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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고도는 일반적인 역사문화도시와는 달리 과거 왕조의 정치 · 문화적 중심지 기능을 했던
곳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역사적 정체성과 상징성이 투영되어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고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고유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다행히
근래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역
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 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고도지역은 그 역사적 실체가 땅 밑에 있어 확인되지 않거나 훼손되
어 고도의 역사적 골격이 분명하지 않은 곳이 많다. 다행히 公州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무령
왕릉과 공산성이 있는데, 이 유적은 공주시의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武
寧王陵은 구체적인 피장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백제 25대 무령왕의 무덤이고, 公山城은 백
제가 웅진에 도읍할 당시의 왕성인 웅진성으로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2011년에 진행된 공산성 성안마을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645년(의자왕 5년)을 가
리키는 ‘정관 19년명貞觀 十九年銘’이 있는 화려한 옻칠 갑옷과 마갑, 규도도 등을 비롯하여 다
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의 선진적인 공예기술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공주시에서는 고도보존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에 잔존하는 유적을 중심으로 하여 신의 영역
· 왕의 영역 · 통치영역 · 매개영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신의 영역은 무령왕릉과 정지산,
고마나루를 중심으로 고도의 신성성을 부각시키는 공간으로 하며, 왕의 영역은 공산성을 중심
으로 한 지역이며, 통치 영역은 대통사지를 중심으로 한 공주시가지, 그리고 매개 영역은 왕의
영역과 통치영역을 이어주는 제민천 주변지역으로 구획하고 있다1).
이에 본고에서는 공주시 고도보존 사업에서 왕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산성에서 이루
1) 공주시·국토연구원, 2009,『공주 고도보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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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2011년 공산성 성안마을 유적의 발굴성과”2)를 기초로, 공산성의 역사문화환경을 살펴보
고자 한다. 발굴성과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단일 문화재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백제사의 전
개 속에 위치하였던 공산성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통하여 백제고도 공주의 역사성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公山城의 현황
1. 공산성과 관련된 기록
공주와 공산성의 백제시대 이름으로 알려진웅진熊津또는 웅진성熊津城이란 명칭
은 우리의 고대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웅진의 명칭은 백제
의 웅진천도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3). 그리고 이후에 웅진이란 명칭이 자
주 언급되는데,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도읍지로서 지역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江의 이
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웅진이 도읍지로서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앞서 언급한 문주왕 원년의 천도지로서웅
진熊津이 처음 나타난 이후, 삼근왕 2년(478)에는 문주왕대에 반란을 일으킨 해구의 가족
을熊津市에서 처형하였음을, 그리고 동성왕 5년(483)에 왕의 수렵지역으로 기록된 熊
津 北등을 기록하고 있어 웅진이란 명칭이 도읍지를 포함한 일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황은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도 확인된다.
반면에 웅진이 강 이름으로 기록된 경우도 많다. 동성왕 20년(498)의웅진에 다리를
설치하였다는 것(熊津橋), 백제 부흥 운동기에 자주 등장하는熊津口도 강의 이름으로
웅진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웅진이란 명칭은 특
정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과 더불어 강 이름으로 병행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熊津城이란 명칭은 지명과 강명을 의미하는 웅진보다는 늦게 등장한다. 이 명
칭이 사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삼국사기』백제본기의 성왕 4년(526)에 성곽의 수즙과
관련하여 보인다. 물론 『翰苑』과 같은 중국기록에 치소인 도성 혹은 固痲城으로 적고 있
으며, 이밖의 기록에는 백제 五方城의 하나로 자주 언급되기는 한다. 그러나 중국사서의 웅
진성은 아무래도 백제의 오방제 실시 이후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삼국사기』 성왕대의 기록이 처음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기록도 修葺한 사
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 자체의 존재는 적어도 그 이전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주나 공산성이란 현재의 지명은 고려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
웅진 혹은 웅진성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의 공산성이 백제의 웅진성인
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조선중기의 지리서인 『新增東國輿地勝覽』은 공산성이
백제시대의 웅진성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즉 공산성은 주의 북 2리에 있고 백제시대
의 고성이었으며, 신라시대의 김헌창이 웅거하던 곳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록에
지목된 백제 古城을 웅진성이라고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적은 것은 아니며 기록 자체에도 이
2) ① 공주대학교박물관, 2011,『제4차 공산성 성안마을 발굴조사약보고서』.
② 이남석, 2012,「공산성 성안마을 발굴조사 성과」, 한국고대학회 발표자료집.
3) 『三國史記』百濟本紀 4, <文周王>(475년) 冬十月, 移都於<熊津>.

