석리·군

수리·왕포리 일대의 평야지대가 포함되며 토질이 비옥하여 현재 농경지와 시설원예농업지로 이용되고 

있다. 동남부 구릉지는 중앙부 저지대와 남동부 저지대의 사이에 이르는 지역으로 서남-동북 방향으로 

연속적인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북부 산지에 비하여 낮은 대략 해발고도 100m 정도의 저구릉성

지대로 산록완사면 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전작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남동부 저지는 금강 유역과 

석성천 유역에 발달된 충적평야지대로서 중앙부의 저지대에 비해 넓지 않으나 역시 토질이 좋아 농경지

로 활용되고 있다.  

  부여군의 지질은 가장 오래된 암석으로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운모편암과 편마암이 분포하고 있다. 

운모편암은 북서부의 외산과 은산, 남동부의 석성지역에 분포하며 편마암은 주로 화강편마암으로 부여

군내 중앙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 후 중생대 쥬라기 전기에는 남포층군이 북서부의 선캠브리아기

의 암석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쥬라기 후기에는 대보화강암이 주로 중부지역에 관입하였다. 중

생대 백악기에는 북동-남서방향으로 단층작용이 발생하였으며 공주층군이 부여군 동남부지역에서 선캠

브리아기의 편암 및 편마암 쥬라기의 화강암류를 부정합으로 덮으며 퇴적되었다. 이후 이 지역은 지속

적인 침식작용을 받아 신생대 제 4기에는 낮은 지역에 충적층이 형성됨으로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하

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의 대규모 농경지활용 및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 

부여군의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대략 12℃, 1월 평균기온은 -1℃, 8월 평균기온 25℃로서 기온 분포상 

한반도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강수량도 200㎜로 전국수준의 중간적인 위치에 해당된

다. 또한 한반도 중서부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같은 위도의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 겨울 기온이 약간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축적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만의 특수 현상은 아니

1) 자연 ․ 지리적 환경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① 扶餘郡誌編纂委員會, 1987,『扶餘郡誌』.

   ② 百濟文化開發硏究員, 1989,『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3輯 扶餘郡篇-』.

   ③ 扶餘郡誌編纂委員會, 2003,「제1권 부여의 지리」,『扶餘郡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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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부여의 기온이 여름에 몹시 덥고 겨울에 매우 추운 현상을 보이며 강수량 역시 최다강수 또는 시

간당 최다강수의 폭이 큰 것이 더욱 두드러진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2. 고고 ․  역사적 환경

  부여지역에서 확인된 선사시대 유적의 대부분은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그 조사 례가 부여지역에서 많

고, 취락유적과 석관묘 ․ 옹관묘 ․ 지석묘 등의 무덤유적을 비롯하여 성격도 다양하다. 부여지역의 청동

기시대 대표적 유적은 송국리 유적이다2).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으로는 부여 합정리3), 가중리4), 증산

리5), 라복리6) 등이 알려져 있다.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는 석관묘와 지석묘가 다수 발견되었다. 석관묘는 송국리를 비롯하여 규암면 

나복리7), 초촌면 연화리, 부여읍 중정리 당산과 가탑리에서 발견되었는데, 무덤 내부에서 비파형동검

을 비롯하여 동착, 마제석검, 석촉, 관옥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청동기와 석기 제작의 기술 수준

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석묘는 초촌면 산직리8), 은산면 가곡리9), 석성면 석성리, 규암면 

나복리, 구룡면 태양리10), 내산면 온해리, 충화면 지석리 ․ 현미리 등에서 확인되는데11), 비교적 넓은 

범위에 다수가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백제가 이곳 부여로 천도하면서 시작된 백제 사비시대의 문화내용을 말해주는 유적지와 유물들이 부

여군의 여기저기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를테면 백제 사비시대 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소산성과 부

여나성이 그대로 잔존되어 있으며, 사비시대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유적도 남아있다. 또 도성과 바로 인

접해서는 청마산성, 석성산성, 성흥산성 등이 자리하고 있어 당시의 수도방비 체제와 전술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12). 부여 관내의 20여 개소에 달하는 산성들은 백제 사비도성의 방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13).

