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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청주 북이면 대길리 산12-1번지 근린생활시설건립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 권오찬氏는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대길리 산12-1번지에 근린생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지난 2015년 2월 5일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국비지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2015년 2월 13일에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국비지원 지표조사 계약을 요청하여 2015년 2월 25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대길리 산 12-1번지
(중심지역 : 북위 36°44'04.30"․동경 127°34'02.77")
□ 조사면적 : 7,804㎡
□ 조사기간 : 2015. 2. 26～2015. 3. 6 (현장조사 1일)
□ 사업시행자：권오찬氏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장 준 식(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 임 조 사 원 : 노 병 식(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조 사 원 : 박 소 연(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 준 조 사 원 : 김 도 연(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지표조사는 지난 2015년 2월 26일에 착수하였으며, 현장조사에 앞서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는 2월 26일에
실시하였다.
보고서의 작성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박소연ㆍ김도연이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김도연이 도면ㆍ사진의 편집하였고, 이를 노병식이 검토ㆍ수정하여 장준식이 최종 교
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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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1. 청주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1) 위치
청주시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내륙도시로서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이며,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청주시의 수리적 위치는 동쪽 끝은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로 북위 36°35′55″․
동경 127°46′20″이며, 서쪽 끝은 흥덕구 강외면 상봉리로 북위 36°24′30″․동경
127°30′00″이며, 북쪽 끝은 청원구 북이면 옥수리로 북위 36°46′35″․동경
127°34′00″이며, 남쪽 끝은 상당구 문의면 후곡리로 북위 36°24′30″․동경
127°30′30″로서, 동-서 간과 남-북 간의 거리는 각각 44.2㎞, 41.7㎞ 정도이다.
청주시의 외곽은 동쪽으로는 좌구산(坐龜山, 657m)을 경계로 증평군과 접하고, 국
사봉(國師峰, 586.7m)ㆍ피반령(皮盤嶺, 547m)을 경계로 보은군과 접한다. 서쪽으로
는 조천(鳥川)과 낮은 구릉성산지를 경계로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하고 있다. 남쪽으
로는 금강을 경계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연기군과 접한다. 북쪽으로는 보강천과
불당산(佛堂山, 264.4m)․서림산(345m)을 경계로 진천군․괴산군과 접하고 있다.
[도면 1]
조선시대 지리지인『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청주 중심부로
부터 주변의 주요 도시에 대한 거리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동쪽으로 청안현(淸安
縣)의 경계까지 42리, 같은 현 시화역(時化驛)의 경계까지 44리, 남쪽은 문의현(文義
縣)의 경계까지 20리, 회인현(懷仁縣)의 경계까지 24리, 보은현(報恩縣)의 경계까지
22리, 서쪽으로 전의현(全義縣)의 경계까지 54리, 목천현(木川縣)의 경계까지 55리,
연기현(燕岐縣)의 경계까지 38리, 북쪽으로 진천현(鎭川縣)의 경계까지 32리, 서울까
지의 거리는 2백 93리로 기록되어 있다.1)

2) 지형
청주시 중심부의 지형은 동고서저(東高西低)형으로 동쪽으로는 속리산에서 시작
1)

『新增東國輿地勝覽』卷15, 淸州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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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이 보은군과 경계인 피반령을 거쳐 낭성면 머구미고
개를 지나 선두산(先頭山, 527m)․선도산(仙到山, 547m․것대산(巨叱大山, 488m)․
상당산(上黨山, 491m)을 지나고, 다시 구녀산(九女山, 484m)을 지나 좌구산(座龜山,
657m)까지 이어진 후 괴산군으로 향한다. 한남금북정맥이 지나는 주위로 국사봉(國
師峰, 587m)․인경산(仁景山, 582m)․미동산(米東山, 558m)이 가지처럼 뻗어 솟아
있으며, 상당산성에 이르고 있다.
1751년 이중환(李重煥)이 지은『택리지(擇里志)』에는 청주 동쪽 지역을 ‘산동(山
東)’이라는 명칭으로 불러 동쪽지역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청주시 중심부의 동쪽에 위치한 상당산성은 청주시 동쪽에서 가장 높은 지세를
형성하며, 동남쪽으로 것대산(486m)․선도산(先到山, 547.2m)․낙가산(洛迦山, 483m)
등과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우암산(牛岩山, 338m)2)으로 이어져 급격히 낮아져 미호
천의 지류인 무심천과 만난다. 무심천3)은 서쪽으로 부모산(父母山, 231.7m)․제전봉
(祭典峰, 151m)․수타리봉(126m) 등의 낮은 산들이 솟아 있어 구릉지 및 평야가 발
달하였으며 저산성산지로서 지형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갖는다.
청주시 중심부로부터 동남부쪽으로 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의 남부․문의
면지역과 서북쪽으로 오창면 북부지역․옥산면 북서부 지역은 300∼400m 정도로서
높은 편이다. 반면에 북이면․강내면․강외면․현도면․남일면 등의 서부지역은
100m 이하의 잔구성 산지가 발달하고 있다.[도면 1]

