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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덕수궁	돈덕전지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

사	보고서	이다.

2.		조사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일원이며,	총	조사면적은	시굴조사	171㎡,	

발굴조사	1,700㎡이다.

3.		이	조사는	문화재청의	의뢰를	받아	시굴조사는	재단법인	혜안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는	

재단법인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시굴조사기간은	2016년	3월	22일부터	7월	

11일,	발굴조사기간은	2017년	3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이다.

4.	이	보고서는	(재)혜안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시굴조사보고서를	포함하여	발간하였다.

유구    ①	이	보고서	도면의	방향표시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다.

②		유구도면의	입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이다.	축소비율은	전체도면은	1/100,	세부

도면은	1/40·1/80로	작성하였으며,	비율이	다를	경우	별도로	표시하였다.

③		유구의	세부적인	설명은	간가도에	나와있는	공간	구조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위

치	및	입지-형태-층위-기초-내부시설	순으로	기술하였다.

④		본문에	삽입된	유적의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는	1:50,000와	1:5,000도를	사용하였으며,	현

황측량은	GRS80좌표이다.

⑤		토층의	색조는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재단법인	일본색체연구소,	2007,

『신판	표본토색첩』을	기준으로	하였다.

⑥		보고서에	사용된	벽돌조적법은	다음과	같다.(20세기	초	벽돌쌓기법,	『大建築學』,	1904.)

일러두기

영국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벽돌의 크기

한국산업규격-KS L4201(1962년)
實地指導建築材料

(1936년)

벽돌의	크기

유물    ①	유물은	유구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②		유물명은	재질별로	자기·도기·기와·타일·몰딩·벽돌·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③		게재순서는	자기(백자→청화백자→서양자기→화분)-도기(옹기→화분→대형	도기)-기

와(청기와→수키와)-유리-타일(장식용	테라조	타일→특수	타일→현대	타일)-몰딩(일

자형	몰딩→아치형	몰딩→장식용	몰딩)-벽돌(회색전벽돌→적벽돌→이형벽돌)	순으로	

하였다.

④		편으로	수습되었으나	도상복원이	가능한	경우	그	기종을	명시하고,	잔존	부위와	양호한	속

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⑤		유물의	설명순서는	출토위치-(잔존)형태-태토	및	재질-색조-성형	및	제작기법	순으로	하

였다.

프랑스식 양면쌓기 프랑스식 단면쌓기



※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

⑥			유물의	계측단위는	㎝로	통일하였으며,	기물의	최대치를	기재하였다.	잔존	상태에	따라	일

부분만	남아있는	경우	잔존	높이·너비·두께,	구경과	저경은	복원	구경·저경으로	기재하

였다.

⑦		도면의	축척은	자기류와	몰딩은	1/3,	타일,	벽돌,	대형도기	등은	1/4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소비율을	달리한	경우	별도의	축척을	제시하였다.

⑧	보고서에	사용된	유물의	세부명칭은	아래와	같다.

자기 도기

수키와 타일

몰딩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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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문화재청에서 시행 예정인 돈덕전 복원에 앞서 구조와 규모, 잔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술조사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시굴

조사 171㎡, 발굴조사 1,700㎡이다. 

돈덕전은 덕수궁의 북서쪽에 위치했던 전각으로 고종황제 때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으로 축조된 

서양식 건물이다. 준공 시기는 문헌에 의하면 1901년 총해관1을 이전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1903년에 완

공된 후 1920~1930년대에 훼철2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돈덕전의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6년 3월 22일~24일 (재)혜안문화재연구원에서 150㎡에 대

한 시굴조사(허가번호 제2016-0296호)를 실시한 결과 건물지 1동, 미상유구 2기가 확인되어 「발굴조사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1차 전문가검토회의를 개최(2016년 3월 30일)하였

다. 회의결과 돈덕전 일원은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추가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여 노출된 유구의 명

확한 성격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2번과 3번 트렌치를 북쪽과 동쪽으로 

확장하여 추가시굴(21㎡)조사를 실시한 결과 돈덕전의 일부로 판단되는 북쪽 벽체와 동북쪽 아치형태

의 벽체가 일부 조사되였다.3 동년 4월 22일 2차 전문가검토회의와 5월 30일 1차 학술자문회의를 개최

하였고 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는 우

리 연구원과 문화재 발굴조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년 3월 발굴허가(제2017-0340호)를 득한 후 조사

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결과 후대에 설치된 시설물들로 인해 돈덕전 건물은 기초부분만 남아있거나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1907년 순종 즉위식을 위해 발행되었던 돈덕전 평면도(간가도)와 비교 검토 한 결과 건물하

부는 대부분 동일한 구조로 파악되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던 지하계단이 3곳에서 확인되면서 지하

층의 존재가 밝혀졌다. 또 전면 계단이나 창고부분 등 일부 확인되지 못한 부분은 회화나무와 궁장이 

맞물려있어 안전관계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 외 돈덕전 이전시기로 보이는 배수로 2기가 돈덕

전 외부에서 조사되었다. 이에 동년 5월 26일 학술자문위원회의 및 6월 8일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한 

결과 네 가지 의견이 개진되었다. 첫째, 돈덕전 바닥 확인층과 지하층, 해관과 섞인 유구에 대한 정확

한 파악 등을 위하여 보완조사, 둘째, 출토유물의 발견위치 및 성격규명, 셋째, 후대 지장물과 수목은 

발굴에 영향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 필요, 넷째, 발굴된 유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향후 복

원방향 수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발굴제도과-6898(2017.6.9.)) 이에 

조사단은 자문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7년 9월 4일 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완료 후 문화

재청의 보존대책통보(발굴제도과-13081(2017.11.13.))에 의거하여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유적정비사업

을 추진하기로 조치되었다.

□ 2016년 03월 22일 ~ 24일 : 덕수궁 돈덕전 추정지 시굴조사 실시((재)혜안문화재연구원)

        - 조사결과 건물지 1동 미상유구 2기 확인

□ 2016년 03월 30일 : 1차 전문가검토위원회의 개최((재)혜안문화재연구원)

     -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돈덕전의 정확한 위치 및 성격을 확인을 하기 위한 

1	 해관(海關)	:	세관(稅關)의	옛	명칭으로	1883년	창설되어	1907년	세관으로	개편되었다.

2	 훼철(毁撤)	:	헐어서	치워	버림.

3	 (재)혜안문화재연구원,	2016,	「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약보고서-돈덕전	추정지	및	광명문	추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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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 필요성 제기

□ 2016년 04월 22일 : 2차 전문가검토위원회의 개최((재)혜안문화재연구원)

     -  추가시굴 결과 돈덕전 안내도 및 평면도(간가도)에서 확인되는 돈덕전의 

북쪽 벽체와 동북쪽 아치형태의 벽체가 일부 확인

□ 2017년 01월 05일 : 덕수궁 돈덕전 권역 발굴조사 계약 체결((재)고려문화재연구원)

□ 2017년 03월 15일 : 문화재청 발굴허가(제2017-0340호)

□ 2017년 03월 28일 : 현장조사 착수

□ 2017년 05월 26일 : 학술자문회의 개최

     - 대지조성은 석비례를 이용하여 두텁게 축조하였음

     -  조사된 외벽과 내벽 벽체는 1907년에 발간된 도면과 일치하고 있어 향후 

돈덕전 복원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보임

     -  지하공간 등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조사기관 의견대 향후 

복원공사를 하면서 구조를 파악하도록함

     -  1907년 평면도는 건축도면으로 미흡하므로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구조에 대해서 복원공사 앞서 별도의 고증연구가 필요함

     -  줄기초의 외곽으로 장대석렬이 확인되고 있으며, 유구사면 아래 방향으

로 확장되고 있어 향후 이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요구됨

□ 2017년 06월 08일 : 전문가검토위원회의 개최((발굴제도과-6898(2017.6.9.))

     -  돈덕전의 바닥 확인과 지하층, 해관과 섞인 유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

을 위하여 보완조사 실시

     -  출토유물의 발견위치 및 성격규명 실시

     -  후대의 지장물과 수목은 발굴에 영향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 필요

     -  발굴된 유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향후 복원방향 수립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2017년 09월 04일 : 현장조사 완료

□ 2017년 11월 13일 : 서울 덕수궁 돈덕전권역 내 유적 발굴완료 조치통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3081(2017.11.13.))

     -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 및 발굴현장 안전관리 철저

     -  동 유적에 대하여는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유적정비사업을 추진하

기 바람

     -  정비사업 중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의 발견시에

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

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 규정준수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4

4	 조사단은	조사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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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굴조사 :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겸 책임조사원 : 김 도 훈((재)혜안문화재연구원장)

조          사          원 : 오 운 형(前(재)혜안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준      조      사      원 : 이 민 우((재)혜안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김 희 정((재)혜안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발굴조사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      사      단      장 : 김 병 모((재)고려문화재연구원장)

책    임    조    사    원 : 이 화 종(前(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2부장)

조          사          원 : 강 태 홍((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2팀장)

준      조      사      원 : 서 화 원((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권 계 현((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 영 아((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존  과  학  연  구  원 : 김 정 륜((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번 발굴조사는 김병모 원장의 지도로 현장조사 및 제반운영에 필요한 행정처리는 강태홍이 담

당하였다. 현장조사는 (재)혜안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 약보고서를 참고하여 이화종·강태홍·서화

원·권계현이 진행하였으며, 조사진행의 보조와 유구실측은 서화원·권계현·김영아·정상훈(한국전

통문화대학교)이, 유물정리는 김정륜이 하였다.

보고서 간행은 강태홍이 총괄하였으며, 유구원고는 강태홍, 유물원고는 강태홍·박동선((재)고려

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유구도면의 전산화는 강태홍·박동선·이영태((재)고려문화재연

구원 연구원)·김영아, 유물도면 작성 및 전산화는 서화원·윤명준((재)고려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유물의 사진촬영은 최광훈((재)고려문화재연구원 조사1부장)·박동선이 담당하였으며, 이를 김아관·

안성현이 교열하고 수정한 후, 최종적으로 김병모가 검토하였다.

각 분야별 원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머리말 이화종·강태홍

주변환경
자연환경

권계현·박동선
고고·역사적배경

조사범위 및 방법 강태홍·안성현

조사내용

시굴조사 (재)혜안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강태홍

유물 강태홍·박동선

종합고찰
유구 강태홍

유물 강태홍·박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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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 중 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주신 김정동선생님(우리근대건축연구소장, 목원대학교 명

예교수), 안창모선생님(문화재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서영희선생님(문화재전문위원, 한국산업기술대

학교 교수), 조원창선생님(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 이경미선생님(역사건축기술연구소장)께 깊은 감사

를 드린다.

또한 이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문화재청 궁능문화재                                                                                     

과 및 발굴제도과, 덕수궁관리사무소 관계자분들께도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德壽宮 惇德殿址

자연환경 및 
고고·역사적배경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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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

서울시는 한반도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리적 위치는 북위 37。25、~ 37。41、, 동경 126。45、~ 

127。11、에 걸쳐있다. 시의 규모는 동서간 거리 36.8㎞, 남북 간 거리 30.3㎞이고, 동쪽 끝은 강동구 상

일동, 서쪽 끝은 강서구 오곡동, 북쪽 끝은 도봉구 도봉동, 남쪽 끝은 서초구 원지동이다. 

서울은 한강을 경계로 강북과 강남으로 양분된다. 북쪽 경계에는 북한산·도봉산·남장대·인수

봉 등 600m를 넘는 고봉들이 이어지지만 북서쪽에는 고도 150~250m내외의 구릉성 산지가 분포한다. 

또한 북동쪽에는 동대문구에서 도봉구를 지나 의정부까지 중랑천이 흘러 한강으로 유입된다. 한강 이

남지역은 충적지 내지 얕은 구릉지로 평탄하지만 남쪽의 중앙부에는 관악산(632m), 청계산(493m) 등 

비교적 높은 산이 솟아있다. 이들 산지 사이에 안양천, 탄천, 양재천 등이 흘러 좁은 충적지를 형성하

면서 한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한강 본류는 서울권역으로 들어서면서 하상이 넓어져 넓은 충적지를 형

성하게 된다. 서울의 지형은 북으로 북악산(342m),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산, 남으로는 남산 등 

내사산(內四山)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내사산의 능선을 따라 도성을 축조하였다.

서울의 지질은 고생대 이전에 이루어진 화강편마암과 중생대 말기에 형성된 감홍색의 서울화강암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고생대 이전의 화강편마암은 주로 시의 남서부 일대에 중생대의 화강암은 

서울의 동북부와 관악산 일대에 분포하는데, 그 경계선은 북아현동에서 서소문, 남산 서쪽을 돌아 한

남동과 행당동 일대 이다.5

기후는 난대성기후와 한랭한기후의 중간형으로 전형적인 온대기후를 보인다. 연평균 기온은 

11.8℃인데,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은 -3.4℃, 가장 더운 7월 평균기온은 24.6℃로 같은 위도상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연강수량은 1,369.8㎜이며, 연강수량의 58% 가량이 6월~8월 

사이에 집중된다.

5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지도 01   중구 일대의 토양분포지형도(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http://soil.rda.go.kr)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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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02   중구 일대의 토지퇴적양식(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http://soil.rda.go.kr)

지도 03   조사대상지역 지질도(한국지지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https://mgeo.kigam.re.kr/)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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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이 위치한 중구는 서울특별시 총 25개의 구(區) 중 한강 이북에 해당하며, 서울시의 중심

부에 위치한다. 중구의 수리적 범위는 동경 126。57、~ 127。01、, 북위 37、32、~ 37。4、이며, 동-서 간 거리

는 5.76㎞, 남-북 간 거리는 3.13㎞로서 총 면적은 9.96㎢이다. 중구의 지형은 청계천을 경계로 서울분

지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남산은 산정상부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호상 흑운모 편마

암이 일부 분포하는 것 외에는 구의 전역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구의 남부는 남산 지역, 북부

는 남산에서부터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평탄한 지역이다. 이 평탄한 지형은 기반암이 침식된 침식평탄

면으로 건설에 안전한 기반이 될 뿐 아니라 홍수나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방지한다.

중구의 영역은 북쪽으로 청계천과 종로구, 남쪽으로는 남산의 정상과 응봉의 분수령을 따라서 용

산구와 접하며, 동쪽은 신설동 로타리에서 매봉산과 응봉을 잇는 난계로를 경계로 성동구와 이웃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만리동, 중림동과 서대문 로터리를 경계로 서대문구와 경계를 이룬다. 지질은 중생

대 쥬라기에 나타난 흑운모화강암류가 대부분이다. 

2. 고고·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서울지역은 한강 중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낮은 구릉과 충적지가 발달해 있어 예전부터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선사시대에는 한강유역

의 풍부한 수원과 산림자원, 비옥한 토지는 정착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또한 서울은 산지들이 둘러싼 

분지지형으로 천혜의 요새였으며, 백제가 도읍을 정한 이래 조선시대나 현재까지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서울지역에는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성격의 유적

이 분포하고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최근 학술조사에 힘입어 여러 유적이 밝혀졌다. 서울 고덕동 유적6에서는 A~D

구역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과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A구역에서 주먹도끼·찍개·몸돌·

주먹찌르개·격지·긁개 등이 출토되었으며. 서울 용산 한강로 유적7에서는 구석기시대 퇴적층이 확인

되었으며, 유물은 몸돌·여러면 석기·격지 등이 출토되었다. 서울 양천구 신정 도시개발사업 내 유적8

에서는 2개의 문화층에서 몸돌·격지·조각·찍개·부리날 등이 출토되어 안양천 주변의 중기 구석기

시대 문화층의 존재를 밝혔다. 서울 암사동 유적9에서는 구석기시대 문화층과 몸돌·격지·찍개·조

각·깨진 자갈돌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밖에 면목동10·서대문 무악산 아래 구릉지대11·창전동12·

6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서울	고덕동	유적』.

7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2,	『서울	용산	한강로	유적』.

8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양천구	신정	도시개발사업	내	유적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9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암사동	유적』.

10	黃龍渾,	1970,	『面牧洞遺蹟	發見	舊石器의	形態學的	調査』,	『慶熙史學』	2.

11	 이융조,	1976,	「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및	구석기전통	유물의	몇	예」,	『백산학보』	20.

12	 상명대학교박물관,	2005,	「서울	마포구	창전동	공동주택	건설	예정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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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동13·세곡동14·오금동15 등지에서 석기가 수습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에 의해 알려진 암사동 유적16이 대표적이다.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28동, 야외노지 6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돌도끼·돌화

살촉·긁개·그물추·갈돌·갈판 등의 생활도구, 탄화된 도토리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보습·돌낫 

같은 농기구도 출토되었으므로 이곳에서 수렵 및 식물 채집,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

심 연대는 5,000 B.P. 정도이며, 토기 편년 상 비교적 이른 시기의 신석기시대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하일동 유물산포지117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청동기시대에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가락동 유적18, 역삼동 유적19, 고덕동 유적20, 암사동 유적21, 고덕동·암사동 유

적22, 천왕동 연지유적23 등이 있다. 

가락동 유적은 1963년 장방형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으며, 심방형토기·호형토기·석기·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이중구연단사선문의 각형토기는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를 대

표하는 가락동식토기로 명명되었다. 이후 1975년에 장방형·세장방형·원형 주거지가 각각 1동씩 조

사되었다. 이중 장방형·세장방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공렬문토기는 역삼동식토기로 확인되었다. 역삼

동 유적에서는 1966년 세장방형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으며, 구순각목공렬문토기·적색마연토기·양

인석부·무경식마제석촉·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고덕동 유적에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는 주

거지 5동이 조사되었으며, 공렬문토기·적색마연토기·무경식마제석촉·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었

다. 암사동 유적에서는 장방형·세장방형 주거지 16동과 지석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 내부에서 

구순각목공렬문토기·어망추·석검·삼각만입석촉·유경식석촉·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고덕

동·암사동 유적에서는 장방형·세장방형 주거지 3동과 수혈 1기가 조사되었으며, 발형토기·석착이 

출토되었다. 천왕동 연지유적에서는 세장방형 주거지 3동이 조사되었으며, 구순각목공렬문토기·구

순각목문토기·공렬문토기·합인석부·이단경식석촉·삼각만입유공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 고덕동24과 암사동25에서 지석묘가 확인되었으며, 암사동26, 세곡동27, 우면동28, 하일동

13	 상명대학교박물관,	2003,	「강동권역	도시개발사업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江東區의	歷史와	文化遺蹟』.

14	 서울역사박물관,	2005,	주	5)의	보고서.

15	 서울역사박물관,	2003,	『서울	한강이남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6	 國立中央博物館,	1994,	『岩寺洞』.

	 國立中央博物館,	1999,	『岩寺洞』Ⅱ.

17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주	13)의	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2005,	주	5)의	보고서.

18	 	金廷鶴,	1963,	「廣州	可樂里	住居址	發掘報告」,	『古文化』	2.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	1977,	「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報告-1975年度」,	『韓國考

古學報』3.

19	 金良善·林炳泰,	1968,	「驛三洞	住居址	發掘報告」,	『史學硏究』	20.

20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12,	주	6)의	보고서.

21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주	9)의	보고서.

22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고덕동·암사동	유적』.

23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천왕동	연지유적』.

24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주	13)의	보고서.

25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국방유적연구실,	2004,	『암사대교	건설구간	기본설계-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6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주	13)의	보고서.

27	상명대학교박물관,	2005,	「강남권역	택지개발사업	세곡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8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주	13)의	보고서.

	 상명대학교박물관,	2004,	주	13)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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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천동30, 일원동31, 고덕동32 등에서도 토기를 비롯한 청동기시대 유물이 다수 수습되었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서울지역에서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다. 다만 풍납토성33에서 한성백제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문화층이 일부 지엽적으로 조사되었을 뿐이며, 그 외 서울 천왕동 연지유적34에서 주구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대모산성 서쪽 성내 평탄부에서도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1동이 조

사되었다35. 이외에 성동구 응봉36, 광진구 아차산37, 중랑구 신내동 구릉산 일대·봉화산, 성북구 상월곡

동·하월곡동 일대, 중랑구 망우동 일대, 노원구 상계동 불암산38 등지에서 점토대토기, 조합우각형파수, 

두형토기, 흑도장경호 등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영등포구 당산동, 강동구 상일동 등지에서 점토대토기, 

세형동검, 검파두식, 동착, 동사 등이 수습된 바 있다39. 따라서 이 시기 유적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원삼국시대 유적은 조사된 예가 많지 않아 풍납토성 일부가 이 시기의 주거지로 대표되며 

경질무문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서울지역은 백제-고구려-신라에 의해 차례로 점유되었으며, 삼국의 유적이 

모두 남아있는 지역이다. 서울을 가장 먼저 점유한 백제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풍납토성40과 몽촌토

성41, 석촌동 고분군42, 가락동·방이동 고분군, 암사동 유적 등이 있다. 

풍납토성은 김원룡에 의해 간단한 시굴조사43가 실시되어 성격이 처음 학계에 보고되었다. 1997년

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어 경당지구와 미래마을 부지 등 성 내부와 성벽에 대한 조사가 이루

29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주	13)의	보고서.

	 상명대학교박물관,	2004,	주	13)의	보고서.

30	건국대학교박물관,	2004,	「서울	송파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河南市·世宗大學校博物館,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河南市-』.

31	 漢陽大學校博物館,	1999,	『大母山	文化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서울학연구소,	2003,	『서울소재	성곽조사보고서』.

32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주	13)의	보고서.

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풍납토성Ⅰ』.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풍납토성Ⅱ』.

	 한신대학교박물관,	2003,	『풍납토성Ⅲ』.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풍납토성Ⅳ』.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풍납토성Ⅴ』.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005,	『풍납토성Ⅵ』.

	 한신대학교박물관,	2006,	『풍납토성Ⅶ』.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풍납토성Ⅷ』.

	 한신대학교박물관,	2008,	『풍납토성Ⅸ』.

	 한신대학교박물관,	2009,	『풍납토성Ⅹ』.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풍납토성Ⅹ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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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풍납토성Ⅹ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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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주	31)의	보고서.

36		橫山將三郎,	1930,	『京城府外鷹峯遺蹟報告』,	『史前學雜誌』	2-5.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서울역사박물관,	2005,	주	5)의	

보고서.

37	李炳泰,	1996,	『韓國	靑銅器文化의	硏究』,	학연문화사.

38	국립중앙박물관,	2010,	『한강유역	선사유물-橫山將三郎	채집자료-』.

39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40	주	33)의	보고서.

41	 	서울대학교박물관,	1987,	『몽촌토성-東北地區發掘報告』.

	 서울대학교박물관,	1988,	『몽촌토성-東南地區發掘報告』.

	 서울대학교박물관,	1989,	『몽촌토성-西南地區發掘報告』.

	 한성백제박물관,	2016,	『夢村土城Ⅰ-2013·2014년	몽촌토성	북문지	내측	발굴조사	보고서-』.

	 한성백제박물관,	2016,	『夢村土城Ⅱ-2014년	몽촌토성	북서벽	구	목책	설치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42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석총동	고분군Ⅰ』.서울대학교박물관,	2014,	『석총동	고분군Ⅱ』.

43	김원룡,	1967,	『風納里包含層調査報告』,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13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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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가영,	2011,	「석촌동	고분군에	대한	재검토」,	제1회	한국상고사학회	워크숍	자료집.

45	서울시·한성백제박물관	:	고분문화연구회,	2018,	『서울	방이동	고분군의	성격』.

46	서울대학교박물관,	2005,	『암사동	98번지	일원	시굴조사	보고서』.

47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8,	「암사동	선사주거지	확대부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48		강진갑	외,	1994,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구리시·구리문화원.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峨嵯山	第3堡壘』.

	 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아차산4보루	발굴조사보고서』.

49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紅蓮峰	第1堡壘』.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2007,	『紅蓮峰	第2堡壘』.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홍련봉	1·2보루-』.

50		강진갑	외,	1994,	주	48)의	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2,	『아차산	시루봉	보루』.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시루봉	보루Ⅱ』.

51	 강진갑	외,	1994,	주	48)의	보고서.

	 서울大學校博物館,	2009,	『龍馬山	第2堡壘』.

52	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	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구의동	발굴조사	보고서』.

어졌다. 그 결과 성벽 축조 이전 단계로 파악되는 삼중환호와 성내부에서 취락·우물·제사 건물터·

궁궐·창고 등 중요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대부(大夫)’명 토기를 비롯한 다량의 한성백제 토기와 중국 

청자·시유도기·초화문·수면문·전문·연화문 등의 수막새기와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

한 성벽은 규모가 하단 너비 43m, 높이 11m 이상으로, 판축공법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몽촌토성은 풍납토성에서 남쪽으로 약 700m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몽촌토성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3~1989년까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6차례 진행되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성백제박물

관에 의해 진행중에 있다. 조사결과 백제 주거지, 저장구덩이, 건물지, 연못지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

되었으며, 한성백제 토기의 분류·편년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던 다량의 백제 토기류와 중국 전문도기, 

진식대금구, 고구려 사이장경광구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촌동 고분군은 적석총, 토광묘, 석실분 등 한성백제 지배층의 무덤이 밀집한 유적이다. 1974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이 처음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87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석촌동 고분군 출토 유물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1986년 조사된 7기의 옹관묘 중 5기가 

고구려 토기를 사용한 무덤임이 밝혀졌다44. 최근 한성백제박물관에 의해 석촌동 고분 일부가 재조사

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가락동·방이동 고분군은 1975·76년 조사를 통해 황혈식석실 7기,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석실 7기의 조영주체와 관련해서 백제와 신라 연구자간에 이견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락동 

3호분과 방이동 4호분은 백제 석실로 인식하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점은 중요한 인식의 변

화라 할 수 있다45. 

암사동 유적에서는 백제 문화층(검은 모래층, 두께 40~60㎝)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문화층에

서 백제 초기의 합구식옹관묘·불에 탄 건물지 및 탄화목재가 확인되었으며, 유물로는 승석문단경

호·철부·쇠못이 출토되었다(암사동 유적에 대한 4차 조사-1975년 실시). 이 밖에 2003년 선사문화

교육장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시굴조사46에서 백제 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으며, 2008년 발굴조사에서

도 이루어졌다. 평면형태 육각형 주거지로 바닥은 점토다짐하였으며, 취사 및 난방시설로 일자형의 부

뚜막이 설치되었다. 유물은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가 출토되었다47. 

백제에 이어 서울지역을 점유한 국가는 고구려이다. 이 시기의 유적은 모두 관방유적으로 아차산 

보루군48, 홍련봉 보루군49, 시루봉 보루군50, 용마산 보루군51, 구의동 보루52 등이 조사되었다.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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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들은 한강 이북지역에 2열로 선상 배치되어 있으며, 내부에 건물지, 온돌, 저수시설, 저장시설, 간

이대장간 시설, 소성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다량의 고구려 토기와 기와, 철제 무

기·공구·농기구 등이 출토되었다.

신라~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관방유적·생활유적·고분 등이 있다. 관방유적으로는 아차산

성, 양천고성53 등이 있다. 아차산성은 1990년대 지표조사와 1차례의 수습발굴조사 및 시굴조사54가 이

루어지는데 그쳤으며, 2015년 남문지 일원, 2016년 망대지 일원에 대한 정식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55.

생활유적으로는 독산동유적56, 세곡동유적57, 몽촌토성 북문지 내측유적58 등이 있다. 독산동유적

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직후인 6세기 후엽~7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거점 물류기지로 추정되

며, 지상식 건물지 101동, 수혈건물지 24동, 주혈군 45개소, 우물 4기, 저수시설 2기, 도로유구 7기, 구

상유구 58기, 소성유구 6기, 수혈 30기가 조사되었다. 세곡동유적은 탄천의 서안에 위치하며, 통일신

라 주거지 25동, 수혈 8기, 우물 1기, 추정도로 1기가 확인되었다. 몽촌토성 북문지 내측에서는 통일신

라 주거지 34동, 우물 2기, 도로 3기, 공방지 1기, 수혈 1기 등이 조사되었다.

고분으로는 서울 우면동유적59, 세곡동유적60, 천왕동유적61 등이 있다.

불교가 꽃을 피웠던 고려시대에는 대규모 사찰이 많이 창건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인 낙성대 이외

에도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경국사, 종로구 숭인동의 청룡사, 종로구 구기동의 문수사 등이 이 시대

의 사찰로 전해진다.62 그리고 고려 남경 궁궐지, 한양부 향교와 성황당터 등의 궁궐과 교육기관이 있

다. 이 밖에 영서역·노원역·청파역의 역참과 사평나루 등의 교통시설과 용산호의 추흥정과 반송정, 

복원된 낙생대 등의 정자도 있다.

조선시대 서울은 도성으로 궁궐, 종묘, 사직, 시전 등 주요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고고학적 조사

는 초기 궁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63.

53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6,	『서울	양천고성지』.

54	서울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0,	『아차산성-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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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6,	「아차산성	망대지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3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6,	「아차산성	망대지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4차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56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6,	『서울	독산동유적』.

57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세곡동	유적.』

58	한성백제박물관,	2016,	주	41)의	보고서.

59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서울	우면동유적』.

60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주	57)의	보고서.

61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0,	『서울	천왕동유적』.

62	사찰문화연구원,	1994,	『전통사찰총서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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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관청, 성곽, 시전행랑, 민가 관련 유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있다. 먼저 관청 유적으로는 

종로 어영청지 유적64, 군기시터 유적65, 동대문운동장 유적66 등이 있다. 특히 군기시터 유적에서는 정

릉동천의 호안석축과 군기시와 관련된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며, 불랑기 자포, 승자총통 등의 무기가 다

량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성곽 유적으로는 주한러시아대사관건립예정부지 내 유적67, 서소문지구 잔존 서울성곽유적68, 서울

상공회의소 구간내 서울성곽유적69, 장충동 서울성곽 유적70, 남산 봉수대 유적71, 종로구 송월동 서울 

성곽유적72, 서울 타워호텔 서울성곽 유적73, 동대문운동장 유적74, 숭례문75, 서울 정동 유적76이 있다.

시전행랑 및 민가 관련 유적으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위해 진행된 청계천 유적77, 청진6지구 유적

78, 종로2가 40번지 시전행랑 유적79 등이 있다. 청계천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교각 및 시전행랑, 청진6

지구 유적에서는 시기별로 층위를 달리하여 시전행랑과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종로2가 40번지 시전행

랑 유적에서는 조선전기의 시전행랑이 확인되어 시전에 관한 변화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사성과를 통해 4대문 안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연구”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4월 5일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을 시행하였다. 이를 근거로 4대문 안에서 개발에 따른 굴착행위가 이루어지는 경



26

우 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 관련 유적들이 현재까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한양도성은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도시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유적들이 

파괴되었으며, 해방 이후 한국전쟁과 현대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서 옛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시기 조사지역이 위치한 정동은 대한제국의 개국과 망국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간직한 곳으

로 덕수궁과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인 서울 정동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인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한말 정치인과 구미(歐美) 외교관들의 사교장으로 이용되던 손탁호텔, 러시아 공관, 그리고 

서울 성공회성당, 영국 대사관, 프랑스 공사관 등이 자리했다.

2) 역사적 배경

한강 이남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연맹국가는 기원전 4세기 진국(辰國)으로 현재의 경기도와 충청

도, 전라도 서해안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이후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에 쫓겨 남하한 준왕세력, 고조선 

멸망 후 남하한 유이민 집단 등이 유입되면서 진국의 사회발전이 촉진되어 삼한(三韓)이 형성되었다. 

그 중 마한은 현재의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정치체로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

志 東夷傳)에 의하면 50여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사지역이 속한 서울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하며, 여러 소국들 가운데 우휴모탁국(優休牟涿國)에 비정된다.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한강유역은 치열한 영토경쟁의 각축장이었다. 특히 서울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서울을 차지하는 것이 한강유역을 

경영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수시로 일어났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삼국 중에서 한강유역에 가장 먼저 정착한 국가는 백제이며, 부

여계 유이민이 한강유역으로 남하하여 건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백제는 지금의 한강 

하류 지역에 위례성을 축조하고 성읍국가80로서의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 하지만 4세기 말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백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396년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백제의 영역이었던 한강 이북지역을 공격하여 58성 700촌을 지배하

에 두었다. 그리고 475년 장수왕은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백제를 공격하였으며, 수도인 한성을 점령

하고 개로왕을 아단성(阿旦城)에서 사살하였다81. 한강 하류지역인 한성을 차지한 고구려는 이 곳을 통

치하면서 남평양(南平壤)을 설치하였으며, 아산만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백제는 한성이 함

락된 이후 문주왕대에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한성백제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는 나제연합을 결성하였으며, 551년 북진하여 한강유역을 다

시 수복하였다. 하지만 553년 신라가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빼앗아 서울은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

게 된다. 신라는 새롭게 확보한 한강유역의 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555년(진흥왕 16년)에 왕이 북한

산에 순행82하였으며, 557년(진흥왕 18년)에는 신주(新州)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

80	원시사회에서	고대국가	성립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국가체.

81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21年條.

8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6年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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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68년(진흥왕 29년)에는 다시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하였다84. 이렇게 치소를 옮

긴 것은 방어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을 포함한 한강유역 일대가 그만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686년(신문왕 6년) 전국을 9주 5소경(9州 5小京)으로 개편하였으며, 이 

때 서울지역은 한산주(漢山州)에 편입된다. 이후 757년(경덕왕 16년)에 지방제도를 중국식으로 개편하

면서 한산주를 한주(漢州)로 개칭되었고 서울지역에는 한양군(漢陽郡)을 설치하였다85.

신라 말기에는 통치체계가 문란해지면서 지방에 호족들이 난립하면서 서울지역은 신라의 직접적

인 통치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822년 웅천주도독(熊川州都督)인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켜 그

의 세력에 편입되기도 하였으며, 825년 김헌창의 아들 김범문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이 지역을 도읍으

로 삼고자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이 계속되다가 궁예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서울지역은 초기에 양주(楊州)로 불리웠다. 983년(성종 2년) 지방제도

가 정비되면서 전국에 12목(12牧)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양주목(楊州牧)으로 승격되

었다. 1067년(문종 21년) 삼경제(三京制)가 실시되면서 남경(南京)이 설치되었다. 정치적으로 삼경은 도

호부, 목과 더불어 중앙행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읍(大邑)으로 이해할 수 있다86. 하지만 9년 만

에 다시 양주로 환원되었다가 1099년(숙종 4년)에 다시 남경으로 승격하여 종묘사직을 짓고 궁궐을 지

어 이후 충렬왕 말기까지 2백년 간 고려지방행정의 중요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남경은 

1308년 충선왕 때에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남경시절에 북쪽으로 포천·파주, 서쪽으로 

인천·강화, 남쪽으로 평택·안성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였던 것에서 한양부로 개편된 후에는 

교하군·견주·포주·행주·봉성·교봉·삼악·풍양·사천헌 등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고양·양

주·파주·포천지역을 포함하는 관할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축소된 서울은 공민왕과 공양왕 때 천도

할 도읍으로 채택되어 다시 각광을 받았으나, 두 번의 천도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며 고려왕조의 멸망

을 맞게 되었고, 이후 조선의 도읍으로 자리 잡게 된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1394년(태조 3년)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된다. 삼사우복사

(三司右僕射) 이염에게 한양의 궁궐을 수리하게 하는 등 실제적인 천도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배극렴, 

조박 등이 궁실과 성곽의 축성, 관아의 배열이 이루어진 후에 천도할 것을 청해 계획이 늦춰졌다. 이

후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고 도읍 조성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작국

(工作局)을 설치하여 종묘·궁궐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각종 시설이 건설되면서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고 1395년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1396년 한성부를 5부 52방으로 나누고 도성과 문루를 완성하

는 등 조선의 수도로서 완성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 때 종로구 일대는 한성부 5부 52방 가운데 중

부 8방과 북부의 9방, 동부의 5방, 서부의 4방을 포함하였으며, 행정구역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굳히게 

된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한성부는 크게 파괴되었다.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단, 관청 

등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소실되었다. 광해군 연간에 대규모 중건 공사로 창덕궁·창경궁 등이 복구되

83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8年條.

8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9年條.

85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王	16年條.

86	진원영,	2005,	「고려시대	남경」,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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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시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이괄(李适)의 난, 정묘·병자호란, 대기근으로 인해 혼란스러

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17세기 후반 조선은 대동법(大同法)·균역법(均役法) 시행, 공장안(工匠案) 폐지 등의 사회·경제

적인 개혁을 통해 한성부는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도성 안에서는 종루(鐘樓)·이현(梨峴)·칠패

(七牌)를 중심으로 상품교역이 활발해졌으며, 경강상인의 활약으로 상업 자본이 형성되는 새로운 시대

적 양상이 나타났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이후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맺고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과 

1894·1895년 갑오·을미개혁(甲午·乙未改革)이 실패하여 개화운동의 원동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1895년 일본군에 의해 왕비인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시해된 을미사변의 참변을 겪으며, 1896년 고종(高

宗)은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1897년 대한제국(大

韓帝國)을 선포하고 광무개혁(光武改革)을 단행하며, 부국강병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일본과 서구 열강

의 강압에 의해 차츰 식민지로 전락해갔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강압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은 외교

권을 강탈당하였다. 1906년 한성부에 일본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었으며,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

해 강제병합이 이루어져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설치되었다. 이때 한성부는 경성부(京城府)로 개칭

되었다. 경성부의 행정조직은 도성을 기준으로 성 안은 5부 36방으로, 성 밖은 8면으로 하는 5부 8면제

를 시행하였다. 1914년에는 서울 동부, 서부, 북부, 용산에 4개의 출장소를 설치하고 각 동을 관할하기

도 하였고, 1943년에는 새로운 구제도(區制度)를 실시하여 용산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의 7개 구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이것이 현재 서울 행정조직의 기반이 된다.

