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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공주 교촌리 백제전축분 탐색을 위한 발굴조사

2. 유적위치: 충남 공주시 웅진동 67-2임·교동 212임(①지점)

공주시 교동 252-1번지(②지점) 일원

3. 조사범위: 1차 시굴조사: 14,000㎡(약 4,300여평)

2차 변경후 발굴조사: (①지점: 500㎡, (②지점: 100㎡)

4. 조사기간: 2017년 08월 30일 ~ 2018년 06월 14일(실조사일수 25일)

5. 허가번호: 문화재청 허가 제2017-1522호(2017.11.23. 변경허가 2018.02.28.)

6. 조사기관: 공주대학교박물관

7. 조사의뢰기관: 공주시

8. 유적내용:

백제시대- ①지점: 백제시대 석축유구, ②지점: 전축묘 1기

*석축유구는 일제강점기 2호로 보고된 것이며, 전축묘는 일제강점

기 3호로 보고된 것으로 판단됨.

통일신라시대- 화장묘(장골용기) 1기, (시굴조사 당시 4기 확인됨)

9. 조사단구성:

조 사 단 장: 양종국(공주대학교박물관장)

책임조사원 : 이현숙(공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안지혜(공주대학교박물관 학예사)

준 조 사 원: 류미나(공주대학교박물관 학예사)

보  조  원 : 오세인(공주대학교박물관 연구원)

Ⅱ. 조사경과

본 조사는 공주시 교동일대에 교촌리고분군으로 알려진 백제 전축분의 존재를 구

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발굴조사이다. 백제의 웅진기 도성에서 조사된 전축분은 

송산리고분군 내의 무령왕릉과 6호분, 29호분, 그리고 교촌리 2호와 3호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왔다. 그러나 이후 1971년 송산리고분군 내 무령왕릉의 발굴조사가 이

루어지면서, 교촌리고분군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지 못했으며, 고분의 위치에 대해서

도 구체적으로 알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1939년 발굴조사된 이후 약 80여

년만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위치와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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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리고분군의 존재는 1530년(중종25)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公州牧
條에 “향교의 서쪽에 무덤이 있는데, 백제왕릉이라고 전한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조선시대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향교 서쪽의 무덤군을 

송산리고분군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당시 향교 북쪽의 송산리고분군

과 별도로 서쪽에 있는 교촌리고분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교촌리고분군에 대한 조사내용은 1933년 교촌리 1~5호의 현황을 파악한 

것과,1) 1939년에 이루어진 3호와 6호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조사 내용이 있다.2)

특히 일제강점기에 교촌리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가루베 지온

(輕部慈恩)은 웅진도성 내 나성의 범위확장과 함께 고분의 존재를 검토하였는데, 2

호 전축묘는 인위적인 파괴분으로, 3호 전축분은 미완성된 고분으로 이해하는 연구

가 이루어진 바 있다.3) 그러나 이후 분지상의 지형에 입지하는 백제 웅진성 내에서 

인위적으로 축조된 ‘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적극

적인 증거자료인 전축분의 사례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015년 송산리고분군이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무령왕릉

과 공산성을 비롯하여 백제 웅진도성의 유적현황과 구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이에 교촌리 백제시대 전축분이 조사된 것으로 전하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청 

허가 제2017-1522호(2017. 11. 23.)를 기초로 발굴(시굴)조사를 진행하여 일제강점기

에 조사되어 폐기분으로 보고된 2호 전축분과 미완성분으로 판단한 3호 전축분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발굴(시굴)조사 결과 폐기되었다고 전하는 2호 전축

분의 존재는 공주시 웅진동 67-2임·교동 212임(①지점) 일원의 교촌봉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지역은 송산리고분군과 공산성, 웅진도성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다. 확인된 유구의 입지는 능선 정상부로 고분이 자리하기 어

려운 입지이며, 확인된 유구의 형상도 대지를 깎아서 단을 세운후 석축한 지상건물

로 추정된다. 입지와 유구의 구조상 의례와 관련된 유구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완성분으로 전하는 3호 전축분은 공주시 교동 252-1번지(②지점)에서 확인되었

는데,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후 다시 복토되었기 때문에 지표상에서 구체적인 

1) 輕部慈恩, 1933, 「公州における百濟古墳(二)」,『考古學雜誌』第二十三卷 第九號, 考古學會.
    본문 내에 교촌리고분군에서 조사된 고분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1호분과 4호분은 6유형(맞배형

식의 석실분), 2호와 3호분은 1유형(전실분), 5호는 4유형(단면 6각형 석실분)으로 정리된다. 발견날
짜는 1, 2, 4호가 소화 2년(1927), 3호는 소화 4년(1929), 5호는 소화 3년(1928)으로 정리되어 있다.