3) 지질
청주시의 지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변성퇴적암류(變性堆積岩類)인 편마암류(片麻
岩類)와 흑운모편마암류(黑雲母片麻岩類)가 있고, 이들을 관입하고 있는 화강암(花
崗岩)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편마암류, 그리고 그 위를 또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충적층(沖積層)으로 대별된다. 그 밑으로 쥬라기의 반상화강암(斑狀花崗
岩)과 흑운모화강암(黑雲母花崗岩) 및 섬록암(閃綠岩)이 관입하여 있다.
쥬라기나 백악기에는 다시 이들을 관입한 염기성암맥(鹽基性岩脈)과 산성암맥(酸
性岩脈)으로 된 맥암류(脈岩類)가 있고 신생대 제4기에는 이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충적층이 있다.
우암산은 형상이 황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하여 일명 와우산(臥牛山)이라고도 하는데 청주시의 상징적인 산으
로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다.
3) 무심천의 명칭은 통일신라시대에는 남석천(南石川), 고려시대에는 심천(沁川), 조선시대에는 석교천(石橋川) 혹
은 대교천(大橋川)이라 하였다. 무심천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세기 중엽의 지도에서이며 일제시대
에는 무성뚝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 현재 명칭으로 굳어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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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반형태의 청주화강암이 관입한 청주 주변의 기반암은 동쪽으로 캠브리아기의
백봉리층군(白峰里層群)과 오오도뷔스기 옥천누층군(沃川累層群)의 퇴적암층이 두껍
게 발달하여 지하수 여과작용을 함에 따라 청주 주변지역이 양질의 음용수 공급지
로 유명하다. 서쪽에는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이 북동～남서로 넓게 뻗어 있
다. 흑운모편마암과 백봉리층군 및 옥천누층군 사이에 반상흑운모화강암(斑狀黑雲母
花崗岩)이 관입되어 주변 지역보다 낮게 형성된 침식층이 미호천․보강천(寶崗川)․
무심천에 흐른다. 이에 따라 편마암류는 주로 강외면과 옥산면에 분포하는 것으로
주로 흑운모 호상편마암이다. 흑운모 호상편마암은 유색광물로는 흑운모ㆍ녹니석
등이 주로 나타나고, 무색광물인 석영․사장석․칼리장석 등이 주로 함유되어 있고
유색부분과 무색부분이 교환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편마암의 변성시기에 여러
번의 광역 변성작용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복운모편마암류는 포획암체로서 쥐라
기 화강암 내에 포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쥐라기 이전의 퇴적암이 분명하며 접촉
변성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본 암의 구성광물로는 무색광물로 석영․
사장석 등이 주로 함유되어 있고, 유색광물로는 흑운모․백운모 등이 주로 함유되어
있다.
반상화강암은 일명 청주화강암으로 청주시 강내면․남이면․남일면․부용면․현도
면․문의면 등지에 넓게 분포하며, 본 암체는 한반도의 중부지방을 횡단하는 대저반
체(大底盤體)의 일부로서 소위 대보화강암체(大寶花崗巖岩體)의 주체가 된다. 중립
(中粒) 내지 조립(組粒)으로 흑운모와 약간의 각섬석(角閃石)이 유색광물로 포함되
고, 정장석(正長石)의 반정(斑晶)이 포함되어 전형적인 반상화강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암의 분포지는 지형적으로 저지를 이루고 있다.
흑운모화강암은 강내면과 강외면 등지에 분포하고 서북쪽에 분포하는 변성퇴적암
인 흑운모 호상편마암이나 화강암질 편마암을 관입하고 있다. 이때 광역변성작용을
주었으며 남부의 여기저기에서 복운모편암을 포획암으로 갖고 있다. 본 암의 구성
광물은 석영․정장석․흑운모․각섬석 등이 주요하며, 특히 정장석이 반정으로 나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암의 흑운모는 일반적으로 갈색을 띠는 것이 많으며 풍화
가 심하여 주로 사질토양을 형성하고 저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청주의 토양은 6개의 토양군으로 구별된다. 하성평탄지(河成平坦地)로 배수가 매
우 양호한 하성충적층(河成沖積層)의 사질토양(沙質土壤)인 낙동～화봉 토양군이다.
신흥～함창 토양군은 하성평탄지로 배수가 약간 불량한 하성충적층의 식양질(埴壤
質) 사양질(沙壤質) 토양이다. 사촌～상주 토양군은 곡간 및 선상지(扇狀地)로 배수
는 양호하거나 약간 불량한 곡산 충적층의 사양질 토양이다. 화동～극락 토양군은
기반암(基盤岩) 풍화토(風化土)로 식배수는 약간 양호하거나 약간 불량한 식질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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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埴質土壤)이다. 예산～오산 토양군은 저구릉 및 구릉지로 식배수가 양호한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계(花崗片麻巖系)에 기인한 잔적층의 사양질 토양이다. 삼각～외산 토
양군은 구릉 및 산악지역에 나타나는 것으로 배수가 매우 양호하며 화강암, 화강편
마암계에 기인된 잔적층의 사양질이다.4)[도면 2]

4) 수계
청주지역의 수계는 상당산성을 경계로 하여 크게 서쪽의 금강수계와 동남쪽의 남
한강수계로 구분할 수 있다.
금강수계는 넓은 평지를 흐르기 때문에 유량이 풍부하여 크고 작은 하천들이 지
류를 이루고 있다. 청주 중심부에는 미호천의 지류인 무심천(無心川)이 시가지 중심
을 남에서 북서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무심천 상류지역의 가덕면ㆍ남일면 지역
에도 비교적 넓은 평야가 이루어져 있다.
남한강수계는 동남쪽의 산곡지역을 흐르며 하천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평야가 좁게 형성되어 있다. 달천의 상류에 속하는 미원천변에 비교적
양호한 충적지가 발달해 있다.
미호천과 그 지류를 중심으로 북이면․북일면․옥산면․오창면․강외면․강내면
등지에 비옥한 미호평야가 발달하여 충북 제일의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
고 청주시 중심에 해당하는 청주평야(淸州平野)는 무심천 하류에 발달된 범람원(汎
濫原) 곡저평야(谷底平野)로서 현재 대부분이 시가지화(市街地化) 진행 되었으며, 남
쪽에 대머리평야, 북쪽에 오창평야(梧倉平野), 그리고 서쪽에 신대평야(新垈平野)가
있다. 청주 주변의 평야지대는 수량이 풍부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이곳에서 생산되
는 쌀은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도면 1]
각각의 수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금강권 수계
미호천은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면서 진천평야, 증평평야를
형성시키고 청주시와 연기군에 이르는 미호평야를 발달시켰다. 미호천의 지류로는
보강천․병천천․성암천․무심천․조천 등이 있으며, 연기군 동면 합강리에서 금강
에 합류한다.
4)

청주시, 2006,『淸州市地』 上 , p.17.
청원군지편찬위원회, 2006,『淸原郡地』 ,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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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천은 증평군 청안면의 청안천과 괴산군 사리면의 사리천에서 발원하는 하천
이 백마령에서 발원하는 문암천과 도안면 화성리에서 합류하여 증평읍을 통과하여
흐르고 있다. 진천군 초평면과 청주시 북이면의 경계를 따라 서류하다 북이면 석성
리에서 미호천에 유입된다.
무심천은 낭성면 선도산에서 발원하여 서류하다가 청주를 관통하여 북일면 정상
리(까치내)에서 미호천에 합류한다. 무심천 지류로 서쪽지역의 무심천과 부모산 사
이로 흐르는 석남천(石南川)은 북쪽의 미호천과 이어진다. 이밖의 하천으로는 무심
천의 지류인 미평천(米坪川)․명암천(明岩川)․율량천(栗陽川) 등이 있으며, 이들 상
류지역에는 명암(明岩)저수지․용정(龍亭)저수지를 비롯하여 소규모의 방죽들이 곳
곳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조천은 충남 천안시에서 발원하여 청주시 강외면과 연기군의 전동면․조치원읍․
동면을 경계로 남류하다가 연기군 동면에서 미호천 본류에 합류한다.
병천천은 충남 천안시 북면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면서 옥산면을 거쳐 강내면 석화
리에서 미호천 본류에 유입된다.
외천천은 청주시 남이면 용덕산에서 발원하여 부용면 외천리를 남류하여 현도면
죽전리를 지나서 임목리에서 금강본류에 유입되어 흐른다.
백천은 청주시 남이면 산막리에서 발원하여 강내면의 은적산에서 흐르는 지류와
남이면 갈원리를 흐르는 갈원천이 부용면 행산리에서 합류하여 충남 연기군 동면으
로 흘러 금강의 본류에 합류한다.
용두천은 천안시 병천면 덕성리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면서 오창면을 지나 옥산면
장남리에서 병천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성암천은 진천군 진천읍 만뢰산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다 오창면을 지나면서 동남
쪽으로 흘러 북이면 화상리에서 미호천 본류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동막천은 강내면 연정리 은적산에서 발원하여 서류하다가 강내면 사곡리에서 미
호천 본류에 유입된다.
석남천은 동쪽의 무심천과 서쪽 부모산 사이로 흐르고 있다. 일명 망천이라 하며
남이면 용덕산에서 발원하여 북류하다가 팔봉산 쪽에서 발원된 물과 합류한다. 석
실․석곡 앞을 지나 용정․바우배기․반송․동양촌․동터골 앞까지 흘러 용덕산의
다른 줄기와 망일산에서 발원하여 석판ㆍ죽림ㆍ경동까지 온 물이 화이산 쪽에서 내
려온 물과 과장산 쪽에서 흘러온 물이 죽천 앞에서 합류하여 북류하다 미호천에 유
입된다.
병암천은 낭성면 머구미재에서 발원하여 서류하면서 가덕면 병암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여기에 인차리를 지나 남일면에서 무심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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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강권 수계
달천은 속리산 천황봉에서 발원하여 속리천이라는 이름으로 서류하다가 미원천을
합류한 후 박대천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화양구곡에서 흘러나온 화양천과 합하여
달천이 된다. 달천은 괴산군을 종단하여 남에서 북으로 흐르다 충주시의 탄금대에
서 남한강에 유입된다.
박대천은 속리천이 미원면 운암리에서 옥화구경을 곡류하는 하천이다.
미원천은 미원면 구녀산에서 발원하여 남동류하다가 미원면 내산리에서 안족실과
막은골에서 흘러내리는 중리천과 합류하여 미원리를 거쳐서 박대천에 합류하는 하
천이다.
감천은 청주시 산성동 상당산성의 동사면에서 발원하여 낭성면을 동남쪽으로 가
로질러 인경천과 합류하여 흐르다 미원면 성대리에서 미원천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구룡천은 미원면 대덕리 좌구산 동사면에서 발원하여 괴산군 청천면 방향으로 동
류하여 박대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5) 기후
청주시는 중부 내륙분지에 자리하고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특성이 나타내며, 연평균기온 11.6℃, 1월 평균기온 －3.5℃, 8월 평균기온 25.3℃이
다. 연평균강수량 1,216㎜이며 가을철에는 분지의 지형적 특성 및 대청댐의 영향으
로 안개가 많은 편이다. 식생은 침엽수림과 낙엽수림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
다.

