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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잠자던 백제의 지방세력이 깨어나다 

서산은 역사적으로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다 보니 학계로

부터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 2004년~2005년 서산 땅 밑에 조용히 잠

자고 있던 부장리 고분군이 엉뚱한 공사를 계기로 깨어나게 되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에서 임대아파트 조성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다가 뜻밖의 고분이 발견된 것이다. 

서산 부장리 고분군은 문화재 발굴조사과정에

서 청동기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주거

지, 묘 등의 유구와 또한 백제의 화려한 유물들

이 발굴되어 관심을 모았고, 2006년 11월 6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75호로 지정됐다.

부장리 고분군에서 나온 수준 높고 화려한 백제 서산 부장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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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들은 백제시대 서산의 위상과 문화적 수준을 말해준다. 5호분에서 발굴된 금동관 등

은 최고 지배자의 무덤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수장층의 무덤임을 암시해 준다. 

서산 부장리 고분은 당시의 묘장 풍습, 취락 구조를 연구하는 좋은 자료가 될 뿐만 아니

라 그동안 문헌상의 기록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백제 지방세력에 대한 연구에

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최고 지배자의 무덤에서만 발견되는 금동관

과 철제초두가 서산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백제시대 지방과 중앙과의 정치적 관

계 등을 연구하는데도 단서가 된다. 

청동기부터 백제까지 아우르는 유적지

청동기시대 유구는 총 37기로 그 가운데 주거지가 31기, 수혈유구가 6기 조사되었으며, 백

제시대 유구는 총 74기로 주거지가 40기, 분구묘 13기, 수혈유구 18기, 석곽묘 3기가 조

사되었다. 

분구묘는 13기가 축조되어 있다. 6호, 8호, 9호 분구묘의 주구가 일부 중복된 것 이외에는

묘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있다. 묘는 한 편의 한 변이 20~40m 정도인 방형의 주구가 돌

려져 있다. 매장시설은 모두 토광묘(널무덤)이다. 목곽(木槨)을 사용한 것과 목곽 없이

목관(木棺)을 사용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분구묘는 하나의 분구 내부에서 매장

주체부가 1기인 것도 있지만 많게는 9기의 매장시설이 조사된 것도 있다.  

분구묘의 부장 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5호 분구묘에

서는 금동관모, 철제초두, 금동이식, 곡옥, 각종 구슬 종류를 비롯하여 환두대도, 반부철

모, 철겸, 철부, 각종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금동관의 경우, 측판과 세움 장식 안에는 여러 개의 육각형 구획을 구성하고 용봉문

을 투조하였다. 관의 앞쪽에는 山 자형, 뒤쪽에는 반원형에 가까운 세움 장식을 덧대었다.

전면에는 원판형의 달개를 달아 장식했던 흔

적들이 있으며, 반구형 장식을 세웠던 대롱을

부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관의 안쪽에는

백화수피(白樺樹皮)로 만든 내관(內冠)이 남

아 있고, 백화수피와 금동판 사이에 직물을 덧

댄 흔적이 확인되었다. 금동관은 가슴 언저리

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장자가 머리에 쓰 부장리 고분군 유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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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유구로는 주거지와 토광묘 수혈유구가 있으며, 총 104기가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주거지는 7기로 모두 한쪽 벽면에 부뚜막과 구들시설이 있는 평면 형태 부정원

형의 것이었다.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중기에 이르는 취락이 조사되었으며, 일명 흔암리 유형의 전기 취락과

송국리 유형의 중기 취락이 있다. 이는 인근에서 최근에 조사된 서산 기지리유적을 비롯하

여 기존의 휴암리 유적 등과 비교연구 함으로써 서산지역 청동기에서 전기 및 중기의 문화

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정상부의 1호분은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역사교육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청동기 주거지 출토유물 분구묘 출토유물 백제주거지 및 수혈유구 출토유물

직접 관련된 유적(물) 서산 부장리 고분군

간접 관련된 유적(물) 서산 기지리 유적, 서산 해미 휴암리 유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