- 72 -

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는 형편이지만, 신라의 김헌창이 웅천주에서 난을 일으켰고, 그가
웅진성에 웅거하였음을 『삼국사기』등의 여타 기록에도 전하고 있어, 공산성을 웅진성으로
비정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결국 백제의 웅진, 웅진성은 현재의 공주나 공산성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유적이 언제부터 조영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웅진성의 초축 시기에 대하여 백제의 천도 후에
축성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동성왕기에 웅진성에 대한 축성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남천
자체가 고구려의 남침에 원인이 있는데 전혀 방어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기
는 어렵다는 이유로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이미 축성되었을 것이란 추정이 있었
다. 반면에 백제의 웅진천도가 단순한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더불어 熊津地
域 백제유적의 잔존형상을 참고하면, 남천과 더불어 혹은 남천 과정에서 축조되었을 가능성
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웅진과 웅진성은 이미 백제시대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웅진이란 명칭은 지명 혹은 강명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웅진성
이란 명칭의 출현이 성곽 보수와 관련하여 성왕 4년에 나타나지만4), 적어도 백제의 남천이
전 혹은 남천 즈음에 축성된 하나의 산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公山城은 백제시대에 사용된 웅진성이란 이름 이외에 후대에는 더욱더 다양한 형태
로 불렸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함락되면서 일시적으로 熊津府城이란 명칭도 확
인된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신라는 백제고지를 무진주․ 웅천주․ 한산주로 분할
하는데, 이 과정에 일시적으로熊川城으로 불리지만 여전히 웅진성이란 명칭도 병행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고려 태조 23년(940)의 지명개정에서 公州山城혹은公山城으로 불
리면서, 웅주 혹은 웅천이란 지명이 公州로 개명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명칭은 조선중기까
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世宗實錄地理志』(1424~1454)에公山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조선중기 인조 2년(1624)에 이괄의 난을 당한 王이 이곳으로 피난 오고, 이때雙樹山
城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데, 이후의 각종 지리지나 사서에 쌍수산성이 공식 명칭으로 등
재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성은 백제의 웅진천도 이
후 조선시대 지방행정의 중심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역사적인 공간으로 기능하였던 곳이
다.

2. 조사현황
공산성은 사적 12호(1963. 01. 21)로 지정된 백제시대의 웅진성이다. 성곽의 전체 길이는
2,660m이며, 이 가운데 1,770m는 석성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토성이다. 현재 남겨진 성곽
은 그것이 석성이든 토성이든 간에 모두 조선시대 수축된 것으로, 반복적인 개축과 보축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토성 중에서 동쪽 구역의 내·외성으로 구분된 지역에서
외성부분으로 구분되는 구간과 공북루 서쪽의 성벽 내축에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석축 흔적
이 백제시대의 것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잔존상은 공산성이 백제시대에 토성과 석축의 흔적이 함께 남아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공산성은 이러한 사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관심과 조

4) 『三國史記』百濟本紀 4, <聖王>, 四年(526년) 冬十月, 修葺<熊津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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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공산성 전경
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공산성 내부의 건축물에 대한 발굴조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공산성에 대한 유적조사는 이미 일제시대 초기부터 있어 왔는데, 이는 공산성을 백제의
왕성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는 1980
년대에 이르러 이루어진다. 즉 1980년에 臨流閣址를 비롯한 장대지, 만아루지가 조사되고,
북쪽 금강변 영은사 앞에서 지당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백제유적은 임류각지가 유일한 것이
나 그 존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어 1982년에 영은사 앞 지역
의 지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이것이 백제시대의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반향이 있
었지만, 이는 조선시대의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었다. 때문에 1983년과 1984년의 조사에서는
백제의 지당을 확인하고자 영은사 앞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조사결
과 지당보다는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출토된 유적과 조선시대의 암문지 및 수구만이 확인되
었을 뿐이다.
이후의 조사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성내의 지형 중에 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는 지형을 망라하면서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대상이 1985~1986년에
실시된 쌍수정 앞 광장이다. 일제시대 기마병 훈련장으로 활용되면서 일차적인 정지가 이루
어진 이후, 운동장으로도 사용되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발굴조사를 통해서 백제시대의 굴
립주 건물지를 비롯한 연못과 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 조사를 통하여 백제의 웅
진 도읍기 왕궁이 성내에 있다는 논거가 마련되고, 나아가 백제 웅진성으로서 공산성의 구
체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7년에는 성안마을 지역의 일부를 조사하면서 조선시대의 중군영지와 연못이 조사
되었으나, 당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는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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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공산성 내 유구분포도
1988년에는 동쪽의 토성지에 대한 조사를, 1989년에는 쌍수정 광장 북쪽 사면에서 백제시대
의 건물지와 통일신라시대 건물지가 발굴조사 되었다. 이후 1990년에는 서문지 부근에서 백
제시대의 건물지를 비롯하여 북변에서 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었으며, 1993년에 영은사 앞 지
역에서 백제시대 연못유적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속적인 발굴조사에도 불구하고, 성 내부에서 조사되는 건물지의 형상