광복 이후에는 1946년 미군정 정보부가 「서울특별시 헌장」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의 설치를 발표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정식으로 탄생하고, 서울시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

산구, 영등포구의 8개 구로 관할하게 되었다. 1950~53년에 걸친 한국전쟁 중에 서울의 피해는 극심하

였다. 그 중 중구 관내가 가장 극심하여 서울역전, 남대문시장, 충무로 및 명동일대, 을지로 2·3가와 

초동부근 묵정동 등 수만 호가 전소되어 공지화되었다.87 1963년에는 서울 시역이 확대되어 강남지역

까지 관내로 편입됨으로서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종로구는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 동제가 실시되어 36개의 행

정동이 설치되었다. 1970년 5월 18일에는 36개의 행정동을 25개동으로 통합 조정하였다. 1975년 9월 

23일에 대통령령 제7816호로 1975년 10월 1일부터 구역이 크게 확장되었는데, 이때 행정구역 확장으로 

중구의 면적은 6.34㎢에서 9.99㎢로 종전에 비해 58%정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많은 변화를 겪

어 현재 중구는 행정동 14개동, 법정동 74개동으로 이루어진 구(區)로 거듭나게 되었다.88

87	中區,	2005,	『中區誌』,	上卷.

88		서울시와	중구의	역사적	배경은	2005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한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의	관련	자료를	참고로	기

술하였으며,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의	자료도	적극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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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수궁89

덕수궁은 임진왜란으로 피난했던 선조가 1593년(선조 26) 환도(還都)하며, 월산대군의 궁방이 있

었던 이곳에 임시로 거처하게 되어, 시어소(時御所)(정릉동 행궁(貞陵洞 行宮))로 칭하면서 “궁”으로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광해군이 정릉동 행궁에서 즉위한 후 창덕궁이 복구되어 1611년 이어(移御)하

였으며 정릉동 행궁에서 경운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90 1618년 광해군 재위 당시 “인목대비유폐”에 

따른 위상 하락으로 전각을 헐어 궁궐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이후, 많

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운궁은 조선왕조의 정치적 변화와 사건이 일어난 궁궐로서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등으로 불안을 느낀 고종은 아관파천을 단행하였고 그 후 각국 영사관들의 보호를 받기 용이한 덕수궁

으로 1897년 환어(還御)하게 된다. 이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중화전을 중심으로 한 외전(外殿), 함녕

전을 중심으로 한 내전(內殿), 선원전을 중심으로 한 진전(眞殿)등이 조성되었다. 이 후 1904년 러일전

쟁이 발발하고 그해 4월 14일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나 중화전(中和殿)과 즉조당(卽阼堂), 석어당(昔御

堂), 경효전(景孝殿), 흠문각(欽文閣) 등 중요한 전각들이 소실되었다. 열국 공사들과 신하들은 수옥헌

(漱玉軒)에 머물고 있는 황제에게 경복궁으로 옮길 것을 진언하였으나 고종의 강력한 의지로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1906년까지 대부분의 전각들이 재건되었다. 이후 ‘을사늑약’과 고종의 퇴위, 한일합

방을 거치면서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개칭되었고 1919년 고종의 붕어와 더불어 선원전 구역이 해제되

고 각 전각들이 헐리게 됨으로써 덕수궁도 궁궐로서의 면모를 점차 잃게 되었다.

덕수궁의 건물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가 1904년 대화재 이전이다. 이때에는 

중층의 중화전을 비롯하여 함녕전, 즉조당, 경효전, 석어당, 흠문각, 준명전, 가정당 등의 건물이 존재

하였다. 

두 번째가 1904년 화재 이후 경운궁 중건공사를 완료하는 1907년을 거쳐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기

전인 1910년까지이다. 1904년 화재에서는 전통 목조건축물 중에서 준명당, 가정당 만이 소실을 면하게 

된다. 이후 경운궁 중건공사에서 대표적으로는 중화전, 함녕전, 석어당, 즉조당, 준명당, 경효전, 함유

재, 흠문각의 8동을 신축하게 된다. 전통 궁궐 전각과 서양식 건물이 한 궁궐 안에 있게 된다. 

세 번째가 일제 강점기 이후에 나타나는 덕수궁의 변화이다. 이 시기에 경효전은 1912년 소실되고 

함유재, 흠문각은 이후 훼철된다. 1911년 경효전을 대신하여 덕홍전이 신축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이

전의 건물 중에서는 중화전, 함녕전, 석어당, 즉조당, 준명당이 현존하는 것이다. 문중에서는 대한문, 

중화문, 광명문이 남아 있다. 근대 건축물 중에서는 러시아 사바친 설계의 정관헌, 중명전과 영국인 하

딩 설계의 석조전이 일제강점기 이전의 건물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나카무라 요시헤이가 1936년 설

계, 1938년 완공한 덕수궁 미술관도 남아 있다.

89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주	63)의	보고서.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90	『광해군일기』	3년	10월	11일(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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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1   덕수궁 내 주요 건물의 변화 

시기 덕수궁 영역 선원전 영역

1904년 
화재 전

8동(4동)
중화전, 함녕전, 즉조당, 경효전, 석어당, 흠문각, 준명전, 가정당

(정관헌, 수옥헌, 돈덕전, 구성헌)

5동
선원전, 사성당, 흥덕전, 흥복전, 의효전

1904년 
화재 후

2동(4동)
준명전, 가정당(정관헌, 수옥헌, 돈덕전, 수옥헌)

5동
선원전, 사성당, 흥덕전, 흥복전, 의효전

1904년~
1910년

8동(5동)
중화전, 함녕전, 석어당, 즉조당, 준명당,경효전, 함유재, 흠문각

(정관헌, 중명전, 돈덕전, 구성헌, 석조전)

5동
선원전, 사성당, 흥덕전, 흥복전, 의효전

현존 건물
6동(3동)

중화전, 함녕전, 석어당, 즉조당, 준명당, 덕홍전 
(정관헌, 중명전, 석조전)

없음 (1920년 훼철)

※ 괄호(  )는 근대건축물(벽돌조적조)의 명칭 및 개소임
※ 덕수궁 영역은 현재 덕수궁 영역+중명전 영역

1) 돈덕전91

돈덕전은 덕수궁에 건립된 서양식 양관으로 사바친(Afanasij Ivanobich Scredin Sabatin, 1860 - ?)

이 설계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다. 원래 총해관이 있었던 자리에 즉위 40주년 칭경예식 때 

사용할 연회장 용도로 신축되었다. 1901년 3월 부지가 마련되었고, 6월 경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02년 

5월경에는 11월 화재로 소실된 수옥헌과 돈덕전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며 1902년 10월로 예정되었던 칭경예식 전까지는 돈덕전이 완공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1902년 당시 칭경예식과 관련한 행사 장소로 거론된 건물 중 돈덕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

기 때문이다. 

돈덕전의 관련 기록은 이듬해 4월로 연기된 칭경예식 절차를 소개한 신문 기사에서 처음 등장하

며, 이를 통해 1903년 4월 이전 에는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위 40주년 칭경예식은 외국의 귀빈을 

다수 초청한 대규모 행사로 기획되었다. 고종은 대내적으로는 존호를 올리고, 어진을 그려서 봉안하

고, 기로소에 들어가고, 노인들의 품계를 올려주고, 진연을 베푸는 등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황제

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각국의 특사가 참석하는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각국 원

수와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은 황제국 선포 이후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

를 알리고 근대적인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황제의 위상제고사업

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해 1903년 4월로 칭경예식이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돈덕

전은 칭경예식에 사용되지 못했다.

돈덕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4년 4월 14일 경운궁 대화재 이후이다. 화재 후 고

종이 수옥헌으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고종을 폐현92하기 위해서는 궐문에서 궁궐출입을 허가받고 

91	 문화재청,	2016,	『돈덕전	복원조사연구』	발췌.

92	폐현(陛見)	:	황제나	황후를	만남.



Ⅱ. 자연환경 및 고고·역사적배경   31

우선 돈덕전에서 대기한 후 수옥헌으로 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사절과 각국 공사 등 외

국인들이 고종을 폐현하기 위해 돈덕전에서 수옥헌으로 옮겨가는 경우보다 고종이 황태자를 대동하고 

돈덕전에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93

1905년 1월 12일 돈덕전에서 열렸던 내각회의에 일본 공사와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가 참석하여 

화폐제도 정리안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18일 의정부와 고종에 정리안 이행을 강요하여 재가를 

받았다.‘고종의 거처’로써의 성격이 없었던 이곳은 1905년 일본 공사 메가타 고문을 동석하여 개최된 

내각회의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이때 고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 공사는 내각회의 이후 

수속을 이행하도록 강요하여 아마도 당시 고종이 머물고 있던 수옥헌에 “밤에 가서 재가하기로”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수옥헌과 돈덕전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알현기능을 가

진 두 건물의 차이는 수옥헌 알현이 고종의 거처로 나아가 알현하는 것이라면, 돈덕전 알현은 고종, 또

는 순종이 나아가 알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덕전은 황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회의

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이다.  

돈덕전은 화려한 유럽풍의 외관과 가구와 침구, 커튼 등으로 장식된 침실이 존재하여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고, 국외 귀빈을 접대하고 연회를 베푸는 시설로도 사용되었다. 1905년 5월 후시미노미야가 

내한하여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 “여관(旅館)”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후시노미야는 이 곳에 머물면

서 가장 큰 객실을 식당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여기서는 돈덕전이 궁궐에 있는 가장 좋은 건축물이며 

대형 서양관이라고 표현한 것과 그 안에 식당으로 쓰일 만한 큰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190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엘리스 루즈벨트의 숙소 역시 돈덕전이었다. 루즈벨트의 수행원들

은 정동 권역에 있는 손탁호텔에 묵었다. 당시 손탁호텔 역시 외빈들의 숙소로 자주 활용되었으나, 손

탁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웠던 이 곳이 국가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 활용된 것이다. 이와같

이 국빈급 외국인 방한 때 국빈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1905년 11월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이전

까지 주로 외국 공사가 고종 황제를 폐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을사늑약 이후에 돈덕전은 일본 경관(警官)이 상주하며 궁궐 내외 출입을 통제하는 거점으로 사

용되었다. 외교를 통해 서구열강과 동등한 제국으로써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신축했던 초기 

의도와는 달리 일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변화했던 것

이다. 돈덕전은 이후 순명효황후와 순종의 가례 시 연회 장소, 수학원 개원식 등 연회 및 예식 공간으

로 활용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특히 고종의 강제 퇴위 전까지 외국 관리의 방문 때 황제를 알현하

고 외국인들을 위한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 정점에 1907년 일본의 강압에 의한 순종의 황제즉위식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고종과 순종의 

생신 축하연 등의 연회장 및 회의장, 접견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행사는 온전히 일본의 영

향력 아래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강제병합과 고종의 사망으로 인해 돈덕전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건물이 되었다. 

1933년 10월 1일자로 덕수궁이 개방되었으며, 궁내에 아동공원과 어른들의 산책지를 만들고 주요 

전각은 보존하여 개방하고 석조전은 미술관으로 만들어 창경원의 이왕직 박물관이 소장한 회화를 전

시하였다. 돈덕전은 1920년대 초에 이미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퇴락하였다. 총독부는 돈덕전을 고

93	고종	42년(1905)	2월	7일	양력	1번째기사	외	다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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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거처 및 주요 의례와는 관련이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원화 이전에 훼철하였거나 

공원화 과정에서 훼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훼철시기는 알 수 없으나 덕수궁이 

공원화되기 이전인 1921년에서 1926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1920년대 경성부청과 조선총독부 신축

으로 인해 시빅센터(Civic Center)로 부각된 덕수궁 부지는 고종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자 3.1

운동의 장소라는 상징적 특징 때문에 빠르게 공원화되지 못하다가 기억이 희미해진 1933년 10월에 공

원으로 개방되었다.

표 02   돈덕전 건립연혁(문화재청, 2016,『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참고)94

돈덕전 건립연혁

날짜 자료명 내용

1902년 05월 03일 알렌의 외교사연표 수옥헌과 돈덕전 건축 시작

1903년 04월 06일 황성신문
즉위 40주년 칭경예식 중 국서봉정 및 석연

장소(돈덕전이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

1904년 04월 14일 고종실록 44
4월 14일 경운궁 대화재, 함녕전·중화전·즉조당·석어당 등 대부분 전각이 소실

(돈덕전(惇德殿)·준명전(濬明殿)·가정당(嘉靖堂)·구성헌(九成軒)은 잔존)

1904년 08월 18일
대한매일신보

일헌병사령부 돈덕전 설치 알아봄

1904년 08월 25일 돈덕전에서 수옥헌을 왕래하며 이뢰기 불편 하다하여 수옥헌으로 옮겨가 접응함

1905년 01월 19일 황성신문 돈덕전 회집

1905년 01월 21일
駐韓日本

公使館記錄 25권
돈덕전에서 내각회의를 개최하여 화폐제도 정리안 논의

1907년 08월 23일 황성신문 순종 즉위식

1907년 08월 24일
순종실록 1

황제 즉위식 거행 장소, 즉위식은 신식으로 거행

1907년 08월 27일 돈덕전에서 즉위식 거행

1908년 03월 10일 순종실록 2 순종황제 생일(건원절) 연회

1920년 01월 08일 독립신문
1919년 10월 경 이후부터 이왕직 장관 민병석과 찬시사장 윤덕영이 선원전 권역 매각시도, 

1920년 1월 총독부 국분의 강압으로 선원전 매각 윤허

1920년 01월 19일
매일신보

덕수궁 선원전은 창덕궁으로 이전하며 석조전과 같이 웅장한 건물은 사용할수 있으며 필요치 
않은 건물을 떼어내 장사하는 집이 세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

1920년 03월 03일 덕수궁의 공원화, 총독관저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함

1920년 09월 08일 동아일보 1917년 9월 고종 생일에 돈덕전에서 고종과 순종의 아침식사

1921년 04월 30일 매일신보 돈덕전이 존재함

1921년 07월 25일 동아일보 돈던적을 사용하지 않음

1932년 04월 28일 중앙일보 궁 안의 중요 건축물은 수리보호 하며 나머지는 훼철 진행시작

1932년 10월 14일 매일신보 덕수궁의 공원정비 때 사무실 및 아주 퇴락한 건물은 훼철예정

1933년 02월 12일 동아일보 덕수궁의 공원화 개방을 위한 정비 착수

1933년 09월 15일 조선중앙일보 석조전 뒤에 아동 유원지를 만들 것

1933년 10월 08일 동아일보
1933년에 “얼마 전”에 돈덕전 훼철되었음을 밝힘/

덕수궁 개방을 위한 정비 과정 중인 2월에서 10월 사이에 훼철

94	(재)혜안문화재연구원,	2016,	「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약보고서-돈덕전	추정지	및	광명문	추정지-」	발췌.



Ⅱ. 자연환경 및 고고·역사적배경   33

2) 덕수궁 발굴 및 복원 예정 연표

표 03   덕수궁 발굴 및 복원 연표

연번 연도 구분 유적명 사업내용

1 2006년 발굴 함녕전

- 함녕전 북행각지 발굴조사
- 2006.12.28.∼ 2007.10.29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덕수궁 함녕전 북행각지·만희당

지 발굴조사 보고서』

2 2007년∼2011년
복원
정비

대한문, 중명전, 
함녕전, 준명당

- 함녕전 복원 
- 대한문·중명전·준명당 정비 및 보수

3 2009년∼2016년
복원
정비

즉조당, 석어당, 광명문
- 즉조당, 준명당, 석어당, 광명문 등 복원
- 아관파천길 및 담장복원

4 2010년 발굴 덕홍전

- 덕홍전 행각지 내 유적
- 2010.10.20. ∼ 2010.11.6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덕수궁 덕홍전 행각지(중배설청·

이안청) 발굴조사 보고서』 

5 2011년 복원 덕홍전 - 덕홍전 융안문 및 행각 복원

6 2013년 발굴 선원전

- 선원전지 복원정비구역 내 유적
- 2013.4.1. ∼ 2013.8.31
-  (재)동양문물연구원, 2015, 『서울 덕수궁 선원전지 복원정비구역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 2014년 복원 석조전 - 석조전 복원 (대한제국 역사관 개관)

8 2015년∼2024년 복원
선원전

고종의 길

- 흥덕전·흥복전 권역 복원
- 영성문 복원
- 고종의 길 복원 (담장복원)

9 2016년 발굴
광명문
돈덕전

- 덕수궁 돈덕전 시굴조사 및 광명문 발굴조사
- 2016.3.22. ∼ 2016.7.11.
-  (재)혜안문화재연구원, 2016, 「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약식보고

서 (돈덕전 추정지 및 광명문 추정지)」

10 2017년 발굴 돈덕전

- 덕수궁 관리소 이전 및 건물철거
- 돈덕전 권역 발굴조사
- 2017.3 ~ 2017.6 현재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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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04   경조오부도(김정호, 1861년)

지도 05   漢城全圖(『古地圖帖』 彩色集寫本, 18世紀 後半)

조사지역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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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06   조사지역 한성부지도(Map of Seoul, 1900)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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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07   조사지역 京城 中心市街 1914년(定都600年 서울地圖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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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08   조사지역 근세지도(1919년 지형도, 朝鮮總督府刊行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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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09   조사지역 京城市街圖 1927년(定都600年 서울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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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0   주변유적 분포도(1:50,000) 



40

지도 11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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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4   조사지역 주변유적

연번 유적명 성격 소재지 시대 출처 비고

1 덕수궁 궁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조선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사적
제124호

2
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
궁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조선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보뮬

제819호

3

덕수궁 함녕전 궁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조선

문화재청, 2002,『함녕전 실측수리조사보고서』.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서울의 문화재』 1.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보물
제820호

덕수궁 함녕전 
북행각지

·만희당지
궁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조선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덕수궁 함녕전 북행각지·만희당지』.

4
덕수궁 덕홍전 
행각지 내 유적

궁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조선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덕수궁 덕홍전 행각지(중배설청·이안청)』.

5 덕수궁 광명문 궁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조선

(재)혜안문화재연구원, 2018, 
『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보고서 

- 광명문 이건사업 내 유적-』.

6 덕수궁 돈덕전 
근대 
건축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근대
~일제
강점기

(재)혜안문화재연구원, 2016, 
「덕수궁 광명문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돈덕전 추정지 및 광명문 추정지-」.

7 서울 정동교회
근대 
건축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3번지

근대
~일제
강점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사적
제256호

8
주한 러시아 

대사관 건립예정
부지 내 유적

성곽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16번지
조선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주한 러시아대사관 건립예정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9 서울 순화동 유적
생활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1번지 일원 

조선
~일제
강점기

(재)국방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순화동 유적』.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10
서울 중구 정동 
1-45번지 유적

생활
유적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45번지 일원 

조선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3,
『서울 중구 정동 1-45번지 유적』.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11
미대사관저 내 

덕수궁터
(아관파천길)유적

궁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미대사관저 부지 
조선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미대사관저 덕수궁터유적 추정 아관파천 담장길 

발굴조사 약보고서」.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12 경운궁 양이재 궁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 
근대

~일제
강점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등록문화재
제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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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명 성격 소재지 시대 출처 비고

13 성공회 서울성당
근대 
건축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
근대

~일제
강점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호

14
서울 중구 
정동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현대 
유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1번지 

현대

한양대학교박물관, 2009,
『정동근린공원 조성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15
서울 구 러시아

공사관
근대 
건축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1

근대
~일제
강점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사적 
제253호

16 구세군중앙회관 
근대 
건축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23호 

근대
~일제
강점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서울시
기념물
제20호

17
덕수궁 흥덕전
지·흥복전지

궁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8번지 일대
조선

(재)동양문물연구원, 2015,
『덕수궁 흥덕전지·흥복전지-서울 덕수궁 선원전지 

복원정비구역내 유적』.

18 서울 정동 유적

성곽, 
생활
유적, 
근대 
건축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7-31번지 일원

조선
~근대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서울 정동 유적』.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19 서울 신문로 유적
생활 
유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91-4·1-158번지 

조선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서울 신문로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서울 신문로 유적(Ⅱ)』.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20
서울 군기시터 

유적
생활 
유적

서울특별시 
조선

~근대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서울 군기시터 유적』.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21 환구단
종교 
의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

근대
~일제
강점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사적
제157호

22 청계천 유적
생활 
유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및 중
구 청계천 하상 일대 

조선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계천 유적』.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23
고종 즉위40년 

칭경기념비
기념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42-3

근대
~일제
강점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사적 
제171호

24
서울 종로 신문로 

메트로신문사 
증축부지내 유적 

생활 
유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번지 일대 

근대~현대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신문로 메트로신문사 
사옥 증축부지 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25 경희궁지 궁궐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1
조선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사적
제271호

26

서울 중구
정부청사

유리온실부지 내
유적

근대
건축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번지 내

조선~근대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2, 「정부중앙청사 유리온실 
설치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약보고서」.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
(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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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2    「총해관서원지 분양귀경운궁급유위관택기공소 지지도」+경운궁중건배치도(1907~1910년경 추정),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87

사진 01    서울-공사관구역
   배재학당 앞쪽의 언덕길 위에서 정동 일대를 바라본 전경이다. 근대개화기에 정동 지역에는 각국 공

사관들이 두루 포진하고 있었으므로, 이곳을 흔히 '공사관구역(Legation Quarter)' 또는 '공사관거리
(Legation Street)'라고 불렀으며, 서양인들의 정착지였다는 점에서 '유럽인 지구(European Quarter)' 
또는 '유럽인 거류지(European Settlement)'로 통용되기도 하였다.

  출처 : 이돈수·이순우, 2009, 『꼬레아 에 꼬레아니』,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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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01   덕수궁 평면도, 1910년(小田省吾, 1910, 『덕수궁사(德壽宮史)』)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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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02   「경운궁중건배치도(慶運宮重建配置圖)」(1907~1910년 추정, 한국한중앙연구원 추정)

도면 03   덕수궁평면도(德壽宮平面圖) 중 돈덕전 부분, 1910년(小田省吾, 1910, 『덕수궁사(德壽宮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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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04   1921년수정측도 경성(1921年修正測度 京城),(1921년,『一万分-朝鮮地形集成』)

도면 05   덕수궁지도(德壽宮地圖), 1938 추정,『왕궁사(王宮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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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2   1910년대 돈덕전 모습-출처: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2006,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사진첩』

사진 03    돈덕전에서 고종과 순종·영친왕
   출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한국문화센터, 

2011, 『서울의 근대사』

사진 04   1910년 순종 즉위시 도판 인쇄
   출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한국문화센터, 

2011, 『서울의 근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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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5   돈덕전 지붕 한국황제폐하즉위기념엽서 1907년
 문화재청, 2014, 『덕수궁선원전복원정비기본계획』

사진 06   돈덕전 내 어침실, 「日本之朝鮮」 (1911년)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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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06   돈덕전 간가도, 1907년, 『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大皇帝陛下卽位禮式儀註)』,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전면 계단으로 진입하여 동쪽에 폐현실과 어실(御室), 서쪽에 휴게소와 식당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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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07   돈덕전 간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08, 『법규유편』



德壽宮 惇德殿址

조사 범위와 방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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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지역 현황 

조사대상지역은 궁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당초 궁내의 서양식건물이었던 돈덕전이 있었던 곳이

다. 주지하다시피 돈덕전은 총해관 자리에 고종 즉위 40주년 칭경예식 때 사용할 연회장 용도로 신축

되었으나 1933년 덕수궁이 공원화되면서 아동유원지가 개설되었다. 그 이후 덕수궁 관리사무소 및 강

당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따라서 돈덕전 건물은 훼철되고 현재는 당

시 사진상 확인되는 회화나무만 남아 있다.

대상지의 서쪽은 궁장을 경계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구 미국공사관95이 위치

한다. 동쪽은 야트막한 구릉의 사면이 완만한 경사로 이어지다 대상지 주변에서 평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북쪽은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다 구세군 중앙회관에 축조된 평탄면과 경계를 이룬다. 남쪽

은 완만한 경사로 진행되다 단을 이룬 뒤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곳에 석조전(대한제국역사관)

과 국립현대 미술관 덕수궁관이 축조되어 있다. 

따라서 돈덕전과 주변은 당연하지만 왕궁 내 시설물들을 축조하기 위해 공간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하부에는 대지가 조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조사방법 

이 조사는 덕수궁 내 돈덕전 부지에 대한 시·발굴조사이다.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중

구 정동 5-1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시굴조사 171㎡, 발굴조사는 1,700㎡이다. 이번 시굴조사와 발

굴조사를 진행한 기관이 다르므로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시굴조사96 

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제 5조 1항의 4호에 의거하여 대상지

역 면적의 10%이하의 범위에서 트렌치를 굴착하였으며,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확장조사를 진

행하였다. 

시굴조사는 덕수궁 전체의 그리드를 구획한 후 트렌치 조사를 진행하였다. 길이 10m, 너비 2m 정

도 크기의 트렌치 3개소를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트렌치는 덕수궁관리소  북쪽을 중심으로 서

북쪽에 남북방향의 트렌치 1개소를 설치하여 유구와 유물이 포함된 문화층의 존재와 분포범위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확장시굴조사는 덕수궁관리소의 북쪽에 위치하는 트렌치 2를 대상으로 트렌치 2에서 확인된 유

구를 중심으로 북쪽부분을 확장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덕수궁관리소의 동쪽에 위치하는 트렌

95	구	미국공사관자리는	현재	미국대사관저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96	(재)혜안문화재연구원,	2016,	주3)의	보고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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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3을 대상으로 트렌치 3에서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동쪽부분을 확장하여 유구와 유물이 포함된 

문화층의 존재와 분포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간가도에서 확인되는 전각의 배치와 시굴조사에서 밝혀진 배면 벽체 줄기초 및 우측

의 원형 튜렛 벽체의 줄기초를 참고하여 돈덕전의 방향을 추정하여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평면과 

토층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그리드법을 선택하여 건물의 전면인 남동쪽에 기준점을 설정한 후 

N-10°-W 방향으로 기준선을 설정하고 가로 10m, 세로 10m의 그리드를 구획 하였다.(도면 11)

제토는 10m 그리드의 남쪽과 동쪽 방향을 1m의 둑 내부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1차 제토는 시굴조

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층까지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세부노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토층조사 후 둑을 

제거한 후 돈덕전의 구조와 축조수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이외 조사단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

하고 조사에 임하였다. 

첫째, 전술한바와 같이 돈덕전은 총해관 자리에 축조되었으므로 돈덕전 이전 시기의 유구가 잔존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대 유구와 돈덕전과 관련된 유구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저부 조성층과 생

활면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 문화재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문헌기록이나 기존에 알려진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97 특히 돈덕전의 구한말에 축조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간가

도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설계도는 남아 있지 않으므로 간가도와 실제 돈덕전의 구조가 동일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조사단의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노출된 유구와 토층은 도면과 

사진자료로 충실히 남겼다. 다만 유구가 현 지표하 150∼200㎝이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계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지게 굴착하였음을 밝혀둔다. 

97	고려문화재연구원,	2016,『烏山	禿山城-오산	보적사	요사채	증·개축부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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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굴조사(도면 8~9, 사진 7·14~16)98

조사지역은 덕수궁의 북서쪽에 해당한다. 대상지의 내부에는 덕수궁 관리소가 있으며, 관리소 출

입구와 인접하여 사료에서 확인되는 회화나무가 위치한다. 구한말에 찍힌 돈덕전 사진을 참고할 때 

이 당시 회화나무 주변에 돈덕전의 정문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98	(재)혜안문화재연구원,	2016,	주3)의	약보고서.

	 시굴조사는	(재)혜안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함.

도면 08   돈덕전 추정지 시굴조사지역 트렌치 배치 및 유구현황도

시굴조사는(조사면적 150㎡) 덕수궁관리소의 북서쪽에 남북방향의 트렌치 1개소, 덕수궁관리소

의 북쪽에 동서방향의 트렌치 1개소, 덕수궁관리소의 동쪽에 남북방향의 트렌치 1개소 등 모두 3개소

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또한 추가시굴조사(조사면적 21㎡)는 2개소의 트렌

치에서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확장 트렌치 2에서는 돈덕전 안내도와 돈덕전 간가도에서 확인되는 북쪽 벽체와 동북쪽 아치형태의 

벽체가 일부 확인되었다. 

돈덕전 추정지의 전체적인 토층의 퇴적양상은 표토에서부터 표토(20~30㎝ 내외), Ⅰ층(암갈색 

사질점토, 15~20㎝ 내외, 복토층), Ⅱ층(황색 사질토층, 10~15㎝ 내외, 복토층), 그 아래 풍화암반토

(기반토)가 확인된다.

Tr.1

Tr.2
T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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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렌치 1

① 1호 미상유구

북쪽단벽에 근접하여 적색벽돌과 회청색벽돌이 좌우로 열을 지어 조성된 유구가 확인되었다. 사

용된 벽돌의 크기(㎝)는 230×120×50㎝정도이며 대부분 규격이 동일하다. 구조물 전체의 크기는 장

축 2m이상, 너비 30㎝ 내외이다. 일부만 확인되어 유구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2) 확장 트렌치 2

① 2호 미상유구

트렌치 2의 1호 건물지 북쪽에 위치한다. 1호 건물지와 맞닿아 있으며, ‘┖’ 형태의 유구 일부가 

확인되었다. 유구의 전체 규모는 장축 100㎝내외, 너비 30㎝내외, 단축 65㎝이상, 너비 45㎝ 내외이

다. 일부만이 확인되어 유구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2. 발굴조사

발굴조사에서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배면 벽체 줄기초 및 우측면의 원형 튜렛 벽체의 줄기초 등

을 돈덕전 평면도가 남아있는 간가도와 비교검토한 후 돈덕전의 외곽을 추정하였다. 이후 건물의 전

면인 남동쪽에 기준점을 설정한 후 N-10。-W 방향으로 기준선을 설정하고 가로 10m, 세로 10m의 그

리드를 구획 하였다. 

제토는 10m 그리드의 남쪽과 동쪽 방향에 1m의 둑을 설정한 후 내부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1차 

제토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층까지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세부노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토

층조사 후 둑을 제거하여 한 후 돈덕전의 구조와 축조수법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진 07   돈덕전 추정지 Tr.2. 토층도

도면 09   돈덕전 추정지 Tr.2. 토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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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덕수궁 전체 현황도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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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덕수궁 돈덕전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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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위(도면 12~13, 사진 8~10)

전체 층위는 11~12개의 층이며, 크게 6개의 층으로 나누어지지만, 부분적으로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난다. 따라서 이절에서는 조사지역 전체에 대한 층위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며, 세부토층은 유구설명

에서 기술토록한다. 

조사지역은 Ⅰ. 표토층/ Ⅱ. 명갈색, 황갈색사질점토층(30~130cm-도면 12의 Ⅱ~Ⅴ층, 도면 13의 

Ⅱ~Ⅳ층)/ Ⅲ. 황갈색, 회갈색사질점토층(20~100cm-도면 12의 Ⅵ,Ⅶ,Ⅹ층)/ Ⅳ. 흑색사질토층

(2~3cm-사진 10)/ Ⅴ. 황색마사토(10~25cm-사진 10)/ Ⅵ. 암갈색사질토층(20~100cm-도면 13의 Ⅸ~

ⅩⅡ층)순서로 확인되고 있다.

표토층 아래 Ⅱ층은 현대의 복토 층으로 조사지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깊게는 1m 이상 확

인되고 있다. 이는 현재 덕수궁의 전기관이나 소방관, 수목 이식 등으로 인해 복토층의 깊이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도면 13의 Ⅱ층은 내부에서 건축 부자재와 비닐이나 최근 배수관과 전기관 등이 같이 

확인되고 있어 후대 돈덕전 매립층으로 판단된다. 

Ⅲ층은 돈덕전에서 사용되었던 몰딩이나 벽돌, 타일 등이 섞여있어 돈덕전 훼철 당시 건축 부자

재를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층은 돈덕전의 배면(북쪽)으로 갈수록 두텁게 나타나고 있으며, 돈

덕전 건물의 전면부로 올수록 복토층에 의해서 얕게 잔존한다. 

Ⅳ층은 돈덕전 당시 생활면으로 보이며, 식당 지하층의 층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Ⅴ층과 Ⅵ층은 기저부 조성층으로 판단되며, Ⅵ층의 암갈색사질토층은 돈덕전의 남쪽 일대에 부

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돈덕전은 총해관건물을 이전하고 조성하였다. 돈덕전의 생활면 아래로는 선

대유구와 관련된 층으로 판단된다. 다만 2호 배수로 주변과 서쪽 중앙 및 배면 뒤쪽의 다짐층이 차이

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 동의 건물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08   N4W4 그리드 층위(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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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09   N2W3 그리드 층위(E-W)

사진 10   식당 지하층 남북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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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덕전

(1) 유구(도면 14, 사진 17)

돈덕전의 구조는 현재 남아있는 1907년 순종즉위식을 위해 발행되었던 『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

(大皇帝陛下卽位禮式儀註)』 및 『법규유편(法規類編)』99 에 실린 간가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전면 계단

을 중심으로 동쪽에 폐현실과 어실(御室), 서쪽으로는 휴게소와 식당이 위치한다. 조사결과 외벽체와 

1907년에 제작된 간가도를 통해 확인된것과 거의 유사한 건물이었으며, 평면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하

층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또한 돈덕전의 기초는 화강석+콘크리트 줄기초로 그 상부에 벽돌조적벽체

를 구축하였다.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설명은 간가도에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한다.

① 식당(도면 15~16, 사진 18~25)100

간가도에 식당으로 표시된 곳은 돈덕전의 북서쪽 가장자리로 최근까지 덕수궁 관리소가 자리하

고 있었다. 시굴조사 당시 트렌치1과 트렌치2에서 식당의 건물 줄기초 일부가 확인되었다. 식당의 북

서쪽은 돈덕전 훼철이후 축조된 약 340㎝와 80㎝의 방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북벽체 일부가 훼손

되었다. 규모는 잔존부의 양상을 고려할 때 동서 1,832㎝, 남북 1,212㎝ 규모이며, 기초부의 해발고도

는 37.70m 내외이다. 

조사결과 식당의 줄기초와 바닥에서 동바리석과 같은 벽돌기초101 9기와 불명수혈 및 입사지정, 2

기가 조사되었다. 이중 불명수혈과 벽돌기초를 제외한 유구는 생활면 하부에 위치하므로 선대유구임

을 알 수 있다.

층위는 6개의 층이며, 세부적으로 3개의 층으로 나누어진다. 표토층 아래 복토층(20~30㎝), 황갈

색사질토에 몰딩이나 벽돌 등의 건축폐기물이 섞인 층(20~30㎝), 그 아래 암갈색 사질점토층(2~3㎝)

이 얕게 깔려있는데 이는 돈덕전 생활면으로 판단된다. 이 층 아래로 황색마사토 및 암갈색사질점토층

(10~20㎝)으로 돈덕전 이전 유구조성층으로 판단된다. Ⅰ층은 표토층이며, Ⅱ층은 돈덕전 폐기 후 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층으로 추정된다. Ⅲ층은 점성이 강한 암갈색사질점토층인데 돈덕전 생활면으로 

추정된다.

줄기초는 외측과 건물 내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베란다의 유무와 외·내부의 위치 등

의 이유로 차이를 보인다. 서쪽과 남쪽의 양 끝부분이 외벽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줄기초는 

내측을 축조하여 공간을 구분하였다. 줄기초의 규모는 외측인 서쪽과 남쪽의 가장자리 및 북쪽은 폭 

80㎝, 높이 32~36㎝, 나머지 내측의 규모는 폭 60~65㎝, 높이 25~38㎝으로 폭은 외측보다 좁다. 남

측은 양 끝부분이 서쪽 및 동쪽 줄기초에서 각각 376㎝, 500㎝지점에 80㎝ 정도의 공간 2곳을 두었다. 

99		두	책에	실린	돈덕전	간가도는	거의	동일하나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로	배면	외부계단의	위치며,	두째로	중복도에서	식당과	계단실로	

나가는	문에대한	표시,	세째로	방	사이의	문에	대하	표현,	네째로	우측면	베란다	외측에	있는	문	1개소,	다섯	번째로	좌측면	베란다와	원형	튜

렛부분의	창의	관계,	마지막으로	어탑을	봐라봤을	때	양쪽	벽의	창의	표현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다.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215.

100	『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大皇帝陛下卽位禮式儀註)』의	돈덕전	간가도에	작성된	평면도를	근거로	위치를	추정하였다.

101		돈덕전	내부에	정방형의	벽돌기초가	확인되는데	상부	바닥을	받치는	지지대로	벽돌기초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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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돈덕전 식당 평면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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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돈덕전 식당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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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돈덕전	복원을	위한	학술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한	발굴조사로서	단면	절개	조사는	최소화하였다.

북쪽 줄기초는 나머지 세 곳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길이 175㎝, 폭 80㎝의 5개의 장방형 형태

의 줄기초를 조성한 후 그 사이에는 70~80㎝의 공간을 두었다. 간가도를 참고할 때 베란다 축조와 관

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줄기초 상면에는 벽돌이 1단 정도 남아있거나 쌓았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

아 기초 석재 위로 모르타르를 발라 벽돌을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벽돌은 적벽돌과 회색 전벽돌 두 

가지 종류가 확인되며, 규격은 길이 23~24㎝, 너비 11㎝, 높이 5~5.5㎝이다. 북쪽과 서쪽 줄기초 상부

에 잔존하는 벽돌의 잔존상태로 보아 중명전과 같은 네덜란드식 쌓기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ㄱ. 내부시설

식당의 내부공간에는 간가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하 계단이 서쪽 외측 줄기초 중앙부에 돌출되어 

있다. 식당 내부에서 확인되는 내부시설도 지하층과 관련된 시설로 판단되며, 1층은 식당의 줄기초만 

잔존한다.

내부공간에는 돈덕전과 지하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9기의 벽돌기초 및 2기의 입사지정, 3

기의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ㄴ. 식당 지하층

지하층은 식당 전체 지하층을 활용한 지하 유구로 서쪽 외벽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돌출되게 축소

하였다. 지하층 규모는 동서 1,536㎝, 남북 880㎝이며, 계단상부에서 바닥까지 깊이가 85㎝내외인 것

으로 보아 반지하식으로 추정된다. 후대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일부분 훼손이 이루어 졌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4단이며, 화강암으로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132㎝, 폭 32㎝, 높이는 

18~19㎝인데 마지막 계단만 30㎝이다. 계단의 최하단석에서 전면 40㎝지점에 남북 줄기초에 홈이 

파져있고,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했던 흔적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지하 유구에 문이 있었을 가능

성이 높다.