6) 교통
청주시의 중심 교통망은 조선후기『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서 보면 사방으로
7개의 도로망이 표시되어 있으며, 현재의 도로망과 큰 차이가 없다.
청주시의 중심 교통망은 17번 국도가 북-남으로 안성∼진천∼청주∼신탄진∼대전
방향으로 이어져 지나고 있고, 36번 국도가 서-동으로 조치원∼청주방향으로 이어
지다가 북동쪽 증평방향으로 갈라지고, 동쪽으로는 512번 지방도로가 괴산방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25번 국도가 청주∼회인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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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서쪽으로는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북-남의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고, 충북선이 남서에서 북동으로 조치원∼오송∼오근장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청주공항과 청주역 등이 인근에 있어 충북지역 내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도면 1]

7) 인구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하면서 현재 상당․흥덕․청원․서원 4개구 30동․3읍․10
면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약 943.3㎢이다.
청주시 인구는 1960년에 92,342명에 불과하던 것이 1963년 청원군 사주면(四州面)
을 편입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청원군 지역의 편입이 가속화
되어 인구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 1983년에 30만명, 1994년에 50만명을 넘어섰고,
2013년에 약 67만의 인구를 갖추다가 2014년 7월 청원군과 통합하여 인구는 약 84
만의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5)

2. 고고ㆍ역사적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청주지역은 주변의 완만한 구릉지와 하천유역을 따라 주변에 넓은 충적대지가 형
성되어 비옥하고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어 일찍부터 사람이 모여살기 좋은 천
연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청주지역은 지리적으로 큰 수로(水路)가 없으나, 육로(陸路)의 역할이 강조되어
내륙의 남-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강유역
및 소백산맥 이남의 영남지역과의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청주지역의 고고학 유적은 대부분 미호천 유역을 중심으로 실시된 지표조사 및
각종 개발 공사와 관련한 구제발굴조사의 성과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이 지역
은 일찍이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어6)
지역의 문화사를 통사적(通史的)으로 살필 수 있기도 하다.
5)
6)

http://www.cheongju.go.kr
忠北大學校博物館, 1983,『中原文化圈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淸原郡)』.
國立淸州博物館, 1993,『美湖川流域 地表調査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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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사시대
① 구석기시대

현재까지 청주지역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 한데 유적(Open site)은 청주 개신동
유적(開新洞遺蹟)7), 문덕리 샘골유적8), 명암동유적(明岩洞遺蹟)9), 석소동유적(石所洞
遺蹟)10), 연제리유적11), 소로리유적12), 봉명동유적(鳳鳴洞遺蹟)13), 노산리유적14), 율
량동유적(栗陽洞遺蹟)15), 원평유적16), 만수리유적17) 등이 있다. 그리고 동굴유적
(Cave site)으로는 두루봉동굴18), 큰용굴19), 작은용굴20)이 있다.
율량동유적에서는 찍개․주먹대패 등의 잔손질된 석기와 망치․몸돌․격지 등의
조각돌 종류의 석기 등 모두 870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여기에서는 유기물 집합
체가 유적 전면에 분포하고 있어 유적형성이나 자연환경 및 유적 편년 설정에 중요
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AMS연대 측정 결과 중기 구석기시대 말 또는 후기 구석
기대 초기로 편년되었다.21)

②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유적은 가호리 아득이유적22), 쌍청리유적23), 봉명동유적Ⅳ지구(鳳鳴洞
李隆助, 1976,「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전통유물의 몇 예」,『白山學報』, p.20.
충북대학교박물관, 1979,『美湖川流域 地表調査 報告書』.
李隆助 外, 1985,『忠北 遺蹟ㆍ遺物 地名表』, 忠北大學校 博物館, p.11.
忠北大學校博物館, 1992,『京釜高速道路 擴張工事區間 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국립청주박물관, 1993,『美湖川流域 地表調査 報告書』.
충북대학교박물관, 1998,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청원 옥산 소로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이융조 · 우종윤, 2000, 『청원 소로리 구석기 유적』.
13) 忠北大學校博物館, 1999,『淸州 鳳鳴洞遺蹟 發掘調査 略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2002,『淸州 鳳鳴洞遺蹟(Ⅰ)-Ⅰ地區 調査報告』.
14)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韓國文化財保護財團 淸原展示場 新築工事 豫定敷地 內 老山里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15) 忠北大學校博物館, 2005,『淸州 栗陽洞 舊石器遺蹟』.
1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청원 원평유적-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부지 A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청원 초막골유적-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부지 A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청원 만수리유적(10지점)-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예정부지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7)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부지 내 원평A-3구역) 청원만수리 구석기 유적(1·2·3지점)』.
18) 청원 두루봉 동굴유적에 대한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연세대학교선사연구실, 1983,『두루봉 9굴 살림터』.
이융조, 1984, 『한국의 구석기문화(Ⅱ)』, 탐구당.
, 1988, 「청원 두루봉 새굴․처녀굴 출토유물 자연환경연구 - 식물상의 자료를 중심으로 -」,『손보
기박사 정년기념 고고․인류학논총』, 지식산업사.
충북대학교박물관, 1991, 『청원 두루봉 흥수굴 발굴조사보고서』.
이융조 외, 1991, 「청원 두루봉 새굴․처녀굴 출토유물의 고고학적 연구」,『선사와 고대』12.
19) 충북대학교박물관, 2005, 『중원지역의 구석기유적』
20) 충북대학교박물관, 2005, 『청원 작은용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21) 忠北大學校博物館, 2005,『淸州 栗陽洞 舊石器遺蹟』.
22) 忠北大學校博物館, 1979, 앞의 책.
청원군지편찬위원회, 2006, 앞의 책.
23) 國立淸州博物館, 1993, 『淸原 雙淸里 住居址』.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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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蹟)24), 상당산성 남문 유적(上黨山城 南門 遺蹟)25) 등이 있다.
청원 가호리 아득이 돌무덤유적은 돌무덤 1기와 빗살무늬토기 11점이 출토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암사동의 가는 줄무늬와 동삼동식 굵은 줄무늬토기와 같이 혼합되
어 나타난다. 이 돌무덤은 서해안에서 금강줄기를 따라 올라 온 신석기시대 사람들
의 매장풍습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북의 신석기문화 성격을 밝혀주는 중요한 유적으
로 평가된다.26)
쌍청리유적은 주거지 2기를 비롯하여 빗살무늬토기와 숫돌․간돌도끼․보습․반달
돌칼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남부지방과 한강유역의 빗살무늬토기 문화와의
연결관계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부내륙지방(금강유역권)에 발달된
이 시기 농경문화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중요 유적이기도 하다.27)