   輕部慈恩, 1971, 『百濟遺蹟の硏究』, 吉川弘文館.
2) 齊藤忠, 1943, 『朝鮮古代文化の硏究』, 地人書館.
3) 輕部慈恩, 1971,『百濟遺蹟の硏究』, 吉川弘文館, 4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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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의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공주 교촌리 백제전축분 탐색을 위한 발

굴(시굴)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당시 보고된 내용과 비교·검토

를 통하여 구체적인 유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도판 1> 발굴(시굴)조사지역과 주변유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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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조사지역 전경(동에서 송산리고분군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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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일제강점기 조사지역 전경(교촌리에서 공산성을 바라보며)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공주시 교촌리 백제시대 전축분에 대한 재발굴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지역은 발

굴(시굴)조사를 통하여 유구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2호 전축분 추정지(①지

점)인 충남 공주시 웅진동 67-2임·교동 212임 일대의 500㎡와 3호 전축분 추정지

(②지점)인 충남 공주시 교동 252-1번지 일원의 100㎡ 범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교촌리고분군으로 전하는 지역은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에 인

접하여 『문화재보호법』제12조에 의거 문화재 관리 1구역과 4구역에 포함되는 곳

이었는데, 최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별보존지역에 포함

되었다. 그러나 유구의 존재가 확인된 지역은 대부분 개인소유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한 문화재 보존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라는 한계

가 있다. 

발굴조사된 유구는 대부분 지표면에서 약 10~20㎝내외의 깊이에서 확인되었는데, 

이는 지표면의 유실로 인하여 대부분 삭평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정밀 

발굴조사를 통하여 교촌리 전축분의 현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대

상지역의 보호관리와 유적의 정비 · 복원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1차 조사는 공주시의 의뢰로, 문화재청 허가 제2017-1522호(2017. 11. 23.)를 받아 

충남 공주시 교동 252-1번지 등 11필지 일원의 약 14,000㎡(약 4,300여평)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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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7년 08월 30일 ~ 2018년 03월 08일(실조사일수 10일)의 일정으로 발굴(시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차로 구체적인 전축분의 존재가 확인된 범위를 중심으

로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를 통하여 현장조사 일수 15일의 일정을 추가하여 발굴조사

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사적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는 송산리고분군 인접지역에 해당하므로 주

변의 유적환경에 영향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하였다. 특히 발굴(시굴)조사 

당시부터 공주시가지 내의 그리드 구획을 통하여 전체 사적의 범위가운데 유적의 존

재를 확인함으로서 백제 왕성복원의 중요한 자료의 축적과 추후 정비복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Ⅲ. 조사내용

1. 일제강점기 교촌리고분군 일대 조사현황

교촌리고분군 내에서 고분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매우 일찍부터이다. 기존에 보고

된 기록에 의하면 1927년 4월에 지표상에서 전축묘 2호4)의 존재를 확인한 바 있고,

1929년 6월에 전축묘 3호를 확인하고 이곳에서 백제식 대형도기 등이 출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5) 1933년 논문에서 보고된 5기의 교촌리고분 가운데 1호와 4호는 맞

배형의 천정구조를 갖춘 석축묘로 확인되며, 5호분은 연도가 없는 단면 6각형의 석

실분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1호분은 1927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금정 제1호분으

로 보고된 것인데, 위치상 형무소 뒷산의 남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교촌봉에서 동북쪽으로 연결된 황새바위 능선 사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공주여자중학교’가 위치한 능선 일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루베 지온이 

확인할 당시도 이미 대부분 도굴된 후 석재가 반출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6)

교촌리고분군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조사 기록은 1939년 발굴조사 내용에서 확인

되었는데, 전축묘 3호와 석실분 6호에 대한 조사 내용이다.7) 그러나 이미 1930년 보

고된 글에서는 문묘(향교) 뒤쪽 산정상부에서 여러 종류의 문양전이 다수가 확인되

었고8) 1929년 6월에 전축묘 3호분에서 백제식 대형도기 등이 출토되었다고9) 기록

4) 본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교촌리고분군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혼동을 피하고자, 일제

강점기 조사기록과 대비하여 확인이 가능한 유구의 개별 명칭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고된 호수를 따라서 정리

하였다.