이 잘 남아있지 않아 공산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산성 내에서 가장 넓은 평탄지를 이루고 있는 성안마을 부지는 일제시대 이래 마을이 들어
서 있는 관계로, 지속적인 지형변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
한 곳이었다. 다행히 2004년 공주시에서 진행한 성안마을부지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백제시
대 문화층이 5~6m이상의 깊이에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서울의 풍납토성(風納土
城) 내 백제유적이 4~5m깊이에서 확인된 것과도 유사한 모습이다. 따라서 공산성 성안마을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2008~2010년에 이르기까지 19세기경까지 잔존되었던 중군영 관련시
설을 비롯한 조선시대 문화층에 대한 조사 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처음으로 백제시대 문
화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백제시대 왕궁부속시설로 추정할 수 있는 대규모의 건물지군
을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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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1년 공산성 성안마을 백제유적
1. 遺構內容

<사진 2> 성안마을 내 유적 발굴조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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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성안마을은 해발 110m 높이의 公山 정상부에서 북서쪽으로
흘러내린 골짜기와 금서루 부근의 골짜기가 북동쪽으로 흘러내리듯이 합류하는 곳으로, 약

<도면 2> 성안마을 내 유적 발굴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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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의 범위에 약 2만㎡정도의 가용면적을 추정할 수 있는 넓은 평탄지대를 이루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은 백제의 웅진천도 직후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혈주
거지, 굴립주 건물지와, 다음 단계의 것으로 성토대지와 축대, 그리고 그 위에 마련한 기단
건물지와 집수지, 저수시설, 계단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들 백제시대의 유구 상면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문화층이 확인되는데, 이들 유구는 지표면에서 낮게는 4m, 깊게는 6~7m정
도의 깊이에 남아있다. 조사지역이 원래 계곡부를 포함한 저지대인 점을 감안 할 때, 유적형성
당시 지반 침하에 대비한 치밀한 지반정지작업과 대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이 상당히 대규모
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구는 축조과정에 따라서 웅진천도 직후부터 사비 도읍기~통일신
라기에 이르는Ⅰ~Ⅲ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직후의 Ⅰ단계 백제
시대 문화층과 동서방향의 축대를 기준으로 남북방향의 배수로가 시설되는 등 계획적인 대지
조성작업을 한 후 조영한 Ⅱ단계의 웅진~사비도읍기 백제시대 문화층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위에 형성된 Ⅲ단계의 문화층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백제시대의 건물지를 훼손하면서 남
겨진 와적층과 기와를 사용하지 않은 지상 건물지도 확인되어 시대별 변화상도 비교적 선명
하게 남겨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단계로 분류되는 유적은 백제의 웅진천도 직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竪穴
住居址와 掘立柱 建物址로 구분할 수 있다. 수혈주거지는 남쪽 사면부에서 1기가 있는데 성
격미상의 방형 수혈과 중복된 상황으로 내부에서 수습되는 유물이 없어 정확한 성격 판단이
어렵기도 하다. 다만 잔존형상으로 미루어 굴립주 건물지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조성되면
서 이 건물지는 폐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굴립주 건물지는 북향의 경사면을 평탄하게 깎아내어 정지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현재의
범위에서 4동이 확인되나, 상층의 성토대지를 고려하면 전체지역에 조밀하게 들이차 있을

<사진 3> 굴립주 건물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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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성안마을 내 축대와 배수로

<사진 5> 석축기단 건물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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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즉 성안마을 내 전체 범위는 웅진천도와 더불어 일정한 시설이 전체에 마
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굴립주 건물지는 벽이 들어갈 곳에 溝를 굴착하거나 기둥
을 촘촘히 세워 내부에 기둥 없이도 벽체의 힘만으로 건물이 지탱하도록 만든 단층의 壁柱
式 건물이다. 공산성 추정왕궁지나 서문지 후면의 유적, 정지산 유적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웅진도읍기 주요 건물의 축조양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굴립주 건물지의 평면은
방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1호가 24㎡, 2호 16㎡, 3호 14.8㎡, 4호 15(?)㎡로 계측
된다. 이 가운데 1호 건물지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안정된 건물배치를 보이는데, 조사된 범
위에서는 중심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2호에서 구들시설이 확인되고, 1호
에서 출입시설과 함께 내부에 저장시설로 보이는 대형호가 남아 있었다. 이들 굴립주 건물
들은 생토면을 깎아서 기단을 조성한 것인데, 이러한 削土 기단은 이후에 盛土하여 기단을
마련한 2차 건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사를 통하여 석축기단시설을
한 성토대지의 하단에 굴립주 건물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Ⅱ단계에 조성된 유구는 기존의 굴립주 건물지군에서 대지를 넓게 확장하여 축조하였다.
건물지는 동서방향으로 길게 축석하여 축대를 마련하여 대지를 조성하고 시설한 것으로, 굴
립주 건물지 위에 중복하여 성토 기단을 조성한 것이다. 즉 남에서 북으로 경사진 지형에
축대를 쌓고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것으로, 기단 건물지와 더불어 주변에 배수로와 저수
시설 등이 있다.
건물지의 구획은 동서방향으로 시설된 축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우선 남쪽 고지대
에서 북쪽의 금강변 저지대로 흘러내린 지형을 정지하여 평탄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이다. 그리고 지형의 경사방향인 남북방향으로 건물지를 통과하는 배수로가 확인된다. 조
사를 통하여 노출된 축대의 길이는 36.4m에 높이 1.1m로 석축은 5~6단 정도로 남아 있고,
거친 자연석을 사용하여 수평쌓기와 세워쌓기를 혼용하면서 점토를 채워 구축한 것인데 치
밀하지는 않다. 이 축대의 일부에는 2곳의 원형 석축 집수조 형태의 시설이 확인되는데, 이
시설은 바닥면이 축대의 출수구에 연결되는 것이다. 즉 성토대지의 보강을 위한 集水와 出
水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수시설 주변에 의례용기로 추정되는 토기 3점이 정
치된 형태로 있었다. 축대 안쪽의 성토대지는 목탄과 소토를 이용하여 판축하여 보강하였다.