③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적은 크게 미호천과 무심천 주변으로 형성된 낮은 구릉성 산지지역
에 주로 분포하며, 미호천과 무심천을 따라 많은 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미호천의 본류를 따라 상류에서부터 풍정리유적28)․대율리유적29)․내수리유
적30)․중류의 송대리유적31), 하류의 쌍청리유적32)․궁평리유적33)․황탄리유적34) 등
이 있다.
무심천 주변으로는 중심으로 향정동유적(香亭洞遺蹟), 외북동유적(外北洞遺蹟)35)
봉명동유적(鳳鳴洞遺蹟)36), 내곡동유적(內谷洞遺蹟)37)과 주변으로 비하동유적(飛下
도문선, 2005, 「淸原 雙淸里 多重環濠 遺蹟」,『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韓國考古學會.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 『淸原 雙淸里遺蹟』.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 『淸原 雙淸里 多重環濠』.
24) 忠北大學校博物館, 1999, 위 책.
25)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 1997,『上黨山城- 西將臺 및 南門外 遺蹟址 調査報告』.
車勇杰 外, 1999,『上黨山城 -綜合地表調査 및 文獻資料集』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26) 충북대학교박물관, 1979, 앞의 책.
청원군지편찬위원회, 2006, 앞의 책.
27) 中央文化財硏究員, 2006, 앞의 책.
28) 中央文化財硏究院, 2005, 『淸原 大栗里․馬山里․楓井里遺蹟』.
29)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淸原郡-』.
中央文化財硏究院, 2005, 『淸原 大栗里ㆍ馬山里ㆍ楓井里遺蹟』.
30) 國立文化財硏究所, 1995, 「淸原 內水里 遺蹟」,『先史遺蹟 發掘調査報告書』.
31)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7, 『淸原梧倉科學地方産業團地(2段階) 文化遺蹟 試掘調査報告書』.
, 1998, 『梧倉科學團地 松垈里遺蹟 發掘調査-자문위원회 및 현장설명회자료-』.
32)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 『淸原 雙淸里 靑銅器時代遺蹟』.
33)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硏究所, 1994, 『淸原 宮坪里 靑銅器遺蹟』.
34) 高麗大學校 埋葬文化硏究所, 1997, 『淸原 黃灘里遺蹟 發掘調査 略報告書』.
35) 尹武炳, 1986,「淸州 香亭洞ㆍ外北洞遺蹟 發掘調査報告」,『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
學校博物館.
36) 忠北大學校博物館, 1999,『淸州 鳳鳴洞遺蹟 發掘調査 略報告書』調査報告 第 63冊.
忠北大學校博物館, 2002,『淸州 鳳鳴洞遺蹟Ⅰ-Ⅰ地區 調査報告』.
忠北大學校博物館, 2004,『淸州 鳳鳴洞遺蹟Ⅲ -Ⅳ地區 調査報告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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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遺蹟)38), 가경동유적(佳景洞遺蹟)39), 용정동유적(龍亭洞遺蹟)40), 송절동유적(松節洞
遺蹟)41) 등이 알려져 있다.
청주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크게 청동기시대 전기～중기에 해당하는 유구와
유물이 다량으로 발굴 조사되었다. 전기는 토광형노지를 갖춘 소위 역삼동유형(驛三
洞類型)의 특징과 위석식 노지를 갖춘 가락동유형(可樂洞類型)42)의 특징이 모두 나
타난다.43) 중기는 송국리형주거지(松菊里形住居址)를 갖춘 송국리유형(松菊里類型)
의 특징이 나타난다. 후기는 점토대토기문화를 갖춘 주거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청주 봉명동유적44)이나 송절동유적45)에서 점토대토기편이 확인된 바 있어 앞으로의
조사 사례가 기대된다.
청원 쌍청리유적에서 모두 46기의 주거지가 발견되었으며 대형 취락에 해당한다.
전기의 가락동식주거지와 역삼동식주거지 중기의 휴암리식주거지와 송국리식주거지
가 모두 확인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유된 것으로 생각되며, 청동기시대 다양한
문화유형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청주지역의 송국리문화는 주거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요소가 송국리문화 요소
로 구성되어 있지만, 석도의 경우에는 삼각형석도가 한 점도 확인되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46)
忠北大學校博物館, 2005,『淸州 鳳鳴洞遺蹟Ⅱ -Ⅳ地區 調査報告 ① -』.
車勇杰, 1986,「淸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査 報告」,『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
物館.
38) 韓國考古學會, 1974,「淸原 飛下里出土 一括遺物」,『考古學』2.
39) 李隆助ㆍ禹鍾允ㆍ趙詳記, 2002,『淸州 佳景 3地區遺蹟』, 忠北大學校博物館.
40) 韓國文化財保護財團ㆍ韓國土地公社, 2000,『淸州 龍亭洞遺蹟 Ⅰ』.
41) 趙詳紀, 1993,「淸州 松節洞 古墳 發掘調査報告」,『第36回 全國 歷史學大會 發掘要旨』.
趙詳紀, 1993,「淸州地域 原三國時代 古墳」,『성인문화강좌 종합과제』, 國立淸州博物館.
趙詳紀, 1993,「淸州 松節洞 古墳 A地區 發掘調査 槪報」,『年報 2』, 忠北大學校博物館.
忠北大學校博物館, 1993,『松節洞 古墳群』.
車勇杰ㆍ趙詳起, 1994,「淸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 調査報告書」,『漣川 三串里 百濟赤石冢 發掘調査報
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車勇杰ㆍ趙詳起, 1995,『淸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93年度 發掘調査-』, 百濟文化開發硏究院ㆍ忠
北大學校博物館.
42) 유형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43) 이학권, 2003,「중부지방 청동기시대 가락동유형의 지역적 분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 忠北大學校博物館, 1999,『淸州 鳳鳴洞遺蹟 發掘調査 略報告書』調査報告 第 63冊.
忠北大學校博物館, 2002,『淸州 鳳鳴洞遺蹟Ⅰ-Ⅰ地區 調査報告』.
忠北大學校博物館, 2004,『淸州 鳳鳴洞遺蹟Ⅲ -Ⅳ地區 調査報告 ② -』.
忠北大學校博物館, 2005,『淸州 鳳鳴洞遺蹟Ⅱ -Ⅳ地區 調査報告 ① -』.
45) 趙詳紀, 1993,「淸州 松節洞 古墳 發掘調査報告」,『第36回 全國 歷史學大會 發掘要旨』.
趙詳紀, 1993,「淸州地域 原三國時代 古墳」,『성인문화강좌 종합과제』, 國立淸州博物館.
趙詳紀, 1993,「淸州 松節洞 古墳 A地區 發掘調査 槪報」,『年報 2』, 忠北大學校博物館.
忠北大學校博物館, 1993,『松節洞 古墳群』.
車勇杰ㆍ趙詳起, 1994,「淸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 調査報告書」,『漣川 三串里 百濟赤石冢 發掘調査報
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車勇杰ㆍ趙詳起, 1995,『淸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1993年度 發掘調査-』, 百濟文化開發硏究院ㆍ忠
北大學校博物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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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돌 및 고인돌유적으로는 복대동고인돌(福臺洞支石墓)47), 문의면 도원리선
돌, 가덕면선돌, 미원 내산리․미원리선돌, 가호리․쌍이리선돌 및 고인돌, 북이면
화하리유적․내둔리고인돌48) 등이 있다.