5) 輕部慈恩, 1933,「公州における百濟古墳(二)」『考古學雜誌』第二十三卷, 第九號, 考古學會, 78~79쪽.

6) 輕部慈恩, 1933, 앞의 논문, 78쪽 표[B].

7) 齊藤忠, 1943,『朝鮮古代文化の硏究』, 知人書館.

   輕部慈恩, 1971,『百濟遺蹟の硏究』, 吉川弘文館, 41~44쪽.



- 8 -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촌리 일대에 전축분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미 알

려져 있는 내용이다.

가루베 지온은 2호로 추정되는 향교봉 뒷산의 정상부에 조사트렌치를 설치하였으

나 구체적인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고 주변에 문양전만 집중되어 있는 점을 기초로 

의도적인 이장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3호분은 배수로와 바닥 床面, 그리고 현실의 

동·서·북벽만 축조되었고, 아치 천정을 조성하기 위해 좌우 양벽이 안쪽으로 조

여지는 부분에는 이르지 못한 미흡한 상태로 공사를 중지하여 방기되어 있었다는 

이른바 미완성설을 제기하였다. 또한 ①내부에 인위적으로 충진한 점토의 성격문제, 

②현실 바닥 상면 전방부가 벽돌 1매 폭으로 한 단 낮은 溝狀部를 이룬 양상 ③구

의 전방 상면에는 6매의 벽돌이 깔려 있어 현실 상면의 10매에 비하여 좌우에 2매

씩 적은 양상을 미완성설의 근거로 삼았다.10)

이후 사이토 다다시(齊滕忠)의 보고에는 고분의 현황은 가루베지온과 유사하나 고

분의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2호분은 자연적으로 황폐해지거나 도굴

로 인해 무너져 벽돌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장자의 유체와 부장품이 모두 

이장되었다는 것도 확증할 수 없기에 인위적으로 폐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

하였다. 

 

<도판 4> 1939년 사이토 다다시의 3호 전축분 발굴조사 현황

8) 輕部慈恩, 1930,「樂浪の影響を受けた百濟の古墳と塼」『考古學雜誌』第二十卷, 第五號, 考古學會, 211~213

쪽.

9) 輕部慈恩, 1933, 앞의 논문, 78쪽.

10) 輕部慈恩, 1971,『百濟遺蹟の硏究』, 吉川弘文館, 4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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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교촌리 3, 6호, 가루베 지온의 교촌리 2호 구축용 전 탁본(1971)



- 10 -

특히 2호분, 3호분 벽돌이 송산리 전축분에 재활용되었다는 가루베의 주장도 반

박하며, 전돌은 동형의 성형틀로 제작되어 여러 경로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

기에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왕릉급 고분의 신성한 관대에 미완성분의 폐

품이 전용되었다는 것에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송산리 5호분 폐쇄전

에 석회가 부착되어 있는 것 역시 재활용 벽돌의 증거라기보다는 추가장의 정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3호 전축분과 6호 석실분의 관계도, 3호분의 배총이라기보

다는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고분으로 보았다. 즉 3호분의 배수로가 있다는 사실이 

잊혀질 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6호분이 축조되었다고 보았다.11)

이와같은 일제강점기 교촌리고분군 일대의 조사내용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송산리

고분군과는 별개로 현재의 황새바위와 향교 뒤쪽의 능선상에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

었으며, 가루베 지온과 사이토 다다시 모두 2호와 3호를 모두 전축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고분이 도굴과 석재반출로 인하여 훼손되었으나, 전축분과 

석실묘가 함께 분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다만 이와같은 분포상에서 주

목되는 내용은 보고된 고분 가운데 2호와 3호로 보고된 전축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비기에 조영된 고분형식으로 판단된다. 

2. 조사지역의 지형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공주시 교동에 해당하는데, 주변으로는 북쪽의 금성동 서

쪽의 웅진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교촌리라는 지명은 일찍부터 ‘공주향교’가 자리

하면서 유래한 것으로, 고분군이 입지한 산도 교촌봉, 혹은 향교산이라 부른다. 현

재 이 교촌봉은 해발 95m내외의 선상부를 기준으로 남서쪽의 해발 90m봉우리와 

연결되어 북동-남서방향으로 연결된 구릉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형상 ‘교촌봉’ 정

상에서 북서쪽으로는 황새바위로 불리는 능선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송산리고분

군의 지맥에 연결되는 형상이다.