  그리고 산성과 당시의 주거지 주변에는 많은 고분군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부여 읍내에 자리하고 

있는 능산리 고분군은 사비시대 백제의 왕릉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일대는 왕릉뿐만 아니라 능산리동

고분군14), 능안골고분군15), 염창리고분군16) 등 발굴로 조사된 고분의 수량이 300여 기에 이를 정도로 

2) 외, 1979,『송국리 Ⅰ』, 국립중앙박물관; 지건길 외,『송국리 Ⅱ』, 1986,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987,

『송국리 Ⅲ』․ 국립중앙박물관, 1991,『송국리 Ⅳ』․ 김길식, 1993,『송국리 Ⅴ』,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00,

『송국리 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11,『송국리Ⅶ』.

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충남발전연구원 ․ 충청남도백제문화권발전사업소, 2003,『부여 합정리』.

4)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부여 가중리 가좌 · 산직리 및 은산리 상월리 유적』.

5)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부여 증산리 유적』.

6)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4,『부여 라복리 유적』.

7)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부여 석우리 절골 · 나복리 건지말 유적』.

8) 김무룡, 1962, 「부여군 초촌면의 지석묘」, 『고고미술』3-9.

9) 이은창, 1968, 「부여 은산 가곡리 형제지석묘 조사」, 『고고미술』9-2.

10)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0, 『부여 구룡면 태양리 263-6 개인주택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보고서』.

11) 백제문화발전연구원, 1989,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3권.

12) 유원재, 1988,「사비도성의 방비체제에 대하여」,『공주교대논총』24집.

13) 20여 개소의 백제산성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하였다.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부여군』; 유원재, 2010,

「백제시대 부여 지역의 산성과 석성산성」,『공주교대논총』제47집 1호; 가경고고학연구소, 2012,『부여 외리 공동주택 건

설부지 내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충남역사문화원, 2009,『부여 홍산 태봉산성 문화유적 시굴조사』; 김성구 외, 1988,『부

여 정암리가마터(1)』, 국립부여박물관; 심상육 외, 2013,『부여나성-북나성Ⅰ』,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등이다. 그리고 기존

에 백제산성으로 보고된 청산성, 외리산성, 북촌리산성(태봉산성)과 사비도성 내부에 위치할 것으로 소개된 금성산성은 최근

의 발굴조사 결과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후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14) 朝鮮古蹟硏究會, 1938, 「扶餘 陵山里 東古墳群の調査」,『昭和12年度古蹟調査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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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밀집 분포하고 있다.

  부여지역에서 백제 고분군의 조사는 일찍이 일제강점기부터 전개되어 왔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중정리와 염창리 등지에서 火葬墓, 壺棺墓 등이 발견되어 간단한 수습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비기 묘

제가 다양하였음을 알게 되었다17). 두곡리에서도 백제시대 석실분과 토광묘가 함께 조사되어 토광묘가 

백제 후기까지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18). 태양리에서는 판석조의 횡혈식 석실분 1기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는데19), 도굴의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1점도 출토되지 않아 당시

의 매장풍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는 정암리 고

분군이 조사되었는데20), 부여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이 합동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암리 고분군에

서는 횡혈식과 횡구식의 석실분 15기가 확인되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부여 읍내를 벗어난 서부지역

에서도 백제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졌는데, 외산면의 지선리 고분군에서는 석실분 10

기, 석곽분 5기, 토광묘 1기 등 모두 16기의 백제 고분이 조사되었다. 또 공주와 인접한 저석리 고분군

에서는 塼槨墳이 1기 확인되어 백제 고분의 다양한 형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21), 추가 조

사를 통해 청동기시대에서 백제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무덤이 발굴되었다22). 백제 고분은 나복리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23), 조사된 3기의 고분은 모두 단면 육각형의 전형적인 백제 횡혈식 석실분에 해당한

다. 또한 능산리고분과 인접한 염창리 고분군에서 백제시대 석실분 280여기, 옹관묘 1기, 토광묘 1기가 

조사된 바 있어24) 능산리와 함께 대규모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 부여지역에서는 성흥산성 주