(2) 원삼국～삼국시대
청주지역은 고대 삼국의 영유가 교차된 지역이다. 하지만 청주 중심지역에서 확
인되는 이 시기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는 대부분 마한～백제 등과 관련한 유적과 유
물 등이며, 반면에 신라 및 고구려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시기의 유적은 주로 고분 및 주거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마한～백제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신봉동고분군(新鳳洞古墳群)49)을 비롯하여 청
원 상평리유적50), 송절동유적(松節洞遺蹟)51), 하복대유적(下福臺遺蹟)52), 송대리유
적53), 오창유적(梧倉遺蹟)54), 명암동유적(明岩洞遺蹟)55), 용암동유적(龍岩洞遺蹟)56)과
주성리유적(主城里遺蹟)57), 봉명동유적(鳳鳴洞遺蹟)58), 가경동 4지구유적(佳景洞 4地
區遺蹟)59), 석소동 유적60), 만수리 분묘유적61) 등이 있다.
그리고 신라 고분군으로 남쪽의 미천리유적(米川里遺蹟)62)이 있으며, 인접하여 일
모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李東揮, 2014, 『湖西地域 松菊里文化 地域性 硏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李隆助, 2000,『淸州地域 先史文化』, 淸州文化院, p.137.
淸州大學校博物館, 2000, 『文化遺蹟分布地圖-淸原郡-』.
忠北大學校博物館, 1983,『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1982年度 調査 -』.
忠北大學校博物館, 1990,『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1990年度 調査 -』.
金成明ㆍ申鍾煥ㆍ李在烈, 1993,「淸州 新鳳洞 B地區 2次發掘調査 報告」,『考古學誌』 第 5輯, 韓國考古美術
硏究所.
車勇杰ㆍ趙詳紀ㆍ吳允淑, 1995,『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忠北大學校博物館.
車勇杰ㆍ趙詳紀, 1996,『淸州 新鳳洞 古墳群』, 忠北大學校博物館.
車勇杰 外, 2002,『淸州 新鳳洞 百濟古墳群 - 2000年度 發掘分 調査報告書 -』, 忠北大學校博物館.
50) 金秉模, 1986,「淸原 上平里遺蹟 發掘調査 報告」,『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淸原 梧倉遺蹟Ⅰ․Ⅳ』.
51)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3,『松節洞 古墳群』.
車勇杰ㆍ趙詳紀, 1994,『淸州 松節洞 古墳群 1次年度(92) 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車勇杰ㆍ趙詳紀, 1995,『淸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 1993年度 發掘調査 -』, 忠北大學校博物館.
52) 忠北大學校博物館, 1996,『淸州 下福臺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53)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앞의 책.
5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淸原 梧倉遺蹟Ⅰ～Ⅲ』.
55) 國立淸州博物館, 2000,『淸州 明岩洞遺蹟(Ⅰ)』.
5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淸州 龍岩遺蹟』.
5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淸原 主城里遺蹟』.
58) 忠北大學校博物館, 2002,『淸州 鳳鳴洞遺蹟(Ⅰ) - Ⅰ地區 調査報告 -』.
59) 禹鍾允 外, 2004,『淸州 佳景4地區 遺蹟(Ⅱ)』.
60) (財)中原文化財硏究院, 2009, 『淸州 石所洞 遺蹟』.
61) 中央文化財硏究院, 2007,『淸原 萬水里墳墓遺蹟』.
62) 國立文化財硏究所, 1995,『淸原 米川里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46)
47)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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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의 성곽유적으로는 미호천과 무심천이 합류하는 지역에 초기 백제 시기
에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북동토성(井北洞土城)63)이 있으며, 주변에 산성이 분포
하고 있다.
청주 중심지역에는 서쪽으로 부모산성(父母山城)64), 동쪽으로 우암산성(牛岩山
城)65)․상당산성(上黨山城)66) 등이 위치한다. 특히 상당산성에 관해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文武王, 661～681)대에 김유신(金庾信)의 맏아들 삼광(三光)이
집정하였을 때에 열기(裂起)가 오늘날의 보은지역인 삼년산군(三年山郡)의 태수(太
守)가 되었고, 그와 함께 김유신을 보좌하던 친구 구근(仇近)은 김유신의 셋째아들
인 원정(元貞)을 따라 서원술성(西原述城)을 쌓고 있었고 하는데67) 여기에 기록된
서원술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성곽(城郭)」조에 고상당성이
라고 기록되어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주 북쪽으로는 미호천을 따라 산성이 위치하는데 북이면의 낭비성(娘臂城)68)
과 노고성, 장자성, 목령산성 등이 있다. 지금도 오창에서 미호천을 따라 진천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청주 동쪽으로는 한강 수계를 따라 낭성산성, 돌봉산성, 구라산성69) 등이 위치한
다. 이러한 산성의 배치는 신라의 북진로와 관련이 있어 보이며, 지금도 보은에서
증평․진천으로 향하는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청주 서남쪽으로는 삼국의 격전지로서 많은 관방유적이 분포하는데 테뫼산성, 남
성골산성, 백제산성, 화봉산성, 석화리토성 등이 알려져 있다.
청주 남쪽의 금강유역을 따라서도 백제와 신라의 산성이 분포하는데 작두산성,
구룡산성, 청개산성, 양성산성70), 샘봉산성 등이 있다. 특히 청원 남성골 유적은 금
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유적의 발견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청주 서쪽으로는 미호천 일대를 관할하던 동림산성과 동림산보루, 시루봉산성, 병
마산성 등이 있다.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ㆍ淸州市, 1999,『淸州 井北洞土城(Ⅰ)』.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1999,『淸州 父母山城 - 地表調査 報告書 -』.
청주시· (사)충청북도문화유산연구회, 2012,『청주 부모산』.
충북대학교박물관, 2012,『청주 부모산성 학술발굴조사 약보고서』.
65) 忠北大學校博物館, 1980, 『우암산지역 문화유적 地表調査 報告書 』.
국립청주박물관·(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청주 와우산』.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청주 상당공원～명암로 도로구간 내 유적』.
66) 李元根, 1978,「淸州 上黨山城과 그 復元試考」,『檀國大學校 大學院 學術論叢』2輯.
忠北大學校博物館, 1982,『上黨山城 地表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 1997, 앞의 책.
67) 三國史記 列傳 第7, 裂起. “後庾信之子三光執政 裂起就求郡守 不許 裂起與祗園寺僧順憬 曰 我之功大 請
郡不得 三光殆以父死而忘我乎 順憬說三光 三光授三年山郡太守 仇近從元貞公 築西原述城.”
68) 國立 中原文化財硏究所, 2005, 『淸原 狼臂城 地表調査 報告書』.
69)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2001,『淸原 謳羅山城』.
70)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2001,『淸原 壤城山城』.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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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의 삼국시대 불교문화재로는 비중리 일광삼존불상(飛中里 一光三尊佛像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이 있다. 이 불상은 원통형으로 표현된 불신과 X자
형 옷주름 등이 6세기 보살상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초의 일광
삼존석불(一光三尊石佛)로 크게 주목되고 있다.71)