동쪽 가장자리에는 벽으로 추정되는 벽돌조벽체가 일부 잔존하며, 지하층의 벽쪽으로 바닥에 벽

돌을 쌓았던 벽체의 모르타르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잔존부의 벽돌은 1단 길이+1단 마구리 쌓기로 구

축하였으며, 대부분 회색 전벽돌을 사용하였으며, 벽돌의 규격은 길이 23~24㎝, 너비 11㎝, 높이 

5~5.5㎝이다.

돈덕전과 관련된 벽돌기초는 총 9기이며, 배치는 동서방향으로 3열이 확인되는데 1열과 3열은 동

서 간격이 440㎝로 일정한데 반해, 2열은 340~480㎝로 불규칙하다. 남북 간격은 240㎝로 동일하다. 

벽돌기초는 생활면인 암갈색사질점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46~48cm 정도의 정방형으로 벽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4기의 벽돌기초(도면 15 : 4·7·8·9호)를 조사한 결과102 내부에는 

명황색 및 암갈색 사질점토를 다졌다. 일부 벽돌기초(도면 15 : 4·6·9호)는 모르타르 상부에 벽돌을 

쌓았던 흔적만 남아있다. 벽돌은 적벽돌과 회색 전벽돌 두 가지가 출토되었으며, 규격은 길이 23~24

㎝, 너비 11㎝, 높이 5~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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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기타유구

a. 선대유구

입사지정 기초는 남북으로 1열을 이루며 2호 적심의 중복양상으로 보아 돈덕전의 선대유구로 판

단된다. 

ⓐ 1호 적심

1호 적심은 식당 지하층의 북동쪽에 자리하며, 해발고도는 36.90m이다. 2호(선대) 적심이 남쪽으

로 320㎝ 이격되어있으며, 평면형태는 방형, 규모는 길이 96㎝, 깊이 41㎝이다.

유구는 황색마사토를 U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적갈색, 명황갈색, 암갈색, 적

갈색, 암적갈색사질점토를 순차적으로 다졌다. 

1호는 2호 적심과 동일하며, 배치도 상에서도 간격을 유지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건물

의 하부구조로 보인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 2호 적심

2호 적심은 해발고도 36.90m에 위치하며, 식당 지하층의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자리한다. 적심은 돈덕전의 4호 벽돌기초가 후행중복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108㎝, 깊이는 12㎝ 정도이다. 황등색 마사토를 

굴착하고 유구를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명황갈색 사질점토를 다졌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b. 수혈

수혈은 총 3기가 식당의 북쪽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및 타원형이며, 2호와 3호는 돈덕

전의 1호와 2호 벽돌기초에 선행 중복되어 있다. 3호 수혈의 경우 내부에서 맥주병(기린맥주 : キリビ-

ル) 등의 생활 폐기물과 건축부자재가 수습되었으므로 돈덕전 활용시기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 1호 수혈

1호 수혈은 식당 지하층의 북쪽 중앙에 자리하며, 해발고도는 36.90m이다. 남쪽으로 100㎝ 지점

에 1호 벽돌기초가 위치한다. 수혈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길이 40~48㎝의 판석이 노출되었으나 정

확한 기능은 알 수 없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잔존규모는 길이 72㎝, 너비 56㎝, 깊이 10㎝, 장축방향은 N-70。-E이

다. 유구는 황등색 마사토를 ‘U’자형으로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등색, 암적갈색 사질점토

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혈 상부에서 화분편, 도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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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수혈

2호 수혈은 식당 지하층의 북쪽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자리하며, 해발고도는 36.90m이다. 

서쪽으로 360㎝지점에 3호 수혈이 위치하며, 2호 벽돌기초와 후행 중복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지름 80㎝, 깊이는 13~15㎝이다. 황색마사토를 ‘U’자형 태로 굴착

하고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등색, 암적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

는다. 2호 적심보다는 후행하며,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 3호 수혈

3호 수혈은 식당 지하층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 자리하며, 해발고도는 36.90m

이다. 2호 수혈이 동쪽으로 360㎝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1호 벽돌기초와 중복되어 노출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지름 80㎝, 깊이는 10㎝이다. 황색마사토를 ‘U’자형 태로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등색, 암적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상면에서 일본 맥주병(기린맥주 : キリビ-ル),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는데 돈덕전이 폐기되면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② 휴게소(도면 17~18, 사진 26~37)103

휴게소는 간가도의 중앙 복도 서쪽으로 북쪽의 식당과 서쪽 베란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

되며, 조사 전 덕수궁 관리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후대 조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서 줄기초나 바

닥은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였으며, 남동쪽 모서리 부분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전 및 조명, 

CCTV 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형 튜렛 줄기초 역시 현재의 궁장 및 

벽체 위 콘크리트 구조물이 남아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노출된 부분만으로도 튜렛의 

완전한 모습은 복원이 가능하다. 

조사결과 휴게소의 줄기초와 돈덕전의 벽돌기초 12기, 입사지정 3기, 수혈 4기가 조사되었다. 입

사지정 및 수혈은 돈덕전 이전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휴게소의 규모는 동서 1,020㎝, 남북 2,400㎝이며, 기초부의 해발고도는 37.70m 내외이다. 간가

도 상에는 휴게소 중앙을 중심으로 공간을 분할하였는데, 발굴조사 결과 하부구조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간가도와 중첩해보면 남북 1,100㎝ 내외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동쪽 중앙 벽체 안

쪽으로 회색 전벽돌 4개가 벽체에 붙어서 확인되고 있어 중앙 벽체의 일부분 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층위는 12개 층이며, 크게 5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Ⅰ층은 표토층이며, Ⅱ층은 복토층으로 현재 

덕수궁의 전기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Ⅲ층은 벽돌과 건축자재가 다량 혼입된 사

질층으로 돈덕전 폐기 후 다짐층이다. Ⅳ층은 콘크리트층으로 돈덕전의 바닥과 관련된 층이며, Ⅴ층

은 황갈색 사질점토 층으로 선대유구의 기저부 조성층으로 추정된다. 

잔존하는 줄기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즉 서쪽과 남쪽은 폭 75~80cm, 높이 20~30cm정

도인데 폭은 외측과 거의 동일하게 두꺼운 편이다. 이 중 서쪽은 후대 구조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훼손

103		돈덕전의	원형	튜렛은	2개소가	확인되며,	그	중	남서쪽	튜렛은	휴게소와	연결되므로	이	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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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튜렛 전까지 5개의 줄기초로 쌓았다. 즉, 약 612㎝ 정도의 줄기초를 중앙

에 두고 각각 270㎝, 180㎝ 길이의 줄기초를 구축하였으며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은 약 70~80㎝ 내

외이다.

남쪽 줄기초는 대부분 후대 구조물로 인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줄기초 사이의 간격이 대체적으

로 일정하다. 이곳이 동쪽 폐현실부분과 대칭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돈덕전 축조시에는 420㎝ 내

외의 줄기초가 있었으나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당과 구분되는 북쪽 줄기초 및 중앙복도와 구분이 되는 동쪽 줄기초의 규모는 폭 60~65cm, 높

이 30cm내외 정도로 서쪽과 남쪽에 비해 좁은 편이다. 동쪽 벽체는 중앙에 3개의 줄기초가 500~510

㎝정도, 모서리와 이어지는 양끝의 줄기초는 320㎝로 동일하다. 

휴게소의 남서쪽으로는 원형의 튜렛이 위치한다. 튜렛의 끝부분은 현재 서쪽 궁장과 맞물려 있으

며, 궁장과 튜렛 사이에 후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잔존한다. 돈덕전이 훼철된 후 후대 콘크리트 구조물

에 의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 지금의 궁장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튜렛의 줄

기초의 폭은 80㎝이며, 높이는 22~41㎝이며, 원형 튜렛의 남북 길이는 640㎝, 동서 길이는 240㎝이다.

줄기초 상부에는 벽돌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쌓았던 흔적들만 남아있는데, 정확한 벽돌쌓기 방식

을 알 수는 없지만, 잔존상태로 보아 네덜란드 쌓기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적벽돌과 회색 전

벽돌 두 가지 종류가 확인되었으며, 규격은 길이 23~24㎝, 너비 11㎝, 높이 5~5.5㎝이다

ㄱ. 내부시설

내부공간에는 돈덕전과 관련된 12기의 방형의 벽돌기초와, 기타유구로 3기의 입사지정(불명유

구), 4기의 수혈이 조사되었다.

휴게소 내부에서 총 12기의 벽돌기초가 잔존하는데 휴게소 중앙부에 2열(동서)로 배치되었으며, 

간격은 동서 약 220~240cm, 남북방향은 340㎝정도 이다.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으로 규모는 60~70㎝

이다. 확인된 벽돌기초 중 4기(도면 17 : 1·4·8·9호)를 조사하였으며, 깊이는 약 30~50cm, 내부에

는 명갈색, 등색, 암갈색사질점토와 벽돌 및 몰딩 등의 건축부자재와 혼합하며 다졌다.

ㄴ. 기타유구

a. 선대유구

휴게소 중앙에 1기의 줄기초가 돈덕전 벽돌기초보다 선행하여 확인되며, 남서쪽으로 배열이 맞지 

않는 2기의 적심이 조사되었다. 

ⓐ 건물지 기초

휴게소 부분 중앙에 자리하며, 해발고도 37.32m이다. 유구는 잔존상태보아 건물지의 기초로 추

정된다. 잔존하는 기초의 규모는 장축 660㎝, 단축 240㎝이며, 장축방향은 E-W이다.

건물지의 중앙 2칸은 줄기초(입사지정)로 조성하였는데 줄기초의 폭은 약 120㎝, 깊이는 20~25

㎝로 기반토를 굴착하여 황갈색마사토와 자갈을 혼합하여 다졌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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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돈덕전 휴게소 평면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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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돈덕전 휴게소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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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심

휴게소 남서쪽에서 2기의 적심이 배열이 맞지 않게 확인되었으며, 해발고도는 37.42m에 위치한

다. 1호는 돈덕전과 관련된 12호 벽돌기초에서 남서쪽으로 120㎝, 2호는  남동쪽으로 160㎝ 지점에 자

리하여 후대 교란에 의해 일부 유실된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60~80㎝이다. 상면의 양상으로 보아 명갈색 사

질토를 건축부자재와 혼합하여 다진 것으로 추정된다.

b. 수혈

휴게소 중앙부 입사지정 유구의 북쪽으로 인접해서 총 4기가 조사되었다. 이중 3기는 동서방향으

로 나란히 자리하며, 상부에 후대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상태였다. 4기의 수혈 모두 안에 상부가 

유실된 도기가 정치되어 있다. 수혈의 번호는 동에서 서쪽으로 순서대로 명명하였다.

ⓐ 1호 수혈

1호 수혈은 2호 수혈에서 서쪽으로 약 10㎝지점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37.40m이다. 노출당시 후

대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서 도기 일부분만 확인되었으며, 상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지름 40㎝, 깊이 27㎝이다. 유구는 황색 마사토를 굴착한 후, 도기를 정치한 

후 굴착면과 사이에 사질점토를 다졌다. 유물 내부에 등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 2호 수혈

2호 수혈은 3호 수혈에서 서쪽으로 약 20㎝지점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37.40m이다. 노출 당시 

후대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서 도기 일부분만 확인되었으며, 상부는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40㎝, 깊이 27㎝이다. 유구는 황색 마사토를 굴착하고, 도기를 

정치한 후 굴착면과 사이에 사질점토를 다졌다. 유물 내부에 등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 3호 수혈

3호 수혈은 4호 수혈에서 남쪽으로 약 36㎝지점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37.40m이다. 노출 당시 

돈덕전 훼철 후 들어온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상부가 유실된 도기 1점이 정치되어 있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지름 48㎝, 깊이 35㎝이다. 유구는 황색 마사토를 굴착하고, 도기를 정치한 

후 굴착면과 사이에 사질점토를 다졌다. 유물 내부에 등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 4호 수혈

4호 수혈은 남쪽 건물지 기초로부터 약 32㎝지점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37.40m이다. 4호의 경우 

나란히 있는 3기와 직교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지름 64㎝, 깊이 21㎝이다. 유구는 황색 마사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도기를 정치한 후 굴착면과 사이에 사질점토를 다졌다. 유물 내부에 등색사질점토와 암적갈색사질점

토가 자연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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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현실(도면 19, 사진 38~44)

간가도에 보이는 폐현실은 돈덕전 전면에서 동남쪽에 위치하며, 동쪽 외곽으로 어탑이 오각형으

로 형성되어 있다. 조사 전 이 지역은 수목이 식재되어 있던 곳으로 1m 이상 복토가 되어있고, 그 아

래 층으로는 후대 콘크리트건물 및 배관 등에 의해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따라서 돈덕전의 기초 역시 

다른 곳에 비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조사결과 폐현실의 줄기초와 돈덕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벽돌기초 16기, 수혈이 2기가 확인

되었다. 

층위는 5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Ⅰ층은 표토층, Ⅱ층은 현대 복토층 및 교란층에 해당하며 폐현

실의 경우 복토층의 깊이가 약 1m를 넘는다. 노출된 줄기초 최하단부에서 후대 관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구역보다 훼손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Ⅲ층은 회갈색사질점토와 명갈색사질점토

층의 다짐층, Ⅳ층은 후대 콘크리트층으로 바닥에 콘크리트가 많이 깔려있었다. Ⅴ층은 황색마사토이

며, Ⅵ층은 흑갈색사질점토인데 생활면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층으로 추정된다.

폐현실의 규모는 어탑부분을 제외하고 동서 1,240㎝, 남북 1,260㎝으로 평면형태는 정방형에 가

깝고 기초부의 해발고도는 37.70m 내외이다.   

벽체는 줄기초로 일부만 기초 상부가 남아있는데 동쪽 부분은 폭 60~65cm, 높이 30cm내외이며, 

중앙에 길이 520㎝의 줄기초를 중심에 두고 좌우로 각각 240~250㎝의 줄기초를 구축하였다.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간격은 약 70~80㎝ 내외이다. 

남쪽 부분은 규모는 폭 75~80cm, 높이 20~30cm정도이며, 대부분 기초가 유실된 상태였으나, 휴

게실에서 기술했듯이 대칭구조로 추정해보면 420㎝와 230㎝의 벽체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탑이 있는 동쪽 부분은 줄기초의 상부가 유실된 상태이며, 북쪽 부분 역시 많이 훼손이 심한 상

태이다. 오각형의 형태인 어탑부분은 건물의 동쪽이, 약 240㎝ 정도 돌출되어 있으며, 남북 600㎝이

며, 오각형 어탑 안에도 적심이 2기 확인되고 있다.

벽체 상부에는 벽돌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쌓았던 흔적들만 확인되었다. 북벽 벽체 일부에 1단정

도 남아있는 벽돌의 축조수법으로 보아 네더란드 쌓기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종류는 적벽돌

과 회색 전벽돌 두 가지가 확인된다. 규격은 길이 23~24㎝, 너비 11㎝, 높이 5~5.5㎝이다.

ㄱ. 내부시설

내부공간에는 벽돌기초와 수혈 등이 확인되는데, 벽돌기초는 16개가 잔존한다. 4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치형태는 방형을 이룬다. 벽돌기초간의 간격은 240~250cm이다. 평면 형태는 대부분 방형

이며, 규모는 길이 80~100cm, 깊이 약 30cm이다. 16기의 벽돌기초 중 3기(도면 19 : 4·10·15호) 조

사하였으며, 내부에는 벽돌이나 몰딩 등의 건축부자재가 혼입된 황등색 사질점토를 다졌다. 대부분

의 벽돌기초에는 모르타르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벽돌이 쌓였던 흔적도 잔존하며, 벽돌기초(도면 19 

: 8·9·12호)에서는 46~48cm의 정방형에 가깝게 적벽돌로 외곽을 만들고 안을 채운 형태로 축조되

었다.

유물은 내부에서 바닥 타일, 몰딩, 장식용 몰딩, 적벽돌, 회색 전벽돌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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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돈덕전 폐현실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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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기타유구

a. 수혈

수혈은 총 2기가 조사되었다. 2기 모두 돈덕전과의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

ⓐ 1호 수혈

1호 수혈은 폐현실 북서벽에 자리하며, 해발고도는 37.60m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

모는 지름 48㎝, 깊이 54㎝이다. 기반토를 ‘U’자형태로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암갈색사질

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 2호 수혈

2호 수혈은 폐현실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자리하며, 해발고도는 37.60m이다. 10호 

벽돌기초와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평면의 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지름 68㎝, 깊이는 55㎝이다. 기반

토를 ‘U’자형태로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2호 수혈의 경우 

10호 적심이 후행하므로 돈덕전 이전 시기의 유구일 가능성이 있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출토된 유물도 없다.

④ 어실(도면 20, 사진 45~46)

어실은 간가도에서 폐현실 북쪽으로 위치하는데, 후대에 들어선 콘크리트 구조물과 배관 등으로 

인해 교란이 심한 상태였다. 간가도에서는 어실과 폐현실 사이 계단이 표현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확

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가도에 표현된 계단은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잔존하는 기초로 추정되는 어실의 규모는 동서 800㎝, 남북 540㎝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

고 기초부의 해발고도는 37.70m 내외이다. 

층위는 6개 층이며, 크게 3개 층으로 나누어진다. Ⅰ층은 표토층, Ⅱ층은 복토층 및 교란층으로 

어실부분도 후대 콘크리트 구조물 및 덕수궁의 전기시설 등으로 인해 줄기초 상부까지 매립이 많이 

된 상태이다. Ⅲ층은 벽돌 및 몰딩, 타일 등의 건축부자재가 혼입된 폐기물층으로 돈덕전이 폐기된 후 

퇴적된 층이다. 

줄기초의 규모는 북쪽과 서쪽은 폭 60~68cm, 높이 25~30cm이다. 이에 반해 동쪽은 폭 72~80

㎝, 높이 30~33㎝로 외벽과 같이 줄기초의 폭이 두꺼운 편이다. 남쪽부분은 거의 유실되어 기초가 남

아있지 않는다. 

줄기초의 상부에 벽돌을 쌓았던 흔적만 남아있어 벽돌조적법은 알 수 없다. 어실내 공간에 설치

된 시설들이 기초벽체보다 아래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바닥의 높이가 동쪽 베란다에서 확인된 지하계

단의 바닥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지하층의 내부시설로 추정된다. 또한 지하층의 서북쪽에서  또다른 

지하계단이 설치된 지하층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바닥 타일, 몰딩, 적벽돌, 회색 전벽돌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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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어실 지하층104

어실의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돈덕전 동쪽에 설치된 외곽계단에서 북쪽으로 약 80㎝지점

에 위치한다. 동쪽 외곽 계단 바로 북쪽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나며, 지하층은 어실부분과 

동쪽 베란다 부분까지 연결되지만 어실과 폐현실 사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부분에 후대 구

조물이 크게 들어서고 있어 정확히 지하층의 규모는 알 수가 없다. 

계단은 동쪽 외곽계단과 북쪽 원형 튜렛 사이에 길이 128㎝, 폭 16㎝, 높이 30㎝정도의 장대석으

로 두 개로 단을 설치하고 단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성하였다. 규모는 길이 132㎝, 폭 28

㎝, 높이는 18~19㎝인데 마지막 계단만 35㎝이다. 다만 식당 지하층과 비교했을 때 바닥 높이도 거의 

동일하고 축조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마지막 계단은 유실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단으

로 내려가면 남북 줄기초 바닥에 홈이 파져있고,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지하층

의 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하층의 계단 상부에서 바닥까지의 깊이가 약 70㎝정도 인 것으로 보

아 식당 지하층과 동일하게 반지하식으로 추정된다. 

지하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북쪽으로 벽돌조벽체를 구축한 흔적이 확인되며, 바닥으로 벽돌 1단 

정도가 남아있다. 동쪽 베란다 부분도 동서 양벽 안쪽으로 벽돌이 1~2단정도 1매 쌓기로 구축되어 있

어 영국식 조적방식과 동일하다. 

내부공간을 보면 동서벽체 안쪽으로 각각 적벽돌로 동서 20㎝, 남북 44㎝의 외곽을 만든 후 내부

는 1단 길이+ 1단 마구리 쌓기를 이용하여 쌓았다. 굴착면과 벽체사이의 공간을 적갈색, 등색사질점토

를 층층이 다졌다.

⑤ 북동쪽 공간 및 원형튜렛(도면 21, 사진 47~55)

돈덕전 간가도에서 식당의 우측 및 어실의 북쪽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동쪽 외곽은 원형의 튜렛

이 돌아가는 부분으로 간가도와 거의 일치하지만, 어떤 성격으로 이 공간이 사용되었는지는 간가도에

도 적혀있지 않다. 

원형의 튜렛이 돌아가는 부분 일부와 남쪽 벽체는 후대 배관 등에 의해 훼손된 부분이 있으나 비

교적 잔존상태는 양호하다. 이 공간은 남북방향으로 2개의 내벽체를 두어 총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지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간의 규모는 동서 480㎝, 남북 640㎝이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간가도에서는 2층으

로 올라가는 ‘ㄱ’자형태의 계단이 존재하고 있으나, 발굴조사 결과 하부기초만 잔존하고 있어 지상의 

계단은 남아있지 않았다.

줄기초는 어실과 연결되는 남쪽은 거의 유실된 상태이며, 서벽 및 동벽은 폭 60~65㎝, 높이 

25~38㎝이며, 북벽은 일부 훼손되었지만 잔존부의 규모는 폭 80cm, 높이 30~35cm로 줄기초의 폭이 

외측와 거의 동일하다. 줄기초의 상부에는 1~2단 벽돌이나 아니면 모르타르 흔적만 남아있어 정확한 

벽돌조적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공간과 비교해봤을때 네덜란드 쌓기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

104		지하층은	어실	뿐만	아니라	동쪽	베란다에서도	지하층과도	연결되어	전체형태가	‘ㄱ’자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결된	동쪽	지하층

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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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돈덕전 어실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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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돈덕전 북쪽 튜렛부분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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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벽돌은 적벽돌과 회색 전벽돌 두 가지 종류가 확인되었으며, 규격은 길이 23~24㎝, 너비 11㎝, 

높이 5~5.5㎝이다.

내부시설에는 중앙에 벽돌기초 3기가 1열로 배치하였다. 이 중 2기(도면 21 : 1·3호)는 동·서벽

체와 연접하게 쌓았다. 서벽체의 벽돌기초는 동서 24㎝, 남북 48㎝의 크기로 적벽돌을 6단, 동벽체의 

벽돌기초는 동서 33㎝, 남북 48㎝의 크기로 적벽돌을 쌓았는데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중앙의 벽돌기초(도면 21 : 2호)는 크기 64㎝의 정방형의 수혈안에 적벽돌로 48㎝의 방형

의 외곽을 만든 후 내부 역시 벽돌로 채웠으며, 현재 2단만 남아있다. 벽돌기초간의 간격은 188㎝이

다. 이외에 성격미상의 수혈이 3개 확인되는데 그 중 1개의 수혈에서는 목재가 일부 노출되었다. 

두 번째 공간의 규모는 동서 760㎝, 남북 640㎝이며, 평면형태로 방형에 가깝다. 

줄기초는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쪽 폭 80cm, 높이 30~35cm로 폭이 두껍고, 나머지 세 

벽은 폭 60~65㎝, 높이 25~38㎝이다. 벽체 상부에는 부분적으로 벽돌 1단 정도가 남아있을 뿐 대부분

은 벽돌을 쌓은 흔적들이 모르타르 위에서 확인된다. 잔존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네덜란드 쌓기방식

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돌은 적벽돌과 회색 전벽돌 두 가지 종류가 확인되며, 규격은 길이 

23~24㎝, 너비 11㎝, 높이 5~5.5㎝이다.

내부공간에는 벽돌기초 및 수혈 등이 확인되는데 동쪽으로 치우쳐서 벽돌기초 3기(도면 21 :  

7·8· 11호)가 1열로 배치되어 있으며, 간격은 180㎝ 정도이다. 한변 54㎝의 정방형 수혈안에 적벽돌

로 48㎝의 외곽을 만든 후 내부 역시 벽돌로 채웠다. 이 벽돌기초는 첫번째 공간의 벽돌기초와 동일한 

형태이지만 중앙 벽돌기초는 평면 방형으로 크기는 64㎝로 이 적심은 적벽돌과 회색 전벽돌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벽돌을 쌓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남벽체 안쪽으로 벽돌을 쌓은 것이 

확인되며, 벽돌의 외곽 규모는 동서 48㎝, 남북 24㎝로 4단을 1단 길이+1단 마구리 쌓기법으로 구축하

였다.

세 번째 공간은 원형 튜렛이 돌아가는 곳으로 동서 640㎝, 남북 640㎝이다. 줄기초는 서벽만 폭 

60~65㎝, 높이 25~38㎝이며, 튜렛이 돌아가는 부분은 외곽라인과 같은 폭 80㎝, 높이 30~35㎝이다. 

줄기초 상부에는 다른공간의 벽체 보다는 벽돌이 많이 남아있다. 잔존부를 중심으로 조적방식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쌓기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돌은 회색 전벽돌만 벽체 상부에서 확인

되며, 규격은 길이 23~24㎝, 너비 11㎝, 높이 5~5.5㎝이다. 

내부공간에는 후대 배관으로 인해 교란과 벽돌기초 2기, 수혈 2기가 조사되었다. 벽돌기초는 중

앙에 1열로 확인되며, 간격은 260㎝, 규모는 72~80㎝,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또한, 동쪽 위 벽돌기초

(도면 21 : 10호)는 후행하는 수혈과 중복되었다.

중복된 수혈 규모는 길이 140㎝, 너비 92㎝, 깊이 50㎝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내부에 암갈

색, 갈색, 명갈색사질점토가 자연퇴적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12~30㎝의 할석이 깔려있었으며, 그 용도

는 알 수가 없다. 수혈 5의 규모는 직경 120~132㎝, 깊이는 56㎝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내부에 등

색, 명갈색, 적갈색, 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었으며,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바닥 타일, 몰딩, 적벽돌, 회색 전벽돌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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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 지하층(도면 22, 사진 56~62)

지하층은 간가도에서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돈덕전 복원조사연구』에 의하면 돈덕전 사진에서 

지하 환기구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되어 지하층이 존재함이 밝혀졌다.105 조사결과 식당, 어실, 중앙 복

도 등 총 3군데에서 확인되었는데 식당부분과 어실부분은 해당부분 유구설명에서 함께 설명하였고, 

이 절에서는 중앙 지하층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지하층은 중앙 복도부근에 위치하며, 어실 지하층의 계단방향과 동일선상에 계단이 위치하는 것

으로 보아 중앙 지하층은 동쪽 어실의 지하층과 동일시설로 보인다. 지하층 내부에는 벽돌과 몰딩 등 

건축 부자재들이 폐기되어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규모는 길이 100㎝, 폭 24㎝, 높이 13~23㎝으로 7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층의 규모는 동서 320㎝, 남부 550㎝, 잔존깊이는 160㎝이며, 계단의 높이는 114㎝이다. 

내부에는 벽돌조벽체가 부분적으로 남아있으며, 북벽은 무너진 벽체 일부분만 확인되는데 벽체

의 폭은 약 40cm내외이며, 벽돌 조적방법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지하실 바닥은 벽돌을 깔고 그 위에 

모르타르를 발라 마무리 하였다. 동벽의 가운데 부분은 72~80㎝의 크기로 벽체를 뚫었지만 정확한 

용도는 추정하기 어렵다. 

지하 바닥에는 특이한 구조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먼저 북동쪽으로 길이 46㎝, 폭 36㎝인 장

방형 평면형태의 뚜껑이 하나 확인되었다. 뚜껑에는 고리형태의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부식이 심한 

상태이다. 내부에는 북벽쪽으로 지름 30㎝정도의 원형의 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세 벽은 막혀

있고 내부에는 회색의 마사토가 퇴적되었다.

한편, 바닥의 동남쪽으로 치우쳐서 9개의 장방형 혹은 방형의 이형구조물 조사되었는데 그 배치는 

반원형에 가깝다. 앞서 기술한 지하구조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쪽 벽체를 뚫었는데(도면 22 : 수혈 

6·8·10) 뚫린 벽체를 중심으로 이 구덩이들이 모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길이 50㎝, 폭 38㎝의 장방

형 형태(도면 22 : 5·7·9호)와, 길이 50㎝, 폭 20㎝의 세장방형 형태(도면 22 : 6·8·10호)가 나란히 2

줄로 배치되어 있는데 서쪽의 장방형 형태의 이형 구조물 3개(도면 22 : 5·7·9호)는 모두 바닥이 막혀

있으며, 서쪽 장벽은 단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내려간다. 내부에는 황색 마사토가 약 5㎝정도의 깊

이로 퇴적되어 있었다. 장방형의 구조물은 동쪽으로 8㎝정도 이격하여 길이 50㎝, 폭 20㎝, 깊이 38㎝

의 세장방형 형태(도면 22 : 6·8·10호)로 1열로 위치하는데 동벽이 뚫려있으며, 바닥 아래에는 벽돌 4

단을 쌓아 바닥을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뚫린 동벽을 중심으로 길이 20㎝의 방형의 구덩이가 두 군데 

있는데(도면 22 : 2·4호) 남쪽에 있는 것(도면 22 : 4호)은 뚜껑이 너무 부식되어 열리지가 않아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대칭되는 북쪽의 것으로 보아 바닥과 벽이 뚫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이 뚫려있는 장방형 혹은 방형의 구조물들은 모두 동벽부분으로 향하고 있으며, 구조물 1에

서는 원형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난방과 관련

된 시실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서쪽 벽체에서 꺽이는 모서리 바닥에도 철제로 만들어진 뚜껑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어

느 곳의 뚜껑인지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수혈 안에서 바닥 타일이 수습되었다.

105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조사연구』,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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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돈덕전 중앙 지하층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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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외부계단(도면 14, 사진 67~68)

간가도에는 건물의 외곽 4면에 모두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사결과 3면에서 계단이 확

인되었다. 전면부 계단은잔존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수목 등이 위치하고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

했다.

ㄱ. 배면 계단

배면 계단의 위치는 『대황제폐하즉위예식주』와 『법규유편』 두 개의 간가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조사결과 배면 계단의 위치는 전자의 도면과 유사한 위치에서 확인된다. ‘ㄱ’자 형태로 꺽이는 북쪽 

외벽의 동벽 모서리 부분에서 계단이 2단 확인되었다. 계단의 규모는 남북 216㎝, 동서 212㎝, 폭 32

㎝, 높이 22㎝의 방형에 가깝다. 석재는 화강암이며, 계단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ㄴ. 서쪽 계단

서쪽 계단은 휴게소 부분 외벽체에서 확인되는데, 간가도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인다. 계단의 

규모는 남북 1,060㎝, 동서 230㎝, 폭 28㎝, 높이 13㎝ 이며, 2단만 잔존한다. 석재는 화강암이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ㄷ. 동쪽 계단

동쪽 외부계단은 동쪽 베란다쪽 외벽에서 확인되는데 북쪽 지하계단까지 연결되어 있다. 계단의 

규모는 동쪽은 남북 530㎝, 동서 230㎝, 폭 20㎝, 높이 19㎝로 2단의 계단이 남아있다. 석재는 화강암

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⑧ 베란다(도면 14, 사진 63~65)

돈덕전의 남아있는 사진 및 간가도에서 전체 4면에서 베란다를 확인 할 수 있다. 조사결과 간가

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전면의 경우 후대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남아있는 돈덕전 사

진을 보면 베란다의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조사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ㄱ. 전면 베란다

전면은 기초 상부도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회화나무의 보존을 위해 전면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추정규모는 동서 2,880㎝, 남북 240㎝이며, 벽체의 폭은 76~80㎝, 높이는 25~30㎝이다. 

ㄴ. 배면 베란다

배면 베란다는 북쪽의 가장 가장자리에 해당하며, 줄기초가 식당을 지나 ‘ㄱ’자형태로 한번 꺽여 

북동쪽 튜렛으로 이어진다. 규모는 동서 2,120㎝, 남북 180㎝, 동서 920㎝, 남북 220㎝이며, 줄기초는 

외측을 이루고 있어 규모는 폭 80㎝, 높이 25~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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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서쪽 베란다

서쪽 베란다는 휴게소공간과 연결되는 서쪽 외측 부분에 해당된다. 베란다의 규모는 남북 1,720

㎝, 동서 180㎝이며, 줄기초는 외측을 이루고 있어 규모는 폭 80㎝, 높이 25~30㎝이다. 

ㄹ. 동쪽 베란다

동쪽 베란다는 어실에서 동쪽 외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후대 건축물로 인에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었다. 규모는 남북 1,140㎝, 동서 300㎝이며, 줄기초는 규모는 폭 80㎝, 높이 25~30㎝이다. 외부계

단 옆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조사되었다.

⑨ 창고 및 악실

간가도에 보면 돈덕전 건물 북서쪽에 창고시설과 악실이 확인된다. 조사결과 돈덕전의 북서쪽 외

곽으로 줄기초 일부와 계단으로 추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조사되었으나 현재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확

장조사를 실시하지 못 하였다. 평면도상 나타난 악실의 경우 지금 궁장과 근접해있어 발굴조사를 위해

서는 현재 궁장이 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후 이전 조치 등이 실시된 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 유물

돈덕전과 관련된 유물은 양관으로 건립된 전각의 바닥타일, 몰딩, 장식용 몰딩, 붉은색 적벽돌, 

회색 전벽돌, 도기화분류, 유리 등이 대부분 주로 돈덕전 건축 폐자재 매몰 층에서 수습되었다. 그 외 

선대 유구로 추정되는 유구에서도 도기, 백자, 기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각각의 기술은 간가도에 구분된 공간별로 정리하였고, 도기 및 자기류, 바닥타일, 몰딩, 장식용 

몰딩, 벽돌, 기와 등의 순서이다.

① 도기 및 자기류

○ 백자저부편(도면 25-1, 사진 72-①)

폐현실에서 수습되었으며 동체부와 굽의 일부만 잔존한다. 동체부의 측사면은 하단에서 급격히 축

약되어 굽으로 연결되며 높이 1.5㎝의 수직굽으로 성형되었다. 내저면에 직경 7.3㎝의 내저원각이 있다. 

유약은 굽의 접지면까지 시유되었으며, 용융상태와 발색 모두 양호하다. 굽 접지면에는 가는 모래받침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고운 백토를 태토로 사용하였고 기내·외면은 청회색, 벽심은 백색이다.

잔존 높이 4.6㎝ 복원 굽 저경 6.4㎝ 굽 접지면적 0.3㎝ 기벽 두께 0.4~0.7㎝  

○ 백자 저부편(도면 25-2, 사진 72-②)

폐현실에서 수습되었으며, 동체부와 굽의 일부만 잔존하여 기종을 알 수 없다. 기내·외면과 벽

심의 발색이 모두 백색으로 양호하며, 내저면에 태토빚음 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고운 백토를 사용

하였으며, 굽의 형태는 수직굽이다.

잔존 높이 2.3㎝ 복원 굽 저경 8.6㎝ 굽 접지면적 0.3㎝ 기벽 두께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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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잔(도면 25-3, 사진 72-③)

휴게소에서 수습되었으며, 구연부 일부가 훼손되었을 뿐 거의 완형에 가깝다. 내저면에 청화로 

‘壽’자를 그려 넣었으며, 굽은 오목굽으로 접지면에 모래빚음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용융상태는 양호

하나 태토와 유약에 불순물이 섞인 듯 드문드문 유약이 뭉친 흔적이 남아있다. 백토질의 점토를 사용

하였고 기내·외면과 벽심 모두 백색이다

높이 4.4㎝ 구경 6.8㎝ 굽 저경 3.8㎝ 굽 접지면적 0.3㎝ 기벽 두께 0.2~0.9㎝

○ 청화백자 접시편(도면 25-4, 사진 72-④)

휴게소에서 수습되었으며, 1/3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상복원하였다. 구연은 외반하며, 구순에 

청화선을 돌렸다. 측사면의 상단은 완만하게 벌어지며, 중상부분에서 굽으로 축약된다. 외면에 청화

로 분할선을 한 후 영지문을 시문하였으며 수직굽으로 접지면까지 유약이 발라져 있다. 내저면에도 

청화로 2조의 원을 돌려 문양대를 안쪽에 마련한 후 내부에 문양을 그렸는데 일부만 남아있어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다. 고운 백토를 사용하였으며, 발색과 용융상태가 모두 훌륭하다.

높이 3.4㎝ 복원 구경 11.4㎝ 복원 굽 저경 6.0㎝ 굽 접지면적 0.3㎝ 기벽 두께 0.3~0.7㎝

○ 청화백자 호(도면 25-5, 사진 72-⑤)

휴게소에서 수습된 소형호편으로 1/2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상복원하였다. 구연부는 둥글게 말아

서 외반하게 처리하였으며, 바로 아래에 1조의 청화선을 돌려 동체부와 구분하였다. 기형은 중하단에서 

최대경을 이루며 외면에 초화문이 그려져 있다. 내저면에도 청화로 도식화된 수(壽)자를 그렸으며, 굽

에도 1조의 청화선을 돌렸다. 굽의 접지면은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으며,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백

색의 유약의 발색과 용융상태가 모두 양호하며 고운 백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높이 9.8㎝ 복원 구경 10.2㎝ 복원 굽 저경 8.4㎝ 굽 접지면적 0.3㎝

○ 철화백자 병(도면 25-6, 사진 72-⑥)

휴게소에서 수습되었으며, 측사면은 직선으로 내려오다 굽에서 급격히 축약되는데 이를 구분하

는 구획횡선이 남아있다. 동체의 중상단에 철화로 그려진 그림 일부가 남아있으나 소략하여 문양의 

이름은 알 수 없다. 내저면에 유약이 칠해지지 않았으며 손누름 흔적이 남아있다. 굽은 수직굽으로 

접지면에 굵은 모래받침이 관찰된다. 청회색에 가까운 발색을 보이며, 정선된 백토를 태토로 사용하

였다.

잔존 높이 15.8㎝ 복원 굽 저경 15.1㎝ 굽 접지면적 0.4㎝ 기벽 두께 0.5~0.9㎝

○ 서양 자기편(도면 25-7, 사진 73-①)

동쪽 베란다에서 동체부 일부만 수습되었다. 구한말 혹은 그 이후 수입된 서양 자기편으로 유백

색 유약에 금분으로 산(山) 모양을 그렸다. 잔존하는 편 상태로 보아 티포트 형태로 추정된다.