변에서 백제시대 폐고분 5기가 수습 조사된 바 있으며, 능산리 능안골에서도 백제시대 석실분 54기, 옹

관묘 4기, 기타 토광묘 2기 등 모두 60여기에 이르는 많은 고분이 조사된 바 있다25). 이처럼 백제 고분

은 부여군 관내에서 고르게 발굴 조사된 바 있는데, 특히 능산리와 염창리, 중정리, 저석리 등 부여읍

의 동쪽에서 조사된 고분의 빈도수가 많고, 조사된 개별 무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는 부여 규암면 합정리 일대에서 골프장과 실버타운이 건설됨에 따라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도 대규모의 

백제 후기 분묘가 조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여26), 사비도성의 외곽 左(능산리 및 염창리 일대 고분군), 

右(합정리 및 오수리 일대), 南(정암리 일대) 지역에 대규모의 매장지가 설정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부여지역에서는 절터와 당시의 생활유적도 다수 조사된 바 있다. 대부분의 백제 절

터가 부여에서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절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데, 군

수리사지, 외리사지, 동남리사지, 가탑리사지, 부소산 폐사지, 정림사지 등이 이미 일제강점기에 조사

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금강사지, 임강사지, 정림사지, 능산리사지 등이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규암리

15) , 1998,『능산리』.

16) 공주대학교박물관, 2003,『염창리고분군』.

17) 강인구, 1977,『백제고분연구』, 일지사.

18) 서성훈, 1979, 「두곡리 백제폐고분군」, 『고고학』5 ․ 6.

19) 이강승 ․ 신광섭, 1982,「부여 태양리 백제고분일례」,『백제문화』15. 

20) 홍무기 ․ 서성훈, 1981,「부여정암리고분군」,『중도』Ⅱ, 국립중앙박물관.

2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82, 『부여 저석리 고분군』.

22) 이남석, 1996,『분강 ․ 저석리고분군』, 공주대박물관.

2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3, 「부여 나복리고분군」,『용정리사지』.

24) 공주대학교박물관, 2003, 『염창리고분군』.

2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능산리고분군』.

26) 금강문화유산연구원, 2013,『부여 합정리 문냉이골 분묘군』;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부여 합정리 갱고개 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13,『부여 합정리 갱고개골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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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27)과 쌍북리요지, 동남리요지, 정암리요지28), 왕흥사지 가마터 등 다수의 생산유적도 확인되었다. 

도면 3. 부여 능안골 고분군 주변유적 분포도29)

  신라 이래 부여지역은 부여, 임천, 홍산, 석성의 4개 군현 체제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 중 백제의 전

통을 가진 부여와 임천이 중심이 되는 체제였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부여현은 공주의 속군이 되었

다. 속군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으므로 행정구역상으로만 구분되었지 독립적인 군현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므로 부여군의 세력이 많이 약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여군에 지방관이 파견된 것은 그로부

터 1세기가 지난 명종 2년(1172)의 일이었는데 그나마 가장 낮은 직급의 감무관이었다.

  조선 초의 군현제 개편으로 태종 13년(1413)에 독립하여 부여현이 된 이후로 조선시대 까지 유지되었

으며, 별호는 餘州였다.

  조선시대 말인 고종 32년(1895)에 지방제도 개정으로 공주부 부여군이 되었다가, 1896년에는 충청남

도 부여군이 설치됨에 따라 임천과 홍산, 석성현 중에서 우곤면(현 논산 성동)을 제외하고 모두 부여군

의 영역이 되었다. 부여군은 1914년에 부군 통폐합 때 옛 부여현 · 홍산현 · 임천군 전역과 석성현 일

부가 통합되었는데, 1960년 1월 1일에 부여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현재까지 1개의 읍과 규암, 은산, 

외산, 내산, 구룡, 홍산, 옥산, 충화, 양화, 임천, 장암, 세도, 석성, 초촌, 남면 등 15개 면의 행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7) , 1993, 『부여 규암리 백제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8) 신광섭 ․ 김종만, 1992, 『부여 정암리가마터(Ⅱ)』, 국립부여박물관.