(3)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유적 가운데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다음과 같다.
청원 양촌리유적에서 건물지 1동과 관련 시설들이 조사되었으며, 종형토기뚜껑과
주름무늬토기저부편이 출토되었다.72)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이 지역에서는 새로이 방어시설이 출현하게 되는데, 대표적
인 유적인 청원 쌍청리 다중환호유적(多重環濠遺蹟)에서 환호가 11개 가량 조사되
었으며, 환호 안에서 주름무늬병 등이 출토되었다.73)
분묘유적으로는 하복대유적(下福臺遺蹟)74), 용암동유적(龍岩洞遺蹟)75), 명암동유적
(明岩洞遺蹟)76) 등에서 6～8세기에 해당하는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용암동유적에서
는 수혈식ㆍ횡구식ㆍ횡혈식 석실분 등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77)
청주지역은 일찍이 불교문화가 발달하여 현재 알려진 통일신라시대의 절터로는
대한불교수도원 원사지(大韓佛敎修道院 原寺址), 목우사지(牧牛寺址), 용암사(龍岩
寺), 운천동사지(雲泉洞寺址), 운천동 산직말사지(雲泉洞 산직말寺址) 등이 있다. 하
지만 통일신라의 불교유적은 대부분 원형을 잃고 절터만 전해져 올 뿐이다.
운천동사지에서는 신라사적비(新羅寺蹟碑)가 발견되어 청주의 오랜 역사를 말해
주고 있는데 ‘수공이년세차병술(垂拱二年歲次丙戌)’이라는 구절이 있어 당(唐)의 측
천무후(則天武后) 수공(垂拱) 2년(신라 신문왕 6년, 686)의 사적비로 추정되며, 비문
에는 불법을 찬양하고 아울러 국왕의 덕을 칭송하며 삼한을 통일한 위업을 서술한
내용이 있어 아마도 신문왕 5년(神文王, 685) 서원소경이 설치된 이후 그와 관련하
여 세워진 사찰의 사적비로 추정된다.78)
忠淸北道, 1982, 『文化財誌』.
中央文化財硏究院, 2003,『淸原 陽村里 遺蹟』.
도문선, 2005,「淸原 雙淸里 多重環濠 遺蹟」,『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韓國考古學會.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淸原 雙淸里 多重環濠』.
74) 忠北大學校博物館, 1996, 앞의 책.
7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淸州 龍岩遺蹟(Ⅰ)』, p.608.
76) 國立淸州博物館, 2000, 앞의 책.
7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위의 책.
78) 忠北大學校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淸州市-』, p.163.
淸州大學校博物館, 1985,『淸州雲泉洞寺址發掘調査報告書』.
71)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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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조선시대
고려～조선시대 유적 가운데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으로 백현리유적79)에
서 건물지가 발굴된 바 있고, 청원 주성리유적과 오창유적80)에서 청자가 부장된 석
곽묘 또는 토광묘 등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
고려시대는 국가의 정책적인 영향으로 불교문화가 발달하였고, 청주 지역에는 이
와 관련한 불교유적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 고려시대 청주의 불교유적으로는 용
두사지(龍頭寺址), 흥덕사지(興德寺址), 보살사(菩薩寺), 대성동사지(大成洞寺址), 탑
동사지(塔洞寺址), 만수선원 사지(萬壽禪院 寺址), 천흥사지(天興寺址), 흥천사지(興
泉寺址), 관음사(觀音寺), 사뇌사지(思惱寺址), 부처당골사지 등이 있다.
용두사지는 청주시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던 사찰로 용두사지 철당간(龍頭寺址
鐵幢竿, 국보 41호)이 남아있다. 철당간은 주성기(鑄成記)가 남아 있어 고려 초 호족
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철당간은 청주의 대표적 호족인 김예종(金芮宗), 김희일
(金希一) 형제 양가의 발원에 의해 준풍(峻豊) 3년(고려 광종 13, 962)에 건립되었
다. 이로 보아 고려시대 청주지역의 중심사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81)
흥덕사는 폐사되어 절터만이 전해져 오지만, 이곳이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인『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1377)을 찍어낸 청주목 흥덕사지
임이 밝혀져82) 당시 청주지역의 수준 높은 활자문화가 융성하였을 알 수 있게 되었
다.
청주 외곽의 고려시대 불교문화재로는 계산리 5층석탑(桂山里 五層石塔 ; 보물
제511호)과 가덕면 백족사 3층석탑(白足寺 三層石塔)이 있다. 계산리 5층석탑은 기
단부나 탑신부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거친 수법이 보이나 받침돌이나 몸
돌 등의 체감 비례가 적절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단층 받침돌의 구성
양식과 지붕돌의 조립 수법 등으로 보아 고려 중기로 추정된다.83)
조선시대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이 사회․
문화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로 청주지역에는 이전 고려시대
에 비해서는 많지 않으나 여전히 불교유적이 전해져 오고 있다.
안심사 대웅전(安心寺 大雄殿 ; 보물 제664호)과 안심사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7호), 안심사 비로전(毘盧殿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2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 1997,『淸原 栢峴里 建物址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앞의 책.
, 2000, 앞의 책.
81) 忠北大學校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淸州市-』, p.83.
82) 淸州大學校博物館, 1986,『淸州興德寺址發掘調査報告書』.
83) 이은창, 1964, 「청원군 계산리 오층석탑」, 『고고미술』44.
79)
80)