지상의 석축기단 건물지는 굴립주건물지가 위치한 동쪽대지 상면에 조성된 것과 그 서쪽
대지에 조성된 건물지로 구분된다. 서쪽대지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전체적으로 석재와 기와
편이 산포된 상태로 확인되면서 내부에 구시설과 구들 축조용 석재가 확인되지만 건물의 상
면구조를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길이 5.7m 너비 6.6m의 방형에 가까운 구조로 파악되
는데, 이는 굴립주 건물의 평면이 방형이란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이 시기의 건축물의 평면
이 방형이 주류였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다만 이들 건물지의 잔존유구에서 초석을 안치
하기 위한 적심시설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더불어 마땅한 초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불분명한 상태로 이러한 정황은 원초적 현상인지, 유실 때문인지의 판단은 아직 어렵다.
한편 서쪽 대지의 외곽으로 치우쳐 6·7호 건물지 사이의 공간에서 저수시설이 확인되었
다. 조사범위와 저지대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외곽으로 조사범위를 확장할 수 없는 관계로,
저수시설의 절반정도만 조사할 수밖에 없어서 정확한 형상의 파악은 어렵다. 다만 조사된
상태로 보면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이며, 단면은 바닥으로 갈수록 경사를 이루며 좁아지다가
바닥에서 약 80㎝정도 높이까지는 수직에 가깝게 조성되었다. 규모는 추정 길이 1000(?)㎝,
너비 790㎝, 최대깊이 330㎝이다. 연못의 호안은 대체로 별다른 시설이 없이 원지반토를 이
용하였으나, 건물지나 성토대지와 맞닿아 있는 동쪽 면은 약 120㎝ 간격으로 중심말목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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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갑옷출토 저수시설 전경
고 지름 15㎝ 내외의 긴 목재를 가로대로 연결한 후, 그 사이를 잔가지로 촘촘히 엮어 성토
층의 유실을 방지하였다.
저수시설의 내부는 하단의 부식된 니질 점토 외에 다양한 층위를 이루면서 퇴적된 상황이
며, 토층조사를 통하여 초축 당시부터의 폐기시점까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단계별 관련 유
물을 파악하였다. 즉 상단부의 화재 와적층과 일부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포함된 퇴적층이
확인되며, 그 아래층에는 인위적 폐기로 남겨진 두터운 유기물 퇴적층을 경계로 하단에서
백제관련 유물과 함께 옻칠 갑옷 1령이 산포된 형태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옻칠 갑옷의 바
로 아래층에 철제의 찰갑과 마면주를 비롯하여 大刀, 裝飾刀 등의 무기가 있었고, 무기의 아
래에 옻칠 마갑 1령이 놓여져 있었다. 이들 유물의 분포 범위는 저수시설 남단부에 너비
2~3m의 범위, 그리고 유적의 지면에서 2m정도의 아래에 해당한다. 옻칠 마갑의 하단에서
연못의 바닥까지 소수의 백제 기와편이 포함된 층에 유기질 바구니도 출토되었는데, 하단부
에 유물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사된 유구 현황 중에 주목되는 유구는 폐기된 와적층이다. 이는 조사지역 중앙에 남북
방향으로 15m내외의 길이로 확인된다. 와적층은 남북방향의 배수로에 의해 구분된 건물지
의 동쪽대지와 서쪽대지의 경계상에서 확인되는데, 동쪽 대지 상면 건물지의 와적층이 폐기
되면서 배수로와 서쪽대지의 일부를 덮으면서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굴립주건물지가
확인된 배수로 동쪽 대지의 상층에는 석축기단의 기와건물지가 존재했는데, 화재에 의해 소
멸된 후 기와층이 서쪽으로 말끔하게 치워지듯이 정리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와적층의 퇴적상황은 두터운 화재층과 함께 기와층이 일시에 매몰·폐기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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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아 있음은 주목된다. 그리고 기와 폐기층에서 다수의 철제 화살촉이 포함되어 있음
도 또 다른 주목거리이다. 특히 이 화재층이 동쪽대지와 서쪽대지를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
고 있는 배수로를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쪽대지의 6호와 7호 건물지 사이에 조성된 저
수시설의 상면에까지 층위상으로 연결되는 점도 주목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재 와적층의 분
포양상은, 기존의 시설이 화살촉을 남기는 화재로 말미암아 폐기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어쩌면 백제 멸망기의 정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안마을 일대의 백제 시
설물이 대대적으로 폐기되는 정황과 함께 통일신라시대에 다시 정지되는 환경을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은 성안마을 내 Ⅲ단계유적으로 분류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의 존재를 통해
서도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지상건물지는 기와편이 제거된 동쪽 대지의 일부에서 확인되
는데, 조사를 통하여 건물지의 구체적 구조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지상건물지라는 특징
과 더불어, 기와 등의 건축부재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생활용기인 토기편만이 부
분적으로 수습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와 건물처럼 대단위 건축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결국 이와 같은 성안마을 내 백제시대 문화층에 대한 조사결과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직후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인 변화·발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판단된
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성안마을 전체에 넓게 형성된 백제유
적에 대하여 중요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이번
에 조사된 유적은 성안마을 내에 있을 백제시대 관련유적의 일부분에 불과하기에, 전체 유
적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웅진기 이후 공산성 내에 존재했던 대단위
의 왕궁관련 부속시설로서 중요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단위의 성토대지와 축대,
그리고 배수로 등에 의한 계획적 건축구획을 토대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遺物內容
2011년에 조사된 공산성 성안마을 백제시대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많은 양의 백제시