현재 교촌봉의 북동쪽에는 교동과 웅진동을 연결하는 고개마루가 있어, 언제부터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찍부터 공주시가지와 곰나루를 연결하는 교통로로 이용되었

다. 그리고 조사지역의 남쪽 전방으로는 교촌봉과 공주시가지 진산에 해당하는 봉

황산을 연결하는 지역을 넘어가는 ‘하고개’가 있다. 이 지역은 최근에 공주시가지와 

웅진동을 연결하는 큰 도로가 형성된 곳이다.

조사지역은 해발 95m내외의 교촌봉 선상부와 남서쪽의 해발 90m봉우리가 북동-

11) 齊藤忠, 1943, 『朝鮮古代文化の硏究』, 地人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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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방향으로 연결된 구릉의 남동향사면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북동쪽에 있는 향교 뒤쪽의 ‘교촌봉’정상부와 선상부를 북동-남서방향으로 연결하는 

능선상부와 중앙의 마안형을 이루는 지역의 남향사면 중단부에 해당한다.

①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일제강점기에 2호 적석총으로 보고된 ‘교촌봉’정상부로,

지형상 선상부 중앙의 일부인 10~20m내외만 평탄지형이고, 동쪽과 서쪽사면은 급

경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서쪽사면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공사를 실시하여 지

형의 상당부분이 변형된 상태이며, 동쪽의 급경사면은 9부능선 이하의 지형경사가 

매우 급격할 뿐만 아니라 암반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어 유적이 입지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지형환경이다. 다만 ‘교촌봉’정상부를 중심으로 일정범위는 평탄지를 이루고 

있으며, 공주 시가지를 바라보는 동쪽사면부는 상단에 단부를 형성하고 있다.

②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향교 뒤쪽의 ‘교촌봉’정상부와 선상부를 북동-남서방향으

로 연결하는 능선상부와 중앙의 마안형을 이루는 곳으로, 남향사면 중단부에 해당

한다. 일찍부터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이 이루어진 곳으로, 일제강점기 발굴조사 당

시도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당시에는 지형구분없이 전체

가 동일한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현재는 지번별로 구분되어 단차

를 이루는 계단식의 경작지로 개간되어 있는 점이 큰 차이다. 따라서 발굴(시굴)조

사 당시 3호분 앞쪽의 6호분으로 보고된 고분은 계단식의 경작지 개간과정에서 훼

손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다행히 성토층이 두텁게 남아있어서 이번 발굴조사

과정에서 6호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3. 조사내용

발굴조사는 1차의 발굴(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교촌봉’상단의 2호 전축분

으로 보고된 석축시설과 3호 전축분으로 보고된 전축분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발굴(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윤곽을 중심으로 전체 유구의 평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백제시대 석축 단시설 1기12)와 통일신라

시대 화장묘(장골용기) 1기, 전축분 1기13) 석실묘 1기가14) 확인되었다.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12) 일제강점기 조사에서 2호 전축분으로 보고된 것이다.

13) 일제강점기 3호로 알려진 전축분이다.
14) 일제강점기 6호 석실묘로 알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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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발굴(시굴)조사 현황도

<표 1> 공주 교촌리 백제 전축분 탐색을 위한 발굴조사 결과

①지역

규모(cm)

장축 비고

동서 길이 남북 너비 높이(잔존)

석단 시설 820 700 25~30
N-12

°-E

외곽에 추후 

통일신라 

화장묘중복

②지역
묘광 규모(㎝) 묘실 규모 (cm)

장축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높이

전축분 

(3호분)
610 310 200

340

바닥전-300
190

160

(서벽)

N-5

°-W

표고 약 76m

미완성 천정부

석실묘

(6호분)
237 127 80~115 맞배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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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石築 壇施設 (①지역)

석축 단시설은 해발 95m의 ‘교촌봉’정상부에서 조사되었다. 이 지역은 북쪽에 

위치한 송산리고분군(해발 86.5m)의 정상부 능선보다 약 9m정도 높은 지역으로, 송

산리고분군을 비롯하여 북동쪽의 공산성과 남동쪽의 공주시가지가 모두 조망되는 

지역이다. 입지상 주변의 경관을 모두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북쪽으로

는 능선을 따라서 송산리고분군과 지형상 연결되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 유구는 일제강점기 2호분으로 보고된 바 있다. 당시 가루베 지온의 글에 의하