잔존 높이 7.3㎝ 기벽 두께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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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유화분(도면 27-1, 사진 75-①)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기형의 일부만 훼손되어 당시 제작된 화분의 정형

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전체 기형은 기고가 낮은 동이 형태로 구연부는 90。로 내만하여 둥글게 성형

되었다. 측사면은 중단까지 완만하게 내려오다 바닥면에서 급격히 꺽어지며 하단에는 신수형 장식 3

개체가 부착되어 있다. 소라모양의 곱슬머리와 움푹 들어간 눈 오똑한 코, 크게 벌린 입과 이빨 등은 

사자와 용을 합한 모습이며, 4개의 발이 달려있다. 이 발들은 굽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신수형 장식은 

기벽에  밀착되어 성형된듯, 일부 파손부위에서 표면박리 현상이 관찰된다.  바닥면에는 중앙부에 원

형투공 1개가 외→ 내로 뚫어져 있으며 정연하게 정면되어 있다. 다만 시유되지 않아 적백색을 띠고 

있다. 유약은 짙은 갈색유약을 백색토로 분장한 후 시유하였으며, 횡선을 그어 문양 효과를 내었는데 

불규칙하게  그어 자연미를 더하고 있다 내면에는 상부에 분장토가 흘러 있고 얕은 음각선이 새겨져 

있으며 내저면에는 모래 받침흔적인 듯  세사립이 남아 있다. 백색토를  태토로 사용하였으나. 내면과 

벽심은 적백색 색조로 소성되어 있다.

잔존 높이 16.6㎝ 복원 구경 44.5㎝ 복원 저경 22.2㎝ 기벽 두께 1.0~3.4㎝

○ 흑유화분(도면 27-2, 사진 75-②)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1/3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상복원하였다. 구연부

의 상단은 90。로 내만하였으며 상면에 2조의 횡선을 돌렸다. 체사면의 신수형 장식은 1개체만 온전히 

남아 있으며, 나머지는 1/2, 또하나는 결실되었다. 도면 27-1번과 유사한 형태의 화분으로 신수형 장식

의 머리 카락의 숫자가 12개와 13개로 차이가 있고 도면 27-1번 신수형 장식의 발은 시유되지 않았지만 

이 화분편의 신수형 발은 갈색유로 시유되었다. 바닥면에는 일부 물레흔이 관찰되며 원형으로 추정되

는 투공 1개가 일부만 남아 있다. 백색분장토 이후 갈색유로 시유하고 횡선을 그어 백색선이 들어나도

록 장식 하는 수법도 동일하며 크기, 장식적인면도 도면 27-1번과 거의 같아  일정한 주문 혹은 규정하

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 높이 16.1㎝ 복원 구경 43.3㎝ 복원 저경 22.2㎝ 기벽 두께 0.7~3.5㎝ 

○ 흑유화분편(도면 28-1, 사진 75-③)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저경보다 구경이 큰 광구반의 형태를 가진 화분이

다. 구연부가 잔존하지만 접합되지 않으며, 구연단은 기내면쪽으로 90。로 말아 넣어 성형하였다. 남아

있는 상태로 보아 측사면 상단에서 최대경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하단에는 신수형장식을 양

각으로 만들어 부착하였는데 나발형머리와 눈, 벌린 입 등을 표현하였으며, 바로 아래 발을 달아 굽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있는 장식은 2개이나, 간격으로 보아 당초에는 3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외면에는 산화철이 섞인 갈색유가 시유되어 있으며, 시유 이후 횡으로 2㎝ 간격의 횡선을 둘러 번조

하여 자연스런 흘러내림 현상이 관찰된다. 구연부를 제외한 기내면과 저부바닥면은 시유되지 않았으

며, 바닥 중앙부에 원형의 투공과 가장자리에 모래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구연부: 잔존 높이 6.5㎝ 복원 구경 40.0㎝ 기벽 두께 0.6~0.7㎝

동체부 및 저부: 잔존 높이 14.7㎝ 복원 저경 42.0㎝ 굽 접지면적 1.7㎝ 기벽 두께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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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갈유화분(도면 29-1, 사진 76-①)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구연과 동체부 일부가 남아있으나, 저부를 제외한 

부분은 도상복원하였다. 90。로 외반한 구연부는 넓게 성형되었으며, 백토 분장 후 갈색유로 시유할 때 

고리모양의 도형을 둘러 장식하였다. 거의 직선에 가깝게 내려오는 기형은 구경보다 높이가 높은 시

루와 같은 형태였음을 추정케 한다. 기외면 역시 백토 분장 후 갈색유로 시유하였으나, 횡으로 백색을 

강조하듯 넓은 선을 둘러 갈색유가 가는 횡선으로 남아 있다 기내면은 구연부와 안쪽 두단 정도가 갈

색유로 시유되었으며, 깊은 물레흔이 남아있다. 정선된 백토질의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내면과 벽

심은 유백색이다.

잔존 높이 25.3㎝ 복원 구경 38.2㎝ 기벽 두께 0.7~1.4㎝

○ 녹백자화분 (도면 29-2, 사진 76-②)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2/3정도가 잔존하나, 바닥면은 거의 결실되어 일

부만 남아 있다. 구연부는 90。로 외반하였으며, 측사면은 저부로 향할수록 축약되어 사선의 형태를 이

루고 있다. 바닥면은 결실되었으나, 3조의 동심원 2개가 따로 성형되어 굽으로 부착된 것이 관찰된다. 

그러나 동심원의 하단부가 결실되어 원래의 형태는 알수 없다. 기외면은 백색유로 시유한 후 종방향

으로 1cm폭의 청색유를 동체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내려 그었으며, 기내면에는 상단 일부에만 백색유

가 시유되었다. 내부에는 물레흔이 관찰되며, 평저의 바닥면에는 소성시 생긴 받침흔 일부가 남아 있

다. 태토는 백색질의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벽심은 유백색이다.

잔존 높이 29.6㎝ 복원 구경 38.8㎝ 기벽 두께 0.7~1.6㎝

○ 흑유화분(도면 30-1, 사진 76-③)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훼손되어 있다. 전체적인 기

형은 소형 동이 형태로 구연부는 90。로 외반하며, 구연단의 외곽을 눌러 파상문과 같이 장식하였다. 

체사면의 상단과 하단에도 각각 1조씩의 점토띠를 부착하여 종방향으로 눌러 파상문을 만들었다. 

저부에는 둘레쪽으로 얕은 굽이 있으며 굽과 측사면을 구분하는 1조의 음각횡선을 돌려 깍아낸 

흔적이 관찰된다. 굽둘레의 안쪽 2개소에 바닥면 안쪽으로 굽을 밀어 넣어 만든 흔적이 남아 있으며, 

대칭상태로 보아 당초에는 4개가 만들어 졌을것으로 판단된다. 

백색토의 분장위에 짙은 갈색유를 시유한 후 종방향으로 긁어 내려 장식하였으며, 구연부 상면에

는 2조의 횡선을 둘러 백색선이 보인다. 유약은 내면 안쪽 상단부까지 일정한 두께로 시유되어 있다. 

벽심의 색조는 백색으로 소성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질의 자기이다

높이 11.3㎝ 복원 구경 32.0㎝ 복원 저경 17.0㎝ 기벽 두께 0.8~1.2㎝

○ 백자화분(도면 30-2, 사진 77-①)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소형 화분이다. 구연부는 90。로 외반한다. 동체부

의 하단에 ‘⌒’자형으로 점토띠를 붙이고 바로 아래에 굽으로 사용되는 타원형의 점토받침을 붙여 장

식하였으며, 내저면에는 1개의 소형 투공과 점토받침형태의 유리질화된 불순물이 부착되어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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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전면에 백색유를 시유하였으나 바닥면의 일부와 ‘⌒’자형 하단은 유약을 긁어낸 것이 관찰된

다.기내면은 상단 폭 1㎝만 시용되었다. 고운 백색토를 태토로 사용하였으며 벽심은 회색이다.

높이 11.9㎝ 복원 구경 23.2㎝ 복원 저경 17.0㎝ 굽 접지면적 2.1㎝ 기벽 두께 0.5~1.0㎝

○ 시유도기화분(도면30-3, 사진 77-②)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1/2정도가 잔존한다. 소형 화분으로 구연부는 

90。로 외반하고 체사면의 1/3지점에서 축약되어 둥근 호선으로 저부로 연결된다. 저부와 측사면의 

연결부는 급격히 축약되어 편편한 원형의 굽으로 마무리 된다. 저부의 외부면은 볼록 솟아있으며, 

물레자국이 선명히 관찰되는데 중앙부에 원형투공 1개를 두어 용도가 화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

외면의 저부를 제외한 외면 전체와 기내면의 동체부 상단에 백토분장을 하였으나 일부는 박락되었

다.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기내·외의 보이는 면과 벽심은 적색으로 불완전한 소성이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높이 19.1㎝ 복원구경 33.6㎝ 복원저경 14.2㎝ 기벽 두께 0.5~1.2㎝ 투공 직경 3.0㎝

○ 백자화분(도면 31-1, 사진 77-③)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동체일부와 바닥면이 잔존한다. 도상복원된 저경으

로 보아 대형화분으로 추정되며 측사면의 하단에서 급격히 축약된 기형이다. 바닥면은 편평하게 정면

하고 중앙부분에 1개의 원형 투공을 뚫었으며, 둘레에는 원형굽이 있으며, 동체부와 바닥면 사이에는 

깊은 음각 횡선을 그어 구분하였다.

유약의 발색은 청회색으로 동체부까지만 시유되었으며 세사립이 섞인 백색토를 태토로 사용하여 

발색은 좋지 못하다. 내저면에는 모래 받침 흔적이 있으며 내면과 벽심의 색조는 백색 외면은 청회색

이다.

높이 7.3㎝ 복원 저경 18.0㎝ 기벽 두께 0.7~1.6㎝

○ 녹유화분편(도면 31-2, 사진 78-①)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동체부와 저부 일부편이 수습되었다. 측사면의 상단은 결실되었

으나 중하단에서 급하게 사선으로 꺽여 저부로 이어지며 두꺼운 벽심으로 보아 대형화분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측사면 하단부에 점토띠 1조를 붙이고 원형의 도구로 눌러 파상문처럼 장식하였다. 청

색유를 시유한 후 2차적으로 갈색유를 다시 시유하고 수직방향으로 내려 그어 장식한 기법을 사용하

였으며, 저부쪽에는 1조의 흑갈색선을 그었다. 바닥면에는 굽이 결실된 흔적이 있으며 측면에 작은 원

형투공이 있어 화로등 다른 기종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운 점토질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벽심의 

색조는 회색이다.

잔존 높이 8.6㎝ 복원 저경 14.6㎝ 기벽 두께 0.8~1.5㎝ 

○ 옹기편(도면 31-3, 사진 78-②)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구연부와 동체부 및 저부 일부가 남아있다. 구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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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체부는 접합되지 않지만 도상복원은 가능하다. 구연부는 90。에 가깝게 외반하기는 하나, 단면이 

사다리꼴이며, 상면에 얕은 파상문을 새긴 문양판을 사용하고 측면에는 다치구를 이용하여 여러 줄의 

횡선을 돌렸다. 동체부의 기형은 사선으로 저부를 향해 내려오며 기표면에는 점토띠를 붙여 초본류의 

문양을 장식하였다. 그 위에 띠모양의 백색토가 발라져 있으나, 주변이 모두 결실되어 용도는 알 수 

없다. 동체부 상단과 중단에 각각 1조의 돌대문이 있으며, 저부의 바닥면은 안쪽으로 들려 오목한 형

상이다. 기표면에 갈색유가 시유된 동이 옹기로 기내면에도 갈색유가 시유되어 있으며, 불규칙한 백

색흔이 남아있다. 사질과 기타잡물이 많이 섞인 태토를 사용하였다. 기내·외면의 색조는 진갈색, 벽

심은 흑회색이다.

잔존 높이 24.9㎝ 복원 구경 31.0㎝ 복원저경 14.0㎝ 기벽 두께 0.5~1.8㎝

○ 도기화분(도면 32-1, 사진 78-③)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상부에서 수습되었으며, 1/3정도 잔존하나 저부와 바닥은 모두 결실되었다. 

구연부는 90。로 외반하며, 외면 하단에 1줄의 점토띠를 파상으로 붙여 장식하였다. 구연부의 상단에

는 1조의 얕은 음각선을 돌렸다.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저부로 내려가며, 바닥면과 동체부의 연결부에 

점토를 덧붙인 흔적과 깍기 흔적이 있어 바닥면을 따로 성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외면의 동체부 상

단에는 2조의 양각선을, 중앙부분에 1조의 음각선을 돌렸으며, 음각으로 기표면에 반원과 초화류를 

그렸으나 불규칙적이다. 동체부 하단에 짧은 1조의 음각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이 결실되어 길이는 알 

수 없다. 기내면에는 물레흔이 남아 있으며, 저부와 측사면의 연결부에는 점토를 덧붙인 흔적이 관찰

된다. 기내·외면의 색조는 흑회색, 벽심은 회색이며, 약간의 잡물이 섞인 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저부 바닥면이 결실되어 확신할 수는 없으나, 기외면의 장식과 기타 다른 출토품들과 비교해 볼 때 도

기 화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25.4㎝ 복원구경 34.6㎝ 복원저경 26.0㎝ 기벽 두께 0.5~1.0㎝

○ 도기화분 구연부편(도면 32-2, 사진 78-④)

식당 지하층 2호 수혈에서 수습되었으며, 복원구경으로 보아 소형인 도기화분 구연부와 동체부

편 일부가 잔존한다. 90。로 꺽인 구연부의 외면 하단에는 파상 점토띠를 붙였으며, 구연단에는 바깥쪽

으로 1조의 횡선을 돌렸다. 기형은 직선에 가까우며 상단에 2조의 음각선을 돌렸는데, 동체부의 기내

외면은 물손질로 깨끗하게 정면되었다. 기외면은 흑회색이며, 기내면은 흑회색과 회색이 섞여있다. 

벽심은 회색이며, 태토는 잡물이 없는 고운 점토질을 사용하였다. 

잔존 높이 9.6㎝ 복원구경 20.0㎝ 기벽 두께 0.4~0.5㎝

○ 도기화분 구연부편(도면 32-3, 사진 78-⑤)

식당 지하층 2호 수혈에서 수습되었으며,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잔존하는 것을 도상복원하였

다. 90。로 외반한 구연부의 하단에는 얕은 점토띠를 접합한 후 납작한 도구를 비스듬히 눌러 파상으로 

장식하였다. 구연단은 안쪽방향으로 둥굴게 말아서 성형하였다. 직선의 동체부 상단에는 폭 2㎝로 횡

선을 돌려 얕은 단을 형성하고 있다. 기내·외면은 모두 물손질 정면되었고 세사립이 섞인 점토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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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토를 사용하였다. 기외면은 회색, 기내면은 흑색이며 벽심은 외면쪽은 흑색, 내면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14.8㎝ 복원구경 28.2㎝ 기벽 두께 0.5~0.8㎝

○ 도기화분(도면 33-1, 사진 79-①)

식당 지하층 계단주변에서 수습된 도기화분이다. 구연과 저부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

깝다. 구연부는 90。로 외반하며, 구연단의 바깥쪽에 1조의 깊은 횡선을 둘러 중앙부가 볼록한데 끝단 

하단부에는 1조의 점토띠를 파상으로 붙였다. 직선에 가까운 동체부의 상단에 폭 1㎝로 2조의 횡선을 

얕게 돌려 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하단부에는 1조의 얕은 음각선을 돌렸다. 그 사이는 초본류를 형상

화한 듯한 불규칙한 바운드의 반원형태가 음각되어 있으며, 평저의 바닥면에는 1개의 원형공이 바깥

에서 안쪽으로 투공되었는데 안쪽면에 점토띠를 얕게 덧붙여 깔끔하게 마무리 하였다. 기내면은 물레

흔이 남아있으나 정연하게 물손질되어 있으며, 잡물이 거의 섞이지 않은 점토질의 태토를 사용하였

다. 기내·외면은 회흑색, 벽심은 회색이다.

높이 26.6㎝ 복원 구경 34.0㎝ 복원 저경 25.6㎝ 기벽 두께 0.5~1.2㎝ 투공 직경 7.8㎝

○ 도기화분(도면 33-2, 사진 79-②)

식당 지하층 계단주변에서 수습되었으며, 동체부의 일부와 바닥면이 잔존한다. 원통형모양의 동

체부는 원형의 바닥면으로 연결되고 그 부위에는 점토를 덧붙여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바닥면에는 1

개의 투공이 외 → 내로 뚫려있으며, 안쪽면은 둥근 고리형태로 성형하였다. 물레에서 떼어낸 바닥면

이 사절흔이 관찰되며 고운 세사립이 섞인 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기외면 동체 하단부에  1조의 

음각횡선과 음각사선이 그어져 있다  기내외면은 회색, 벽심은 명회색이다.

잔존 높이 11.4㎝ 저경 15.8㎝ 기벽 두께 0.4~1.1㎝

○ 도기화분(도면 34-3, 사진 79-③)

식당 지하층 계단주변에서 수습되었으며,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수습되었으며, 저부와 바닥면

은 결실되었으나 화분편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90도로 외반하며 상면과 측면을 매끈하게 깍아 정면

하였고 하면에는 1조의 점토띠를 돌린 후 측면을 눌러 파상으로 부착하였다. 동체부 상단에 2조의 횡

선이 있으며,  그 아래로 초본류를 문양화한 반원형의 음각선을 새겼다. 기내면은 정연하게 물손질되

어 있으며 고운 점토질의 태토를 사용하였다. 기내외면과 벽심 모두 회흑색이다

잔존 높이 16.6㎝ 복원 구경 27.6㎝ 기벽 두께 0.6~0.7㎝

○ 도기화분 구연부편(도면 34-4, 사진 79-④)

식당 지하층 계단주변에서 수습되었으며, 도자 화분의 구연부와 동체 상단 일부가 잔존한다. 90。

로 외반한 구연부의 외면 하단에는 1줄의 점토띠를 파상으로 붙였다. 구연단의 외곽으로 음각선을 돌

려 장식하였으며, 동체부의 기형은 직선에 가깝다. 구연부 바로 아래 폭 1㎝와 2㎝의 황선을 돌렸으

며, 잔존한 동체부에는 반원형의 음각선이 교차해 남아있다. 점토질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기내면

도 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되었다. 기내·외면은 회흑색, 벽심은 적회색으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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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잔존 높이 14.6㎝ 복원 구경 38.0㎝ 기벽 두께 0.5~1.0㎝

○ 도기저부편(도면 34-5, 사진 80-①)

휴게소 선대유구 1호 수혈에서 수습되었으며 소형도기옹의 저부 1/2와 동체부편 일부가 잔존한

다. 바닥면은 평저이며 정연하게 물손질 되어 있는데 소성시에 묻은 백색 분장토가 남아 있다. 동체부

는 나팔모양 벌어져 올라가며 기표면은 빗살모양의 박자로 보강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바닥

면의 안쪽이 정연하게 물손질되어 있는것에 반해 동체부의 기내면은 박자흔을 거친 천을 이용해 지워 

다소 표면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태토는 잡물이 섞인 점토질을 사용하였으며, 고화도로 소성되어 단

단한 경질의 도기이다. 기내·외면의 색조는 진회색 내면과 벽심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18.1㎝ 복원 저경 33.0㎝ 기벽 두께 0.6~1.2㎝

○ 도기저부편(도면 35-1, 사진 80-②) 

휴게소 선대유구 2호 수혈에서 평저의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수습되었다. 바닥면에서 벌어진 호

선으로 올라가는 동체부의 기외면은 불규칙한 간격으로 그은 횡선이 관찰되는데 폭과 남은 흔적으로 

보아 나뭇가지와 같은 시문구를 사용하여 그었다. 기내면은 물레흔 위로 내박자흔과 불규칙한 음각의 

파상횡선이 관찰되며, 저부 바닥면의 내·외면은 정연하게 물손질되었다. 고운 모래가 섞인 점토질을 

태토로 사용하였으며, 기내·외면과 벽심은 회흑색이다.

잔존 높이 25.2㎝ 복원 저경 42.2㎝ 복원 동최대경 51.2㎝ 기벽 두께 0.5~1.0㎝

○ 도기저부편(도면 35-2, 사진 80-③)

휴게소 선대유구 3호 수혈에서 수습되었으며, 동체부와 저부만 잔존한다. 바닥면은 평저이나 중

앙부에 오목한 물레흔이 남아 있으며, 물손질로 정연하게 정면되어 있다. 일부에서  박리현상이 관찰

되며, 거의 직선에 가까운 원통형의 동체부로 연결된다. 접합부위에는 점토가 밀린  적이 있어 덧대어 

보강하였음을 알수 있다. 또한 기표면에는 양각 파상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원래의 기벽을 깍아 만들

었으며, 성형상의 점토띠 간격으로  일정하게 횡선을 그었고 고운 진회색의 슬립이 입혀져 있다. 기내

면의 안쪽에는 반원형태의 박자흔이 일부 남아 있으나, 2조의 횡선을 긋고 그사이에 파상문을 그어 장

식성을 강조하고 있다. 

잡물이 섞이지 않은 고운 점토질의 태토를 사용하였으며, 옹에서는 보기 드문 얇은 기벽을 가진 

상질의 도기옹이다. 기내·외면의 색조는 진회색 벽심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25.6㎝ 저경 42.2㎝ 기벽 두께 0.6~1.2㎝

○ 도기저부편(도면 35-3, 사진 80-④)

휴게소 선대유구 4호 수혈에서 수습되었으며, 대형 도기옹으로 저부와 동체부 하단만 잔존한다. 

평저 바닥면의 중앙부에는 오목한 물레흔이 남아있으며, 내부바닥면은 볼록하게 올라온 현상이 관찰

된다. 나팔모양으로 벌어져 올라가는 동체부와의 연결부위는 매끈하게 정면되어 있다. 기내·외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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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흔을 모두 매끈하게 지운 후 2조의 횡선안에 파상문 돋을 새김된 문등을 장식하였으며, 그 위쪽으

로는 상단부가 결실되어 당초 원형이거나 혹은 초화류로 추정되는 반원문이 남아 있다. 사선의 각도

로 보아 동체부의 중단부에서 최대경을 이룬 대형 옹으로 추정된다. 고운 점토질의 태토를 사용하였

으며 기내·외면과 벽심 모두 회흑색이다

잔존 높이 24.2㎝ 저경 42.4~43.6㎝ 기벽 두께 0.6~1.1㎝

② 기와류

○ 수키와편(도면 26-2, 사진 73-④)

시굴 Tr 3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

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

는 회색을 띤다. 외면은 청해파문을 타날하였으며,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윤철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일부에서

만 희미하게 확인된다. 윤철흔은 상단에서 약 2.1㎝ 지점에 횡방향으로 잔존하며, 내부에 희미하게 포

목흔이 관찰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잔존 길이 14.0㎝ 잔존 너비 9.7㎝ 잔존 두께 2.4~2.6㎝                    

○ 청기와(도면 26-3, 사진 74-①)

식당 지하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

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내·외면은 대부분 탈락되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청록색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였다. 상단부는 물

손질 정면하여 기면이 매끈하다. 색조는 내면 및 속심은 등색, 외면은 청록색을 띤다. 외면은 청록색 

유약을 시유한 것 이외에 제작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면은 포목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전면에 정연하게 남아있으며, 사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지웠다. 

잔존 길이 8.6㎝ 잔존 너비 10.0㎝ 잔존 두께 2.0~2.3㎝

○ 청기와(도면 26-4, 사진 74-②)

폐현실에서 수습되었으며, 상단부와 미구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

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

였다. 내·외면은 대부분 탈락되었지만 탈락부를 제외하면 청록색 유약을 전면에 시유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청록색, 속심 등색을 띤다. 외면은 유약을 시유한 것 이외에 다른 제작기법은 확인되지 않는

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과 점토가 밀린 흔적이 관찰되며, 종·횡방향 물손질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잔존 길이 9.7㎝ 잔존 너비 9.0㎝ 잔존 두께 1.1~4.2㎝

미구: 길이 3.8㎝ 두께 1.1~2.3㎝

언강: 높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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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기와(도면 26-5, 사진 74-③)

폐현실에서 수습되었으며, 상·하단과 측면이 결실되어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

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

와통으로 성형하였다. 내·외면은 대부분 탈락되었지만 탈락부를 제외하면 청록색 유약을 전면에 시

유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청록색, 속심 등색을 띤다. 외면은 전면에 청록색 유약을 시유한 것 이외

에 별다른 제작기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면은 포목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전면

에 정연하게 남아있으며, 사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지웠다. 

잔존 길이 13.1㎝ 잔존 너비 9.9㎝ 잔존 두께 2.4㎝

○ 수기와편(도면 25-8, 사진 73-②)

휴게소에서 수습되었으며, 동체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외면은 종선문을 타날한 후 인각기법으로 ‘本’자를 시문하였으며, 횡방향으

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

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일부에서만 희미하게 확인된다. 합철흔은 좌측에서 1.3㎝ 지점과 3.6

㎝ 지점에 종방향으로 잔존하며, 내부에 희미하게 포목흔이 관찰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

면하여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잔존 길이 10.3㎝ 잔존 너비 6.3㎝ 잔존 두께 0.9~2.5㎝

○ 잡상편(도면 26-1, 사진 73-③)

어실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

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회색을 띤다. 외면은 기면의 굴곡이 심한 편으로 중앙부

가 움푹하며, 좌·우에 도구를 사용하여 비늘 문양을 시문하였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

였다. 내면은 봉상의 도구로 누른 흔적과 물손질 정면흔 및 점토가 밀린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은 봉

상의 도구로 눌렀으며, 그 과정에서 우상→좌하방향으로 점토가 밀렸다. 이후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그 흔적을 지웠다. 측단은 점토를 덧대어 보강하였으며,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

하여 홈을 낸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 길이는 9.9㎝ 잔존 너비 7.5㎝ 잔존 두께 1.1~4.2㎝

③ 유리

○ 유리기(도면 34-1 , 사진 79-⑤)

식당 지하층 적심주변 수습되었으며, 유리제품이다. 상단부는 방사선형태로 직선의 무늬를 만든 

청색유리 상단부와 편구형 유색 중단부는 각각 제작하여 접합하였으며, 중단부의 상·하에도 축약된 

얕은 장식선이 있다. 중단부와 같이 제직된 하단부는 90。에 가깝게 펼쳐진 형태이나 나머지는 결실되

어 당초의 형태를 알 수 없다. 유리기의 안쪽에는 흰색 불순물이 침잠되어 있다. 조명과 관련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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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장식품의 뚜껑류로 추정된다.

잔존 기고 5.4㎝ 기벽 두께 0.2~1.1㎝

○ 유리 갓(도면 34-2, 사진 79-⑥)

식당 지하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원통형 몸통에서 화려한 꽃잎모양으로 조형되었다. 꽃잎의 하단

은 적색 유리로 섬세한 주름을 잡아 장식성을 더하였다. 갓의 상단이 결실되었으나, 샹들리에 조명 갓

으로 구한말 제품으로 추정된다.

잔존 높이 9.9㎝ 기벽 두께 0.2~0.6㎝

④ 바닥 타일

돈덕전 발굴당시 700여점의 바닥 타일이 수습되었으며, 중앙 지하층 및 동쪽 베란다 지하층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동시기 건축물인 중명전 및 정관헌 등에서 확인되는 타일과 동일한 문양의 타

일 이외에도 그 당시 양관 건물에서 보이지 않았던 문양의 타일이 출토되었다.

보고서에는 개별 문양이 표현된 타일 개수를 파악한 후 보고서 지면과 학술적 성과를 고려하여 

각 문양의 출토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며 문양별로 선별하였다.

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36-1 81-①
테라조
타일

시굴
Tr2

(식당)

시굴 TR 2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4 정도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회색과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중앙에 별문양,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을 4장 이상 조합해 보면 백색의 마
름모 안에 남색으로 별문양, 사방으로 마름모 문양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 20.1㎝
잔존 너비 12.9㎝
두께 2.4~2.6㎝

36-2 81-②
테라조
타일

시굴
Tr2

(식당)

시굴 TR 2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일부만 잔존한다. 잔
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
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측단은 
남색의 문양대를 폭 4.9㎝로 배치하였으며, 중앙에 남색 삼각형 문
양을 표현하였다. 
내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두텁게 부착되어 있다.

길이 19.9㎝
잔존 너비 18.4㎝
두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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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36-3 81-③
테라조
타일

시굴
Tr2

(식당)

시굴 Tr 2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일부가 유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
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
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면 끝단부터 각각 2조의 남색 문양대를 폭 
0.8~2.3㎝로 배치한 후 중앙에 폭 1.7㎝의 백색 문양대를 배치하였
다. 중앙에는 색이 대칭을 이루도록 남색 및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마름모꼴로 표현하였다. 여러 장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문양이 동일
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두텁게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18.4㎝
잔존 너비 18.3㎝
두께 2.6~2.7㎝

36-4 81-④
테라조
타일

시굴
Tr2

(식당)

시굴 Tr2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3 정도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회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측단은 남색 문양대를 폭 4.8㎝로 배치하였
으며, 중앙에는 우상단→좌상단 방향으로 사선의 회색 문양대를 배
치하였다. 그리고 중앙의 상·하단부는 남색의 삼각형 문양을 배치
하였다. 타일을 여러 장 조합해 보면 문양이 반복되며, 중앙의 삼각
형 문양은 원래 마름모 문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6.1㎝
잔존 너비 8.6㎝
두께 2.4~2.5㎝

36-5 82-①
테라조
타일

식당

식당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4 정도 결실되었다. 평
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의 문양은 회색과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중앙에 별문양,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을 4장 이상 조합해 보면 회
색으로 별문양, 사방으로 마름모 문양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에는 벽면을 미장했던 시멘트가 두텁게 부착되어 있다.

길이 19.9㎝
너비 20.1㎝
추정 두께 2.4㎝ 

36-6 82-②
테라조
타일

식당

식당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
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
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청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면 끝단부터 각각 2조의 남색 문양대를 
폭 0.8~2.5㎝로 배치한 후 중앙에 폭 1.7㎝의 청색 문양대를 배치
하였다. 중앙에는 색이 대칭을 이루도록 청색 및 백색 안료를 사용
하여 마름모꼴로 표현하였다. 여러 장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문양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 20.6㎝
너비 20.5㎝
두께 2.5~2.6㎝

37-1 82-③
테라조
타일

식당

식당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
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
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며, 남색·청색·백색의 안료를 사
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면 끝단부
터 각각 2조의 남색 문양대를 폭 0.8~2.4㎝로 배치한 후 중앙에 폭 
1.7㎝의 청색 문양대를 배치하였다. 중앙에는 색이 대칭을 이루도록 
청색 및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마름모꼴로 표현하였다. 여러 장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문양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중앙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2㎝
너비 20.1㎝
두께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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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37-2 83-①
테라조
타일

식당

식당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
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
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회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단은 남색 문양대를 폭 4.7㎝로 배치하
였으며, 중앙에는 우상단→좌상단 방향으로 사선의 회색 문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중앙의 상·하단부는 남색의 삼각형 문양을 배
치하였다. 타일을 여러 장 조합해 보면 문양이 반복되며, 중앙의 삼
각형 문양은 원래 마름모 문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내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두텁게 부착되어 있다.

길이 20.2㎝
너비 20.0㎝
추정 두께 2.5~2.6㎝

37-3 83-②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4 정도 유실되었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청색·황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의 문양대로 나누어진다. 양 측면 끝
단부터 각각 2조의 남색 문양대를 폭 0.8~2.8㎝로 배치한 후 중앙
에 청색의 마름모문 3개를 배치하였다. 중앙으로는 남색 바탕 상부
에 직경 2.3㎝의 원문을 중심으로 상·하단에 황색 매듭문을 반복
적으로 표현하였다. 
내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두텁게 부착되어 있다.

길이 20.0㎝
잔존 너비 18.7㎝
추정 두께 2.6㎝

37-4 83-③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
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
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황색·청색·회색·남색·적색·백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
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문양대는 크게 3개로 구분된다. 먼저 우상단
에서 좌하단으로 청색의 사선을 칠한 후 나무를 표현한 듯하다. 중
앙에서 분할선 좌하단에 황색으로 반구형 문양을 칠한 후 여의두문
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여의두문의 하단부는 갈색 안료로 ‘ ’자 
형태로 마감하였는데, 꽃잎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좌하단은 꽃술을 
표현하였다. 
내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두텁게 부착되어 있다.

길이 20.1㎝
너비 20.1㎝
두께 2.5~2.6㎝

37-5 84-①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2 정도 결실되었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청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 한 장으로는 전체적인 문양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4장을 조합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자리는 1.8㎝ 폭으로 방형의 문양대를 표
현하였으며, 안쪽에 백색 바탕 상부에 마름모문을 배치하였다. 내부
에 다시 1.0㎝ 폭으로 방형의 문양대를 표현하고 청색 바탕 상부에 
변형 여의두문을 배치하였다. 중앙에 1.1㎝ 폭으로 방형의 문양대를 
배치한 후 안쪽에 정사각형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의 정사각형 문
양 사방으로 청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내면과 측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석회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
어 있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1㎝
잔존 너비 12.9㎝
두께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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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84-②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3 정도 결실되었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
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백색·적갈색·청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단은 약 2.9㎝ 폭으로 문양
대를 칠하였다. 중앙에 적갈색의 매듭형 띠를 표현하였으며, 내부에 
남색 바탕에 황색의 왕관과 꽃으로 추정되는 문양을 배치하였다. 여
러 장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중앙부의 상·하단에 장타원형, 중앙에 
타원형의 매듭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장타원형 매듭 안에는 왕관과 
꽃 문양, 타원형 매듭 안에 ‘+’자 형태로 마름모문을 배치하였다. 
내·외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
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3㎝
너비 20.0㎝
두께 2.5~2.6㎝

38-1 84-③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 약 1/3 정도 결실되었다. 잔
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
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
다. 
외면은 남색·백색·적갈색·청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단은 약 3.0㎝ 폭으로 문양
대를 칠하였다. 중앙에 적갈색의 매듭형 띠를 표현하였으며, 내부에 
남색 바탕에 황색의 왕관과 꽃으로 추정되는 문양을 배치하였다. 여
러 장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중앙부의 상·하단에 장타원형, 중앙에 
타원형의 매듭을 배치하였다. 장타원형 매듭 안에는 왕관과 꽃 문
양, 타원형 매듭 안에 ‘+’자 형태로 마름모문을 배치하였다. 전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1㎝
너비 20.0㎝
두께 2.5㎝

38-2 85-①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
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황색·청
색·회색·남색·적색·백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
였다. 
문양대는 크게 3개로 구분된다. 먼저 우상단에서 좌하단으로 청색
의 사선을 칠한 후 나무를 표현한 듯하다. 중앙에서 분할선 좌하단
에 황색으로 반구형 문양을 칠한 후 여의두문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여의두문의 하단부는 갈색 안료로 ‘ ’자 형태로 마감하였으며, 
꽃잎으로 추정된다. 좌하단은 꽃술을 표현하였다. 
내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두텁게 부착되어 있으
며,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0㎝
너비 20.1㎝
추정 두께 2.4~2.5㎝

38-3 85-②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4 정도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
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황색·청색·회색·남색·적색·백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
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문양대는 크게 3개로 구분된다. 먼저 우상단
에서 좌하단으로 청색의 사선을 칠한 후 나무를 표현한 듯하다. 중앙
에서 분할선 좌하단에 황색으로 반구형 문양을 칠한 후 여의두문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여의두문의 하단부는 갈색 안료로 ‘ ’자 형태
로 마감하였으며, 꽃잎으로 추정된다. 좌하단은 꽃술을 표현하였다. 
내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2㎝
너비 20.0㎝
두께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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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85-③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3 정도 결실되었다. 잔
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
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황색·청색·회색·남색·적색·백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
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문양대는 크게 3개로 구분된다. 먼저 우상단
에서 좌하단으로 청색의 사선을 칠한 후 나무를 표현한 듯하다. 중앙
에서 분할선 좌하단에 황색으로 반구형 문양을 칠한 후 여의두문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여의두문의 하단부는 갈색 안료로 ‘ ’자 형태
로 마감하였으며, 꽃잎으로 추정된다. 좌하단은 꽃술을 표현하였다. 
내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알부 부착되어 있으며,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4㎝
잔존 너비 17.2㎝
두께 2.5㎝

38-5 86-①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3 정도 결실되었다. 잔
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
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백색·적갈색·청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
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단은 약 3.0㎝ 폭으로 문양대를 
칠하였다. 중앙에 적갈색의 매듭형 띠를 표현하였으며, 내부에 남색 
바탕에 황색의 왕관과 꽃으로 추정되는 문양을 배치하였다. 여러 장
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중앙부의 상·하단에 장타원형, 중앙에 타원
형의 매듭을 배치하였다. 장타원형 매듭 안에는 왕관과 꽃 문양, 타원
형 매듭 안에 ‘+’자 형태로 마름모문을 배치하였다. 전면에는 미장재
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1㎝
너비 20.0㎝
두께 2.4~2.6㎝

38-6 86-②
테라조
타일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2 정도 결실되었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백색·적갈색·청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단은 약 3.0㎝ 폭으로 문양
대를 칠하였다. 중앙에 적갈색의 매듭형 띠를 표현하였으며, 내부에 
남색 바탕에 황색의 왕관과 꽃으로 추정되는 문양을 배치하였다. 여
러 장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중앙부의 상·하단에 장타원형, 중앙에 
타원형의 매듭을 배치하였다. 장타원형 매듭 안에는 왕관과 꽃 문
양, 타원형 매듭 안에 ‘+’자 형태로 마름모문을 표현하였다. 
내·외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
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0㎝
잔존 너비 14.3㎝
두께 2.4㎝

39-1 86-③
테라조
타일

북쪽
튜렛
(Tr3)

시굴 Tr 3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4 정도 결실되었
지만 완형에 가깝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
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과 회색 안료를 사용하여 중앙에 별문양,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을 4장 이상 조합해 보면 백색의 마
름모 안에 남색으로 별문양을 사방으로 마름모 문양을 배치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 20.1㎝
잔존 너비 18.2㎝
추정 두께 2.5~2.6㎝

39-2 87-①
테라조
타일

북쪽
튜렛
(Tr3)

시굴 Tr 3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좌측단과 우상단 모서
리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
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
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마모가 심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어 문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잔존 양상으로 볼 때 측단에 남색과 안료를 사용하여 
0.8~2.3㎝ 폭으로 2조의 문양대, 그 사이는 1.8㎝의 백색 문양대를 
배치하였다. 
전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 20.0㎝
너비 20.1㎝
두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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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39-3 87-②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동쪽 베란다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좌측 하단 모서리가 
일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며,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회색·적갈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측 상단 및 좌측 하단 모서리는 남색의 삼
각형 문양, 그 사이는 우상단→좌하단 방향으로 회색의 문양대를 사
선으로 배치하였다. 좌측 상단 및 우측 하단 모서리에는 회색·적갈
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타일을 4장 조합해 보면 띠상의 마
름모 문양 중앙에 별문양으로 모이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의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1㎝
너비 20.3㎝
두께 2.5~2.6㎝

39-4 87-③
테라조
타일

중앙
지하
계단

중앙 지하계단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의 타일에 약 1/3 정도 잔존
하는 타일이 부착된 상태이다. 이 중 파쇄부의 단면에 고착재가 부
분적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벽면의 공간에 맞추기 위해 파쇄품
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 및 단면 형태는 다른 타일의 형태
로 보아 각각 정방형, 장방형으로 보인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회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단은 남색 문양대를 폭 4.7㎝로 배치하
였으며, 중앙에는 우상단→좌상단 방향으로 사선의 회색 문양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중앙의 상·하단부는 남색의 삼각형 문양을 배
치하였다. 타일을 여러 장 조합해 보면 문양이 반복되며, 중앙의 삼
각형 문양은 원래 마름모 문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외면 일부와 내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두텁게 부
착되어 있다.