대 기와와 토기류, 중국제 자기류, 철제 공구류와 무기류 등이 있다. 그리고 특수 유물로는
저수시설에서 출토된 옻칠된 가죽 갑옷과 馬甲을 비롯하여 大刀, 장식도인 규도도, 그리고 철
제의 찰갑편 등과 목기류가 있다. 이밖에 유기물로는 탄화미와 밤, 조개껍데기(민물조개, 말조
개), 바구니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기와류는 기와를 사용한 석축기단 건물지와 더불어 대단위 와적 폐기층의 조사과정에서
주로 확인된 것으로, 웅진기에서 사비기에 이르는 백제시대 기와의 변천상을 알 수 있는 자
료이다. 특히 와적층 내부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상문 등의 다양한 문양을
눌러 찍은 印刻瓦가 다수 확인되는 점이 특이하다. 土器類는 삼족토기, 개배류, 호류, 완류,
자배기류 등의 일반 생활유물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소량이지만 벼루와 전달린 토기, 기
대, 연통 등의 특수기종들도 일부가 확인된다. 木器類는 모두 저수시설에서 출토되었는데,
전달린 목기와 옻칠된 고배, 그리과 옻칠된 완이 있다. 함께 출토된 옻칠 갑옷과 더불어 목
기를 가공한 칠기가 백제시대에 다수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제 자기류는 청자편
과 흑갈유자기 완, 연화 준편으로 구분된다. 특히 저수시설에서 출토된 중국제 흑갈유자기
완은 시유상태나 기형 등이 부여 부소산성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백제시대 웅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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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기에 이르기까지 공산성의 位階를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철제 무기류로는 화살촉, 마름쇠, 대도, 규도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화살촉은 저수시설을
비롯한 성안마을 유적 내 화재층 곳곳에서 상당히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화살촉
의 출토정황이나 유적 폐기양상을 등을 감안할 때 백제 멸망기의 급박했던 전투상황도 추론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웅진도읍기 이후 백제시대 횡혈식

석실분에 무기류가 거의 매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6~7세기대 무기체계를 연구하는데 많은 어
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경우, 공산성에서 출토된 화살촉과 철제무기류는 그동안 자료부
족에 시달렸던 웅진·사비기 백제 무기체계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밖에 백제사람의 먹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탄화미, 조,
밤, 호두, 복숭아, 박씨, 민물조개, 말조개 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저수시설에서 수습된 옻칠
갑옷과 철갑옷이다. 구체적으로는 옻칠된 漆札甲과 漆馬甲, 그리고 鐵製의 札甲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함께 출토된 유물가운데 최상층에서 확인된 옻칠 갑옷의 출토정황은 약 2m 내외의 범위
에 산포된 형태로 확인되었는데, 저수시설의 경사방향을 따라 갑옷이 약간 비스듬이 기울어
져 있는 상태였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갑옷의 위쪽으로 추정되는 소형 찰갑편이 주로 저수
시설의 위쪽에 분포하는 것으로 미루어, 갑옷은 머리부분이 위쪽으로 놓여진 상태로 판단된
다.
옻칠 찰갑은 비록 바탕에 가죽을 사용하였지만 옻칠이 10여 차례 이상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두껍게 칠이 발라져 있어, 그 자체가 금속제와 같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갑

<사진 7> 저수시설 내 갑옷 출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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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은 부위별로 다양한 크기로 제작된 20여종의 가죽편에 두텁게 옻칠을 한 후 엮어서 제작한
것으로, 찰갑편의 크기는 길이 5~18㎝내외 너비 2.8~10㎝내외에 이른다. 이와 같이 칠갑옷은 찰
갑의 크기나 형태별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부 裝飾用으로 추정되는 찰갑도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갑옷의 형태가 매우 화려하고 기능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칠공예
수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8> 갑옷의 명문 출토 상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옻칠 갑옷의 일정 부위에는 ‘○○행정관십○○行貞觀十’ ‘구년사월이
십일일九年四月卄一日’이라는 붉은색의 글씨가 세로방향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정관
貞觀은 당 태종의 연호로, 645년(정관 19년)이라는 정확한 년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밖에 ‘王武監大口典’ ‘○○緖’ ‘○李○銀○’ 등의 명문도 확인되었다.
옻칠 마갑은 옻칠 갑옷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馬甲이다. 마갑은 백제지역에서 처음 출토
된 것으로, 갑옷과 마찬가지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것이다. 다만 마갑의 옻칠은 사람의 것에
비하여 옻칠을 4번 내외로 하였으며, 두께가 얇다. 찰갑편은 대부분 2~3종의 큰 것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규모는 길이 12~18㎝내외이고 너비는 8㎝정도이다. 유물의 출토범위는 약 2m 내외
의 범위에 정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말 등을 덮었던 것으로 보이는 찰갑 판이 2줄로 나란
히 배열된 것이 상하로 4겹 겹쳐진 상태로 있다. 이와 같이 마갑편이 나란히 열을 이루어 출토
된 상태로 미루어 볼 때, 말이 착용한 상태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즉 마갑을 일
정하게 정열하여 매납한 듯한 형상을 보인다.
옻칠 갑옷과 옻칠 마갑의 사이에서는 철제의 찰갑편과 대도, 규도도, 마면주 등의 철제품
이 출토되었다. 철제 찰갑편은 여러 편의 찰갑이 겹쳐서 엉겨 있는데 약 300~400쪽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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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마갑 출토 상태
헤아려지는 찰갑 숫자로 미루어 판갑과 어우러져 1령의 갑옷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특
히 부분적으로 찰갑에는 옻칠의 흔적도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철제 찰갑과 동일한 규모와 형태를 보이는 찰갑편이 부여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바 있다.