29) 부여군, 2017, 『부여 능산리고분군 조사 기록화사업』Ⅰ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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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부여 능안골고분군 3차 발굴조사 범위 일대 항공사진

사진 6. 3차 발굴조사 완료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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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내용

  금번 조사대상지는 해발 91.7m 정도의 구릉 정상부에서 약간 동남쪽 사면부에 해당한다. 2017년도 실

시한 시굴조사 트렌치 26과 트렌치 30을 구획한 지점 일대로 백제시대 추정 고분 3기와 수혈 1기의 윤

곽선이 확인된 바 있다. 

  발굴조사는 GPS측량을 통해 조사 범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굴조사시 확인된 두께 5~10㎝ 가량의 얕

은 표토를 굴삭기를 동원하여 제토하였다. 표토 제거 후 확인된 이 일대의 지형은 북쪽에 위치한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과 동쪽을 향하는 능선 사면부에 해당하며, 조사대상지의 동쪽과 서쪽 양가장자리로 소

곡간부가 형성되어 있다. 남쪽 일대는 해발 85~76m 정도가, 동쪽으로는 85~72m 정도의 능선상에 위치하

며, 20~25°정도의 경사도를 이루고 있다. 

도면 4. 3차 발굴조사 유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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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백제시대 고분 4기와 수혈 1기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백제시대 무덤은 남사면의 경사면을 

따라 거의 정남북 방향에 가깝게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전체 길이(묘광과 묘도) 12.7m 에 해당하

는 1호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남동쪽 사면일대에는 4.3m의 이격거리를 두고 2호와 3호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데, 2호 고분은 등고선과 직교하되, 약 54° 가량 서쪽을 향하는 횡혈식 석실 구조이다. 

2호 고분이 위치한 능선 상단부로는 1호 수혈이라 명명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수혈은 평면형태 원형이

며 비스듬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2호 고분을 감싸고 있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어 고분의 묘역 범위를 표

지한 흔적이라 판단된다. 3호 고분은 남북방향에 가깝게 조성된 소형의 횡구식 석곽구조를 띠고 있다. 

1호와 2호 중간 지점의 능선 하단부에서는 매장주체부를 보호하기 위한 묘역 범위를 표식한 것으로 추

정되는 반원형의 주구가 확인되었고, 그 내부에서 작은 할석열이 일부 남아있어 4호 고분이라 명명하였

다. 4호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조사대상지의 남쪽 외곽으로 위치할 것이라 추정되는데, 주구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평면형태 방형의 윤곽선이 조사경계에 걸쳐 일부 확인되었다. 조사범위 내의 

매장주체부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현 지표하 약 2.5m 지점에서 판석형 할석으로 이루어진 석실의 개

석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백제 고분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장축

방향

묘광규모

(길이×너비×깊이)

현실규모

(길이×너비×깊이)

연도규모

(길이×너비×높이)

묘도규모

(길이×너비×깊이)

출토

유물

무덤

구조

1 N-3°-W 364×279×419
240×166×125

(벽석 포함 규모)
(110×110) 909×135×최대260 관정

횡혈식

석실

2호 N-53°-W 364×193×155이상 240×113×120이상 77×80×75 140×90×55 관정
횡혈식

석실

3호 N-0°-S 285×113×88 85×50×44 - -
관정

관고리

횡구식

석곽

4호 N-30°-W (385)×207×(235) ? ? ? -
주구부

석실?

[표 2] 3차 발굴조사 확인 백제시대 고분 속성표

< 1호 고분 >

  1호 고분은 장축방향 도북에 가깝게 조성되어 있고, 해발 83~78m 사이에 조성되어 있다. 고분의 규모

가 크기 때문에 동서 ․ 남북방향의 발굴둑을 설정하고 내부 퇴적토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제토 깊이가 

깊은 관계로 서쪽 구간 일대를 절개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고분 내 서쪽 일대에 대한 

내부퇴적토를 제거한 뒤, 고분의 남북방향 층위양상을 확인하고, 무덤에 사용된 석재가 반출된 시점, 

그리고 석실 축조시 굴착지점과 묘도 시설토 흔적 등에 대한 양상을 확인하고, 동쪽 일대 퇴적토를 순

차적으로 제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1호 고분은 묘광과 연도, 묘도를 포함한 전체 굴광 길이 12.7m, 너비 3.8m 정도를 현실 후

벽을 기준으로 4m 이상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무덤은 약 9m에 달하는 묘도를 지나 연도와 현실을 조립