- 15 -

호)은 조선 인조 4년(1626년) 송암대사가 중수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월리사 대웅전(月裡寺 大雄殿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 등은 효종 8년(1657
년) 원학대사(元學大師)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살사는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여지도서(輿地圖書)』를 비롯한 조선시대
의 각종 지리지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사찰이다. 보살사는 위덕왕 14년(威德王,
567)에 법주사를 창건한 위신이 창건하였고, 혜공왕 14년(惠恭王, 778) 진표(眞表)의
제자 융종이 중창하였다고 전해져온다. 그러나 숙종 9년(1683)에 세워진 보살사 중
수비에 의하면 고려 공민왕대(恭愍王, 1352～1374)에 토전이 하사되었고, 조선 세조
4년(1458)에 어명으로 중수되었으며, 그후 벽암대사(碧岩大師)의 제자 경특(瓊特)으
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여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절임을 알 수 있
다. 현재 보살사에는 충청북도유형문화재 제24호인 석조이존병립여래상(石造二尊竝
立如來像, 고려추정)ㆍ제56호인 극락보전(極樂寶殿, 1683년 중건)ㆍ제65호인 오층석
탑(1703년 건립)과 보물 제1258호인 영산회괘불탱(靈山會掛佛幀, 1649년 제작)이 남
아있다.84)
청주지역은 2014년 7월 1일부로 통합청주시가 출범하여 앞으로도 도시의 확장 및
각종 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대규모 구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새
롭게 찾아질 자료들은 기왕에 알려져 있는 문화재들과 함께 청주의 문화사를 규명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역사적 배경[도면 3～5]
청주지역의 역사는 주변의 고고학적 유적 등을 고려하면 일찍이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으나, 실제 기록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청주는 고대 마한(馬韓)의 한 국읍(國邑)세력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이와 관련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청주를 가장 먼저 차지한 세력은 백제이다. 고대 백제의 청주
지역 진출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본기(新羅本紀)」와 「백제
본기(百濟本紀)」에 따르면 다루왕(多婁王, 28～76)은 서기 63년에 낭자곡성(娘子谷
城)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 중에 백제가 먼저 진출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85) 그리고 같은 책 「잡지(雜誌)」에서는 신라 서원경을 언급하고 백제
웅천주(熊川州)에 서원을 언급하여 비성(臂城)․낭자곡(娘子谷)으로 기록하고 있
忠北大學校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 - 淸州市 -』, pp.114～116.
『三國史記』「新羅本紀 第1」脫解尼師今 “七年 冬十月 百濟王拓地 至娘子谷城 遣使請會王不行”
『三國史記』卷23「百濟本紀 第1」多婁王脫 “三十六年 冬十月 王拓地至娘子谷城 乃遣使新羅請會 王不從”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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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86) 삼국시기에는 백제 웅천주(熊川州)에 소속된 서원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서원
은 비성ㆍ낭자곡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사(高麗史)』의 「지리지(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
輿地勝覽)』에서 백제 상당현(上黨縣)으로 기록하고 있음은 주목된다.87) 이러한 사
실은『삼국사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백제 웅천주(熊川州) 소속의
상당현(上黨縣)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상당현은 서원보다는 이른 시기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비성․낭자곡은 상당현의 옛 이름일 수도 있겠다.88)
고대 삼국시대의 한때는 지금의 청주지역 서쪽이 백제지역이며, 북쪽의 진천지역
과 동쪽의 도안 및 동남쪽의 청천지역은 모두 고구려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리고 이 시기 청주는 백제 및 신라의 중간 위치에서 적어도 간접적으로 고구
려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89)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신문왕 5년(685)에 신라의 영토를 9개 주(州)로 나누
어 통치하는 지방제의 개혁 일환으로 서원소경을 두고 아찬(阿湌) 원태(元泰)를 사
신으로 삼았다90). 소경은 685년에 설치되었지만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으
며, 689년 서원경성(西原京城)이 축조됨으로써 비로소 소경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
다. 경덕왕 16년(景德王, 757) 서원경으로 승격되어 정치ㆍ군사적으로 중요시 되었
으며91) 그 후 중부지방의 중심이 되었다. 혜공왕 6년(770)에는 왕이 순행(巡幸)을
하기도 하였다92).
후삼국시대에는 궁예(弓裔)의 후고구려와 견훤(甄萱)의 후백제가 대립하던 접경지
대로 군사상 중요한 요충지였다. 특히 청주는 궁예의 지지기반이었던 곳93)으로 궁
예는 청주인호일천(淸州人戶一千)을 철원성(鐵圓城)으로 옮겨 서울로 삼을 정도였
다.94) 이를 계기로 청주인들이 중앙에 많이 진출하게 되었고, 중앙의 청주인들과 지
방의 청주인들은 이후 궁예와 왕건의 정권교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三國史記』「雜誌」 第5. 新羅 “西原京 神文王五年 初置西小原京 景德王改名西原京 今淸州”
『三國史記』「雜誌」 第6. 百濟 “熊川州(一云熊州) 熱也山縣 伐音支縣, 西原(一云臂城 一云(娘)子谷)”
87)『高麗史』地理志 “請州牧, 本百濟上黨縣 新羅神文王五年 初置西原小京 景德王陞西原京 太祖二十三年改爲淸
州......”
『新增東國輿地勝覽』卷15, 請州牧, 建置沿革, “本百濟上黨縣 一云 娘臂城 一云 娘子谷 神文王 五年 初置西原
小京 景德王陞西原京......”
88) 이러한 비성ㆍ낭자곡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大東地志』 청주 연혁조에서는 “本百濟上黨縣 三國史百濟地志
云西原縣 一云娘子谷城 一云娘臂城者 皆誤也 娘子谷城今忠州娘臂城無所考“라고 하여 충주지역을 말하고 있기
도 하다.
89)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청원IC-부용간 도로구간내 남성골 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2,『청원 남성골 산성 시굴조사 보고서』.
90)『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8, 神文王 條.
91)『三國史記』卷36, 雜志 地理 3, 新羅 條.
92)『三國史記』卷9, 新羅本紀 9, 惠恭王 條.
93) 申虎澈, 1993,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 地方勢力」,『湖西文化硏究』, 第11輯.