<사진 10> 대도와 장식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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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출토유물1

<사진 12>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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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옷과 함께 출토된 대도는 길이 89㎝이며, 백제시대 大刀의 일반적 범주에 포함될 수 있
다. 출토 당시 환두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병부의 제작상태로 미루어 목병도의 형태로 추정
된다. 함께 공반된 장식도는 길이 64㎝내외 크기의 규도도로 판단된다. 장식도의 손잡이는 동
판에 점열문을 이용하여 문양을 시문한 후 금장을 한 것이다. 병두부와 병연금구는 은으로 장식
하였는데, 별도의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병두부의 중앙에는 원형의 현수공이 뚫려져 있다. 규
도도와 같은 裝飾刀는 그동안 백제유적에서는 복암리유적에서 일부 출토되었을 뿐 구체적인 형
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자료인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공산성의 역사문화환경-성안마을 발굴조사 성과공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유적조사와 더불어 성곽에 대한 구
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공산성의 역사문화상을 구체화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자료가 부족하고 사료의 공백이 많아,
웅진천도 후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고증하고 이후의 백제사 전개에서 멸망기 백제에
이르기까지의 공주지역 문화상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공산성 내부에서 조사된 백제시대의 유구 가운데 상당부분은 굴립주 건물지의 형
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관계로 유구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즉 추정왕궁지 내의 건물지 인식도 굴립주건물지 형태를 이해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후대의 유구 중복으로 인하여 그 구조를 구체화하기 어려웠으며, 서문지 주변
백제시대 건물지와 임류각지 같은 일부 유구를 제외하면 백제시대 유구의 존재상에 대한 이
해도 구체적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다행히 2011년에 이루어진 공산성 성안마을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공산성이 백
제의 웅진 도읍기부터 사비천도 이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시설로서 일정한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그러한 정황은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다양하고 화려한
유물을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굴조사된 성과를 기초로 공산
성의 백제시대 역사문화환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우선 백제 건축
문화의 전개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비천도 이후 웅진성의 위상과 활용의 문제로 구분하
여 살펴볼 수 있다.
백제의 건축문화 전개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공산성 성안마을에서 발굴조사된 유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성안마을에서 조사된 유구는 웅진천도 직후에 조영된 굴립주 건
물지를 비롯하여 웅진~사비도읍기의 석축 기단 건물지, 저수지, 배수로, 축대 등의 대단위 건물
지군이다. 조사지역이 원래 공산성 내에서도 집수량이 가장 많은 계곡부를 포함한 저지대이지
만, 지반 침하에 대비하여 목탄과 사질토를 이용해 이루어진 치밀한 지반정지작업과 대지조성
을 위한 성토작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하여 백제의 토목건축기술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성안마을 전체를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축대를 축조하여 대지를 조성한 것으
로 미루어 볼 때, 골짜기에 해당하는 대지의 자연적 제한에 영향받기보다는 인위적이고 대단위
의 계획적인 공간구획을 통한 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안마을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의 단계별 조영현황으로, 웅진천도 직
후부터 백제의 멸망기에 이르기까지 백제시대 건물지의 구체적인 변천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그동안 공산성에서 발굴조사된 백제시대 건물지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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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굴립주 건물지의 형태로, 추정왕궁지와 임류각지를 제외하면 기와의 사용도 매우 제한
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한성기 백제의 건물지가 대부분 수혈주거지의 형태를 유지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 유적에서만 제한적으로 굴립주건물지 형태의 지상식건물지가
조영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기초할 때, 웅진천도 초기에는 굴립주 건물지에 기초한 제한
된 유구의 조영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안마을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형태는 웅진천도 직후에 지상화된 굴립주건물지를
조영하고, 이후 석축기단을 갖춘 건물지로의 변천상이 파악된다. 건물의 구조에서는 방형에
가까운 내부 평면구조가 굴립주건물지와 석축기단건물지에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특징을 보
인다. 이와같은 석축기단 건물지는 사비도읍기 부여 능사유적과 익산의 왕궁리유적에서도
확인되는 구조로, 백제 중앙의 건물 축조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즉 성안마을 유적의 조사성과를 기초로하여 한성기에서 웅진·사비기에 이르는 백제중앙의
건축문화 변천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내용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이루어진 백제시대 웅진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그동안 웅진성에 대한 인식은 웅진도읍기를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
다. 그러나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도, 무왕 31년(630) 봄 2월에 사비의 궁궐을 수리하여 고치
고 왕은 웅진성으로 행차하였다가 가을 7월에 돌아온 기록이나, 백제 멸망기 의자왕이 웅진
성으로 피신하였다는 내용이5) 있는 것으로 볼 때 웅진천도 이후 백제사 전반에서 웅진성의
존재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사비도
읍기까지 웅진성의 존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목되지 못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즉 사비천도 이후 오방성 가운데 북방성으로서의 존재는
인식되어 왔으나, 그 또한 구체적이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안마을에서 조사된 유적에 기초할 경우, 공산성 내의 백제시대 유적은 매우 지
속적으로 조영·관리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추후 지속적인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
안마을유적 전체 현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대단위로 밀집된 유구분포와 더
불어 백제 멸망기의 정황을 추론할 수 있는 대규모의 화재흔적 등은 백제시대 공산성의 위
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즉 화재로 폐허화된 백제시대 건물지가 주목된다. 대규모의 화재
흔적과 화살촉이 포함된 기와퇴적층이 건물지의 배수로를 덮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 멸망기
공산성 내에서 이루어졌을 급박한 전쟁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백제 멸망기까
지 공산성이 백제사의 전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
료이기도 하다.