면 1927년 4월에 이미 고분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며15), 1930년에는 다양한 문양전을 

중심으로 육조식의 백제전으로 이해하고 있다.16) 이후 향교봉 뒷산의 정상부에 조

사트렌치를 설치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고 주변에 문양전만 집중

되어 있는 점을 기초로 의도적인 이장설을 제기하였다.17) 당시 연화문전이 노출된 

유구는 상반정초등학교의 원형 우물지와 6호 전축분 폐쇄전, 5호 석실묘 내부 사용

전, 곰나루와 공산성 일대에서 수습된 문양전에 주목하여, 주변유적으로 전이 재사

용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사이토 다다시(齊滕忠)의 보고에서 2호분은 자연적으로 황폐

해지거나 도굴로 인해 무너져 벽돌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장자의 유체와 

부장품이 모두 이장되었다는 것도 확증할 수 없기에 인위적으로 폐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2호분, 3호분 벽돌이 송산리 전축분에 재활용되었다는 

가루베의 주장도 반박하며, 전돌은 동형의 성형틀로 제작되어 여러 경로로 제공되

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왕릉급 고분의 신성한 관

대에 미완성분의 폐품이 전용되었다는 것에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2호를 

전축분으로 보는 것에는 이해를 함께하고 있다.

조사단은 교촌봉 정상부에서 조사된 유구는 고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입

지상 고분군이 자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굴조사를 통하여 석축의 단시설

을 확인하였다.

유구의 평면은 동서방향이 약간 긴 방형의 구조이다. 규모는 동서길이 840, 남북 

너비 730, 석단의 높이 20~30㎝이다. 선상부에 입지하는 관계로 주변지역으로 지표

면이 상당부분 유실되어 있으나, 상단부를 의도적으로 절토하여 방단을 설치하기 

15) 輕部慈恩, 1933, 앞의 논문, 78쪽.

16) 輕部慈恩, 1930, 앞의 논문, 211~213쪽.

17)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지표면에 문양전이 무수히 산포되어 있어 트렌치조사를 진행한 가루베 지온도 확인하

였던 내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하는 선상부의 지표면에 다수의 문양전이 존

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전을 이용한 시설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가루베 지온은 2호 전축

분의 폐기 후 문양전의 재활용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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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앞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가지를 바라보는 동쪽은 다시 계

단식으로 지형단을 절토하였으며, 능선 아래쪽에서 진입부로 추정되는 남쪽 부분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석단은 능선상부의 생토면을 ‘ㄴ’자상으로 절토한 후 바깥쪽에 쌓은 것으로, 대부

분 1~2단정도가 확인되었다. 자연할석을 치석하여 이용하였는데, 상면의 시설은 전

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지표면의 훼손과 후대의 인위적인 훼손흔적이 확인된다.

특히 통일신라시대에는 석축 단시설 남동사면부에 대단위의 화장묘(장골용기)가 들

어서면서 중복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석단은 25~30㎝내외의 높이로 1~2단정도가 남아있는데, 잔존상태는 매우 불량하

다. 다만 주변에서 다수의 문양전돌이 불규칙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상면의 바

닥에 깔았던 전돌이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축 단시설의 주변에 주공이 전혀 

없으며, 기와편도 수습되지 않는다. 즉 일부 훼손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석축 

단시설 상면에 지붕의 구조를 갖춘 유구의 존재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7> 교촌봉 정상 석축 단시설과 주변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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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능선 상단부를 정지하여 방형의 단을 만들고, 외곽을 ‘ㄴ’자상으로 절토하여 

석축을 한 후, 상면에 전을 깔아서 마무리한 시설일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

러한 유구의 형상은 동서사면이 급경사를 이루고 상단의 일부만 평탄면을 이루는 

점, 그리고 유구가 확인된 곳의 입지환경과 함께 검토할 경우 일반적인 거주와 관

련된 시설보다는 의례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단시설이 북쪽에 위치한 송산리고분군 내 1~4호분 상단의 D지구 방단적석유구와 

5~6호분 하단의 A지구 적석유구가 있다. 이들 유구는 왕릉묘역 내 의례관련 시설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성격 검토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출토유물은 연화문전과 연화문+사격자문전 등으로 다양하다. 일제강점기 가루베 