하여 조성한 횡혈식 석실 구조로 추정되며, 석실 상부와 묘도를 순차적으로 충전하였다. 그리고 묘도 

매립이후 하단부 지점에 무덤 표지석으로서 할석형 석재 2매를 놓아둠으로서 최초의 매장행위가 이뤄졌

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어느 시점에선가 묘도부 중간지점에서 연도에 이르기까지 비스듬하게 재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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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1호 고분 조사중 전경

8. 1호 고분 묘도 내부 층위

사진 10. 1호 고분 조사완료후 전경사진 9. 1호 고분 표지석 하부 층위

한 흔적이 고분 내부의 남북방향 토층둑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 시점에 석실에 사용된 석재가 대부분 

반출되었고, 무덤 내부는 다시 충전되었다. 무덤의 남북층위상으로 살펴볼 때, 최초 매장행위 발생 당

시 석실의 상부는 뒷채움토와 유사하게 회백색모래와 적갈색점토를 반복적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판단

되며, 묘도는 석실 상부를 향하는 사선 방향으로 흙을 채워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1호 고분의 석재는 모두 유실되어 본래의 석실에 사용된 석재의 가공 정도 및 규모 등을 파악하기에

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석실의 규모와 구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발굴조사를 통해 

원형의 석실에 대한 추론을 가능케 하는 요소는 무덤 바닥에 남아있는 석재를 세운 형태 및 굴착 흔적 

등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현실의 규모는 길이 244㎝, 너비 166㎝, 추정 높이 125㎝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장자리로 석재가 놓여져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이보다 더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

다. 현실의 남서모서리에서 축약되어 오른쪽으로 편재하여 연도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연도부

의 규모는 길이 110㎝, 너비 110㎝ 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도부의 하단부로는 연문시설의 

흔적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묘도부는 연도부와 연결되어 약 2.5m 정도 수평을 이루다가 그 하단으로는 

비스듬하게 굴착되어 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현실과 연도 최하부에서 관정 10점이 흩어진 채로 확인되었는데, 모두 파편에 해

당한다. 관정의 두부 형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통해 볼 때 대부분 단면 방형을 띠고 있는 단추형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1호 고분에 대한 조사결과, 층위상으로 석실의 벽석 뒷채움토 및 상부 봉토 일부가 잔존하여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자리를 잃었지만 관정이 잔존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1호 고분에 대한 매장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매장행위 이후 어느 시점에 재굴착

하여 석재가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재 반출 이후 퇴적된 층에서는 재굴착 시점에 대해 추

론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시점을 비정할 수는 없다. 한편 부여 능안골 고분군에 대한 

기존 발굴조사에서 석재가 대부분 유실된 사례로는 18호(깊이 250㎝), 19호(판석1매 잔존, 깊이 180

㎝), 20호(깊이 120㎝), 33호(깊이 250㎝), 34호(깊이 310㎝), 47호(깊이 240㎝), 50호(일부 석재 잔

존, 깊이 265㎝) 등이 있다. 대부분의 무덤들은 후벽을 기준으로 석실의 바닥까지 깊이 1.2~3.1m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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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석실에 사용된 바닥석까지 반출된 사례가 대다수이다. 이들 무덤은 석재 유실 이후 무덤 

내부로 부식토가 유입되어 있거나, 석재 반출 혹은 도굴 행위를 위한 별도의 갱이 확인된 사례로서 후

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석재 유실로 보고 있어, 금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1호 고분의 석재 반출 행위와

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1. 1호 고분 석재반출 이후 퇴적토 

제거후 전경

사진 12. 1호 고분 현실 바닥 노출 전경

사진 13. 1호 고분 현실 뒷채움토 제거후 전경

사진 14. 1호 고분 현실 좌벽 뒷채움토 15. 1호 고분 현실 내부에서 바라본 연도 및 묘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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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1호 고분 남북방향 층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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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고분>

  2호 고분은 1호 고분의 동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조성되어 있으며, 약 53°가량 서쪽을 

향하고 있다. 고분에 대한 조사는 장축과 단축을 기준으로 적절한 지점에 발굴둑을 설정하고, 층위양상

을 살피며 내부퇴적토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2호 고분의 구조는 현실과 현문, 연도 및 묘도로 이루어진 횡혈식 석실에 해당하며 천정석 