이러한 백제시대 건물의 조영과 폐기현황 이외에 주목되는 내용이 출토유물이다. 출토유
물은 많은 양의 기와와 토기, 중국제자기, 화살촉, 옻칠 갑옷, 대도, 장식도, 옻칠 마갑 등의 있
다. 주목되는 유물은 대단위의 화재흔적이 있는 기와퇴적층에서 출토된 상당수의 화살촉과 저
수시설의 바닥에서 중복 출토된 옻칠 갑옷이 있다. 특히 옻칠 갑옷은 최하층에 옻칠된 가죽제
마갑(馬甲)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위에 대도(大刀), 방두대도(方頭大刀)로 보이는 금동제 장
식도, 철제 갑옷이 있으며, 가장 위쪽에 옻칠된 갑옷이 놓여 있었다. 갑옷의 위쪽에는 부들·갈
대 줄기를 100㎝이상 두께로 덮어놓았는데, 주변에 다른 유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의도
적으로 숨겨놓듯이 매납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구당서』권 83 소정방전에 의거하여 웅진방령 예식이 웅진성으로 피난 온 의자왕을 사로잡아 당나라 군대
에 항복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노중국, 1995,「백제부흥군의 부흥운동 연구」,『역사의 재조명』, 소화,
57쪽; 김영관, 1995,「멸망 직후 백제유민의 동향」,『전농사론』7, 58~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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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의문은 갑옷처럼 귀중한 유물이 그것도 3령이 세트를 이루어 저수시설에 남겨진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고고학적 의문이다. 특히 기왕에 백제사에서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알
려진 바가 없는 옻칠 갑옷과 마갑이 완전한 공반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함께 출토된 유
물도 대도와 장식도(규도도), 마면주, 철제 갑옷 등과 같이 전체적인 유물의 갖춤새에서 매
우 높은 품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유물이 어떠한 상황에서 저수시설에 남게 되었는
지에 관한 의문이다. 다음으로 옻칠 갑옷에서 확인된 명문에 중국 당 태종의 연호인 정관貞
觀이란 문자가 존재하는 배경에 관한 것으로, 이는 결국 옻칠 갑옷의 생산주체에 관한 의문
과 맞닿은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정황은 관련유물의 세심한 검토 속에 하나하나 해명될 것
으로 여겨지나, 여기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공산성의
백제시대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저수시설 출토유물인 옻칠 갑옷과 마갑, 그리고 철제 찰갑의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고급의 무장구武裝具가 무덤이나 건물지가 아닌 저수시설 내에 매몰되듯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물의 출토정황은 저수시설의 맨 아래층에 옻칠 마갑이 놓여 있고 그
위에 20~40㎝내외의 두께로 부들과 갈대를 이용한 부엽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위쪽에 철제의
찰갑과 대도, 규도도, 마면주 등의 철제 무장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위쪽에는 옻칠 갑옷이
놓여 있었으며, 옻칠 갑옷의 위쪽은 마갑 상층과 마찬가지로 부들과 갈대를 이용한 부엽층이
70~100㎝ 내외로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상면에 퇴적된 부엽층에는 별다른 유물이 포함되어 있
지 않으나, 최상층에는 화재층과 함께 폐기된 와적층이 쏠리듯이 퇴적되어 있다. 이러한 유물
의 출토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최하층에서부터 마갑 - 철갑옷을 포함한 철제 무장구 - 갑옷의
순으로 매납하고 부들과 갈대 등을 이용하여 은닉한 것과 같은 형태의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매립의 가능성이 추정된다.