길이 26.3㎝
너비 20.0㎝
추정 두께 2.3㎝

39-5 88-①
테라조
타일

중앙
지하
계단

중앙 지하계단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면 형
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
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백색·황색·적갈색·청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
양을 표현하였다. 타일 한 장으로는 전체적인 문양대를 파악하기 어
렵지만 4장 이상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에 적갈색 안료를 
사용하여 0.8㎝ 폭으로 직사각형 문양을 사선으로 표현하였으며, 
내부에 황색 바탕 상부에 청색으로 뇌문에 가까운 문양을, 중앙부에
는 남색의 마름모문을 배치하였으며, 그 안쪽으로 청색 바탕 상부에 

‘+’자에 가까운 문양을 표현하였다. 주변으로는 변형 여의두문과 
유사한 문양을 팔각 형태로 배치하였다. 
내·외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 20.1㎝
너비 20.1㎝
두께 2.4~2.5㎝

39-6 88-②
테라조
타일

중앙
지하
계단

중앙 지하계단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일부가 유실되었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
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
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백색·황색·적갈색·청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
양을 표현하였다. 타일 한 장으로는 전체적인 문양대를 파악하기 어
렵지만 4장 이상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에 적갈색 안료를 
사용하여 0.8㎝ 폭으로 직사각형 문양을 사선으로 표현하였으며, 내
부에 황색 바탕 상부에 청색으로 뇌문에 가까운 문양을 배치하였다. 
중앙부에 남색의 마름모문을, 그 안쪽으로 청색 바탕 상부에 ‘+’자에 
가까운 문양을 표현하였다. 주변으로는 변형 여의두문과 유사한 문양
을 팔각 형태로 배치하였다. 
내면과 측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 19.9㎝
잔존 너비 19.1㎝
추정 두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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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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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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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88-③
테라조
타일

중앙
지하
계단

중앙 지하계단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우측 상단 모서리 
부분이 유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
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
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청색·황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의 문양대로 나누어진다. 양 측면 끝
단부터 각각 2조의 남색 문양대를 폭 0.8~2.8㎝로 표현한 후 중앙
에 청색의 마름모문 3개를 배치하였다. 중앙으로는 남색 바탕 상부
에 직경 2.3㎝의 원문을 중심으로 상·하단에 황색 매듭문을 반복
적으로 표현하였다. 
내면과 측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
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2㎝
너비 20.0㎝
두께 2.6㎝

40-2 89-①
테라조
타일

중앙
지하
계단

중앙 지하 계단에서 수습된 4매를 한 문양대로 하는 장식용 테라조 
타일과 달리 여러 장의 조각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조형미를 높
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된 곳은 알 수 없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잔편을 조합
한 타일로 정확한 문양은 알 수 없다.
내면과 측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19.9㎝
잔존 너비 21.3㎝
추정 두께 2.7㎝

40-3 89-②
테라조
타일

중앙
지하층

중앙 지하층 바닥에서 수습된 조각타일로 4매를 한 문양대로 하는 장
식용 테라조 타일과 달리 여러 장의 조각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조형미를 높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된 곳은 알 수 없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
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잔편을 조합한 타일로 정확한 문양은 알 수 없다.
내면과 측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24.8㎝
잔존 너비 19.1㎝
추정 두께 2.4㎝

40-4 89-③
테라조
타일

중앙
지하층

중앙 지하층 바닥에서 수습된 4매를 한 문양대로 하는 장식용 테라조 
타일과 달리 여러 장의 조각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조형미를 높
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된 곳은 알 수 없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잔편을 조합
한 타일로 정확한 문양은 알 수 없다.
내면과 측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19.2㎝
잔존 너비 18.5㎝
추정 두께 2.5~2.6㎝

40-5 90-①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지하층

동쪽 베란다 지하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타일로 완형이다. 평
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에 잡
물이 부착되어 있으나 소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의 문양은 남색과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중앙에 별문양,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을 4장 이상 조합해 보면 백
색의 마름모 안에 남색으로 별문양, 사방으로 마름모 문양을 배치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4㎝
너비 20.5㎝
두께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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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90-②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지하층

동쪽 베란다 지하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
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
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회색·백색·적갈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측 상단 및 좌측 하단 모서리는 남색의 삼
각형 문양, 그 사이는 우상단→좌하단 방향으로 회색의 문양대를 사
선으로 배치하였다. 좌측 상단 및 우측 하단 모서리에는 회색·적갈
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타일을 4장 조합해 보면 띠상의 마
름모 문양 중앙에 별문양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의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2㎝
너비 20.3㎝
두께 2.5~2.6㎝

41-1 90-③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동쪽 베란다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면 형태
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 한 
장으로는 전체적인 문양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4장을 조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자리는 남색 안료를 사용하여 0.8~2.3㎝ 폭으로 
2조의 문양대를 방형으로 표현하였다. 내부에는 남색 안료를 사용
하여 마름모 형태로 직사각형 문양을 배치하였으며, 내부에 다시 삼
각형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에는 0.7㎝ 폭으로 방형의 문양대를 
배치한 후 안쪽에 정사각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내면과 측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
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0㎝
너비 20.0㎝
두께 2.6㎝

41-2 91-①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지하층

동쪽 베란다 지하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
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
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회색·청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
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면 끝단부터 각각 2조의 남색 문
양대를 폭 0.7~2.3㎝로 배치한 후 중앙에 폭 1.7㎝의 청색 문양대
를 배치하였다. 중앙에는 색이 대칭을 이루도록 청색 및 백색 안료
를 사용하여 마름모꼴로 표현하였다. 여러 장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문양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1㎝
너비 20.1㎝
두께 2.5~2.6㎝

41-3 91-②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지하층

동쪽 베란다 지하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
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
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회색·백색·적갈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측 상단 및 좌측 하단 모서리는 남
색의 삼각형 문양, 그 사이는 우상단→좌하단 방향으로 회색의 문양
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좌측 상단 및 우측 하단 모서리에는 회
색·적갈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타일을 4장 조합해 보면 
띠상의 마름모 문양 중앙에 별문양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1㎝
너비 20.1㎝
두께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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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91-③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지하층

동쪽 베란다 지하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
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
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회색·백색·적갈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측 상단 및 좌측 하단 모서리는 남
색의 삼각형 문양, 그 사이는 우상단→좌하단 방향으로 회색의 문양
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좌측 상단 및 우측 하단 모서리에는 회
색·적갈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타일을 4장 조합해 보면 
띠상의 마름모 문양 중앙에 별문양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의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1㎝
너비 20.1㎝
두께 2.5㎝

41-5 92-①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지하층

동쪽 베란다 지하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2 정도 잔
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
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
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의 문양은 남색과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중앙에 별문양,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을 4장 이상 조합해 보면 백
색의 마름모 안에 남색으로 별문양, 사방으로 마름모 문양을 배치하
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 20.1㎝
잔존 너비 14.3㎝
두께 2.5㎝

41-6 92-②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지하층

동쪽 베란다 지하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3 정도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과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중앙에 별문양,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을 4장 이상 조합해 보면 백색의 마
름모 안에 남색으로 별문양, 사방으로 마름모 문양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2㎝
잔존 너비 12.1㎝
두께 2.1~2.6㎝

42-1 92-③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지하층

동쪽 베란다 지하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
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
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
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면 끝단부터 각각 2조의 남색 문양대를 폭 
0.8~2.2㎝로 배치한 후 중앙에 폭 1.7㎝의 백색 문양대를 배치하였
다. 중앙에는 색이 대칭을 이루도록 남색 및 백색 안료를 사용하여 
마름모꼴로 표현하였다. 여러 장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문양이 동일
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0㎝
너비 20.0㎝
두께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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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92-④
테라조
타일

동쪽
베란다
지하층

동쪽 베란다 지하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완형이다. 평
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
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청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 측면 끝단부터 각각 2조의 남색 문양대를 
폭 0.8~2.4㎝로 배치한 후 중앙에 폭 1.7㎝의 백색 문양대를 배치
하였다. 중앙에는 색이 대칭을 이루도록 회색 및 백색 안료를 사용
하여 마름모꼴로 표현하였다. 여러 장의 타일을 조합해 보면 문양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0.1㎝
너비 20.1㎝
두께 2.5㎝

42-3 93-①
테라조
타일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약 1/3 정도 결실되었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남색·청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 한 장으로는 전체적인 문양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4장을 조합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자리는 1.9㎝ 폭으로 방형의 문양대를 표
현하였으며, 안쪽에 백색 바탕 상부에 마름모문을 배치하였다. 내부
에 다시 1.0㎝ 폭으로 방형의 문양대를 표현하고 청색 바탕 상부에 
변형 여의두문을 배치하였다. 중앙에 1.2㎝ 폭으로 방형의 문양대를 
배치한 후 안쪽에 정사각형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의 정사각형 문
양 사방으로 청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내면과 측면에는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두텁게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25.9㎝
잔존 너비 14.4~22.2㎝
추정 두께 2.4~2.5㎝

42-4 93-②
테라조
타일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로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
의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섞어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적갈색·백색·회색·남색 등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타일이 일부만 잔존하고 있어 전체적인 문양은 확인하
기 어렵지만 4장을 조합하면 문양의 대략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 잔존부의 외곽 부분은 약 1.5㎝ 폭으로 3조의 문양대를 회색·
백색·적갈색 안료를 사용하여 사선으로 칠하였다. 내부에는 남색 
바탕 상부에 회색 안료를 사용하여 불꽃 문양을 표현하였다. 
내면과 측면에 미장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
으며, 내면 중앙부에 ‘F’자형 틀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0.6㎝
잔존 너비 15.2㎝
두께 2.5~2.6㎝

42-5 93-③
특수
타일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 형태는 알 수 없
으며, 잔존부의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표면은 마연하여 매끈하게 
가공하였다. 외면의 끝단은 사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가공하였다. 전
면은 흑색 안료를 칠하였다. 내면과 측면 일부에 마연의 흔적이 희
미하게 관찰된다. 투공은 5군데 잔존하며, 직경은 0.8~1.1㎝ 정도
이다. 정형성은 확인할 수 없다. 투공면은 매끈한 편으로 기계를 사
용하여 뚫었다.

잔존 길이 11.4㎝
잔존 너비 9.2㎝
두께 1.7~2.4㎝
투공 직경 0.8~1.1㎝

42-6 93-④ 특수 타일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 형태는 알 수 없
으며,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표면은 마연하여 매끈하게 가공하였
다. 외면의 끝단은 사선 방향으로 경사지게 가공하였다. 전면은 흑
색 안료를 칠하였다. 내면과 측면 일부에 마연의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투공은 5군데 잔존하며, 직경은 0.8~1.1㎝ 정도이다. 정
형성은 확인할 수 없다. 투공면은 매끈한 편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뚫었다.

잔존 길이 12.1㎝
잔존 너비 9.7㎝
두께 1.9~2.4㎝
투공 직경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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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43-1 94-① 현대 타일
시굴
Tr2

(식당)

시굴 Tr 2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백색을 띤다. 
외면은 청록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
에 폭 0.3㎝으로 청록색, 폭 0.2㎝으로 백색 마름모문을 표현하였
다. 마름모문 내부에는 직경 0.4㎝의 백색의 원문을 중심으로 사방
에 백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꽃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
다. 각 모서리 부분은 짙은 청록색 문양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외면과 측면은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난다. 
내면은 외곽에서 약 0.2㎝ 안쪽은 정방형으로 돌출시켰다. 그 내부
는 폭 0.3㎝의 장방형 띠를 0.8㎝ 간격으로 돌출시켜 배치하였으
며, 상단부에서 두 번째 띠 바로 아래에는 ‘KOREA’를 음각하였으
며, 세번째 띠 아래로는 숫자 ‘12’를 양각하였다.

길이 7.3㎝
너비 7.3㎝
두께 0.5~0.6㎝

43-2 94-② 현대 타일

시굴
Tr3

(북쪽
튜렛)

시굴 Tr 3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백색을 띤다. 
외면은 청록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
에 폭 0.3㎝으로 청록색, 폭 0.2㎝으로 백색 마름모문을 표현하였
다. 마름모문 내부에는 직경 0.4㎝의 백색의 원문을 중심으로 사방
에 백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꽃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
다. 각 모서리 부분은 짙은 청록색 문양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외면과 측면은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난다. 
내면은 외곽에서 약 0.2㎝ 안쪽은 정방형으로 돌출시켰다. 그 내부
는 폭 0.3㎝의 장방형 띠를 0.8㎝ 간격으로 돌출시켜 배치하였으
며, 상단부에서 두 번째 띠 바로 아래에는 ‘KOREA’를 음각하였으
며, 세번째 띠 아래로는 숫자 ‘1’을 양각하였다.

길이 7.3㎝
너비 7.2㎝
두께 0.5~0.6㎝

43-3 94-③ 현대 타일

시굴
Tr3

(북쪽
튜렛)

시굴 Tr 3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백색을 띤다. 
외면은 청록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
에 폭 0.3㎝으로 청록색, 폭 0.2㎝으로 백색 마름모문을 표현하였
다. 마름모문 내부에는 직경 0.4㎝의 백색의 원문을 중심으로 사방
에 백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꽃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
다. 각 모서리 부분은 짙은 청록색 문양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외면과 측면은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난다. 
내면은 외곽에서 약 0.2㎝ 안쪽은 정방형으로 돌출시켰다. 그 내부
는 폭 0.3㎝의 장방형 띠를 0.8㎝ 간격으로 돌출시켜 배치하였으
며, 상단부에서 두 번째 띠 바로 아래에는 ‘KOREA’를 음각하였으
며, 세번째 띠 아래로는 숫자가 깨져 있으나 ‘1’ 혹은 ‘7’을 양각하
였다.

길이 7.2㎝
너비 7.3㎝
두께 0.5~0.6㎝

43-4 94-④ 현대 타일

시굴
Tr3

(북쪽
튜렛)

시굴 Tr 3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조는 옅은 백색을 띤다. 
외면은 청록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
에 폭 0.3㎝으로 청록색, 폭 0.2㎝으로 백색 마름모문을 표현하였
다. 마름모문 내부에는 직경 0.4㎝의 백색의 원문을 중심으로 사방
에 백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꽃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
다. 각 모서리 부분은 짙은 청록색 문양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외면과 측면은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난다. 
내면은 외곽에서 약 0.2㎝ 안쪽은 정방형으로 돌출시켰다. 그 내부
는 폭 0.3㎝의 장방형 띠를 0.8㎝ 간격으로 돌출시켜 배치하였으
며, 상단부에서 두 번째 띠 바로 아래에는 ‘KOREA’를 음각하였으
며, 세번째 띠 아래로는 숫자 ‘16’을 양각하였다.

길이 7.3㎝
너비 7.2㎝
두께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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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43-5 94-⑤ 현대 타일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
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
조는 옅은 백색을 띤다. 
외면은 청록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
에 폭 0.3㎝으로 청록색, 폭 0.2㎝으로 백색 마름모문을 표현하였
다. 마름모문 내부에는 직경 0.4㎝의 백색의 원문을 중심으로 사방
에 백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꽃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
다. 각 모서리 부분은 짙은 청록색 문양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외면과 측면은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난다. 
내면은 외곽에서 약 0.2㎝ 안쪽은 정방형으로 돌출시켰다. 그 내부
는 폭 0.3㎝의 장방형 띠를 0.8㎝ 간격으로 돌출시켜 배치하였으
며, 상단부에서 두 번째 띠 바로 아래에는 ‘KOREA’를 음각하였으
며, 세번째 띠 아래로는 숫자 ‘14’를 양각하였다.

길이 7.4㎝
너비 7.4㎝
두께 0.4~0.6㎝

43-6 94-⑥ 현대 타일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
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
조는 옅은 백색을 띤다. 
외면은 청록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
에 폭 0.3㎝으로 청록색, 폭 0.2㎝으로 백색 마름모문을 표현하였
다. 마름모문 내부에는 직경 0.4㎝의 백색의 원문을 중심으로 사방
에 백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꽃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
다. 각 모서리 부분은 짙은 청록색 문양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외면과 측면은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난다. 
내면은 외곽에서 약 0.2㎝ 안쪽은 정방형으로 돌출시켰다. 그 내부
는 폭 0.3㎝의 장방형 띠를 0.8㎝ 간격으로 돌출시켜 배치하였으
며, 상단부에서 두 번째 띠 바로 아래에는 ‘KOREA’를 음각하였으
며, 세번째 띠 아래로는 숫자 ‘1’을 양각하였다.

길이 7.2㎝
너비 7.1㎝
두께 0.5~0.6㎝

43-7 94-⑦ 현대 타일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
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
조는 옅은 백색을 띤다. 
외면은 청록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
에 폭 0.3㎝으로 청록색, 폭 0.2㎝으로 백색 마름모문을 표현하였
다. 마름모문 내부에는 직경 0.4㎝의 백색의 원문을 중심으로 사방
에 백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꽃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
다. 각 모서리 부분은 짙은 청록색 문양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외면과 측면은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난다. 
내면은 외곽에서 약 0.2㎝ 안쪽은 정방형으로 돌출시켰다. 그 내부
는 폭 0.3㎝의 장방형 띠를 0.8㎝ 간격으로 돌출시켜 배치하였으
며, 상단부에서 두 번째 띠 바로 아래에는 ‘KOREA’를 음각하였으
며, 세번째 띠 아래로는 숫자 ‘25’를 양각하였다.

길이 7.3㎝
너비 7.2㎝
두께 0.5~0.6㎝

43-8 94-⑧ 현대 타일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
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색
조는 옅은 백색을 띤다. 
외면은 청록색·백색의 안료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중앙
에 폭 0.3㎝으로 청록색, 폭 0.2㎝으로 백색 마름모문을 표현하였
다. 마름모문 내부에는 직경 0.4㎝의 백색의 원문을 중심으로 사방
에 백색의 연미형 문양을 배치하였다. 꽃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
다. 각 모서리 부분은 짙은 청록색 문양대를 사선으로 배치하였다. 
외면과 측면은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난다. 
내면은 외곽에서 약 0.2㎝ 안쪽은 정방형으로 돌출시켰다. 그 내부
는 폭 0.3㎝의 장방형 띠를 0.8㎝ 간격으로 돌출시켜 배치하였으
며, 상단부에서 두 번째 띠 바로 아래에는 ‘KOREA’를 음각하였으
며, 세번째 띠 아래로는 숫자 ‘1’을 양각하였다.

길이 7.3㎝
너비 7.3㎝
두께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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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몰딩

돈덕전 권역에서 많은 몰딩들이 편으로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그리드 제토 중 수습되었으며, 이 

중 49개의 몰딩을 선별하였다. 형태에 따라 일자형, 아치형, 장식용으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건축 

부재로 사용된 일자형·아치형 몰딩과 장식형 몰딩을 나누어 기술하였으나 대부분 편으로 수습되었

으므로 타일이나 벽돌같이 비율을 중요하지 않다 판단하여 특징적인 것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44-1 94-⑨ 몰딩
시굴
Tr2

(식당)

Tr2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
방형으로 보여지며, 단면 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중앙부는 반원형
으로 돌출시켰으며, 양쪽으로 두 차례 단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
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
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2~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횡·
사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1.9㎝
잔존 너비 8.3㎝
잔존 두께 1.9~4.3㎝

44-2 94-⑩ 몰딩
시굴
Tr2

(식당)

Tr2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
방형으로 보여지며, 단면 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중앙부는 반원형
으로 돌출시켰으며, 양쪽으로 두 차례 단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
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
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2~0.4㎝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종·
횡·사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9.6㎝
잔존 너비 7.4㎝
잔존 두께 1.5~3.6㎝

44-3 94-⑪ 몰딩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
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형태는 반원형으로 돌출된 중앙부를 중심
으로 상·하단부는 한 차례 단이 진다. 다만 전자는 평평한데 반해 
후자는 ‘U’자상을 띤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
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2~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
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종·
사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6.9㎝
잔존 너비 6.6㎝
잔존 두께 1.9~3.3㎝

44-4 95-① 몰딩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중앙부는 반원형으로 돌출시
켰으며, 양쪽으로 두 차례 단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
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
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2㎝ 정도의 두께로 석회
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은 종·횡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 길이 25.9㎝
너비 8.1㎝
두께 1.6~4.4㎝

44-5 95-② 몰딩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단면 형태는 상단부로 치우쳐 반원형으로 돌출된 부분을 중
심으로 상단부는 한 차례 단이 지며, 하단부는 세 차례 굴곡이 진
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
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
에 0.1~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은 종·횡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잔존 길이 20.4㎝
너비 11.9㎝
두께 2.2~4.7㎝



114

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44-6 95-③
아치형
몰딩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
는 아치형이며, 단면 형태는 반원형으로 돌출된 중앙부를 중심으로 
상·하단부는 세 차례의 굴곡이 진다. 다만 전자는 단이 평평한데 
반해 후자는 ‘U’자상을 띤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
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
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된 상태로 남아있
으며, 종·횡·사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26.2㎝
잔존 너비 10.4㎝
두께 1.7~4.9㎝

45-1 95-④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중앙부는 반원형으로 돌출시
켰으며, 양쪽으로 두 차례 단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
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
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3㎝ 정도의 두께로 석회
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33.4㎝
너비 8.0㎝
두께 1.6~5.7㎝

45-2 95-⑤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중앙부는 반원형으로 돌출시
켰으며, 양쪽으로 두 차례 단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
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
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2㎝ 정도의 두께로 석회
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은 종·횡·
사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 길이 26.5㎝
너비 8.9㎝
두께 0.9~4.8㎝

45-3 95-⑥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측면 한쪽이 직각에 가까운 형태로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형태
는 삼각형에 가깝다. 중앙부는 반원형으로 돌출시켰으며, 양쪽으로 
두 차례 단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
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측면이 직각에 가까운 형태인 것으로 
볼 때 장식부재의 끝부분으로 추정된다.

잔존 길이 26.9㎝
너비 8.5㎝
두께 2.1~4.5㎝

45-4 96-①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단면 형태는 상단부로 치우쳐 반원형으로 돌출된 부분을 중
심으로 상단부는 한 차례 단이 지며, 하단부는 세 차례 굴곡이 진
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
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
에 0.1~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종방
향으로 긁어낸 흔적도 관찰된다.

잔존 길이 25.7㎝
너비 12.6㎝
두께 1.9~4.4㎝

46-1 96-②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단면 형태는 상단에 높이 1.3㎝, 그 아래 3.2
㎝ 지점에 높이 0.6㎝의 반원형으로 돌출시켰으며, 그 사이는 ‘U’
자상의 홈을 두었다. 각 반원형의 아래로 약 1.5㎝ 폭의 평탄면을 
두었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
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종방
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잔존 길이 25.7㎝
잔존 너비 13.6㎝
잔존 두께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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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96-③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단면 형태는 상단에 높이 1.2㎝, 그 아래 3.3
㎝ 지점에 높이 0.7㎝의 반원형으로 돌출시켰으며, 그 사이는 ‘U’
자상의 홈을 두었다. 각 반원형의 아래로 약 1.3~1.5㎝ 폭의 평탄면
을 두었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
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2~0.4㎝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20.4㎝
잔존 너비 11.4㎝
잔존 두께 2.6~4.8㎝

46-3 96-④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형태는 완만한 ‘U’자상에 가깝다. 중앙
부는 ‘U’자 상으로 홈을 두었으며, 상·하단부는 세 차례 굴곡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
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
면에 0.2~0.4㎝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
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종방
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 길이 22.0㎝
잔존 너비 11.9㎝
두께 1.8~4.2㎝

46-4 96-⑤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형태는 완만한 ‘U’자상에 가깝다.  중
앙부는 ‘U’자 상으로 홈을 두었으며, 상·하단부는 세 차례 굴곡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
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
면에 0.2~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
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종방
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 길이 22.7㎝
잔존 너비 12.6㎝
두께 1.6~3.9㎝

47-1 96-⑥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형태는 제형의 돌출부에서 2.6㎝ 지점
은 높이 0.8㎝로 돌출시켰으며, 그 사이는 ‘U’자상의 홈을 두었다. 
반원형 돌출부 아래로 4.1㎝ 폭의 평탄면이 남아있다. 태토는 석회
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
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2~0.4㎝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21.1㎝
잔존 너비 13.3㎝
두께 1.9~4.1㎝

47-2 96-⑦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형태는 제형의 돌출부에서 2.1㎝ 지점은 
높이 0.8㎝로 돌출시켰으며, 그 사이는 ‘U’자상의 홈을 두었다. 반
원형 돌출부 아래로 2.7㎝ 폭의 평탄면이 남아있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2㎝ 정도
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너비 12.1㎝
두께 2.6~5.1㎝

47-3 97-①
아치형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 형태는 아치형이
며, 단면 형태는 반원형으로 돌출된 중앙부를 중심으로 상·하단부
는 세 차례의 굴곡이 진다. 다만 전자는 단이 평평한데 반해 후자는 

‘U’자상을 띤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
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
작한 후 외면에 0.1~0.2㎝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
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된 상태로 남아있
으며, 종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45.0㎝
잔존 너비 10.1㎝
두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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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47-4 97-②
아치형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 형태는 아치형이
며, 단면 형태는 반원형으로 돌출된 중앙부를 중심으로 상·하단부
는 세 차례의 굴곡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
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남아있다.

잔존 길이 21.5㎝
잔존 너비 9.0㎝
두께 1.3~4.2㎝

47-5 97-③
아치형
몰딩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 형태는 아치형이
며, 단면 형태는 반원형으로 돌출된 중앙부를 중심으로 상·하단부
는 세 차례의 굴곡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2~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
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은 종·횡·사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23.3㎝
너비 7.6㎝
두께 1.6~3.8㎝

⑥ 장식용 몰딩

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48-3 97-④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꽃
이 개화하기 이전의 꽃봉오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은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길이 18.1㎝
잔존 너비 4.5~6.6㎝
두께 0.9~2.3㎝

48-1 97-⑤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소
용돌이형으로 제작하였다. 움푹한 부분에는 0.5~0.7㎝ 간격으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누른 흔적이 6군데 남아있다. 태토는 입
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2~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발라 마무리 하였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 길이 8.5㎝
잔존 너비 11.0㎝
추정 두께 1.0~4.1㎝

48-2 97-⑥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소
용돌이형으로 제작하였다. 움푹한 부분에 0.5~0.7㎝ 간격으로 12
군데, 안쪽으로 말린 부분의 외곽에도 0.3~0.8㎝ 간격으로 7군데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누른 흔적이 남아있다. 태토는 입자가 고
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
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3㎝ 정도의 두께
로 석회를 다시 발라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와 적벽돌 일부가 부착되어 있
으며, 사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관찰된다.

길이 8.9㎝
너비 11.9㎝
두께 1.5~3.3㎝

48-4 98-①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오얏꽃이다. 중앙부
는 반원형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사방으로 5엽의 꽃잎을 형상화 하
였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
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6.4㎝
너비 6.1㎝
두께 0.8~1.1㎝

48-5 98-②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에 가깝다. 평면 형태는 오얏꽃이다. 
중앙부에 반원형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사방으로 5엽의 꽃잎을 형
상화 하였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
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 6.8㎝
너비 7.3㎝
추정 두께 0.5~0.8㎝



Ⅳ. 조사내용   117

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48-6 98-③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구형이며, 단면 형
태는 반원형이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4.3㎝
너비 3.6㎝
추정 두께 1.6㎝

48-7 98-④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구형이며, 단면 형
태는 반원형이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 3.7㎝
너비 3.7㎝
추정 두께 1.5㎝

48-8 98-⑤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에 가깝다. 평면 형태는 구형이며, 단
면 형태는 반원형이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
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은 결실되었다.

잔존 길이 3.8㎝
너비 3.7㎝
잔존 두께 1.3㎝

48-9 98-⑥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하므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
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
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7.7㎝
너비 7.2㎝
추정 두께 1.4~2.1㎝

48-10 98-⑦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하므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
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
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6.4㎝
너비 6.5㎝
잔존 두께 1.0~1.6㎝

48-11 98-⑧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하므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
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
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은 결실된 상태로 정면기법은 확인할 수 없다.

잔존 길이 8.2㎝
너비 7.5㎝
잔존 두께 0.5~1.2㎝

49-1 98-⑨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풀
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풀잎은 우측 방향으로 호상으로 휘
어져 있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
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횡·
사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 길이 9.3㎝
너비 6.4㎝
두께 0.6~1.1㎝

49-2 98-⑩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풀잎을 형상화한 것
으로 추정된다. 풀잎은 7엽이며,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쪽이 부채꼴 
형태로 벌어져 있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
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과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10.4㎝
너비 10.8㎝
추정 두께 0.6~1.1㎝

49-3 98-⑪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풀잎을 형상화한 것
으로 추정되며, 하단부는 구형으로 표현하였다. 풀잎은 5엽이며, 중
앙부를 중심으로 양쪽이 부채꼴 형태로 벌어져 있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과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 10.5㎝
너비 8.1㎝
추정 두께 0.5~1.1㎝

49-4 98-⑫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풀
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풀잎은 5엽으로 보여지며, 중앙부
를 중심으로 양쪽이 부채꼴 형태로 벌어져 있다. 태토는 입자가 고
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이 부착되어 있으며, 종·횡·사방향으로 긁어
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9.0㎝
잔존 너비 8.6㎝
추정 두께 0.8~1.3㎝

49-5 98-⑬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우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
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풀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풀잎
은 5엽이며,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쪽이 부채꼴 형태로 벌어져 있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은 종·횡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 길이 13.7㎝
너비 8.2㎝
두께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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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49-6 98-⑭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하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잔존부의 평면 형
태는 풀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풀잎은 5엽이며,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쪽이 부채꼴 형태로 벌어져 있다.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
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으며, 종방
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8.7㎝
너비 8.4㎝
두께 0.7~1.3㎝

49-7 98-⑮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풀
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풀잎은 호상으로 휘어져 있다. 태
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
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이 부착되어 있으며, 종·횡방향으로 긁어낸 흔
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0.4㎝
잔존 너비 6.4㎝
추정 두께 0.7~1.1㎝

49-8 98-�
장식용
몰딩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풀잎을 형상화한 것
으로 추정되며, ‘ㅓ’자형에 가깝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
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과 고착재로 사용하였던 석회 모르타르가 부착
되어 있으며, 종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1.2㎝
너비 6.1㎝
추정 두께 0.8~1.0㎝

49-9 98-�
장식용
몰딩

식당
지하층
벽체

식당 지하층 줄기초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풀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호상으로 휘어져 있
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
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이 부착되어 있으며, 횡·사방향으로 긁어낸 흔
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8.1㎝
잔존 너비 7.3㎝
두께 0.4~0.9㎝

49-10 98-�
장식용
몰딩

식당
지하층
벽체

식당 지하층 줄기초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풀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호상으로 휘어져 있
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
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이 부착되어 있으며, 횡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1.3㎝
잔존 너비 8.7㎝
두께 0.7~1.0㎝

49-11 98-�
장식용
몰딩

식당
지하층
벽체

식당 지하층 줄기초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풀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으로 갈라져 있
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
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이 부착되어 있으며, 횡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7.6㎝
잔존 너비 10.7㎝
추정 두께 0.1~1.0㎝

49-12 98-�
장식용
몰딩

식당
지하층
벽체

식당 지하층 줄기초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풀잎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호상으로 휘어져 있
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
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이 부착되어 있으며, 횡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2.4㎝
잔존 너비 11.6㎝
추정 두께 0.4~1.1㎝

50-1 99-①
장식용
몰딩

식당
지하층
벽체

식당 지하층 줄기초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식물의 줄기가 고리 형태로 결구된 것을 형상화한 것
으로 추정된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에는 몸체 몰딩이 부착되어 있으며, 종·횡·사방향으로 긁어
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7.7㎝
잔존 너비 8.7㎝
추정 두께 0.3~0.9㎝

50-2 99-②
장식용
몰딩

식당
지하층
벽체

식당 지하층 줄기초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정확한 형
태는 알 수 없다. 다만 잔존부의 문양은 식물의 풀잎과 줄기를 형상
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입자가 고운 석회를 사용하였다. 재
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몰딩을 먼저 제
작한 후 입자가 고운 석회를 0.1~0.4㎝ 정도의 두께로 발라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잔존 길이 9.3㎝
잔존 너비 10.1㎝
잔존 두께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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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50-3 99-③
장식용
몰딩

식당
지하층
벽체

식당 지하층 줄기초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형태는 평평하게 돌출된 부
분을 중심으로 양쪽이 계단상으로 한차례 단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3㎝ 정도
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0.6㎝
잔존 너비 8.7㎝
잔존 두께 2.9~4.6㎝

50-4 99-④
장식용
몰딩

식당
지하층
벽체

식당 지하층 줄기초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형태는 상단부에 반원형 돌
출부를 중심으로 상단부는 두 차례, 하단부는 한 차례 단이 진다. 재
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2~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
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횡방
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잔존 길이 8.1㎝
잔존 너비 9.2㎝
잔존 두께 1.5~4.9㎝

50-5 99-⑤
장식용
몰딩

식당
지하층
벽체

식당 지하층 줄기초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형태는 오목한 중앙부를 중
심으로 상·하단부는 반원형으로 돌출되어 있다. 잔존 양상으로 볼 
때 몰딩의 끝부분으로 보여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
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3㎝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
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여 마무리 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횡방
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잔존 길이 7.3㎝
잔존 너비 11.5㎝
잔존 두께 2.3~3.5㎝

50-6 99-⑥
장식용
몰딩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하므로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다만 잔존부의 단면 형태는 횡단면이 반아치형, 종단면이 장
방형이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
며,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 및 속심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2~0.4㎝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손질 정면하였다. 그리고 외면에 다시 적갈색 
안료를 칠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사방
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15.1㎝
잔존 너비 23.2㎝
잔존 두께 2.5~2.9㎝

50-7 99-⑦
장식용
몰딩

휴게소

휴게소에서 수습되었으며,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부의 평면 형태는 
반아치형으로 추정되며, 단면 형태는 두 차례 굴곡이 진다. 태토는 
석회와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외면 적
갈색, 내면 및 속심 회백색을 띤다. 성형방법은 석회와 모래를 섞어 
제작한 후 외면에 0.1~0.2㎝ 정도의 두께로 석회를 다시 바르고 물
손질 정면하였다. 그리고 외면에 다시 적갈색 안료를 칠하였다. 
내면에는 고착재로 사용하였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종방
향으로 긁어낸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잔존 길이 5.7㎝
잔존 너비 18.2㎝
잔존 두께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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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벽돌

돈덕전 권역에서 벽돌은 적벽돌과 회색 전벽돌 및 시나가와 내화벽돌, 이형벽돌 등이 수습되었

다. 돈덕전은 벽돌조적법을 이용하여 조성한 건물이므로 수습유물 중 벽돌이 가장 많이 수습되었으며 

그중 일부를 선별하여 특징을 기술하였다.

도면
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51-1 100-①
회색

전벽돌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길이면 상단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거의 완형
이다. 벽돌로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
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
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다른 부분
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2.9㎝
너비 10.6㎝
두께 5.2~5.3㎝

51-2 100-②
회색

전벽돌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
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
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
내었으며, 다른 부분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3.4㎝
너비 11.2㎝
두께 5.3~5.4㎝

51-3 100-③
회색

전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
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벽돌의 길이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잔존 길이 23.5㎝
너비 11.5㎝
두께 5.2㎝

51-4 100-④
회색

전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석립 및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황회색을 띤다. 마구리면에 줄눈의 고착재
로 사용된 시멘트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 한쪽은 도구를 사
용하여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3.9㎝
너비 11.0㎝
두께 5.1~5.5㎝

51-5 100-⑤
회색

전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황회색을 띤다. 길이면 한쪽과 마구리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3.1㎝
너비 11.2㎝
두께 5.1~5.4㎝

51-6 100-⑥
회색

전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길이면상·하단부에 줄눈의 고착재
로 사용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3.4㎝
너비 11.0㎝
두께 5.2~5.4㎝

52-1 100-⑦
회색

전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
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
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2.9㎝
너비 10.9㎝
두께 5.2㎝

52-2 100-⑧
회색

전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
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
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2.5㎝
너비 11.4㎝
두께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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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진
번호

유물명
출토
위치

유물설명 크기

52-3 100-⑨ 적벽돌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
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
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
내었으며, 다른 부분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2.7㎝
너비 10.5㎝
두께 6.0~6.4㎝

52-4 100-⑩ 적벽돌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
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길이면의 상·하단부와 마구리면에 줄
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전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 길이 23.3㎝
너비 11.2㎝
두께 5.3~5.5㎝

52-5 100-⑪ 적벽돌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마구리면 모서리 부분이 일부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
립과 석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
조는 적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
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다른 부분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2.8㎝
너비 11.1㎝
두께 5.3㎝

52-6 100-⑫ 적벽돌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마구리면 한쪽이 일부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
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
다. 길이면의 한쪽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다른 부분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2.6㎝
너비 11.0㎝
두께 5.2~5.3㎝

53-1 101-① 적벽돌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마구리면 한쪽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과 석
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적
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
되어 있다. 길이면의 상·하단부는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마구리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3.0㎝
너비 11.1㎝
두께 5.3~5.4㎝

53-2 101-② 적벽돌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
이며, 색조는 명적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
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
어내었으며, 다른 부분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2.1㎝
너비 11.0㎝
두께 5.9㎝

53-3 101-③ 적벽돌

시굴
Tr3

(북쪽
튜렛)

Tr3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
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길이면의 상·하단부에 줄눈의 고착재
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상·하단부는 
점토가 밀린 흔적이 관찰되는데 정면하는 과정에서 밀린 것으로 추
정된다. 마구리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2.8㎝
너비 10.8㎝
두께 5.3~5.5㎝

53-4 101-④ 적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길이면 한쪽을 제외한 전면에 줄눈
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
구를 사용하여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3.1㎝
너비 10.8㎝
두께 5.2~5.3㎝

53-5 101-⑤ 적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명적갈색을 띤다. 길이면 한쪽을 제외한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
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낸 흔적이 관찰된다.