및 좌우벽석의 상단 석재들이 석실 내부로 떨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고분 묘광 규모는 길이 364㎝, 

너비 193㎝, 잔존 깊이 155㎝이다. 현실의 규모는 길이 240㎝, 너비 113㎝, 높이 120㎝ 이상이다. 현실 

후벽은 2매의 판석조 할석을 이용하여 상하 2단 횡면으로 쌓았으며, 상단의 석재를 양모서리를 내경하

도록 치석하였다. 따라서 현실 단면은 육각형을 띠고 있다. 현실의 좌우벽은 판석조 할석을 이용해 수

직에 가깝게 종횡면수적하고, 상단에 장대석을 내경하여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실바닥은 아무

런 시설을 하지 않은 채 원지반을 그대로 활용하였고, 그 위에서 44점의 관정이 확인되었다. 

  현실의 입구에는 우측으로 편재하여 양쪽 문주로 이루어진 현문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측의 문주

석은 유실되었고 바닥에 석재가 빠진 흔적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우측에 편재한 현문시설을 따라 전면

으로 양벽을 축석하여 조성한 연도가 위치하고 있는데, 좌우벽은 판석조 할석을 이용해 종횡수직하여 

축석하였고 남은 공간은 작은 할석들을 끼워 넣었다. 연도의 규모는 길이 77㎝, 너비 80㎝, 잔존 높이 

75㎝ 정도이다. 연문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연도 내부는 크고 작은 할석을 막쌓기 하여 폐쇄하였

다. 연도부 전면으로 짧게 묘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현실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사도를 보이고 있

다. 

사진 17. 2호 고분 조사전 전경 사진 18. 2호 고분 조사 중 전경

사진 19. 2호 고분 발굴둑 제거후 전경 사진 20. 2호 고분 뜬돌 제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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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호 고분이 위치한 지점의 상단부에는 원형의 유구 윤곽선(1호 수혈)이 확인되는데, 평면형태 

원형을 띠고 있으며 원지반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수혈 내부에서 출토한 유물은 없으나, 

목탄이 소량 수습되었다. 이 수혈은 2호 고분의 묘역 범위를 구획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추정

된다. 

  2호 고분 출토유물로는 현실 바닥에서 44점의 관정이 출토되었고, 좌벽의 뒷채움토, 현실 내부 퇴적

토 등에서도 관정이 출토되었다. 현실의 바닥에서 출토한 관정들을 주로 살펴볼 때 반원형과 우산형, 

단면 방형의 단추형 두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2호 고분 현실 내부 퇴적토 제거후 전경 사진 22. 2호 고분 연도 폐쇄석 제거후

사진 23. 2호 고분 현실 바닥 관정 출토 상황 사진 24. 2호 고분 현실 후벽 축조상태

사진 25. 2호 고분 우벽 축조 상태 사진 26. 2호 고분 좌벽 축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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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2호 고분 현실 바닥 출토 관정 형태별 분포 양상 

사진 28. 2호 고분 조사 완료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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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3호 고분 조사 전경 30. 3호 고분 바닥 관정 및 관고리 출토 상태

사진 31. 3호 고분 입구 폐쇄 상태 사진 32. 3호 고분 후벽

<3호 고분>

  3호 고분은 2호 고분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4.3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정남

북에 가깝다. 동서 및 남북방향의 발굴둑을 설정하고 내부퇴적토를 제거해 나가며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단면 사각형을 띠는 소형의 횡구식 석곽구조로 판단되며 석곽 후벽 상부의 천정석 1매가 남

아있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85㎝, 너비 113㎝, 깊이 88㎝ 정도이다. 석곽은 후벽, 즉 북편에 치우친 

지점에 편재하여 조성되어 있는데, 석곽 내부의 규모가 길이 85㎝, 너비 50㎝, 높이 44㎝이다. 석곽의 

입구는 폐쇄석으로 사용된 장대석 1매와 좌우벽석 사이로 소형의 할석을 채워 마감하였다. 그리고 폐쇄

석 전면으로도 석곽의 좌우벽석과 나란히 석재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연도부를 조성