다음으로 명문에 중국 당 태종의 연호인 정관貞觀이란 문자에 주목한 갑옷의 생산 주체에
관한 의문이다. 명문銘文은 칠갑옷에만 있는 것으로, 출토부위가 가슴부분으로 추정되나 분
명하지는 않다. 별도의 찰갑편에 6자씩 주칠로 쓰여진 것이다. 조사 당시 5개의 조각에 20여
자가 확인되었는데, 찰갑 한편에 6~7자의 글씨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 자체로 약 30여자
이상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명문 찰갑의 분포상으로 미루어 전체 문장은 그보
다 2배 정도의 양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명문의 문체는 구양순체로 추정되며,
주사안료를 이용하여 옻칠과 함께 명기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명문에서 확인된 ‘○○行
貞觀十九年四月二十一日’의 기록을 통하여 645년(의자왕 5년, 정관 19년)이라는 정확한 년대
를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 ‘王武監大口典’ ‘○○緖’ ‘李○銀○’등의 명문에는, 관직으로 추정
되는 것과 사람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것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명문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은 당 태종의 연호인 정관명貞觀銘이다. 이에 기초하여
갑옷의 생산주체에 관한 논의가 있다. 우선 그동안 백제유적에서 출토된 ‘무령왕릉 지석’ ‘능
사 사리감’ ‘왕흥사 사리기’ 등의 많은 유물에는 간지가 사용되었으며, 중국의 사서인 『한원
翰苑』의 기록에 백제는 간지干支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당에서 제작된
갑옷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반면에 칠지도와 『남제서』등에서 중국연호를 사용한 기록
과 옻칠 갑옷과 함께 출토된 대도와 규도도 등의 존재로 미루어, 백제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양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토층이나 유물의 공반관계로 미루어 볼 때, 유
물의 출토상태는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매몰이 아닌 의도적인 매납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더불어 전체 명문의 문맥상 연호의 위치가 문장의 중간이나 말미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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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명문의 배열로 미루어 볼 때 이들 명문은 단순하게 갑옷의 소유자나 제작자를
적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갑옷의 제작 동기라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사건 혹은 중국과의
외교내용을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제서』에
서와 같이 외교적 상황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당시의 상황을 구체화할 수는 없으나, 화재흔적이 확인된 와적층과 함께 산발적으로 출토
된 다수의 화살촉, 그리고 중요한 무장구인 화려한 옻칠 갑옷과 장식도 등이 일괄로 매납 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정황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급박한 정황에서 행위
의 주체로서 백제사람들의 의도적 은닉과 같은 행위의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물론 현재
공산성 성안마을 유적에서 출토된 옻칠 갑옷과 마갑이 백제의 것인지 중국 당나라의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백제시대의 대단위 유적 내의 안정된 백제 유적층에서 출토된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Ⅴ. 맺음말
일반적으로 공주는 백제가 2번째로 터전을 잡았던 왕도로서 475년 문주왕이 한성에서 웅
진으로 천도한 이래 538년 성왕이 부여로 천도하기 전까지 5대 64년간 백제의 도읍이었음이
부각된다. 따라서 공주는 다른 고도지역에 비하여 잔존하는 역사적 실체가 한정된 공간에 밀
집되어 있는 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백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자료가 부족하고 사료의
공백이 많아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대 상황에 맞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웅진천도 후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고증하고, 이후의 백제사 전개에서 멸망기
백제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상을 이해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도 공주
에서 왕의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산성에서 이루어진 “2011년 공산성 성안마을 유적의 발굴
성과”를 기초로, 공산성의 백제시대 역사문화환경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1년의 발굴조사는 성안마을 내 백제유적에 대한 조사결과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직후
조영한 굴립주 건물지부터 백제멸망기 웅진성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대단위 화재 폐기층에 이
르기까지의 단계적인 변화·발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을 확인함으로써, 웅진성의 역사성
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물론 공산성 내 성안마을
전체 면적 중에서 발굴조사된 범위가 20%정도에 해당되는 약 3,000㎡ 정도의 범위에 한정
하였으므로, 제한된 범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전체 유적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사범위 외곽으로 넓게 유적의 분포가 확대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안마을
내 유적의 범위는 전체 면적을 아우를 정도의 대규모로 판단된다.
특히 조사된 유적은 계곡부의 저지대를 활용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단위의 토목
사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건축구획을 통한 공간 활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된다. 이는 백제의 토목기술과 건축문화의 전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기도 하
다. 더불어 옻칠 갑옷과 목기, 장식도 등의 출토유물을 통하여 매우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백제
의 공예기술을 살필 수 있다. 물론 고대 백제의 공예기술은 이미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
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는데, 이번에 조사된 공산성 출토 중요 유물을 통하여 백제의 갑주문화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칠공예의 면모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의 폐기상황은 고고학 자료에서 찾기 어려운 역사적 환경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유적 내 대단위의 화재로 폐허된 건물지와 불에 탄 화재흔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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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화살촉이 포함된 와적층을 통하여 대규모 전쟁의 흔적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저수시
설에 숨겨놓듯이 폐기되어 있는 정관19년명(645년)의 화려한 옻칠 갑옷과 무기류 등을 통하여
1,400여 년전 공산성에서 이루어진 급박한 역사적 정황으로,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인
한 의자왕의 웅진성 피신과 항복사건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전쟁관련 기
록을 확인할 수 없으나, 2011년 성안마을 내에서 발굴 조사된 백제 유적의 잔존상황은 백제 멸
망기 웅진성의 급박한 상황을 추론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2011년 공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산성
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백제의 웅진도읍기 성으로 이해하거나, 왕성으로 보는데 주저하는 견
해도 많았다. 그러나 2011년 발굴조사를 통하여 공산성 내에서 백제가 웅진에 천도한 직후부터
멸망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편년할 수 있는 유구가 구체적으로 발굴조사됨으로써, 공산성의
역사적 인식영역이 백제의 웅진천도 이후부터는 백제사 전반에 걸쳐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산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나, 왕성으로서 공산성의 위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유물이 다수 출토됨으로써, 공산성의 성격을 해석하는데도 매우 유
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도가 지니고 있는 역사 · 문화적 자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활용가능한 문화적 자원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역사적 고증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활용의 확대만을 꾀한다면, 이는 고증 없는 아이템 창출과 왜곡된 사실 전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는 백제시대 공산성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한다.
추후 발굴조사 진행을 통하여 성안마을 내 백제유적이 품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수 있을 것
이지만,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웅진천도 이후 백제 멸망기에 이르기까지 백제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百濟 熊津城인 공산성의 새로운 모습에 만나게 되었다는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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