길이 22.6㎝
너비 10.9㎝
두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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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101-⑥ 적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길이면 한쪽을 제외한 전면에 줄
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전면을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3.2㎝
너비 11.1㎝
두께 5.6㎝

54-1 101-⑦ 적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
내었으며, 전면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 길이 22.9㎝
너비 11.2㎝
두께 5.0~5.4㎝

54-2 101-⑧ 적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 및 석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길이면과 마구리 일부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
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전면을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3.8㎝
너비 11.2㎝
두께 5.3~5.5㎝

54-3 101-⑨ 적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이
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의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전면을 물손질 정면하였다.

길이 23.3㎝
너비 11.2㎝
두께 5.3~5.4㎝

54-4 102-①
시나가와

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약 1/2정도 잔존한다. 내화벽돌로 평면형
태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내화물을 
섞어 사용하였으며, 재질은 경질이다.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길이
면의 상·하단부는 정격자형 틀로 눌러 찍었으며, 상단부는 다시 중
앙부에 ‘SHINAGAWA’문과 마름모문을 압인하였다. 마구리면은 물
손질 정면하였다.

잔존 길이 16.8㎝
너비 11.1㎝
두께 5.6~6.0㎝

54-5 102-②
시나가와

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약 1/3정도 결실되었다. 내화벽돌이며, 
평면 및 단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태토는 시멘트와 내화물
을 섞어 사용하였으며, 재질은 경질이다.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길
이면의 상·하단부는 정격자형 틀로 눌러 찍었으며, 상단부는 다시 
중앙부에 ‘SHINAGAWA’문과 마름모문을 압인하였다. 마구리면은 

‘力’자와 원형문이 찍혀있으며, 전면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 길이 19.8㎝
너비 10.9㎝
두께 5.5~5.9㎝

55-1 102-③
아치형
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약 1/2정도 잔존한다. 평면 형태는 아치
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길
이면 한쪽은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
다. 길이면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전면 물손질 정
면하였다.

잔존 길이 22.9㎝
너비 11.1㎝
두께 4.9~5.2㎝

55-2 102-④
아치형
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약 1/2정도 잔존한다. 평면 형태는 아치
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전
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마구리면
은 결실되었지만 모르타르가 잔존하는 것으로 볼 때 조각 벽돌을 
서로 접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길이면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
내었으며, 전면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 길이 23.0㎝
너비 11.6㎝
두께 5.1~5.3㎝

55-3 102-⑤
반타원형

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반타원형, 단면형
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
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부착된 상태로 남아있다. 길이면 한
쪽과 마구리면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전면 물손질 정면
하였다.

잔존 길이 23.3㎝
너비 12.1㎝
두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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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102-⑥
아치형
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약 1/3정도 잔존한다. 평면 형태는 아치
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전면 물손질 정면하
였다.

잔존 길이 17.0㎝
너비 11.9㎝
두께 4.9~5.1㎝

55-5 102-⑦ 이형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마구리면 모서리가 일부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 단면 형태는 상이하다. 횡단면
은 마구리면 한쪽이 사선으로 깎여있어 제형에 가깝고, 종단면은 장
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
용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전면 물손질 정면하였다. 마구리면 
한쪽이 사선으로 깎여있는 것으로 볼 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벽
돌로 추정된다.

길이 23.1㎝
너비 11.4㎝
두께 5.2~5.3㎝

55-6 102-⑧ 이형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약 1/2 정도 잔존한다. 평면 형태는 장방
형, 단면 형태는 상이하다. 횡단면은 두 차례 단이 지며 단 사이는 
호상을 이룬다. 종단면은 장방형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길
이면 상·하단부와 마구리면 한쪽은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르
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전면 물손질 정면하였다. 마구리면 한쪽이 
단이 진 것으로 볼 때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벽돌로 추정된다.

잔존 길이 11.4㎝
잔존 너비 10.0㎝
두께 5.2~5.3㎝

56-1 103-① 이형벽돌 폐기층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약 1/3정도 잔존한다. 평면 및 단면형태
는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과 석립이 혼입된 모래
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회색을 띤다. 길이면 
한쪽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 
한쪽에 숫자로 추정되는 ‘19?4’, 마구리면에 ‘5月’과 ‘308’을 뾰
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음각하였다. 명확하지 않으나 덕수궁 대화재 
이후 중건과 관련된 표식으로 추정된다. 전면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상단부에 손으로 누른 흔적이 확연하다.

잔존 길이 10.8㎝
잔존 너비 11.2㎝
두께 4.8~5.2㎝

56-2 103-②
이형 

적벽돌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마구리면의 가장자
리 두 곳이 반원형으로 돌출시킨 장방형이며, 단면 형태는 장방형
이다. 태토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
은 경질이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전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
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
여 긁어내었으며, 다른 부분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마구리면의 가
장자리를 반원형으로 돌출시켰는데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 벽돌로 
추정된다.

길이 22.2㎝
너비 10.0~13.7㎝
두께 3.8~6.4㎝

56-3 103-③
이형

적벽돌
식당

식당에서 수습되었으며, 완형이다. 평면 형태는 한쪽 마구리면 중앙
을 반원형으로 돌출시킨 장방형이며,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태토
는 점토와 사립이 혼입된 모래를 섞어 사용하였다. 재질은 경질이
며, 색조는 적갈색을 띤다. 길이면 상·하단부와 마구리면에 줄눈의 
고착재로 사용한 모르타르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면 한쪽 마구
리면 한쪽은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내었으며, 다른 부분은 물손질 정
면하였다. 마구리면 한쪽은 중앙부를 반원형으로 돌출시켰는데 특
수한 용도로 사용된 벽돌로 추정된다.

길이 26.4㎝
너비 11.4㎝
두께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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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유구

(1) 배수로

배수로는 총 2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돈덕전 권역 밖에서 확인되었으며, 돈덕전으로 인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 선행하는 유구로 추정된다.

① 1호 배수로(도면 23, 사진 69)

가. 유구

1호 배수로는 조사지역 동쪽 중앙부에 자리하며 동쪽 외부 계단과 폐현실 외벽 주변에 위치한다. 

돈덕전보다 선행하는 유구로 서쪽은 돈덕전과 교란으로 훼손된 상태이며, 동쪽은 조사지역 경계와 맞

물려 있다.

전면제토하는 과정에서 석렬이 노출되었고,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앙에 트렌치를 넣

어 내부 퇴적양상 및 구조를 확인하였다.

잔존규모는 길이 640㎝, 폭 48㎝이며, 깊이 21㎝이며, 해발고도는 37.60m내외, 장축방향은 

N-65。-E이다. 배수로는 암거식으로 풍화암반을 ‘U’자로 굴착하고 조성하였다. 내부는 길이 20㎝의 

할석으로 양벽을 세우고 암갈색사질점토로 뒤채움 하였다. 길이 40~60㎝, 폭 24~40㎝의 판석으로 배

수로 뚜껑을 덮어 마무리 하였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23   1호 배수로 평·단면도



Ⅳ. 조사내용   125

② 2호 배수로(도면 24, 사진 70~71)

가. 유구

2호 배수로는 조사지역 동남쪽 경계부분에 위치해 외곽지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

에서 북쪽으로 12m지점에 1호 배수로가 노출되었다. 

조사는 전면제토하는 과정에서 석축배수로가 노출되었으므로 내부 퇴적토와 충전토를 파악하기 

위해 트렌치를 설정해 조사한 결과 서쪽 석축 하부에서 기와 배수로가 추가로 확인되어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유구의 잔존규모는 석축배수로의 경우 180㎝, 너비 32㎝, 깊이 30㎝, 기와 배수로는 길이 600㎝정

도이다. 평면형태는 석축배수로가 ‘一’자형, 하부의 기와 배수로까지 포함하여 아래가 북쪽으로 0。휘

어진 ‘T’자형에 가깝다. 해발고도는 37.60m, 장축방향은 N-40。-W이다.

배수로의 재료는 석재와 기와로 나누어지며,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쳤으므로 공정별로 살펴보

고자 한다. 기와 배수로는 기저부 조성층인 다짐층을 굴착한 후 수키와를 마주보게 놓았으며, 그 위로 

다수 황갈색 사질점토를 층층이 10㎝정도 다졌다. 다짐층을 재 굴착한 후 석축 배수로를 축조하였는

데, 동쪽과 서쪽이 차이를 보인다. 즉, 동쪽 호안은 20∼52×20∼26×10㎝내외의 판석형 석재 1매를 

종평과 종수적하였다. 서쪽 호안 역시 다짐층을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기와 배수로를 중심으로 측

벽은 56×30×10㎝정도의 판석형 석재 1매를 기와 배수로 방향으로 종평적하였고, 그 이외는 배수로

에 사용된 유사한 크기의 할석으로 횡평적으로 1단을 두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호 배수로는 돈덕전 이전에 축조된 건물의 부속유구로 판단되며, 최

소 3차례의 공정으로 축조하였다. 이와 관련된 유구가 총해관과 관련이 있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지

만 휴게소 내부의 건물지 기초(입사지정 및 줄기초)와는 동일 건물로 볼 수 없다. 

배수로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나. 유물

ㄱ. 자기류

○ 백자팔각호(도면 57-1, 사진 104-①) 

2호 배수로에서 수습되었으며 소형호로서 1/3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상복원하였다. 살짝 외반

하는 구연부에서 직선으로 내려온 짧은 경부와 면각기법으로 성형한 체사면은 3부분으로 면을 형성한

다. 수직굽으로 굽의 접지면에는 모래빚음받침 흔적이 남아있으며, 시유상태는 양호하고 질 좋은 백

색 점토를 태토로 사용하였다. 기내·외면과 벽심은 백색이며, 이물질이 많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상질의 백자호이다

높이 7.3㎝ 복원 구경 6.1㎝ 복원 굽 저경 6.6㎝ 굽 접지면적 0.4㎝ 기벽 두께 0.3~0.6㎝

ㄴ. 기와류

○ 수키와(도면 57-2 , 사진 104-②)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하단 일부가 결실된 것을 제외하면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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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2호 배수로 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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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청해파문)을 타

날하였으며, 중앙부는 종·사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된다. 사절흔은 상단부와 좌측 하단에서만 관찰되며, 우상→좌하방향으로 호상을 이루는데 기와

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따

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4~1.4㎝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3.4㎝ 너비 13.4㎝ 두께 1.3~2.9㎝ 와도의 폭 0.4~1.4㎝

미구: 길이 1.3㎝ 두께 1.3㎝

언강: 높이 1.7㎝

○ 수키와(도면 57-3, 사진 104-③)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

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

는 회갈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청해파문)을 타날하였으며, 중앙과 하단 일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윤철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비교적 정연하다. 윤철흔은 상단에서 10.5㎝ 지점에 횡

방향으로 잔존하며, 내부에 희미하게 포목흔이 관찰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도는 측단에 점토가 밀

린 흔적을 감안할 때 내→외방향으로 0.1~1.0㎝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28.0㎝ 너비 13.0㎝ 두께 1.3~2.6㎝ 와도의 폭 0.1~1.0㎝

미구: 길이 0.5㎝ 잔존 두께 1.0㎝

언강: 높이 1.6㎝

○ 수키와(도면 58-1, 사진 105-①)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하단 일부가 결실된 것을 제외하면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

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

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외면은 희미하지만 청해파문을 타날하였

다. 상단부는 횡방향, 중앙부와 하단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워 선명하지 않다. 내

면은 포목흔과 윤철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비교적 정연하다. 윤철흔은 하단에서 3.8㎝ 지점과 9.7㎝ 지점에 횡방향으로 잔존하며, 내부에 희미하

게 포목흔이 관찰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



128

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3~0.8㎝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

다.

길이 29.9㎝ 너비 13.8㎝ 두께 2.0~2.8㎝ 와도의 폭 0.3~0.8㎝

미구: 길이 0.9㎝ 잔존 두께 1.5㎝

언강: 높이 1.5㎝

○ 수키와(도면 58-2, 사진 105-②)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 일부가 결실된 것을 제외하면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외면은 희미하지만 청해파문

을 타날하였으며, 상단부는 횡방향, 중앙부와 하단부는 종·사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워 

선명하지 않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

하게 남아있지만 비교적 정연하며, 합철흔은 중앙에 종방향으로 잔존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도

는 내→외방향으로 0.2~0.5㎝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1.5㎝ 너비 17.7㎝ 두께 1.2~2.2㎝ 와도의 폭 0.2~0.5㎝

미구: 길이 1.3㎝ 잔존 두께 1.0㎝

언강: 높이 0.8㎝

○ 수키와(도면 58-3, 사진 105-③)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미구 상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

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

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

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희미하지만 복합문(종선문+청해파문)을 타날하였

으며, 중앙과 하단 일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상단부는 횡방향으로 강하게 

물손질하여 매끈한 편이지만 상단에서 2.0㎝ 지점은 약하게 돌출되어 있다. 내면은 점토합흔과 포목

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점토합흔은 희미하지만 소지의 폭은 3.0~3.4㎝ 정도이며,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지만 비교적 정연하다. 그리고 종·사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

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4㎝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2.3㎝ 너비 14.5㎝ 두께 1.6~2.6㎝ 와도의 폭 0.2~0.4㎝

언강: 높이 0.7㎝ 

○ 수키와(도면 59-1, 사진 105-④)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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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

회색+암적갈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

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외면은 희미하지만 복합문(종선문+청해파문)을 타날하였으며, 

중앙과 하단 일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상단부는 횡방향으로 강하게 물손질

하여 매끈한 편이지만 상단에서 1.8㎝ 지점은 약하게 돌출되어 있다. 내면은 점토합흔과 포목흔, 합철

흔, 사절흔이 관찰된다. 점토합흔은 희미하지만 소지의 폭은 3.6~3.8㎝ 정도이며,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지만 비교적 정연하다. 합철흔은 좌측면에 사방향으로 잔존하며,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

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7㎝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29.8㎝ 너비 13.1㎝ 두께 1.1~2.7㎝ 와도의 폭 0.2~0.7㎝

미구: 길이 0.8㎝ 두께 1.6㎝

언강: 높이 1.4㎝

○ 수키와(도면 59-2, 사진 105-⑤)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

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

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외면은 복합문(횡선문+종선문+청해파문)을 타날하였다. 상단

과 중앙부는 청해파문을 시문한 후 횡선문을 4.0㎝ 간격으로 타날하였으며, 하단부는 종선문을 타날

하였다. 그리고 상단부는 횡방향, 하단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점토

합흔과 포목흔, 윤철흔, 사절흔이 관찰된다. 점토합흔은 희미하지만 소지의 폭은 2.3~2.5㎝ 정도이

며,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된다. 윤철흔은 상단에서 4.4

㎝ 지점에 횡방향으로 잔존하며, 내부에 희미하게 포목흔이 관찰된다. 사절흔은 좌측 상단와 우측 하

단에서만 관찰되며, 좌상→우하방향으로 호상을 이루는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

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막에 이루어

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5㎝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0.0㎝ 너비 12.9㎝ 두께 1.2~2.5㎝ 와도의 폭 0.2~0.5㎝

미구: 길이 1.1㎝ 두께 1.4㎝

언강: 높이 1.1㎝

○ 수키와(도면 59-3, 사진 105-⑥)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

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

다. 색조는 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

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희미하지만 복합문(종선문+청해파문)을 타날하였으며, 

상단과 중앙부는 청해파문, 하단부는 종선문을 시문하였다. 전면을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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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및 사절흔,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

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비교적 정연하며, 합철흔은 중앙에 종방향으로 잔존한다. 사절흔은 우측면에

서만 남아있으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종·사방향으로 물손질 정

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9㎝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3.4㎝ 너비 13.9㎝ 두께 0.9~2.3㎝ 와도의 폭 0.2~0.9㎝

미구: 길이 1.2㎝ 두께 0.7㎝

언강: 높이 1.4㎝

○ 수키와(도면 60-1, 사진 106-①)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미구만 결실되었다.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

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집선문+마름모문)을 전면에 타날하였다. 먼저 집선문을 시문

한 후 마름모문을 중복 타날하였다. 상단부와 중앙부 일부는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지만 

비교적 정연하며, 사절흔은 좌측면 중앙에서만 부분적으로 확인되는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은 마지

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7㎝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잔존길이 32.0㎝ 너비 14.5㎝ 두께 1.3~3.4㎝ 와도의 폭 0.2~0.7㎝

언강: 잔존 높이 0.4㎝

○ 수키와(도면 60-2, 사진 106-②)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하단부와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

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

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

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청

해파문)을 타날하였으며, 중앙은 청해파문, 상·하단부는 종선문을 시문하였다. 상단부는 횡방향, 하

단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점토합흔과 포목흔 및 사절흔이 관찰된

다. 점토합흔은 희미하지만 소지의 폭은 3.8~3.9㎝ 정도이다. 포목흔은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하단 

일부에서 확인된다. 사절흔은 상단부와 좌측 하단에서만 관찰되며, 우상→좌하방향으로 호상을 이루

는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4~1.0㎝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3.1㎝ 너비 14.1㎝ 두께 1.0~2.8㎝ 와도의 폭 0.4~1.0㎝

미구: 길이 1.0㎝ 두께 1.5㎝

언강: 높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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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키와(도면 61-1, 사진 106-③)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상·하단부와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

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

+청해파문)을 타날하였다. 중앙은 청해파문, 상·하단부는 종선문을 타날하였다. 그리고 상단부는 횡

방향, 중앙부 및 하단부는 종·사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 

도구로 누른 흔적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좌측면에서만 확인된다. 사절흔은 우

측에서만 관찰되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좌상단에는 봉상의 도구로 누른 

흔적이 일부 확인되며, 정면 과정 중 남은 것으로 보인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5~0.9㎝ 정도 그

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4.1㎝ 너비 13.9㎝ 두께 1.0~3.2㎝ 와도의 폭 0.5~0.9㎝

미구: 길이 1.3㎝ 두께 1.7㎝

언강: 높이 1.6㎝

○ 수키와(도면 61-2, 사진 106-④)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상·하단부와 측면 일부만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까운 미구기

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

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외면은 복

합문(횡선문+청해파문)을 타날하였으며, 중앙은 청해파문, 상단은 횡선문을 시문하였다. 중앙부와 

하단부는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

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좌측 중앙부는 비교적 정연하게 관찰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7㎝ 정도 그은 후 파

쇄하였다.

길이 30.2㎝ 너비 13.5㎝ 두께 1.0~2.5㎝ 와도의 폭 0.2~0.7㎝

미구: 길이 1.9㎝ 두께 1.6㎝

언강: 높이 1.0㎝

○ 수키와(도면 62-1, 사진 106-⑤)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청해파문)을 타

날하였으며, 중앙은 청해파문, 상·하단부는 종선문을 시문하였다. 그리고 상단부는 횡방향, 중앙부

와 하단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윤철흔 및 합철흔, 사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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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사절흔으로 인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중앙부에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된다. 

윤철흔은 상단부에서 6.8㎝ 지점에 횡방향으로 잔존하며, 내부에 희미하게 포목흔이 관찰된다. 합철

흔은 좌측 상단에 종방향으로 잔존하며, 사절흔은 상단부와 좌측 하단에서만 관찰되며, 우상→좌하방

향으로 호상을 이루는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1~1.2㎝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3.8㎝ 너비 14.1㎝ 두께 1.1~2.4㎝ 와도의 폭 0.1~1.2㎝

미구: 길이 1.1㎝ 두께 1.8㎝

언강: 높이 0.8㎝ 

○ 수키와(도면 62-2, 사진 106-⑥)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

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

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청해파문)을 타날하였으며, 중앙은 청

해파문, 상·하단부는 종선문을 시문하였다. 그리고 상단부는 횡방향 물손질, 하단부는 빗질흔 및 종

방향 물손질로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

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좌측에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되며, 합철흔은 우측 중앙부에 종방향으로 잔존

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1.0㎝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3.1㎝ 너비 14.2㎝ 두께 0.8~2.8㎝ 와도의 폭 0.2~1.0㎝

미구: 길이 1.3㎝ 두께 1.4㎝

언강: 높이 1.3㎝ 

○ 수키와(도면 63-1, 사진 107-①)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상·하단부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회갈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청해파

문+화문)을 타날하였다. 상단부터 중앙부까지 청해파문을 시문한 후 다시 중단에 방곽+꽃문양, 하단

부는 종선문을 타날하였다. 상단부는 횡방향, 중앙부와 하단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부분적으로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및 사절흔,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사절흔

과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상단부에서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되며, 합철흔은 우측 중앙부에 종방

향으로 잔존한다. 사절흔은 우측 상단과 좌측 중앙부에서 남아있으며, 우상→좌하방향으로 호상을 이

루는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앙부와 하단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3~0.6㎝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2.2㎝ 너비 14.5㎝ 두께 1.0~2.4㎝ 와도의 폭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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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 길이 1.2㎝ 두께 1.1㎝

언강: 높이 1.0㎝ 

○ 수키와(도면 63-2, 사진 107-②)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집선문+원호문)을 타날

하였으며, 횡방향으로 집선문을 시문한 후 원호문을 중복 타날하였다. 중앙부와 하단부는 빗질흔과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중앙부에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

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4~1.6㎝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2.8㎝ 너비 13.0㎝ 두께 1.0~2.2㎝ 와도의 폭 0.4~1.6㎝

미구: 길이 1.8㎝ 두께 1.2㎝

언강: 높이 1.2㎝ 

○ 수키와(도면 63-3, 사진 107-③)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청해파문)을 타

날하였으며, 청해파문을 시문한 후 하단부와 중앙부 일부에 종선문을 중복 타날하였다. 그리고 상단

부는 횡방향, 중앙부와 하단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윤철

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우측 상단에 비교적 정연하

게 확인된다. 윤철흔은 상단에서 8.8㎝ 지점과 13.3㎝ 지점에 횡방향으로 잔존하며, 내부에 희미하게 

포목흔이 관찰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종방향의 홈이 나 있는데 봉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6㎝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20.3㎝ 너비 12.8㎝  두께 1.1~3.4㎝ 와도의 폭 0.2~0.6㎝

미구: 길이 0.5㎝ 두께 1.8㎝ 

언강: 높이 1.1㎝

○ 수키와(도면 64-1, 사진 107-④)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이다. 태토는 석립과 사립 및 세

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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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사선문)을 

타날하였다. 사선문을 시문한 후 하단부와 중앙부 일부에 종선문을 중복 타날하였다. 그리고 상단

부는 횡방향, 중앙부와 하단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윤

철흔 및 합철흔,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좌측단에 일부 

남아있다. 윤철흔은 상단에서 약 5.8㎝ 지점에 횡방향으로 잔존하며, 내부에 희미하게 포목흔이 관

찰된다. 합철흔은 좌측단에서 약 2.8㎝ 지점에서 종방향으로 잔존하며, 바느질 흔적이 확인되다. 그

리고 종·사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4㎝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26.9㎝ 너비 12.4㎝ 두께 1.2~2.2㎝ 와도의 폭 0.2~0.4㎝

○ 수키와(도면 64-2, 사진 107-⑤)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재질은 경질이며,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

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

문+청해파문)을 타날하였으며, 중앙은 청해파문, 상·하단부는 종선문을 시문하였다. 그리고 종·횡

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

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좌측 상단에서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따라서 물손질 정면흔은 마지막에 이루어진 성형작업임을 알 수 있다. 와

도는 내→외방향으로 0.3~1.0㎝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27.8㎝ 너비 13.0㎝ 두께 1.1~2.6㎝ 와도의 폭 0.3~1.0㎝

미구: 길이 0.5㎝ 두께 1.2㎝ 

언강: 높이 1.1㎝

○ 수키와(도면 64-3, 사진 107-⑥)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

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

다. 색조는 흑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적갈색을 띠고 있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횡선

문+격자문+육각형문)을 타날하였으며, 상단부에 종선문, 중앙부와 하단부는 횡선문→격자문→육각

형문 순으로 중복 타날하였다. 그리고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점토

합흔과 사절흔, 윤철흔,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점토합흔은 희미하지만 소지의 폭은 3.6~4.2㎝ 

정도이다. 사절흔은 좌측 상단부와 우측 하단에서만 확인되며, 좌상→우하방향으로 호상을 이룬다. 

윤철흔은 상단에서 약 4.4㎝ 지점에 횡방향으로 잔존한다. 그리고 종·사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1.1㎝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29.1㎝ 너비 13.2㎝  두께 1.1~2.2㎝ 와도의 폭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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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 길이 0.4㎝ 두께 1.2㎝ 

언강: 높이 0.9㎝

○ 수키와(도면 65-1 사진 108-④)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며,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

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

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횡선문→사선문→종선문 순으로 중복 타날하였다. 

그리고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여 문양을 지웠으며, 상단부는 물손질로 인하여 기면에 약하게 굴곡이 있

다. 내면은 점토합흔과 포목흔, 합철흔,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점토합흔은 희미하지만 소지의 폭

은 4.0~4.8㎝ 정도이며,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좌측 상단부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

다. 합철흔은 우측단에서 약 4.8㎝ 지점에서 종방향으로 잔존한다. 그리고 종·사방향으로 물손질 정

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좌측단에 종방향의 홈이 나 있는데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정면한 흔적으

로 추정된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1~0.8㎝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3.1㎝ 너비 14.7㎝  두께 0.8~2.6㎝ 와도의 폭 0.1~1.8㎝

미구: 길이 1.3㎝ 두께 0.8㎝ 

언강: 높이 0.9㎝

○ 수키와(도면 65-2, 사진 108-⑤)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측면과 미구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평태토

는 석립과 사립 및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

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

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횡

선문+원문+청해파문)으로 청해파문→횡선문→원문 순으로 중복 타날하였다. 중앙에 횡선문을 기준

으로 상단부는 청해파문, 하단부는 청해파문과 원문을 시문하였으며,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

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점토합흔과 포목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점토합흔은 희미하지만 

소지의 폭은 3.4~3.8㎝ 정도이며,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상단부에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하단부에 횡방향으로 홈이 나 

있는데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정면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3~1.0㎝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0.8㎝ 너비 14.1㎝ 두께 1.3~3.4㎝ 와도의 폭 0.3~1.0㎝

미구: 길이 0.5㎝ 두께 1.3㎝ 

언강: 높이 1.7㎝

○ 수키와(도면 65-3, 사진 108-①)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미구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



136

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

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종선문과 사선문을 중복 타날하였으며, 종·횡방향으

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윤철흔, 사절흔,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

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하단부에서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된다. 윤철흔은 상단에서 약 

5.6㎝지점에 횡방향으로 잔존한다. 사절흔은 좌·우측단에 일부 잔존하는데 좌상→우하방향으로 호

상을 이루는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3~1.1㎝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잔존길이 27.4㎝ 너비 12.9㎝  두께 1.0~2.4㎝ 와도의 폭 0.3~1.1㎝

○ 수키와(도면 66-1, 사진 108-②)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미구와 우측 하단부가 일부 유실되었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

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

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사선문+종선문)으로 상단부터 중

앙부까지 사선문을 중복 타날하였으며, 하단부는 종선문을 시문하였다. 그리고 상단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사절흔,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

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좌측 상단에 비교적 정연하게 남아있다. 합철흔은 우측단에서 약 2.3

㎝ 지점에 종방향으로 잔존한다. 사절흔은 하단부에서 일부 확인되는데 우상→좌하방향으로 호선을 

이루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8㎝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잔존길이 31.6㎝ 너비 13.3㎝ 잔존 두께 0.8~2.3㎝ 와도의 폭 0.2~0.8㎝

미구: 잔존 길이 1.6㎝ 잔존 두께 1.1㎝

언강: 높이 0.9㎝

○ 수키와(도면 66-2, 사진 108-③)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우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까운 미구기와이다. 태토

는 석립과 사립 및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

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

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횡

선문+종선문+사선문)을 타날하였으며, 상단부에 종선문, 중앙부와 하단부에 사선문과 횡선문을 시문

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사절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사절흔과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우측 하단부에 비교적 정연하게 남아있다. 사절흔은 중앙부와 좌측 하단부에서 확인되며, 

우상→좌하방향으로 호상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5~0.8㎝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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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길이 28.6㎝ 너비 12.5㎝ 두께 1.2~2.4㎝ 와도의 폭 0.5~0.8㎝

미구: 잔존 길이 0.4㎝ 두께 0.8㎝

언강: 높이 1.2㎝  

○ 수키와(도면 66-3, 사진 108-⑥)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좌측단과 미구 일부가 결실된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

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

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

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사선문+횡선문)을 

중복 타날하였다. 그리고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

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하단부에 비교적 정연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8㎝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잔존길이 30.7㎝ 잔존 너비 13.0㎝ 잔존 두께 1.0~2.5㎝ 와도의 폭 0.2~0.8㎝

미구: 잔존 길이 0.9㎝ 잔존두께 1.3㎝

언강: 높이 0.8㎝  

○ 수키와(도면 67-1, 사진 109-①)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미구와 하단부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까운 미구기와이

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

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

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청해파문을 

중복 타날하였으며, 상단부터 중앙부까지 종·횡·사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다. 하단부는 뭉툭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방향으로 조정하였다. 내면은 포목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좌측단에 비교적 정연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종·사

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좌측단에서 약 2.3㎝ 지점에 종방향으로 홈이 나 있는데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조정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3~0.7㎝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잔존길이 33.8㎝ 잔존 너비 13.9~17.1㎝ 잔존 두께 0.8~2.6㎝ 와도의 폭 0.3~0.7㎝

미구: 잔존 길이 1.0㎝ 잔존두께 0.8㎝

언강: 높이 0.8㎝  

○ 수키와(도면 67-2, 사진 109-②)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미구와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의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

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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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횡선문+청해파

문)을 중복 타날하였으며,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다. 타날 순서는 

청해파문→횡선문 순이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사절흔,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사

절흔과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중앙부와 하단부에 비교적 정연하게 남아있다. 합철흔은 좌측단

에서 4.8㎝에 종방향으로 잔존한다. 사절흔은 좌측 상단과 중앙부 및 우측 하단에서 확인되는데 좌상

→우하방향으로 호상을 이루며, 기와와 와통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종·사방향으

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0.9㎝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잔존길이 33.7㎝ 잔존 너비 13.7㎝ 잔존 두께 0.9~2.4㎝ 와도의 폭 0.2~0.9㎝

미구: 잔존 길이 1.1㎝ 잔존두께 1.7㎝

언강: 높이 0.8㎝  

○ 수키와(도면 67-3, 사진 109-③)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미구와 상단 일부 및 우측 하단이 결실된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횡선문+사선

문+종선문)을 타날하였으며, 상·하단부는 종선문, 중앙부는 횡선문과 사선문을 중복 타날하였다. 그

리고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

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중앙부에 비교적 정연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물손질 정

면하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1~0.5㎝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잔존길이 32.0㎝ 잔존 너비 13.7㎝ 잔존 두께 1.1~2.3㎝ 와도의 폭 0.1~0.5㎝

미구: 잔존 길이 1.8㎝ 잔존두께 1.0㎝

언강: 높이 0.4㎝   

○ 수키와(도면 68-1, 사진 109-④)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미구와 하단부 일부 및 측면이 결실된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

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

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적갈색+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

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종선문+청

해파문)을 타날하였으며, 하단부에 종선문, 중앙부에 청해파문을 시문하였다. 그리고 종·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좌측단에 비교적 정연하게 확인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

여 그 흔적을 지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1.0㎝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2.2㎝ 너비 14.2㎝ 두께 1.5~2.8㎝ 와도의 잔존 폭 1.0㎝

미구: 길이 1.1㎝ 잔존두께 1.9㎝

언강: 높이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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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키와(도면 68-2, 사진 109-⑤)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 일부와 우측 하단부가 결실된 미구기와이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경질이다. 점토판 소지를 사용하여 

원통와통으로 성형하였다. 색조는 흑회색을 띤다. 상단에서 중앙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다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얇아지며, 하단부는 깍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외면은 복합문(횡선문+사선문+종선문)

을 타날하였으며, 상단부와 중앙부에 횡선문과 사선문, 하단부에 종선문을 타날하였다. 그리고 종방

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을 지웠다. 내면은 포목흔과 합철흔 및 물손질 정면흔이 관

찰된다. 포목흔은 물손질로 인하여 희미하지만 중앙부와 하단부에 비교적 정연하게 남아있다. 합철흔

은 우측단에서 5.0㎝ 지점에 종방향으로 잔존한다. 그리고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그 흔적을 지

웠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0.2~1.0㎝ 정도 그은 후 파쇄하였다.

길이 32.3㎝ 잔존 너비 13.4㎝ 두께 1.5~2.3㎝ 와도의 잔존 폭 0.2~1.0㎝

미구: 길이 2.1㎝ 잔존두께 2.2㎝

언강: 높이 0.4㎝   

○ 암막새편(도면 68-3, 사진 109-⑥) 

2호 배수로에서 출토되었으며, 드림부 일부만 잔존한다.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3모형 혹은 

5모형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사립과 세사립이 일부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으

며, 경질이다. 색조는 회색을 띤다. 외면은 귀면문을 시문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내면은 지두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된다. 제작 과정 중 손으로 눌러 부

분적으로 움푹한 편이며,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주연부는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우상→좌하

방향으로 마연하여 매끈한 편이다.

잔존길이 17.3㎝ 잔존 너비 11.9㎝ 잔존 두께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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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폐현실(1,2), 휴게소(3~8)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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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어실(1), 시굴트렌치Tr3(북쪽튜렛), 식당 지하층(3), 폐현실(4~5),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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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주변 출토유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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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주변 출토유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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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9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주변 출토유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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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주변 출토유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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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주변 출토유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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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2   식당 지하층 계단주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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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   식당 지하층 계단주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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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4   식당 지하층 적심 주변(1~2), 식당 지하층 계단주변(3~4), 휴게소 1호수혈(5)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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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5   휴게소 2~4호 수혈 출토유물



Ⅳ. 조사내용   151

도면 36   시굴조사 Tr2(식당)(1~4), 식당(5~6)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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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7   식당(1~2), 휴게소(3~6)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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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휴게소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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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9   시굴조사Tr3(북쪽튜렛)(1~2), 동쪽베란다(3), 중앙지하층계단(5~6)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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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0   중앙지하층계단(1~4), 동쪽베란다(5~6)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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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   동쪽베란다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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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   동쪽베란다(1~2), 폐기층(3~6)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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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   시굴조사 Tr2(식당),Tr3(북쪽튜렛)(1~4), 발굴조사 식당(N5W3)(5~8)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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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4   폐기층(1~3), 휴게소(4~6)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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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5   폐기층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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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6   폐기층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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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폐기층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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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식당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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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식당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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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식당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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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1   시굴조사 Tr3(북쪽튜렛)(1~2), 발굴조사 폐기층(3~6)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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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2   폐기층(1~2, 5~6), 시굴조사 Tr3(북쪽튜렛)(3~4)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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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   시굴조사 Tr3(북쪽튜렛)(1~3), 폐기층(4~6)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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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4   폐기층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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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5   폐기층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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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6   폐기층(1), 식당(2~3)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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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7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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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8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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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9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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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0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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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1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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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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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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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4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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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5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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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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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7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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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8   2호 배수로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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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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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구 

이 조사는 문화재청에서 시행예정인 돈덕전 복원에 앞서 건물의 구조와 규모, 잔존양상을 파악하

기 위한 발굴조사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시굴

조사 171㎡, 발굴조사 1,700㎡이다. 

돈덕전은 덕수궁의 북서쪽에 위치했던 서양식 양관으로 고종황제 때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으로 

활용된 건물이다. 사용시기는 1901년에 총해관을 이전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03년에 완공된 후 

1920년~1930년대에 훼철된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조사결과 돈덕전 이전 시기의 유구, 돈덕전의 기초시설, 후대 구조물 등이 중복 혹은 교란되어 노

출되었다. 돈덕전의 구조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내부도면인 1907년 순종 즉위식을 위해 발행되었

던 간가도와 비교 검토 한 결과 줄기초의 경우 대부분 동일한 구조로 파악되지만 도면에 표시되지 않

았던 지하계단과 3개소의 지하층이 존재하였음을 밝혔다. 다만 전면 계단이나 창고부분 등 일부 확인

되지 못한 부분은 회화나무와 현재의 궁장과 맞물려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에 아쉬움이 남았다.

그림 01  (左)돈덕전 간가도, 1907년,『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大皇帝陛下卽位禮式儀註)』,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右)돈덕전 간가도와 조사된 발굴조사 배치도의 중첩도

1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발췌.