지온이 지표상에서 수습한 전돌도 대부분 문양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조사

하여 2호 전축분으로 보고한 유구는 전돌을 상면에 깔아서 시설한 석축 단시설로 

확인된다. 따라서 백제 웅진기 왕성과 왕릉, 그리고 왕도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교촌봉’ 정상부에 시설된 석축 단시설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 의례공간 등의 가

능성을 추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축분과 석실분 (②지역)

②지역에서 조사된 전축분과 석실분은 일제강점기 사이토 다다시와 가루베 지온

에 의해서 발굴조사된 3호 전축분과 6호 석실분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분의 규모와 

평면구조상의 장축을 도면상에서 비교한 것으로, 구체적인 유구의 입지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3호 전축분은 동북쪽의‘교촌봉’과 연결되는 능선의 마안형을 이루는 해발 76m 

내외의 남향사면 중단부에서 조사되었다. 등고선방향과 직교하게 묘광을 굴광하였

으며, 묘광은 남쪽 하단의 입구부가 돌출된 세장방형이다. 장축은 북을 기준으로 

5。편서하였으며, 능선의 아래쪽으로 배수로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묘광의 규모는 

남북길이 610㎝ 동서 너비 310㎝ 깊이 200㎝이며, 묘실의 규모는 남북 길이 340㎝ 

동서 너비 190㎝ 잔존 깊이 160㎝이다. 묘광과 묘실의 규모를 비교할 경우 전축된 

벽면과 묘광사이의 간격은 벽돌의 규모를 고려하면 넓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전혀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발굴조사 전에 대형토기

가 확인되었다고 전하나 구체적으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조사 이

후 매몰과정에서 북쪽 단벽과 서쪽 장벽을 구성한 전돌이 내부로 함몰되듯이 붕괴

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습된 전돌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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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8> 백제시대 전축분 조사 전경과 토층 (3호 전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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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백제시대 전축분 조사 전경과 토층 (3호 전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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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호 전축분 축조에 사용된 전돌 제원표

1939년 정밀 발굴조사 이후 가루베 지온의 연구에서는 3호분은 배수로와 바닥 床
面, 그리고 현실의 동·서·북벽만 축조되었고, 아치 천정을 조성하기 위해 좌우 양

벽이 안쪽으로 조여지는 부분에는 이르지 못한 미흡한 상태로 공사를 중지하여 방

기되어 있었다는 이른바 미완성설을 제기하였다. 또한 ①내부에 인위적으로 충진한 

점토의 성격문제, ②현실 바닥 상면 전방부가 벽돌 1매 폭으로 한 단 낮은 溝狀部
를 이룬 양상 ③구의 전방 상면에는 6매의 벽돌이 깔려 있어 현실 상면의 10매에 

비하여 좌우에 2매씩 적은 양상을 미완성설의 근거로 삼았다.18) 그러나 함께 조사

한 사이토 다다시는 후에 3호와 6호분은 축조상의 시간차이가 있는 고분으로 이해

하였다. 즉 3호분의 배수로가 있다는 사실이 잊혀질 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히 

6호분이 축조되었다고 보았다.19)

고분은 먼저 장방형의 묘광을 깊게 파고, 바닥에 북쪽 단벽에서부터 배수로를 약

간 사선방향으로 파서 남쪽 전방부까지 전돌을 이용하여 암거형으로 구축하였다. 

바닥은 배수로 위에 붉은 점토를 깔아 수평을 맞춘 후 평적법으로 2단에 걸쳐 쌓았

는데, 한면은 종횡으로, 상면은 종열로 평평하게 깔았다. 벽면은 점토를 이용하여 

보강하였으며 체축법은 장방형전을 매 단마다 종횡으로 교차하여 쌓았다. 횡방향으

로 쌓은 장방형전의 뒤쪽은 붉은 점토를 덧대어 보강하였는데, 이 점토가 상면의 

하중을 완충시켜주고 안쪽으로 벽면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전 가운데 방형의 전이 주목된다. 이 전은 한쪽 단면이 제형을 이루고 있

18) 輕部慈恩, 1971,『百濟遺蹟の硏究』, 吉川弘文館, 41~44쪽.

19) 齊藤忠, 1943, 『朝鮮古代文化の硏究』, 地人書館.