한 것으로 보인다. 석곽의 바닥은 판석형 석재를 이용하여 전면에 깔아두었고, 그 위로 관정과 화형 장

식이 부착된 관고리가 남아있다. 1,2차에 걸친 능안골 고분군에 대한 기존 발굴조사를 통해, 화형 장식

이 부착된 관고리는 8호, 36호, 49호(석곽), 58호에서 출토된 바 있다. 49호 횡구식 석곽을 제외하면, 

대부분 판석조의 석재로 축조된 단면 육각형의 횡혈식 석실에 해당하며, 은제관모장식, 요대장식, 금동

제 이식 등과 함께 출토되고 있다. 또한 관고리는 대개 4~6개가 하나의 목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

되는데, 3호 고분에서는 석곽 입구부분에서 2점의 관고리만이 출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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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3호 고분 좌벽 사진 34. 3호 고분 우벽

사진 35. 3호 고분 폐쇄석 제거후 전경 사진 36. 3호 고분 폐쇄석 제거후 전경

<4호 고분>

  4호 고분은 1호와 2호 고분의 묘역 사이의 하단부에 반원형의 주구가 조성되어 있고, 주구 내부에는 

작은 할석을 일렬로 놓아두었다. 아마도 4호 고분의 매장주체부 보호 및 봉토 표지 기능을 가진 주구로 

추정되며, 1호와 2호 고분이 선행하여 들어선 이후의 시점에 이들 고분의 분포 범위를 피해 하단부로 

조성한 무덤으로 추정된다. 4호 고분의 주구부는 길이 8.8m , 너비 0.6m, 내부 할석렬 2.0m 정도가 남

아있다. 남아있는 형태와 매장주체부로 추정되는 유구의 분포 지점을 바탕으로 4호 고분의 봉분 범위는 

직경 약 16m에 달할 것이라 추정된다. 

  주구부를 중심으로 약 5m 떨어진 지점에 매장주체부로 추정되는 방형의 유구 윤곽선이 확인되었는

데, 확인 길이 385㎝이상, 너비 207㎝, 잔존 깊이 250㎝이상에 해당한다. 조사경계에 일부 걸쳐 확인되

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조사범위 내 유구 내부에 대한 조사 결과, 현 지표하 

2.5m 지점에서 장방형의 판석형 할석으로 추정되는 개석이 노출되어 석실구조의 고분으로 추정된다. 그

리고 개석 상부로는 점질토와 모래를 켜켜히 쌓아 석실 상부를 충전하였다. 무덤의 장축은 서쪽으로 약 

30° 가량 치우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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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4호 고분 조사 중 전경 사진 38. 4호 고분 주구 내부 층위

사진 39.96호 고분 매장주체부 전경 40. 4호 고분 매장주체부 내 추정 개석 노출 상태

사진 43. 4호 고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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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의 내용

▶ 발굴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부여 능안골 고분군에 대한 3차 발굴조사 결과, 백제 사비기 고분 4기 확인.

-. 1호 고분은 전체 굴광 길이 12.7m, 깊이 4m 이상에 달하는 대형고분에 해당하나, 매장행위가 이뤄지

고 난 이후 석재 반출이 이루어져 정확한 구조나 규모 파악이 어려움.

-. 2호 고분은 현실 단면 육각형의 횡혈식 석실에 해당하며, 장축방향이 정남북방향에 가까운 1호와 3

호와 달리 약 54°가량 서쪽을 향하고 있음.

-. 3호 고분은 능안골 고분군의 석실 중 가장 소형에 해당하며 단면 사각형의 횡구식 석곽구조임. 치석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화형 장식의 관고리 2점이 출토되어 비교적 높은 위계를 보이는 무덤으로 판단

됨. 

-. 4호 고분은 능안골 고분군에 대한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구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구부 

내에는 소할석렬을 조성함으로서 치수 뿐만 아니라 무덤 표지로서의 기능을 겸했던 것으로 판단됨. 주

구로부터 약 5m 떨어진 지점에 석실로 추정되는 방형의 유구윤곽선과 개석 일부 노출됨. 

 

▶ 추후 지속적인 조사방향 설정

▶ 조사 후 유구 보호조치 및 정비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