1) 돈덕전

(1) 돈덕전 건립배경 및 기능1

돈덕전은 덕수궁에 건립된 서양식 양관으로 사바친(Afanasij Ivanobich Scredin Sabatin, 1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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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 않다. 원래 이곳은 총해관이 있었던 곳으로 즉위 40주년 칭경

예식 때 사용할 연회장 용도로 신축되었다. 1901년 3월 부지가 마련되었고, 6월 경 공사를 시작하였

다. 1901년 11월 화재로 수옥헌이 소실되자 그 이유로 1902년 5월경에 수옥헌과 돈덕전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아 돈덕전의 건립 공사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 역시 명확하지 않으며 다만 1902년 10월로 예정되었던 칭경예식 전까지는 돈덕전이 완공되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2년 당시 칭경예식과 관련한 행사 장소로 거론된 건물 중 돈덕전에 대한 언급

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은 황제국 선포 이후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을 알리고 근대적

인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와 황제의 위상제고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러나 전염병으로 인해 1903년 4월로 칭경예식이 미뤄지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돈덕전은 칭경예식에 

사용되지 못했다.

돈덕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4년 4월 14일 경운궁 대화재 이후이다. 화재 후 고

종이 수옥헌으로 거처를 옮겼으므로, 고종을 폐현2하기 위해서는 궐문에서 궁궐출입을 허가받고 우선 

돈덕전에서 대기한 후 수옥헌으로 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국사절과 각국 공사 등 외국인

들이 고종을 폐현하기 위해 돈덕전에서 수옥헌으로 옮겨가는 경우보다 고종이 황태자를 대동하고 돈

덕전에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3   

1905년 1월 12일 돈덕전에서 열렸던 내각회의에 일본 공사와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가 참석하여 

화폐제도 정리안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18일 의정부와 고종에 정리안 이행을 강요하여 재가를 

받았다. ‘고종의 거처’로써의 성격이 없었던 이 곳은 1905년 일본 공사, 메가타 고문을 동석하여 개최

된 내각회의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이때 고종은 참석하지 않았다. 

돈덕전은 화려한 유럽풍의 외관과 가구와 침구, 커튼 등으로 장식된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고, 국

외 귀빈을 접대하고 연회를 베푸는 시설로도 사용되었다. 1905년 5월 후시미노미야가 내한하여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여관(旅館)”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후시노미야는 이 곳에 머물면서 가장 큰 객실

을 식당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여기서는 돈덕전이 궁궐에 있는 가장 좋은 건축물이며 대형 서양관이

라고 표현한 것과 그 안에 식당으로 쓰일 만한 큰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190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엘리스 루즈벨트의 숙소 역시 돈덕전이었다. 루즈벨트의 수행

원들은 정동 권역에 있는 손탁호텔에 묵었다. 당시 손탁호텔 역시 외빈들의 숙소로 자주 활용되었으

나, 손탁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웠던 이 곳이 국가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 활용된 것이다. 이

와 같이 이례적인 국빈급 외국인 방한 때 국빈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1905년 11월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이전까지 주로 외국 공사가 고종을 폐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을사늑약 이후에 돈덕전은 일본 경관(警官)이 상주하며 궁궐 내외 출입을 통제하는 거점으로 활

용되었다. 외교를 통해 서구열강과 동등한 제국으로써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신축했던 초기 

의도와는 달리 일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본인들이 주관하는 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변화했던 것

이다. 돈덕전은 이후 순명효황후와 순종의 가례 시 연회 장소, 수학원 개원식 등 연회 및 예식 공간으

로 활용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특히 고종의 강제 퇴위 전까지 외국 관리의 방문 때 황제를 알현하

2	 폐현(陛見)	:	황제나	황후를	만남.

3	 고종	42년(1905)	2월	7일	양력	1번째기사	외	다수확인	가능,	『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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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국인들을 위한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 정점에 1907년 일본의 강압에 의한 순종의 황제즉위식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고종과 순종의 

생신 축하연 등의 연회장 및 회의장, 접견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행사는 온전히 일본의 영

향력 아래서 이루어졌으며, 일본의 강제병합과 고종의 흉서으로 인해 돈덕전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건물이 되었다. 

1933년 10월 1일자로 덕수궁이 개방되었으며, 궁내에 아동공원과 어른들의 산책지를 만들고 주요 

전각은 보존하여 개방하고 석조전은 미술관으로 만들어 창경원의 이왕직 박물관이 소장한 회화를 전

시하였다. 돈덕전은 1920년대 초에 이미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퇴락하였다. 총독부는 돈덕전을 고

종의 거처 및 주요 의례와는 관련이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원화 이전에 훼철하였거나 

공원화 과정에서 훼철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돈덕전의 정확한 훼철시기는 알 수 없으나 

덕수궁이 공원화되기 이전인 1921년에서 1926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2) 돈덕전 구조

돈덕전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사료는 1907년 순종황제 즉위식을 위해 발행되었던 『대황제폐하즉위

예식의주(大皇帝陛下卽位禮式儀註)』안에 실려있던 돈덕전 간가도와 대한제국기에 새로 제정된 법규

를 모은 책인 1908년도의 『법규유편(法規類編)』에 실린 돈덕전 간가도 2개이다. 하지만 이 간가도는 

행사를 위해 그려진 도면이어서 2층의 건물인 돈덕전 전체의 정확한 구조는 알 수는 없다.

간가도와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돈덕전의 기초부는 간가도와 거의 동일한 평면형태의 줄기초이

며, 도면상에 나타나지 않은 지하층도 발견되었다. 

돈덕전의 평면형태는 기록이 남아있는 2개의 간가도(그림 2와 그림 3)를 통해 대략적 구조를 유

추할 수 있다.

2개의 간가도를 보면 순종 즉위식 당시 작성된 간가도와 이를 토대로 1년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

이는 『법규유편』 간가도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4 

즉,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에 의해면 두개의 간가도에서 총 6개의 부분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로 두 간가도에 모두 배면 외부계단이 표현되어 있지만 위치가 다르다. 그림 2에서는 배면 

외부계단이 중앙에 가깝게 있으나, 그림 3에서는 배면에서 서쪽으로 ‘ㄱ’형태로 꺽이는 부분에 위치

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배면 계단은 그림 2번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중앙 복도에서 식당과 계단실로 나가는 문이 그림 3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방 사이의 문

이 그림 3에서 표현되지 않았다. 네 번째로 그림 3에서는 우측면 베란다 외측에 문 1개소가 표현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좌측면 베란다와 원형 튜렛부분의 창과 관계가 두 도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림 2에

서는 베란다 안에 창이 있는 형태이고, 그림 3에서는 베란다 바깥으로 창이 난 형태이다. 여섯 번째로 

어탑을 바라왔을 때 양쪽 벽의 창이 그림 3에서 표현되지 않았으나, 사진 사료에서 2층 동일 위치에 

창이 확인된다.

발굴조사에서는 돈덕전의 기초부분만 남아있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외부계단의 위치만 

4	 문화재청,	2016,	주1)의	보고서,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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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청,	2016,	주1)의	보고서,	p.201.

1

4

5 6

그림 02  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1907) 그림 03  법규유편(1908)

1

2 3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밖의 구조는 남아있지 않았다.

따라서 발굴조사결과 사진자료, 도면을 모두 참고하여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기초부분은 화강석

+콘크리트 줄기초에 상부로 벽돌조적벽체를 구축하였다. 또 동일 시기의 건축물을 통해 돈덕전의 내

부구조는 목조마루바닥과 목조트러스 지붕으로 추정된다.5

표 01   궁궐 내 근대식 구법건물들(문화재청, 2009,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연구보고서』)

건물명 기공 준공 문화재관련 설계자 구법

경운궁 중명전 1897 사적 124호(덕수궁) 사비찐 벽돌조+목조바닥

경운궁 정관헌 1902 사적 124호(덕수궁) 사비찐 벽돌조+목조바닥

경운궁 돈덕전 1902 소실 사비찐 벽돌조+목조바닥

경운궁 석조전 1900 1909 사적 124호(덕수궁) J.R.Harding 벽돌조+철골콘크리트바닥

창덕궁 인정전 개수공사 1908 철거 궁내부영사 한식목구조+양식트러스

궁내부 청사 1909 철거 궁내부영사 한식목구조+양식트러스

창경궁 식물원 1909 등록문화재 83호 어원사무국 철골조

창경궁 제실박물관 1910 철거 궁내부영사 벽돌조+목조바닥

덕홍전 및 귀빈대합실 1912 사적 124호(덕수궁) 이왕직 영건조직 한식목구조+양식트러스

운현궁 양관 1912 사진 257호(운현궁) 片山東熊(추정) 벽돌조+목조바닥

경복궁 총독부 박물관 1915 철거(1995년) - -

창덕궁 대조전, 희정당 1918 사적 122호(창덕궁) 金倫求 한식목구조

경복궁 조선총독부청사 1916 1926 철거(1995년) 野村一郞, 國枝 博 벽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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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기공 준공 문화재관련 설계자 구법

조선고미술진열관
(덕수궁미술관)

1936 1938
사적 124호
(덕수궁)

中村與資平 철근콘크리트조

경복궁 총독부 미술관 1939 철거(1998년) 失野要 철근콘크리트조

창덕궁 내전양관
연대미상 
도면자료

- 궁내부영선사 철근콘크리트조

돈덕전은 사진자료를 통해 2층의 지상건물임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인 평면은 조사결과 잔존하

는 두 개의 간가도와 거의 흡사한 편이다. 간가도에 그려진 공간을 사용하여 설명하면 중앙 복도를 중

심으로 정면으로 들어가서 서쪽에는 휴게소가, 동쪽에는 폐현실이 있으며, 휴게소 부분의 원형튜렛과 

폐현실 동쪽 외벽이 오각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면에 그려진 것과 동일하다. 또한 배면을 기준으로

는 서쪽에 식당, 동쪽으로는 원형튜렛이 보이며, 동쪽 중앙에는 어실이 존재하고 있다. 

또 도면에서는 외곽 4면에 외부계단이 설치되어있는데 정면 계단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의 계단은 

모두 확인하였다. 정면의 계단은 돈덕전 사용 당시 사진자료에서도 나타나는 회화나무가 자리하고 있

어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일부는 잔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돈덕전의 간

가도의 배치와 동일한 형태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진자료에서 보면 반지하 환기구를 확인 할 수 있어 지하층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6 조사

결과 식당 및 중앙복도, 어실 부분에서 지하층이 발견되었다.

6	 문화재청,	2016,	주1)의	보고서,	p.216.

그림 04  돈덕전 평면 (발굴조사 결과) 그림 05  간가도와 발굴조사 평면도의 중첩도

돈덕전의 줄기초는 높이 약 25~35㎝의 1단의 화강석을 사용하였으며, 화강석 하부에는 시멘트를 

사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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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6   돈덕전 식당부분 줄기초 그림 07   돈덕전 북쪽 튜렛부분 줄기초

중명전 화강석 줄기초
문화재청, 2009,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연구보고서』

정관헌 기단-화강석 3벌대 장대석 축조
문화재청, 2004, 『덕수궁 정관헌-기록조사보고서-』

그림 08  중명전 및 정관헌 기초

돈덕전은 전체적으로 기초부분만 남아있으며, 마감재가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바닥구조를 알기

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근대건축물 중 같은 덕수궁 내 건물인 중명전과 준공시기나 구조방식 등이 가

장 유사하여 돈덕전의 바닥도 목조바닥으로 추정되며, 중명전과 동일한 문양 및 크기의 바닥타일이 

출토되어 복도는 타일로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돈덕전은 사진사료에서도 보이듯이 벽돌조적으로 잔존하는 줄기초 상부에 벽돌이 1~2단정도 남

아있거나 벽돌을 쌓았던 흔적을 볼 수 있다. 또 내부에서 확인되는 벽돌기초 내부에서도 정방형으로 

쌓은 벽돌이 일부 잔존하고 있다. 

벽돌은 회색 전벽돌과 적벽돌, 내화벽돌, 이형벽돌 등이 출토되었다.

전벽돌과 적벽돌의 규격은 230~240×110×50~55㎜(길이×너비×깊이) 정도 대체로 규격화되어 

돈덕전 식당 지하
쌓기법:1단 길이+1단 마구리

중명전, 1897년 추정
쌓기법:1단 길이+1단 마구리

대한의원본관, 1908년
쌓기법:1단길 이+1단 마구리

그림 09   돈덕전 및 당시 건물 벽돌 쌓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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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중명전의 벽돌과도 유사하며, 일본의 도쿄 표준형(227×109×60.6㎜(7.5×3.6×2치))의 치

수와 비슷하다. 벽돌쌓기용 모르타르는 석회와 모래를 혼용하였으며, 줄눈은 10㎜정도로 보인다. 

남아있는 벽돌이 소량이라 정확한 벽돌쌓는 방식을 알기는 어렵지만 네덜란드식과 영국식 쌓기

방식을 혼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당 지하층의 벽체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1단 길이+1단 마구리쌓기

를 하였으므로, 네덜란드식임을 알 수 있다.

한국 근대초기 건물을 담당했던 탁지부건축소의 

건물은 대부분 영국식과 네덜란드식 쌓기법을 하고 있

다. 이 시기의 벽돌쌓기 방식을 보면 『大建築學』에는 

영국식 쌓기(英吉利積, English Bond), 프랑스식 쌓기

(フレミッシ積, Flemish Bond), 네덜란드식 쌓기(和蘭

陀를積, Douth Bond) 대표적인 쌓기법으로 사용되었

다. 영국식 쌓기는 입면상 길이면과 마구리면이 번갈

아 나타나며 모서리에 반절, 반반절 등을 쓰는 방식이

며, 프랑스식 쌓기는 1켜에서 길이면과 마구리면이 같

이 나오는 형식인데 모서리는 영국식 쌓기와 같으며, 

안과 밖 양면을 프랑스식으로 하는 경우와 한 면만 하

는 경우가 있다. 네덜란드식 쌓기는 기본적으로 영국

식과 같으나 모서리에서 칠오토막을 쓰는 것이 다르

다. 하중이 집중되는 곳이나 저층일 경우는 3매 두께

그림 10   돈덕전 줄기초에 남아있는 벽돌

그림 11   돈덕전 적심 내부 남아있는 벽돌 및 모르타르

그림 12  1907년 돈덕전 모습(2011, 『서울의 
近代史』, 계명대학교 동신의료원·
한국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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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청,	2009,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p.132.

영국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프랑스식 양면쌓기 프랑스식 단면쌓기

그림 13  도면 10. 20세기 초 벽돌쌓기법(『大建築學』, 1904년)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225)

로 쌓기도 하며, 칸막이벽은 보통 1매 두께로 조적한다.7

한편, 이번 돈덕전 발굴조사에서 도면상에 없었던 지하층이 조사되었다. 지하층은 크게 두 개의 

층으로 식당과 어실쪽의 지하층과 중앙복도쪽의 지하층으로 구분된다. 

먼저 식당과 어실의 지하층은 1층 내부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확인되며, 사진 자료에서 정면 외부

에서 올라가는 계단의 추정높이와 조사된 지하층의 깊이를 봤을 때 반지하식의 구조였을 것으로 판단

된다. 식당부분은 1층 아래구조 전체가 지하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계단 남쪽으로 벽돌로 쌓은 

벽체가 일부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식당 전체를 벽돌로 벽체를 쌓은 것을 보인다. 어실부분도 동쪽 외

부계단 옆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존재하며, 계단과 동일선상의 벽에는 벽돌로 벽체를 쌓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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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있다. 특이한 점은 어실 지하층을 따라 중앙 복도쪽으로 가면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

어 또 다른 지하층이 확인된 것이다. 

중앙 복도와 어실과 연결되는 부분에 존재하는 이 지하층은 동서 320㎝, 남북 550㎝, 계단상부에

서 깊이가 약 114㎝이다. 바닥에 장방형 혹은 방형으로 이형 구조물이 설치되었는데 정확한 성격을 알

기는 어려우나 돈던전 사용당시 이용했던 난방시설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 14   지하층 계단((左) 식당, (右) 어실)

그림 15   지하층 벽체((左) 식당, (右) 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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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건축물인 중명전이나 정관헌에서도 지하층이 조사되었는데 돈덕전의 지하층과 유사하지 

않다. 중명전은 건물 전체가 지하층으로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통로로 여러 개의 실과 연결

되었다. 정관헌의 경우도 배면 서측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며, 지하실 내부는 두 개의 실

(전실·후실)로 이루어져 있다. 돈덕전의 경우는 전체가 지하층이 아닌 부분적으로만 지하층이 확인

되고 있어 중명전이나 정관헌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구조도 특이하여 지하층의 구조는 향후 

건축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

중명전 지하 1층 평면도
문화재청, 2009,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연구보고서』

정관헌 지하 평면도
문화재청, 2004, 『덕수궁 정관헌-기록조사보고서-』

그림 16   중앙 지하층 전경 및 내부

그림 17  중면전 및 정관헌 지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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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돈덕전 지하층 위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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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별 경관

주지하다시피 돈덕전이 자리하고 있는 덕수궁은 임진왜란으로 피난했던 선조가 1593년(선조 26) 

환도한 후 월산대군의 궁방을 임시로 거처로 사용하면서 “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광해

군이 정릉동 행궁에서 즉위한 후 창덕궁이 복구되어 1611년 이어(移御) 하게 되면서 경운궁으로 이름

을 바꾸었다. 1865년 명성왕후 시해사건 이후, 많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

관으로 파천하게 된다.

이와 같이 1897년 환어(還御)한 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중화전을 중심으로 한 외전(外殿), 함녕

전을 중심으로 한 내전(內殿), 선원전을 중심으로 한 진전(眞殿)등이 새롭게 조성하였다. 특히 1904

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그해 4월 14일 원인 미상의 화재가 일어나 중화전(中和殿)과 즉조당(卽阼

堂), 석어당(昔御堂), 경효전(景孝殿), 흠문각(欽文閣) 등 중요한 전각들이 소실되었다. 이에 따라 열

국 공사들과 신하들은 수옥헌(漱玉軒)에 머물고 있는 황제에게 경복궁으로 옮길 것을 진언하였으나 

고종의 강력한 의지로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1906년까지 대부분의 전각들이 재건되었다. 이후 

‘을사늑약’과 ‘고종의 퇴위’를 거치면서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개칭되었고 1919년 고종의 붕어와 더

불어 선원전 구역이 해제되고 일제강점기에 각 전각들이 훼철되며 덕수궁도 궁궐로서의 면모를 점

차 잃게 되었다.

돈덕전은 1902~1903년 사이에 건립된 서양식 건물로 당초에는 총해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있었

던 곳이나 이 부지를 덕수궁으로 편입한 후 건축되었다. 건립시기와 활용시기 등이 대한제국의 선포

와 일본에 의한 강제합병 등 역사적 혼란시기여서 관련자료가 소략하며 설계도나 설계자도 알려져 있

지 않다. 다만 당시 서양식건물을 주로 설계한 사바친으로 추정되며, 사진 몇 장만이 남아있을 뿐이

다.8(본문 사진 02~06) 1920년대 미국 공사관과 돈덕전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고 그 이후 덕수궁이 공

원화 되면서 훼철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덕수궁 공원화계획에 의해 돈덕전지는 아동유원지로 활

용되었으며, 최근까지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으로 사용하였다.9

총해관
(1902년 이전)

→
돈덕전

(1902~1930년)
→

아동유원지
(1930년대)

→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

(최근)

돈덕전 권역의 발굴조사 결과 크게 4개 시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첫째로 돈덕전보다 이전 시기의 유구들이 식당 지하층에서 선대적심 2기, 휴게소 중앙의 선대

입사기초, 도기가 정치되어있는 수혈 4기, 돈덕전 건물 밖에서 확인되는 배수로 2기 등이 이에 해당

된다.

8	 	남아있는	돈덕전	사진	중	사진	03(본문)을	보면	돈덕전의	2층	난간에선	고종황제와	순종,	영친왕	등의	모습이	찍힌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

보잡지	‘일뤼스트라시옹(L'Illustration)’	1907.9.7일자	및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1907.9.14일자에	잇

달아	소개된	것과	동일한	도판으로	확인된다.	이	당시의	보도에는	1907년	고종황제가	퇴위한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때문인지	양

쪽	다	"한국의	쿠데타:	옛	황제와	새	황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출처	:	문화컨텐츠닷컴(https://www.culturecontent.com)

9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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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살펴보면 돈덕전은 기존 한옥 건물로 지어진 총해관 건물을 1901년 3월 이후 이전시킨 다

음 건물을 철거하고, 1902년 5월경에는 양관이 지어지기 시작했다.10

조사된 돈덕전 배치도와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에 실린 총해관공서 지도를 중첩해서 살펴

보면 휴게소에서 확인된 선대유구의 기초는 총해관 건물들 중 총세무사관사 건물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휴게소의 선대유구는 총해관과 관련된 건물의 입사기초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식당부분의 선대

유구가 확인된 부분은 총해관이 있을 당시 건물이 있던 자리가 아니며, 건물의 배치역시 총해관 건물

과 다르다. 돈덕전 외곽에서 확인되는 배수로 2기 역시 그 당시에는 화단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유구들은 총해관이 조성되기 이전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돈덕전 이전의 선대

유구는 크게 총해관 이전시기의 유구와 총해관과 관련된 유구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건물내 입사기초 중 휴게소 내의 것은 총해관과 관련이 있으며, 식당 

내부의 지정은 총해관보다 선대유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수로 역시 총해관보다 선대유구임은 분

명하지만, 건물의 주축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감암할 때 돈덕전 부지에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다양

한 성격의 유구가 축조되었다.

10	문화재청,	2016,	주	1)의	보고서,	p.89.

그림 19  (左)총해관공서 지도를 재구성,「총해관서원지 분양귀경운궁급유위관택기공소 지지도」+경운궁중건
배치도(1907~1910년경 추정),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87, (右)총해관공서 지도와 발굴조
사 배치도의 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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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1899년 3월경 촬영된 총해관주변 모습(관세청, 2009,『한국세관130년추록』)

그림 21   총해관 건물 이전 시기 ① 1,2호 선대적심 ②③ 1,2호 배수로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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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돈덕전이 완공되어 훼철되기까지로 돈덕전이 사용되던 시기이다. 발굴조사 결과 줄기

초 부분만 확인되었으나. 평면의 형태는 행사때 쓰여진 간가도에 남아있는 형태와 거의 일치하였으

며, 간가도에서 보이지 않았던 지하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진상으로 나타나는 돈덕전은 2층의 베

란다를 갖춘 양관으로 발굴조사에서는 2충에 관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돈덕전이 완공된 시기가 1903년으로 추정되며, 1920~1930년 사이에 훼철11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물의 존속시기는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총해관 관련 유구 ① 휴게소 입사기초 ② 휴게소 1~4호 수혈

① ②

그림 23  「덕수궁평면도(德壽宮平面圖)」, (1910년, 『덕수궁사』)(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65) 

11	 	그림	25의	『왕궁사』에	실린	도면은	덕수궁	전체를	보여주며,	건물윤곽과	명칭이	함께	기록되었다.	점선으로	표현한	궁장이나	건물들은	이	시

기에	훼철되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현존	건물을	표기한	것이다.	돈덕전은	점선으로	표현되고	건물명이	기록되

어	있다.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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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돈덕전 훼철 후 시기이다. 발굴조사 결과 돈덕전 기초 위에 후대 들어온 것으로 보이

는 콘크리트의 구조물들이 곳곳에 확인되었다. 어실 부분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은 덕수궁이 공원화 

되면서 아동유원지가 들어섰다고 기록12에 나와 있어 아동유원지와 관련된 구조물로 추정된다. 

그 이후에 최근까지 덕수궁관리소 및 강당 등의 가건물들이 돈덕전지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으

며, 동쪽으로는 이와 관련된 부속시설들이 돈덕전 기초를 훼손하고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돈

덕전 권역 전체에 현재 덕수궁의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12	 	그림	24	①에서	돈덕전	부지에	운동장(運動場)이라고	쓰여있고	관련	시설물들이	그려져	있다.	돈덕전	훼철	후	돈덕전	부지가	어떻게	전용되

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24	①는	작성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으나,	덕수궁	미술관이	들어선	이후의	덕수궁	모습으로	앞의	지도보다	후대에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돈덕전이	자리했던	곳의	명칭이	기입되어	있지	않지만,	그림	23과	비교하면	동일한	용도인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덕수궁	개방과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과	도면에	표현된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유원지로	활용된	것

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73,

그림 24  (左)일본하마마츠 시립도서관, 1936년, 「덕수궁미술관설계」 (右)국가기록원, 「덕수궁배치도(德壽宮配置
圖)」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p.69~70.)  

그림 25  「덕수궁지도(德壽宮地圖)」, 1938년 추정, 『왕궁사(王宮史)』(문화재청, 2016, 『덕
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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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돈덕전 훼철 이후 들어선 건축물

그림 27   덕수궁 관리소 및 강당(돈덕전 부지에 최근까지 덕수궁 관리소 및 강당이 자리하고 있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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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덕수궁 돈덕전지 출토유물은 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등의 자기류와 도기류, 기와류, 타일, 몰

딩, 벽돌 등이 수습되었다. 보고서 유물 평가 위원회를 통하여 선별된 유물은 자기류 18점, 도기류 12

점, 유리 2점, 기와류 38점, 타일 50점, 몰딩 19점, 장식용 몰딩 30점, 벽돌 32점 등 총 201점이다. 건축

에 사용되었던 타일, 몰딩 및 벽돌 등의 건축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대표적인 유물인 자기 및 도기류, 기와류, 건축자재(벽돌,몰딩,타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기 및 도기류

덕수궁 돈덕전지에서 출토된 도기 및 자기류는 30점으로 백자, 청화백자, 철화백자, 흑유화분, 녹

유화분, 도기화분, 도기저부편, 옹기편, 서양자기편 등 기종은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확인되었는데 화

분이 17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돈덕전지와 관련된 유물은 대부분 폐기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선대유구에서도 도기 및 자기류가 출토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출토된 도자화분과 청화백자, 서양자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 02   돈덕전 출토 자기 및 도기류 분류

기종
출토위치

백자
흑유 녹유

서양
자기

도기
옹기 합계순 청화 철화

저부 호 화분 잔 접시 호 병 화분 화분 동체 저부 화분

돈
덕
전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주변

2 5 2 2 1 12

식당 지하층
2호 수혈 주변

2 2

식당 지하층
계단 주변

4 4

휴게소 1 1 1 1 4

폐현실 2 2

동쪽 베란다 1 1

선
대
유
구

휴게소
선대유구 수혈

4 4

2호 배수로 1 1

합계 2 1 2 1 1 1 1 5 2 1 4 8 1 30

(1) 도자화분(陶瓷花盆)

화분의 ‘분(盆)’은 윗부분이 넓고 저부로 갈수록 좁은 기형이며, 생활용기의 총칭으로 쓰임이 다

양하다. 그 중 화분(花盆)은 화초와 질그릇을 뜻하는 ‘화(花)’와 ‘분(盆)’이 결합된 용어로 재배·관상

용의 초목식물을 심어 가꾸는 화기(花器)를 지칭한다. 이미 명칭에서 용도가 명확하며 도기(陶器)와 



204

자기(瓷器)로 제작되었다. 조선시대의 도기 및 자기화분은 여러 기록에서 함께 확인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당시 도기와 자기의 재질이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도자화분이 재질구분은 용도 및 인

식의 차이로 사용되었다. 또한 도자화분의 한 식물의 생장과정에 적합한 요소로 선택하여 사용되었

다.13

도기화분과 자기화분의 쓰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도기화분은 이상경을 구현하는 용도로 다양

한 범주에서 사용되었고, 자기화분은 도기화분의 용도를 내포하는 동시에 동체의 장식요소로 화분의 

성격이 부각되었다.14

돈덕전에서 출토된 화분은 총 17점으로 백자, 흑유, 녹유 등 자기화분 9점과 도기화분 8점이다. 

먼저 자기화분을 살펴보면 흑유 5점, 녹유 2점, 백자 2점으로 흑유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화분의 

기형은 동체에서 구연으로 갈수록 사선으로 벌어지는 발형이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는 원통형의 형

태를 띤다. 바닥에는 굽이 있으며 가운데 원통형의 투공이 있다. 이 중 흑유화분 3점과 백자화분 1점

에는 굽을 만들지 않고 동체 하단에 3개의 다리를 부착하여 다른 화분들과의 차이점을 보이며, 특히 

흑유화분에는 신수형장식이 부착되어 있으며, 비슷한 화분의 출토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내제작이 

아닌 수입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궁에서만 사용되던 기종일 수도 있다.

그림 28   덕수궁 돈덕전 출토 자기화분

이외에 동체에 특징적인 것은 흑유와 녹유화분 구연 아래나 동체에 파상문의 점토띠를 돌려 장식

을 하였는데 이는 도기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도기적 요소는 청자 화분 장식에서 나타나

13	 박성미,	2017,	「朝鮮時代	陶瓷花盆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박성미,	2017,	주	13)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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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畿甸文化財硏究院·韓國土地公社,	2006,	『龍仁	寶亭里	靑磁窯址』.

16	 국립중앙박물관,	1995,	『廣州君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道馬里	1號窯址』.

17	 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서울	군기시터	유적』.

18	김소영,	2014,	「고려시대	청자화분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참조.

19	 국립중앙박물관,	1995,	주16)의	보고서.

20	한강문화재연구원,	2011,	주17)의	보고서.

21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동대문	운동장	유적』.

22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주21)의	보고서	p434.

2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景福宮-咸和當·緝敬當	行閣址』.

2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景福宮-燒廚房址』.

25	한양대학교박물관,	2000,	『華城行宮址-第4次	發掘調査報告書』.

26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서울	관철동	유적-35-2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7	중원문화져연구원,	2011,	주21)의	보거서	p434.

는데 파상문과 돌대장식이 있다. 용인 보정리 요지15에서 출토된 청자화분에서는 파상문이 확인되며, 

도마 요지16와 서울 군기시터 유적17에서 돌대장식의 청자화분이 출토된바있다.

파
상
문

용인 보정리 유적 용인 보정리 유적

돌
대

광주 도마리 백자요지 서울 군기시터 유적

그림 29   청자화분 장식문양18

덕수궁 주변유적에서 자기화분이 출토된 예는 광주 도마리 1호 요지19, 서울시 군기시터 유적20과 

동대문 운동장 유적21에서 청자화분 및 백자화분이 있다. 도마리 1호 요지는 <乙丑八月銘 사각봉>의 

존재와 광주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W2-2층 출토 양이잔 및 고족배출토품과의 유사점 등을 통해 1505

년 전후 시기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곳으로 파악된다. 서울 군기시터 건물지 10호에서 출토된 청자

화분은 <慶州長興庫銘 분청사기접시편>, 중국 명대 청화백자편 등이 공반되어 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진 곳이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 청자화분은 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22 또한 동대문운동장 유적 중 야구장부지 조선중기문화층 2기에서 백자화분이 출토되어 

조선 전기에서 중기의 자기화분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

도기화분은 총 8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기화분과는 다르게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띤다. 즉 구연 

아래쪽에 점토띠를 파상문 형태로 덧대어 만들었으며, 바닥에 원형의 투공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도

기화분은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경복궁 함화당·집경당 행각지 유적23, 경복궁 소주방지 유적24, 화성

행궁25, 서울 관철동 유적26 등에서 출토된바가 있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토된 도기화분은 청자화분

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이 시기 화분은 기종과 재질만 달리해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27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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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선전기부터 중기까지의 형태는 동대문 

운동장 유적의 도기화분으로, 조선 후기이

후로는 경복궁 및 덕수궁 돈덕전 둥에서 출

토된 도기화분으로 그 형태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돈덕전에서 출토 도자화분은 

돈덕전의 사용기와 주변 유적에서 출토된 

도자화분들 비교검토 할 때 조선시대 후기

에서 대한제국시기에 사용된 화분들로 추

정된다.

(2) 청화백자

돈덕전지에서 수습된 청화백자는 3점으로 형식학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다. 다만 조선

후기는 청화백자의 문양, 기형, 장식기법이 다양해지고 수량도 증가하여 청화백자의 전성기를 맞는

다. 이렇듯 수요층의 저변확대는 청화백자의 양산(量産)을 초래했으며, 문양소재 및 시문방식에도 영

향을 미친다. 18세기 청화백자에는 사군자, 초화 그리고 남종문인화풍의 산수를 간결하게 시문하여 

격조 높은 문인들의 정신세계를 표출한데 반해, 19세기 청화백자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

귀, 장수의 소박한 염원을 십장생과 같은 길상의 상징물을 통해 자유롭고 활달하게 표현하였다.28

돈덕전지에서 수습된 청화백자의 기종은 잔, 접시와 호이며, 문양은 초화문, 영지문을 시문하였

다. 접시는 외면에 청화로 분할선을 그리고 그 안에 영지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 2줄의 동심원과 문

양이 시문되어 있는데 일부만 남아있어 정확한 문양을 알 수는 없다. 호는 외면에 초화문이, 내면에 

도식화된 수(壽)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굽은 수직굽이며 번조받침은 모래받침흔적이 있다. 이외에도 

수습된 백자잔 1점 내면에 청화로 ‘壽’자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돈덕전에서 수습된 소량의 청화백자는 형태와 문양으로 보아 조

선 후기 18~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돈덕전이 서양식 양관건물의 성격을 띠고 있어 수습된 

청화백자는 이전 해관건물일 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8	최경화,	1996,	「편년자료를	통하여	본	19세기	청화백자의	양식적	특징」,『미술사학연구』212,	한국미술사학회,	pp77~78.

그림 31  돈덕전 주변 화분(출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
원·한국문화센터, 2011, 『서울의 近代史』)

돈덕전지 도기화분
경복궁 함화동·집경당 
행각지유적 도기화분

화성행궁 유적 도기화분

그림 30   도기화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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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백자 호 청화백자 접시 명문 백자 잔

그림 32   돈덕전 휴게소 수습 청화백자

(3) 서양자기

덕수궁 돈덕전지 출토유물 중 서양자기편 1점이 동쪽 베란다 부근에서 수습되었다. 서양자기와 같

은 외국 문물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시점은 개항을 전후한 시기로 근대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서양의 수

입자기들은 일반적으로 수교 체결을 이후로 추정된다. 서양자기의 용도가 왕실 수요품이거나 여러 국

가의 외교공사들을 영접(迎接)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수교 이후 이들은 국가의 필수품이였다.29

특히 고종은 대한제국 개국을 통해 광무개혁(光武改革)을 주도하여 완전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외교섭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외교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

어졌지만 외교관의 접대와 알현은 물론 만수성절, 천추경절, 계천기원절 등 왕실의 대규모 행사를 서

양식 연회로 개최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나가자, 양식기들은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품목으로

서 자리 잡았고 수입과 일부 국내 제작이 병행되었다.30 그러나 1901년을 전후하여 양식기 사용과 관

련된 기록은 물론 외국 공사들의 연례행사 개최 빈도의 감소와 함께 줄어든다. 그리고 1904년 발발한 

러일전쟁을 계기로 그 분위기는 더욱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뒤이어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대한

제국의 자주적 외교정치는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예전같은 국가연회는 극감하였다. 외교정치에서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연회 개최가 줄어들면서 서양자기 수입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필요 

시 소량만 수입했다. 서양자기는 이 시기의 대중으로 유통되었던 왜사기와는 달리 고부가품(高附價

品)이었으니, 일제가 조선의 지배권을 본격적으로 강점한 1910년대 이후는 자발적인 양식문화의 수용

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31 또한 조선왕조의 최대 규모와 최고 기술을 자랑하던 분원 백자제작소가 

쇠퇴하였던 직접적인 원인은 자본과 소비의 주체였던 왕실이 타의적 압력에 의해 외국산(프랑스, 영

국, 일본)도자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32

29	엄승희,	2017,	「근대전환기	국내	사료	분석을	통한	서양자기	사용실태	연구	:	식기를	중심으로」,	『美術史學』	33호.

30		1900년대	대한제국을	방문한	독일신문	기자	지그프리드	겐테(Sigfried	Gente)가	‘황실에서는	밤마다	연회가	끊일	날이	없고,	화려하게	장식된	

식탁에	최고급	유럽음식이	완벽하게	차려졌으며,	‘트뤼플’과	프랑스산	삼페인이	나왔다,’	라고	증언한	기록이	있어	황실에서	행해졌던	연회

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조시내,	2018,	「대한제국	수입기물의	특징과	의미」,	『동양미술사학』	제6집,	동양미술사학회.

31	 엄승희,	2017,	주	29)의	논문.

32	최건,	1997,	「대한제국시기의	도자기」	,『오얏꽃	황실생활유물』,	궁중유물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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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기 궁궐은 전통 생활가구들은 서양가구들로 대체되었으며, 온돌식 주거문화에 따라 유

지되었던 좌식 생활은 입식 생활로 변화하였다. 창덕궁과 덕수궁 석조전에는 18세기 유럽의 로코코 

양식을 따른 것에서부터 대한제국기 황실문장인 이화문(李花文)을 넣어 제작한 가구들과 영국 메이플

(Messrs Maple & Co)에서 제작된 가구들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전시되고 있다. 대한제국기의 서양식 

연회 문화를 반영했던 기물은 20세기 초 프랑스, 영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된 양식기들이 남아있다.33

돈덕전은 1902년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904년 경운궁 대화재 이후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궁궐 전각이었기 때문에 화재 이후 더욱 활발히 이용되었다.34 그 당시 국제교류의 현장이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에 국빈급 외국인 숙소로도 사용되었다. 돈덕전은 화려한 유럽풍의 외관을 자랑하며, 유럽

풍 가구와 침구, 커튼 등으로 장식된 침실이 존재하며 숙박기능을 갖추고 있어, 국외 귀빈을 접대하고 

연회를 베푸는 시설로 사용되었다.35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돈덕전내에는 그 당시 유행하던 유럽식 가구 및 식기들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선무늬주전자 (白磁線文酒煎子)

‘CH PILLIVUYT CIE & PARIS EXP 1900 
GRAND PRIX’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백자선무늬탕기
(白磁靑線湯汁器)

‘JOHNSON BROTHERS ENGLAND’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백자오얏꽃무늬탕기
(白磁李花文湯器)

‘日本陶器會社 R.C. NORITAKE 
NIPPON TOKI KAISHA’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3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0세기 초 황실에서 사용된 서양자기36

33	조시내,	2018,	주	30)의	논문.

34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35	문화재청,	2016,	주	34)의	책.

36		‘CH	PILLIVUYT	CIE	&	PARIS	EXP	1900	GRAND	PRIX’	: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그랑프리		수상작인	프랑스	자기회사	삘리뷔

(PILLIVUYT)의	제품임.