번호 형태
제원

비고
길이 너비 두께

1

방형

18 17.1 2.7~3.9 측면제형

2 17.8 16.9 2.9~4.0 측면제형

3 18 18 3.4~4.2 측면제형

4 18,4 17.5 3.2 측면방형

5 18.4 17.7 2.6~3.8 측면제형

6 18.4 17.5 2.9~4.0 측면제형

7

장방형

36.5 19.8 3.3 -

8 36.6 18.2 3.3 -

9 36.2 19.3 3.3 -

10 36.3 19.3
2.7~3.7

(좌우두께)
두께 차이

11 36.7 19.1 3.6 -

12 34.8 18.5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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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수직의 벽체축조 보다는 25열 이상 상단의 천정부를 가구하는데 사용된 전으

로 판단된다. 대부분 내부에 붕괴된 퇴적층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쪽 단벽에서는 약 

28열 이상의 부분에서 방형의 제형전이 확인된다.

배수로는 묘광의 북쪽 단부에서 시작하여 비스듬이 남서쪽으로 기울어지는 형상

인데, 약 60㎝내외의 방형 구를 파고 그 안에 전을 5단 쌓은 후, 상면에 장방형전을 

2단으로 쌓아서 마무리하였다. 전의 상면에는 마사토와 붉은 점토를 5㎝두께로 다

지듯이 덮은 후에 바닥면의 전돌을 2단으로 깔았다. 배수로 상면에 점토를 덮은 후 

그 위에 1㎝내외 두께의 탄재흔이 확인되는데, 배수로시설의 표식으로 판단된다. 배

수로의 남쪽하단부에서 이 탄재흔을 굴광하여 조성된 6호 석실묘의 북쪽 단벽이 확

인되었다. 배수로는 6호 석실묘의 북서쪽 모서리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듯이 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도판 10> 백제시대 전축분 조사 전경과 토층 (3호 전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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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조사당시 입구쪽으로 치우친 동서장벽에는 바닥에서 21열에 해당하는 약 

78㎝높이에서 가창이 없는 너비 17㎝내외의 방형 벽감이 각각 1개씩 확인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묘실 전방부의 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이다. 바닥은 장방형의 

전을 종방향으로 7열을 깔아서 약 310㎝너비를 평평하게 구축한 후 1단 낮게 溝狀
의 단을 이루었으며, 그 앞쪽으로 다시 한단을 높여서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정

리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사당시 좌우의 전돌이 없어서 미완성으로 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동서 양쪽 장벽의 끝부분을 마무리하듯이 쌓아서 묘전부를 

성형한 듯한 모습인데, 정작 묘실 입구부에 대한 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목

개와 같은 시설의 존재가능성을 살필 수 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다.

조사된 3호분의 구조를 정리하면, 장방형 단실의 묘실에 중앙 연도가 있는 전실

분으로 천정과 전벽 그리고 연도가 대부분 파괴 또는 유실되었다. 묘실과 연도의 

하부에는 남쪽으로 빠진 전축배수로를 갖추었고 천장은 무너져 남아있지 않은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가루베 지온의 보고문에는 천정부를 구축한 흔적이 있

다.20) 전체 형태상 이 부분은 고분군 뒤쪽에서 찍은 사진에 해당하는데, 북벽의 상

면은 횡적을 하고, 동서의 장벽은 터널형태로 오므려서 천정부를 성형한 것으로 이

해된다. 따라서 3호 전축분의 천정부는 무령왕릉·6호 전축분과 같은 터널형의 구

조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판 11> 일제강점기 조사된 교촌리 3호분 미완성 천정부(경부자은)

20) 輕部慈恩, 1971,『百濟遺蹟の硏究』,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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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석실분은 3호 전축분 남쪽 배수로를 따라서 약 500㎝정도 떨어진 남쪽 전방

부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범위의 남쪽 전방부가 계단식의 단을 이루고 있어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상단부의 경작지에 제한하였는데, 조사범위의 경계부

에 넣은 조사피트에서 3호 전축분 배수로 상면에 축조된 6호 석실분의 북벽이 확인

되었다. 피트상에서 확인되어 구체적인 구조를 알기 어렵지만, 맞배형의 천정을 갖

춘 판석조의 석실분임을 알 수 있다. 천정부와 북벽사이의 공간은 회색점토를 이용

하여 밀폐하였으며, 그 상면에는 기와를 덮어서 보강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사당시 