	 ‘JOHNSON	BROTHERS-ENGLAND’	:	존스	브라더스사(JOHNSON	BROTHERS)의	양식기들에는	1833년~1913년	사이에	사용하였던	마크임.

	 	‘日本陶器會社	NORITAKE	NIPPON	TOKI	KAISHA’	:	R.C는	‘Royal	Crockery’(왕실	그릇)의	약자로	정밀한	도자기를	뜻하는	것이며,	1908년	

10월경	의장	등록	되었고,	일본	내수용품에	한해	‘NIPPON	TOKI	KAISHA’라는	글씨가	추가되는	것은	1912년	이후로	알려져	있어	이화문이	

찍힌	양식기	세트는	1908년	이후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것이었다.

	 조시내,	2018,	주	30)의	논문,	pp21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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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근대전환기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도자기들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유물들이	95%이상을	차지한다.	

	 엄승희,	2017,	주	29)의	논문,	p149.

38		"VILLEROY	&	BOCH"는	세계적인	도자기	제작처로,	1836년	설립자인	니콜라스	빌레로이와	장	프랑수와	보흐의	성을	따	회사명으로	하여	두	

회사를	합병하였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METTLACH'	파이앙스	공장은	독일에	위치한,	다국적	생산	시설	중	하나로	회사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다.	

돈덕전에서 수습된 서양자기편은 동체부 소편만 잔존하고 있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으며, 금

분의 문양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37에서 소장하고 있는 황실생활유물의 서양수입자기 표면 문양과 유

사하며 기형 및 태토 역시 전통적인 자기류와 다르다.[그림 34]

백자파도무늬욕조 
(白磁波濤文浴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백자파도무늬변기 
(白磁波濤文便器)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백자파도무늬물병 
(白磁波濤文水甁)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돈덕전 수습 서양자기편
백자바닥부분 상표
VILLEROY & BOCH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백자파도무늬대야
(白磁波濤文洗面器)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3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서양자기와의 비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서양수입자기는 근대기에 사용된 목욕 용품 세트로 물병, 대야, 변기, 욕조 

등이 있으며, 4점 모두 금색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기물의 표면장식은 금분으로 파도 무늬를 시문하

였다. 물결의 윗부분(경부)은 하늘색으로 칠해졌다. 돈덕전에서 수습된 서양자기는 금분으로 파도 무

늬를 시문한 것은 비슷하나 경부에 채색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서양 자기들은 굽

바닥 중앙에 "VILLEROY & BOCH METTLACH"38라는 녹색 명문 도장이 찍혀 있으며, 이 자기들은 20

세기를 전후로 조선왕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돈덕전의 서양자기는 일부편만 수습되어 출처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20세기에 유럽에서 들어온 서양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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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와

기와는 지붕 위에 씌워 외부의 변화를 막아주며, 눈과 빗물의 침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기 

하여 지붕 재목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의 위엄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39.

기와는 총 37점으로 청기와 3점, 막새 1점, 잡상 1점, 평기와 32점이 출토되었다. 

(1) 청기와 

돈덕전 권역에서는 3점의 청기와가 그리드 상에서 제토 중 수습되었다. 모두 평기와이며, 편으로 

수습되었다. 

청기와는 정선된 점토와 염초를 사용하여 기와 표면에 유약을 발라 소성 제작한 것으로40로 문헌

에 따르면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특정한 건물에만 사용되었다. 푸른빛을 내는 염초를 구하기 힘들뿐 

아니라, 일반 평기와에 비해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41.

청기와의 제작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조선시대 일반적인 평기와 제작 기법인 와통에 

점토판을 덮어 성형한 후 수키와는 2매, 암키와는 4매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둘째, 수키와는 와통에 점

그림 35   와통에 따른 제작방법42(左:원통와통, 右:1매작 성형대(위: 凹형, 아래: 凸형))

39	손우철,	2016,	「조선시대	왕실기와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손우철,	2016,	주	39)의	논문.

41	 이인숙,	2011,	「경복궁	발굴조사	출토	청기와	검토」,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協生門址,	營軍直所址,	哨官處所址)-』.

42	이인숙,	2012,	「경복궁	출토	청기와의	제작	시기	및	사용	건물	검토」,	고고학	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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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판을 덮어 성형하지만 암키와는 ‘凹’자 형태의 성형틀 위에서 기와를 1매씩 제작하는 방법이다.

돈덕전 권역에서 출토된 청기와는 모두 잔편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다만 잔존 양

상으로 대략의 제작 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 청기와는 일반적인 평기와와 같이 원통와통에 점토판을 

덮어 성형하였으며, 전면에 청록색 유약을 시유하였다. 유약을 시유하여 대부분 제작 기법이 확인되

지 않지만 유약이 박락된 부분에 윤철흔과 물손질 정면흔, 지두흔이 확인된다. 그리고 수키와43는 미

구 기와로 미구의 길이는 3.8㎝, 언강의 높이는 2.0㎝이다. 조선시대 수키와의 미구 길이는 전기에 

2.2~4.5㎝, 후기가 되면 2.0㎝ 미만이거나 거의 사라져 흔적만 남는 경우가 많고 언강과 미구의 경계

가 직각에 가깝다44. 

돈덕전 권역에서 출토된 수키와는 미구 기와로 미구의 길이는 3.8㎝이며, 언강과 미구의 경계는 

직각에 가깝다. 따라서, 수청기와는 미구의 길이와 언강과 미구의 경계의 형태를 볼 때 조선 전기(Ⅰ

-1식)에 해당하는 유물이다. 청기와는 돈덕전과 관련이 없으며, 그 이전 선대 건물지에 사용된 기와로 

추정된다.

경복궁 용성문지 출토 수키와 미구부 형태
(조선 전기 Ⅰ-1식)

돈덕전 권역 출토 수청기와 미구부 형태

그림 36  수키와 미구부 형태(김희진, 2011, 「경복궁 출토 평기와의 속성 분석」,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協生門
址, 營軍直所址, 哨官處所址-』 참조)

조선시대에 건축된 청기와 건물은 창덕궁 선정전이 현재 유일하다. 하지만 문헌과 발굴성과를 살

펴보면 창덕궁 선정전 이외에 청기와 건물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45. 최근 경복궁 일원의 발굴조

사는 다량의 청기와가 출토되었다. 경복궁에서는 건물지 외곽에 두터운 무지로 출토되었다. 대부분 

조선 전기의 정전인 근정전과 사정전 등에 사용된 기와이며, 그 주변에 퇴적되어 무지를 형성한 것으

로 보고 있다46.  

43	수키와는	미구와	언강의	유무에	따라	토수기와와	미구기와로	나뉜다.	돈덕전	권역에서	출토된	청기와는	미구기와이다.

44		김희진은	경복궁에서	수키와의	미구	길이에	따라	전기(Ⅰ식)와	후기(Ⅱ식)로	나누었으며,	전기는	다시	길이와	형태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구

분하였다.	후기는	미구의	길이가	매우	짧아	형식을	나누기	어려워	형태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김희진,	2011,	「경복궁	출토	평기와의	속성	분석」,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協生門址,	營軍直所址,	哨官處所址-』.

	 이인숙,	2012,	주	42)의	논문.

45	손신영,	2010,	「조선시대	청기와에	대한	인식과	실재」,	강좌미술사	35호.

4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景福宮	燒廚房址	發掘調査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景福宮	咸和堂·緝敬堂	行閣址	發掘調査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景福宮	興福殿址	發掘調査報告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경복궁	발굴조사보고서-宮牆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경복궁	발굴조사보고서-用成門址,	西守門將廳址-』.

	 國立中央博物館,	1996,	『景福宮	訓局軍營直所址』.

	 文化財管理局	國立文化財硏究所,	1995,	『景福宮	寢殿地域發掘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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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기록을 살펴봐도 청기와 궁궐 건축 일부와 사찰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 사

신을 영접하던 영은문 등 예외적 요소가 확인되기도 한다47. 청기와는 대부분 위계와 관련된 건물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인 건축물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2) 평기와

평기와는 총 32점이며, 모두 수키와이다. 2호 배수로에서 30점(93.8%)이 출토되었다. 기와는 완

형의 비율이 높으며, 모두 미구기와48이다. 미구의 길이는 0.5~3.8㎝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조선 

전·후기의 기와가 모두 상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49. 언강의 높이도 0.4~2.8㎝로 다양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수키와들은 대부분 2호 배수로에서 2매를 원형으로 결구한 상태로 길게 연결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즉 배수로의 암거로 재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와의 문양은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평기와에서 나타나는 문양은 와통에 부착된 점토를 밀

착시키기 위해서 두드리는 타날판에 새겨진 있는 문양이 남는 것으로 타날판의 형태 및 제작기술은 

측면과 함께 수요 집단의 선호도에 따른 문양의 의도성이 동시에 반영된다50. 따라서 문양과 타날판의 

크기는 기와의 속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속성이다51.

하지만 돈덕전에서 출토된 기와들은 대부분 중복타날이 이루어져 있어 타날판의 크기는 파악하

기 어렵지만, 중판 타날판을 사용하였다.

돈덕전에서 출토된 기와의 문양을 1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복합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곡선

복합문과 직선복합문이 주를 이룬다. 일부 단일 문양이 확인되는데 청해파문과 사선문이 있으며, 출

토량이 소략하다. 즉, 돈덕전에서 출토된 기와의 문양은 복합문이 대세를 이루는 셈이다. 특히, 수키

와들은 2호 배수로의 암거에 사용된 점을 감안한다면 건물이 훼철되면서 그 기와를 암거 조성에 사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타날방법은 기와의 중앙부에 복합문을 타날하고 상·하단부는 선문(종선문, 횡

선문) 계열의 문양을 시문하였다. 이는 2종류의 타날판을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와도흔이 확인된 기와는 31점이며, 와도의 폭은 0.1~1.8㎝ 다양하게 확인되었으며, 일정하지 않

다, 다만 분할 방향은 내→외 방향으로 동일하다. 와도의 폭은 시기성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기와의 

시기 폭이 넓은 점을 감안하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출토된 기와는 돈덕전 건축과는 관련이 없으며, 선대 건물지와 관련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돈덕전이 총해관52을 이전한 후 건축된 건물이며, 양관이기 때문이다. 2호 배수

로는 선대 건물지와 관련이 있으며, 다른 건물이나 이전 건물의 기와를 재활용하여 조성하였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기와의 경우 재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한 건물에서 동시기에 폐기되었

47	손신영,	2010,	「조선시대	청기와에	대한	인식과	실재」,	강좌미술사	35호.

48	토수기와와	미구기와의	구분은	미구와	언강의	유무에	따라	분류된다(이인숙·최태선,	2011,	「평기와	用語	檢討」,	한국고고학보	제80집).

49		경복궁에서	수키와의	미구	길이에	따라	전기(Ⅰ식)와	후기(Ⅱ식)로	나누었으며,	전기는	다시	길이와	형태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였

다.	후기는	미구의	길이가	매우	짧아	형식을	나누기	어려워	형태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였다(김희진,	2011,	「경복궁	출토	평기와의	속

성	분석」,	『경복궁	발굴조사	보고서-協生門址,	營軍直所址,	哨官處所址-』).	이	분류	안을	따르면	돈덕전에서	출토된	기와는	조선	전·후기	

기와가	모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50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聖佳寺』.

51	 高麗文化財硏究院,	2016,	『漣川	大田里山城	Ⅱ』.

52	관게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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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제작시기까지 동시기로 단언하기 힘들고53 다른 곳의 기와를 가져와 재활용한 경우도 

있다54.

따라서 또한 기와의 형태나 문양이 조선 전기~후기 다양하게 확인되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53	정치영,	2006,	「고려-조선	전기	기와의	조달양상」,	고고학	5-2호

54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사천	선진리성』.

곡선복합문

청해파문+종선문 청해파문+종선문+횡선문 원호문+횡선문 청해파문+화문+종선문

곡선복합문 직선복합문

중호문+횡선문 어골문+횡선문+종선문 어골문+사선문+횡선문 어골문+종선문

직선복합문
청해파문 사선문

횡선문+사선문+종선문 선문+격자문+종선문

그림 37   기와의 문양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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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자재

(1) 벽돌

벽돌55은 광의적으로 ‘비금속 무기질 원료를 단일 또는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이를 성형, 가열

하거나 화학적으로 경화시켜 규격화한 건축재료’이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는 벽돌은 협의적 개념으로 

‘점토 및 고령토 등을 주원료로 하여 혼련·성형·건조·소성시켜 만든 것으로 주로 바닥 및 벽체구

성에 사용되는 건축재료’를 지칭한다. 그리고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서 정

의하고 있는 ‘점토벽돌(L4201)’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56.

돈덕전은 벽돌조 건물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벽돌이 출토되었다. 일반 벽체에 사용된 적벽돌·

회색벽돌, 건물 테두리와 돌림띠(cornice) 등 건물의 의장에 사용된 이형벽돌이 있다. 

일반 벽체에 사용된 벽돌은 24점으로 적벽돌 12점(50%), 회색벽돌 12점(50%)이다. 평면 및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크기는 230~240×110×50~55㎜(길이×너비×깊이) 정도 대체로 규격화되어 있

다57. 일반적으로 벽돌의 제조공정은 채토→성형→건조→소성의 단계를 거쳐 제작된다58. 

55		2000년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벽돌과	연와는	‘진흙과	모래를	차지게	반죽하여	틀에	박아	600~1,100℃에서	구

워	만들거나	시멘트와	모래를	버무려	틀에	박아	건조한	네모진	건축재료’라고	정의하여	시멘트	벽돌까지	그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56	曺洪錫,	2005,	「한국	근대	적벽돌(赤甓乭)	건축에	관한	연구」,	牧園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57	 	벽돌의	규격은	덕수궁	중명전과	유사(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하며,	일본의	도쿄	표준형(227×109×60.6㎜(7.5×3.6

×2치))의	치수와	비슷하다.	개항	초기의	벽돌은	생산지,	생산	배경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지만	1908년	호프만식	가마	도입	이후	규격화되었

다.

58	曺洪錫,	2005,	주	56)의	논문.

59		회(灰)나	시멘트(Cement)에	모래를	섞어서	물에	갠	것으로	일반적으로	벽돌의	줄눈재로	사용하여	벽돌간	접착시키는	역할과	함께	벽면의	마

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8  벽돌의 제조공정(曺洪錫, 2005, 「한국 근대 적벽돌(赤甓乭) 건축에 관한 연구」, 牧園大學校 大學院 博
士學位論文 전재)

벽돌은 소염 정도에 따라 산화염 벽돌과 환원염 벽돌로 구분된다. 산소가 충분해서 완전히 연소

되는 경우 산화염이라고 하며, 적벽돌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원염 벽돌은 밀폐된 가마 안에서 땔감이 

불완전연소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일산화탄소가 벽돌 표면의 산소를 빼앗아 결합하면서 벽돌이 회색 

계열을 띤다. 돈덕전 권역에서 출토된 벽돌들 역시 이러한 공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

은 벽체의 내·외곽 및 기둥쌓기에 사용되었다. 벽돌에는 석회 모르타르59가 두텁게 붙어있는데 이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회색계열의 벽돌 중에서는 ‘SINAGAWA’문이 새겨진 벽돌이 2점 출토되었다. SINAGAWA’는 지나

연와(支那煉瓦)의 일본어 발음이다. 『덕수궁사』에는 “돈덕전·구성헌·중명전·환벽정’ 등의 양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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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지나연와(支那煉瓦 SINAGAWA)를 건축 재료로 쓰고 있다”60고 밝히고 있다. 즉 덕수궁 양관 

건축에 사용된 벽돌은 중국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개항 초기 벽돌의 수급은 수입에 의존하였다.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였으며, 일부 현장에서 자체 

조달한 경우도 있지만 대량 생산되지는 않았다. 벽돌을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한 것은 약현성당과 명

동성당의 건축을 위해 1890년대 초 와서현(瓦署峴)에 벽돌 제조소(한강통 연와소)를 설치하면서 부터

이다. 벽돌 제조에 적당한 점토가 많았던 한강통 연와소는 1882년 말까지 조선 정부에서 기와를 굽던 

와서현이 있던 곳이다61. 따라서 돈덕전 건축에 사용된 벽돌은 중국에서 생산된 벽돌임이 분명하다.

건물 테두리와 돌림띠(cornice) 등 건물의 의장에 사용된 이형벽돌은 9점이 출토되었다.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타원형 벽돌로 적색과 회색이 각각 2점씩 출토되었다. 건물의 

테두리나 돌림띠 등 건물의 장식에 사용된 벽돌이다. 주로 건물의 모서리 부분에 장식한 것으로 추정

된다. 둘째, 아치에 쓰이는 벽돌로 한쪽면을 반구형으로 돌출시킨 벽돌이다. 셋째, 층 사이에 사용한 

내쌓기용 벽돌이다. 직사각형 벽돌의 마구리를 계단상으로 자르고 길이 방향으로 조금 깍은 벽돌이

다, 넷째, 기둥 하부의 주좌에 사용한 내쌓기용 벽돌이다. 직사각형 벽돌의 길이 방향 부분을 사선으

로 깍은 벽돌이다62. 

덕수궁 중명전의 건물 의장에 사용된 벽돌들과 동일한 형태이므로, 이형벽돌의 형태는 사용처가 

이 시기 건물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원형 벽돌 아치에 쓰인 이형벽돌

층 사이 내쌓기용 이형벽돌 기둥 하부 주좌에 사용된 이형벽돌

그림 39   덕수궁 중명전·돈덕전 출토 이형벽돌(문화재청, 2009,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참조.)

60	문화재청,	2004,	『덕수궁	정관헌	기록화	조사	보고서』(小田省吾,	1938,	『德壽宮史』,	李王職	전재).

61	 문화재청,	2009,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62	문화재청,	2009,	주	61)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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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몰딩

몰딩은 천장판, 내장판(內裝板) 등의 이음매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띠 모양의 부재

63나 부재를 깎아서 장식적 곡선으로 한 것64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을 가지고 

장식하기 위한 건축자재이다.

돈덕전에서 건축폐기층의 많은 수가 몰딩편으로 이 중 49점을 선별하였다. 형태에 따라 일자형, 

아치형, 장식용으로 구분된다. 출토 수량은 일자형 15점(30.6%), 아치형 4점(8.2%), 장식용 30점

(61.2%)으로 장식용 몰딩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일자형과 아치형 몰딩은 단면 형태에 따라 다시 4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1형식-반원형으로 돌출된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쪽이 2~3단이 진 형태

2형식-반원형으로 돌출된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양쪽 단이 진 양상이 다른 형태

3형식-움푹한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쪽이 2~3단이 진 형태

4형식-움푹한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쪽이 2~3차례 굴곡이 진 형태

1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몰딩으로 보여지며,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 하지만 몰딩이 다양하

게 출토된 것은 건물의 모서리마다 장식용으로 조금씩 다르게 제작하여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몰딩의 제작기법을 살펴보면 정선된 석회가루와 모래를 섞어 성형한 후 소성하였다. 그리고 외면

에 다시 고운 석회를 발라 코팅한 후 소성하여 완성하였다. 따라서 외면은 매끈한 편이다. 돈덕전 권

역에서 출토된 몰딩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타일

타일65은 총 50점을 선별하였으며 돈덕전과 관련된 장식용 테라조 타일은 모두 40점이다. 이중 

형태와 문양 등의 속성을 파악하기 용이한 37점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식용 테라조 타일은 바닥 마감재로 사용된 건축자재이며, 조사지역 전역에서 출토되었다66. 타

일은 시멘트와 모래를 섞은 혼합물을 규격화된 성형 틀에 부어 굳혀 제작하였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 

단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205×205×25㎜(길이×너비×두께) 규격화되어 있다67. 타일 내면 중앙에는 

‘F’자형으로 누른 흔적과 석회 모르타르가 부착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은 바닥의 콘크리트 슬라브68

위에 석회 모르타르로 접착하여 고정한 것으로 보여진다69.  

63	백남욱·이상진,	2007,	『철도관련큰사전』,	골든벨

64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2011,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65		돈덕전에서	출토된	타일의	문양은	총	12가지이다.	그	중	덕수궁	돈덕전과	정관헌에서	확인된	문양은	별,	무시무종,	팔모+꽃,	불꽃	문양	등	4

가지이며,	이외의	문양은	돈덕전	권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66	1920~1930년	사이	돈덕전이	훼철되는	과정에서	권역	전체에	산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67	 	덕수궁	중명전·정관헌·함녕전	내각과	창덕전	내전에서	확인된	타일과	동일하다.	이는	당시	궁궐	건축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문화재청,	2009,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68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의	상판을	말하는데,	특히	바닥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라	한다(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2011,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69	(재)고려문화재연구원,	2012,	『서울	정동	유적-창덕여자중학교	증·개축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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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의 문양은 덕수궁 중명전·정관헌에 비해 훨씬 다양하며, 12가지로 나누어진다. 문양이 확인

되었다. 타일은 4장 이상을 조합해야 전체적인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타일을 조합한 결과 출토 비율

이 가장 많은 문양은 문양 1·2(별문양 A·B-10점)·5·6·9·10 순이며, 수량의 차이는 거의 없다. 

타일을 여러 장 조합해 보면 4장이 1세트를 이루거나 동일한 패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양 2·3·8·10~12은 4장이 1세트, 문양 1·4~7은 동일한 패턴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또한 덕수궁 중명전·정관헌·함녕전 행각, 창덕궁 내전의 바닥의 타일 배치 양상을 보면 첫째, 

내부는 문양 2(별문양 B), 외곽은 문양1(별문양 A) 혹은 무시무종문의 타일로 두른 양상이다. 

둘째, 내부는 문양 3(팔모+꽃), 외곽은 무시무종문의 타일로 둘렀다. 돈덕전이 중명전과 동일한 

시기에 사바친에 의해 설계 및 건축된 것으로 볼 때 타일의 배치 양상은 유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

만 돈덕전의 타일 문양이 더 다양하므로 더 많은 문양간의 조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양 1(별문양 A) 문양 2(별문양 B) 문양 3(팔모+꽃)

문양 4(불꽃 문양) 문양 5 문양 6

문양 7 문양 8 문양 9

문양 10 문양 11 문양 12

그림 40   장식용 테라조 타일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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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돈덕전의 타일문양이 다양한 이유는 건물의 다양한 이유는 건물의 용도와 관련이 높다. 

중명전이 왕실 도서관, 정관헌이 황제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그에 비해 돈덕전은 주로 외교 사

절을 접견하거나 31번 접대용으로 이용된 건물이며, 신축 당시 그 용도가 칭경예식을 위해서 였다. 또 

순종의 황제 즉위식이 열린 장소70임을 볼때 다양한 문양의 타일을 사용하여 바닥을 장식한 것으로   

추정된다71.

 

그림 41   근대 궁궐 서양식 건물의 타일

70		문화재청,	2004,	『덕수궁	정관헌	기록화	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9,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71	 	덕수궁	중명전과	정관헌은	건물이	남아있어	보수·복원하는	과정에서	바닥	장식으로	사용된	타일의	문양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돈덕전

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훼철되어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양상으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동일	시기에	건축된	

중명전의	타일은	러시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명전과	돈덕전의	설계자가	러시아	건축가	사바친으로	알려져	있어	대략의	수

입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문화재청,	2009,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문화재청,	2016,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참조.).

덕수궁 중명전 타일1 덕수궁 중명전 타일2 덕수궁 정관헌 타일1

덕수궁 정관헌 타일2 덕수궁 함녕전 행각 타일 창덕궁 내전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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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문화재청에서 시행 예정인 돈덕전 복원에 앞서 구조와 규모, 잔존상태를 파악하기 위

해 실시한 학술조사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

은 시굴조사 171㎡, 발굴조사 1,700㎡이다. 

돈덕전은 덕수궁의 북서쪽에 위치했던 전각으로 고종황제 때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으로 축조된 

2층의 서양식 건물이다. 준공 시기는 문헌자료에 따르면 1903년에 완공되었고, 1920~1930년대에 훼

철된 것으로 추정된다. 돈덕전의 설계도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1907년 순종즉위식을 위해 발행되었

던 『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大皇帝陛下卽位禮式儀註)』와 『법규유편』에 실려있는 평면도(간가도)가 

이 전각의 형태 및 구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돈덕전 영역에서는 4시기의 건물이 중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Ⅰ기는 돈덕전이 조성되기 이전의 유구로 배수로 1,2호가 해당한다. 배수로 2기 모두 돈덕전 외곽

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건물이 건립되면서 훼손된 것으로 보여 조선시대 후기의 유구로 판단된다.

Ⅱ기는 돈덕전 내부에서 선행중복되어 조사된 유구로 입사지정 기초 및 불명 수혈유구들이다. 돈

덕전은 총해관 건물을 이전하고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어 총해관때 존재했던 건물들과 관련된 유구로 

추정된다.

Ⅲ기는 돈덕전이 존속했던 단계이며, 건물지의 지하 구조물인 줄기초로 1907년 돈덕전 평면도(간

가도)와 대부분 동일한 구조로 확인되었다. 줄기초 상면에는 1단 이상의 벽돌이 쌓여있거나, 그 흔적

이 남아있어 화강석+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벽돌을 쌓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벽돌조적방법은 남

아있는 상태로 보아 네덜란드나 영국식 쌓기 방식으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간가도에서 확인

되지 않았던 지하층이 조사되었으며, 특히 중앙 지하층의 용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많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돈덕전이 1903년에 완공되어 1920년~30년대에 훼철된 것으로 보여 존속기간은 길지 않았다.

Ⅳ기는 돈덕전이 훼철된 후 건립된 후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1920~30년대 덕수궁을 공원화한 

일제 강점기에 돈덕전이 있던 자리에 아동유원지가 들어선 기록이 있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돈덕

전지에 들어선 다른 건축물들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돈덕전의 정확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새로 확인된 지하층 

및 지하계단 등은 앞으로 돈덕전의 당초 모습을 복원하는 학술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벽돌, 몰딩, 바닥타일 등 그 당시 다양한 건축재재들이 많이 수습되었

다. 벽돌은 전벽돌과 적벽돌 외에 내화벽돌 및 이형벽돌 등이, 몰딩은 기본 일자형 외에도 아치형과 

장식용 몰딩(오얏꽃 등)이 있다. 바닥타일은 총 11개의 종류로 덕수궁에 있는 다른 양관들보다 다양한 

문양의 타일이 확인되며,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화분들이 많이 출토되어 그 당시 가장 화

려하고 웅장했던 내부장식의 일단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돈덕전 발굴조사결과 전각의 대략적인 평면과 건축자재 및 축조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창고 및 전면 계단부 등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조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학술복원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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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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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지역 원경

조
사

지
역



 사  진   223

①

②

사진 12   조사 전 근경(전 덕수궁 사무실 철거 전) ①②((재)혜안문화재연구원 제공)



224

사진 13   조사 전 전경(전 덕수궁 사무실 철거 후) ①②

①

②



 사  진   225

사진 14   돈덕전 추정지 시굴조사 Tr.1. ① 시굴조사 후 모습( 남→북) ② 1호 미상유구 모습 ③ 콘크리트 노출 
후 / Tr.2. ④ 시굴조사 후 전경((재)혜안문화재연구원 제공)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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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돈덕전 추정지 시굴조사 Tr.2. ① 1호 건물지 ② 1호 건물지 세부 2 / Tr.3. ③ 시굴조사 후 전경 ④ 1
호 건물지 (동→서) ⑤ 전경(북동→남서)((재)혜안문화재연구원 제공)

①

④

②

⑤

③



 사  진   227

사진 16   돈덕전 추정지 추가 시굴조사 Tr.2. ① 전경 및 1호 건물지 노출 후 / Tr.3. ② 전경 및 1호 건물지 노
출 후((재)혜안문화재연구원 제공)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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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발굴조사지역 전경(항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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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식당구간 전경 ①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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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식당구간 전경 ①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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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식당 지하층 층위 ①② / 벽체 입면 ③~⑤

②

③

①

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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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식당 지하층 벽체 ①~⑧

①

③

⑤

⑦

②

④

⑥

⑧



 사  진   233

사진 22   식당 지하층 계단 ①~④ / 1호 벽돌기초 ⑤ 조사 전 / 2호 벽돌기초 ⑥ 조사 전 / 3호 벽돌기초 ⑦ 
조사 전 / 4호 벽돌기초 및 선대 2호 적심 ⑧ 조사 전

①

③

②

④

⑥

⑧⑦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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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⑧⑦

사진 23   식당 지하층 4호 벽돌기초 및 선대 2호 적심 ① 층위 ② 조사 후 / 5호 벽돌기초 ③ 조사 전 / 6호 
벽돌기초 ④ 조사 전 / 7호 벽돌기초 ⑤ 조사 전 ⑥ 층위 ⑦ 조사 후 / 8호 벽돌기초 ⑧ 조사 전

②

④

①

③

⑤



 사  진   235

사진 24   식당 지하층 8호 벽돌기초 ① 층위 ② 조사 후 / 9호 벽돌기초 ③ 조사 전 ④ 층위 ⑤ 조사 후 / 선
대 1호 적심 ⑥ 조사 전 ⑦ 층위 ⑧ 조사 후

②

④

①

③

⑤ ⑥

⑧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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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식당 지하층 1호 수혈 ① 조사 전 ② 층위 ③조사 후 / 2호 수혈 ④ 조사 전 ⑤ 조사 후 ⑥ 층위 / 3
호 수혈 ⑦ 층위 ⑧ 조사 전 ⑨ 조사 후

①

③

⑨

④

②

⑧

⑦

⑥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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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휴게소 구간 전경(항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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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휴게소 구간 세부전경 ①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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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휴게소 구간 세부전경 ①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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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휴게소 구간 세부전경 ①②

①

②



 사  진   241

사진 30   휴게소 구간 남서 튜렛 부분 벽체 ①② 벽체 입면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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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휴게소 구간 층위 ①② 동→서 ③ 남→북 / 1호 벽돌기초 ④ 조사 전 ⑤ 층위

①

②

③

⑤④



 사  진   243

사진 32   휴게소 구간 1호 벽돌기초 ① 조사 후 / 2호 벽돌기초 ② 조사 전 / 3호 벽돌기초 ③ 조사 전 / 4호 
벽돌기초 ④ 조사 전 ⑤ 층위 ⑥ 조사 후 / 5호 벽돌기초 ⑦ 조사 전 / 6호 벽돌기초 ⑧ 조사 전 

①

③

⑤

⑦

②

④

⑥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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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3   휴게소 구간 7호 벽돌기초 ① 조사 전 / 8호 벽돌기초 ② 조사 전 ③ 층위 ④ 조사 후 / 9호 벽돌기
초 ⑤ 조사 전 ⑥ 층위 ⑦ 조사 후 / 10호 벽돌기초 ⑧ 조사 전

①

③

⑤

⑦

②

④

⑥

⑧



 사  진   245

사진 34   휴게소 구간 11호 벽돌기초 ① 조사 전 / 12호 벽돌기초 ② 조사 전 / 선대 1호 적심 ③ 조사 전 / 선
대 2호 적심 ④ 조사 전 / 선대 건물지 기초 및 수혈 ⑤ 조사 전

①

③

⑤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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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휴게소 구간 선대 건물지 기초 ① 조사 후 / 수혈 ② 1호~4호 수혈 조사 중

①

②



 사  진   247

사진 36   휴게소 구간 선대 건물지 기초 ① 층위 / 1,2호 수혈 ② 조사 전 ③ 1호 수혈 층위 ④ 2호 수혈 층위 
⑤ 조사 중 / 3호 수혈 ⑥ 조사 전 ⑦ 층위 ⑧ 조사 중 

①

③

⑤

⑦

②

④

⑥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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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휴게소 구간 4호 수혈 ① 조사 전 ② 층위 ③ 조사 중 / 1~4호 수혈 ④ 조사완료 / 동서 트렌치 ⑤ 
층위

①

③

⑤

②

④



 사  진   249

사진 38   폐현실 ① 노출 후 전경 ② 어탑 노출 후

①

②



250

사진 39   폐현실 ① 전경(남→동) ② 전경(동→서)

①

②



 사  진   251

사진 40   폐현실 ①② 전경 세부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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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폐현실 ①② 층위 / 1호 벽돌기초 ③ 조사 전 / 2호 벽돌기초 ④ 조사 전 / 3호 벽돌기초 ⑤ 조사 전 
/ 4호 벽돌기초 ⑥ 조사 전 

①

②

④

⑤

③

⑥



 사  진   253

사진 42   폐현실 4호 벽돌기초 ① 층위 ② 조사 후 / 5호 벽돌기초 ③ 조사 전 / 6호 벽돌기초 ④ 조사 전 / 7
호 벽돌기초 ⑤ 조사 전 / 8호 벽돌기초 ⑥ 조사 전 / 9호 벽돌기초 ⑦ 조사 전 / 10호 벽돌기초 및 
2호 수혈 ⑧ 조사 전  

① ②

④

⑥

⑦

③

⑤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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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폐현실 10호 벽돌기초 및 2호 수혈 ①② 층위 ③조사 후 / 11호 벽돌기초 ④ 조사 전 / 12호 벽돌기
초 ⑤ 조사 전 / 13호 벽돌기초 ⑥ 조사 전 / 14호 벽돌기초 ⑦ 조사 전 / 15호 벽돌기초 ⑧ 조사 전 

① ②

④

⑥

⑦

③

⑤

⑧



 사  진   255

사진 44   폐현실 15호 벽돌기초 ① 층위 ② 조사 후 / 16호 벽돌기초 ③조사 전 / 1호 수혈 ④ 조사 전 ⑤ 층
위 ⑥ 조사 후 / 폐현실 외곽 수혈 ⑦ 조사 전 ⑧ 층위 ⑨ 조사 후 

① ②

④

⑥

⑧

③

⑤

⑨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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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어실 ①② 전경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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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어실 ① 전경 ② 층위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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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7   북동쪽 튜렛 구간 ①② 전경

①

②



 사  진   259

사진 48   북동쪽 튜렛 구간 ①② 전경 세부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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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9   북동쪽 튜렛 구간 ①~③ 층위

①

③

②



 사  진   261

사진 50   북동쪽 튜렛 구간 굴뚝 1호 ① 조사 전 ② 층위 ③ 조사 후 / 2호 ④ 전경 / 출토유물 광경 ⑤

⑤

②

④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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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북동쪽 튜렛 구간 1호 벽돌기초 ① 조사 전/ 2호 벽돌기초 ② 조사 전 ③ 층위 ④ 조사 후 / 3·4호 
벽돌기초 ⑤ 전경 ⑥ 3호 벽돌기초 층위 ⑦ 3호 벽돌기초 조사 후 / 5호 벽돌기초 ⑧ 조사 후 

① ②

④

⑥

⑦

③

⑤

⑧



 사  진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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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문화재청과 (재)고려문화재연구원은 덕수궁 돈덕전 복원에 앞서 돈덕전 권역 발굴조사 1,700㎡에 

대해서 2017년 3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각의 대략적인 평면과 

건축자재 및 축조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유구는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진다.

Ⅰ기는 돈덕전이 조성되기 이전의 단계로 돈덕전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1,2호 배수로와 식당의 

선대 적심 등이며, 조선시대 후기의 유구로 판단된다.

Ⅱ기는 돈덕전 내부에서 선행중복된 유구로 입사지정 기초 및 불명 수혈유구들이다. 돈덕전은 총

해관 건물을 이전하고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총해관의 위치도와 중첩해 봤을 때 총세무사관사 

건물과 위치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총해관시기의 건물 기초로 추정된다.

Ⅲ기는 돈덕전이 존속했던 단계이며, 건물지의 지하 구조물인 줄기초로 1907년 돈덕전 평면도(간

가도)와 대부분 동일한 구조로 확인되었다. 줄기초 상면에는 1단 이상의 벽돌이 쌓여있거나, 그 흔적

이 남아있어 화강석+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벽돌을 쌓아 조성하였다. 돈덕전이 1903년에 완공되어 

1920년~30년대에 훼철된 것으로 보여 존속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Ⅳ기는 돈덕전이 훼철된 후 들어온 후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1920~30년대 덕수궁이 공원화되

면서 돈덕전이 있던 자리에 아동유원지가 들어선 기록이 있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돈덕전부지에 

들어선 다른 건축물들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돈덕전 부지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다양한 성격의 건물들이 배치되

었다. 특히 이번조사에서 확인된 돈덕전의 가초 및 부속시설, 지하층과 연결되는 계단, 그 당시의 다

양한 건축자재 등은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신축된 돈덕전의 화려한 옛모습을 복원하는데 중

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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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cavation of Dondeok-Jeon building site ranging up to 1,700m� was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from March 28th to September 4th as a part of restoration project. The results revealed 
critic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building plan, building materials, and construction technique.  

The archaeological features can b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phases. 
The first phase precedes the actual construction of Dondeok-Jeon. It includes the drainageway No. 1 

and 2, as well as the inner foundation of restaurant building. We assume they were constructed and used 
around late Joseon Dynasty.    

The structures of second phase were also constructed before the existence of Dondeok-Jeon. The 
location of these foundation and pit features directly overlaps that of the Dondeok-Jeon. Based on the record 
that Dondeok-Jeon was constructed after the removal of Chonghe-Guan (customs house), we assume these 
phase 2 features belong to Chonghe-Guan.     

The third phase is the time period that Dondeok-Jeon was actually occupied. The layout of strip 
foundation was almost identical to the floor plan of Dondeok-Jeon (Ganga-Do) mapped out in 1907. During 
the excavation, we were able to find the layers of brick remains on top of the strip foundation. These 
structures indicate that Dondeok-Jeon was built with bricks on top of granite/concrete foundation. The 
construction of Dondeok-Jeon was completed in 1903 and the building was continuously occupied until 
sometime around 1920s.   

The fourth and final phase is associated with the concrete structures established after the removal of 
Dondeok-Jeon. During 1920s, Deoksugung became public park and the colonial government decided to 
build children's playground where Dondeok-Jeon was originally located. With this record and excavated 
features, we assume phase-belongs to the playground.    

During the excavation, we were able to trace the history of different usage of the Dondeok-Jeon 
building site. Especially, the foundation, supplementary structures, stairways and various building materials 
revealed during excavation will provide critical insight for the restoration of Dondeok-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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