남북 길이 237㎝ 동서 너비 127㎝ 깊이 80~115㎝로 보고되어 있다. 층위상 3호 전

축분 배수로 상면의 탄재층을 자르면서 굴광한 묘광이 확인되어, 3호 전축분 축조 

이후의 사비기에 중복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범위 바깥쪽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계단식의 경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추가 조사확장은 

할 수 없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유적의 보존조치와 더불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12> 피트상에서 확인된 6호석실묘 북단벽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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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성과

본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굴조사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후 80여년

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인 고분의 위치와 유구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교촌리 전축

분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조사는 1차로 약 14,000㎡의 면적에 대한 발굴(시굴)조사

를 통하여 유구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후 유구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2호 

전축분 추정지(①지점)인 충남 공주시 웅진동 67-2임·교동 212임 일대의 500㎡와 3

호 전축분 추정지(②지점)인 충남 공주시 교동 252-1번지 일원의 100㎡ 범위를 대상

으로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를 기초로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일제강점기 2호 전축분이 조사된 것으로 보고된(①지점) ‘교촌봉

(해발 95.6m)’정상부에서는 방형의 석축 단시설이 확인되었다. 선상부를 평탄하게 

정지하고 외곽에 ‘ㄴ’자상으로 절토한 후 석축한 후, 상면에 전돌을 깔아서 마무

리한 것으로, 훼손으로 인하여 지상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다만 주혈이

나 주변에서 기와편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붕시설이 있는 

건축물 보다는 석축으로 단을 쌓은 지상구조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웅진왕

도가 전체적으로 조망되는 입지와 선상부를 제외한 주변사면부가 급경사를 이루어 

접근성이 제한되는 점, 그리고 송산리고분군보다 높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점 등

을 기초할 때 국가의례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호 전축분이 조사된 것으로 보고된(②지점) 지역은 교동 252-1번지 일대의 경작

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3호 전축분은 장방형 단실의 묘실에 중앙 연도가 있

는 전실분으로 천정과 전벽 그리고 연도가 대부분 파괴 또는 유실되었다. 묘실과 

연도의 하부에는 남쪽으로 빠진 전축배수로를 갖추었고 천장은 무너져 남아있지 않

은데, 가루베지온의 보고문에서 천정부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사진이 확인된다.21)  

즉 북벽의 상면은 횡적을 하고, 동서의 장벽은 터널형태로 오므려서 천정부를 성형

한 것으로, 무령왕릉·6호 전축분과 같은 터널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호 석실분은 3호 전축분 남쪽 배수로를 따라서 약 500㎝정도 떨어진 남쪽 전방

부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범위의 남쪽 전방부가 계단식의 단을 이루고 있어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상단부의 경작지에 제한하였는데, 조사범위의 경계부

에 넣은 조사피트에서 3호 전축분 배수로 상면에 축조된 6호 석실분의 북벽이 확인

되었다. 층위상 3호 전축분 배수로 상면의 탄재층을 자르면서 굴광한 묘광이 확인

되어, 3호 전축분 축조 이후의 사비기에 중복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는 1939년 일본인에 의해서 발굴조사된 고분중에 전축분이라는 특수한 

21) 輕部慈恩, 1971,『百濟遺蹟の硏究』,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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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고분을 80년만에 재조사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당시의 연구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2기의 전축분이라고 보고되었지만, 3호로 보고된 1기만 전축분이

고, 나머지 2호 전축분으로 보고된 시설은 ‘교촌봉’상단의 국가의례관련 시설일 가

능성을 살필 수 있는 석축 단시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호 전축분

도 천정부와 남쪽 벽면이 축조되지 않은 미완성분으로 보고되었으나, 가루베지온의 

사진과 조사내용을 기초로 터널식의 천정구조를 구축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축조방법도 모두 장방형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장방형전과 방형전을 이용

하여 축조의 안전성을 도모하였음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백제의 전축분은 그 사례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송산리고분군 내 무령

왕릉과 6호 전축분이 있다. 다행히 교촌리 3호분에 대한 재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 

전축분의 새로운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며, 방형의 석축 단시설을 통

한 국가의례시설의 존재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무령왕릉 축조를 위한 

미완성분인지, 아니면 백제 웅진기 중국적 예제의 도입과 함께 수용된 전축분의 새

로운 유형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성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회의내용

1. 유적의 성격

2. 유적의 향후 처리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