94)『三國史記』卷50, 弓裔傳.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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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로 들어와서는 태조 23년(940)에 주(州)․부(府)․군(郡)․현(縣)의 명칭이
개정되면서 청주로 고쳐졌다.95)
성종 14년(995)에 12목(牧)이 폐지되고, 10도(道) 12절도사(節度使) 체제로 개편될
때 전절군(全節軍)이라는 절도사가 파견되고 중원도(中原道)에 속하였다96).
현종 2년(1011)에는 거란(契丹)의 침입으로 왕이 나주(羅州)로 피난하였다가 개경
(開京)으로 돌아갈 때 이곳에 들러 행궁(行宮)에서 연등회(煙燈會)를 베풀기도 하였
는데,97) 이를 계기로 하여 이후 2월 보름에 연등회를 행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삼
았다. 다음해 절도사를 혁파하고 대신 안무사(安撫使)를 파견하였다.
현종 9년(1018) 전국에 8목을 설치할 때 다시 청주목(淸州牧)이 되었다. 그 후 5
도 양계(兩界)의 지방제도가 정착되어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였고, 연산군(燕山郡)․
목주(木州)․진주(鎭州)․전의현(全義縣)․청주현(淸州縣)․도안현(道安縣)․청당현
(靑塘縣)․연기현(燕岐縣)․회인현(懷仁縣) 등을 속현으로 거느렸다.98)
공민왕 10년(1361)에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으로 왕이 복주(福州)로 피난하였다가
다음해 청주로 옮겨 7개월간 머물렀다.99)
조선 태조 2년(1393)에 한양천도와 동시에 양광도 일부가 경기(京畿)에 이속되고
나머지 지역이 충청도(忠淸道)로 개칭되면서 충주목(忠州牧)과 함께 계수관(界首官)
이 되었다.100)
세종 31년(1449) 충청도 관찰사(觀察使)로서 판목사(判牧事)를 겸하게 하였다가
곧 폐지하였다.101)
세조 때에 진(鎭)을 설치하였으며, 2개 군(郡) 10개 현(縣)을 관할하였다.
연산군 11년(1505) 청주 출신 사람이 환관 이공신(李公臣)을 죽인 사건으로 청주
목을 나누어 이웃 고을들에 분속시켰다가 중종 때 복구하였다.102)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에는 왜장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에게 점거됐는
데, 지금의 복대동 일원에서 의병을 일으킨 박춘무(朴春茂)와 함께 조헌(趙憲)ㆍ영
규(靈圭)의 의병이 청주성을 수복하였다.103) 다음해 원균(元均)이 병사로 부임하였
다.
선조 27년(1594) 옥천(沃川)에서 진(鎭)을 옮겨와 영장(營將)은 성 밖에, 우후(虞
『高麗史』卷56, 志10 地理 淸州牧 條.
『高麗史』卷56, 志10 地理 淸州牧 條.
『高麗史』卷4, 世家4 顯宗 辛亥 2年 條.
『高麗史』卷3, 顯宗9 顯宗 戊午 9年 條.
『高麗史』卷27, 恭愍王 10 恭愍王 辛丑 10年 條.
『朝鮮王朝實錄』太祖 4卷 2年.
『新增東國輿地勝覽』淸州牧.
『朝鮮王朝實錄』燕山君 57卷 11年.
『朝鮮王朝實錄』宣祖 26卷 25年.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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候)는 상당산성에, 찰방(察訪)은 율봉역(栗峰驛)에 각각 주재하였다.104)
효종 2년(1651) 충청도 54개 고을의 육군을 총괄하는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
馬節度使)의 주둔지인 병영이 해미(海美)로부터 청주로 옮겨졌다.105)
효종 7년(1656)에는 종 억이(億伊)가 주인을 죽인 사건으로 서원현(西原縣)으로
강등되었다가, 현종 8년(1667)에 복구되었다.106)
숙종 6년(1680)에도 생원 박상한(朴尙韓)의 기우제 제문 가운데 반역의 뜻이 있다
하여 서원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689년 복구되었다.107)
영조 4년(1728)에 이인좌(李麟佐)의 난으로 강등되었다가 1740년 복구되었고, 정
조 1년(1777)에는 역적 효임(孝任)의 태생지라 하여 서원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순조
2년(1812) 다시 복구되었다.108)
또한, 1826년 역적 박형서(朴亨瑞)의 태생지라 하여 서원현으로 강등되었다가 헌
종 1년(1835) 복구되었다.109)
철종 13년(1862) 대역죄인 김순성(金順性)의 태생지라는 이유로 또다시 서원현으
로 강등되었다.110)
고종 7년(1870) 청주목으로 복구되었고, 1895년에는 청주군으로 개편되었다.111)
1896년 13도제의 실시로 충청북도에 속하였으며, 1908년에는 충주에 있던 관찰부(觀
察府)가 청주로 이관되어 부임하였다.112)
1914년 부․군․현이 폐합되면서 청주면(淸州面)으로 되고,113) 1931년 청주읍(淸州
邑)이 되었다.
1946년 청주는 청주부(淸州府)로 승격되었으며, 이때 청주와 청원군으로 분리되었
다.114) 이후 1949년에는 청주시(淸州市)가 되었다.
1963년에는 청원군 사주면(四州面) 일원이 편입되었으며115), 1983년 청원군 강서
면(江西面) 일원과 강내면(江內面)․남일면(南一面)․낭성면(琅城面) 일부가 편입되
었다.116) 1987년에는 강내면․남이면 일부가 편입되었으며117), 1990년에는 남이면(南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朝鮮王朝實錄』宣祖 48卷 27年.
『朝鮮王朝實錄』孝宗 6卷 2年.
『輿地圖書』淸州牧 建置沿革.
『輿地圖書』淸州牧 建置沿革.
『忠淸道邑誌』淸州牧 建置沿革.
『忠淸道邑誌』 淸州牧 建置沿革.
『大東地志』卷6, 淸州 沿革.
勅令 第98號(1895.5.26 公布).
忠淸北道觀察道, 1909,『韓國忠淸北道一般』.
朝鮮總督府令 第111號(1913.12.29 公布).
軍政法令 第84號(1946.5.1 公布).
法律 第1175號(1962.11.21 公布).
大統領令 第11027號(1983.1.10 公布).
大統領令 第12007號(1985.12.23公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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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面) 장성리(長城里)를 비롯하여 남일면의 5개리와 북일면(北一面)의 9개리가 각각
청주시(淸州市)에 편입되었다.118)
1995년 1월 1일 출장소가 상당ㆍ흥덕구청으로 승격하였으며, 2012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2014년 7월 1일부터 청주시는 새롭게 행정구역 및 행
정명이 변경되었다.
현재 2014년 청주시는 상당․흥덕․청원․서원 4개구로 나눠지며 61개 행정동으
로 되어있고, 인구는 약 84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상당구는 5면 11동으로 5면은 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문의면, 11동은
중앙동․성안동․탑동․대성동․영운동․금천동․용담동․명암동․신성동․용암1동․
용암2동이다.
서원구는 2면 11동으로 2면은 남이면․현도면, 11동은 사직1동․사직2동․사창
동․모충동․수곡1동․수곡2동․산남동․분평동․성화동․개신동․죽림동이다.
흥덕구는 1읍 2면 10동으로 1읍은 오송읍, 2면은 강내면․옥산면, 10동은 운천
동․신봉동․복대1동․복대2동․가경동․봉명1동․봉명2동․송정동․강서1동․강서2
동이다.
청원구는 2읍 1면 6동으로 2읍은 내수읍․오창읍 1면은 북이면, 6동은 우암동․내
덕1동․내덕2동․율량동․사천동․오근장동이다.119)

118)
119)

大統領令 第13046號(1990.7.9 公布).
http://www.che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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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 환경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 조사지역의 환경
(1) 위치 및 연혁
조사지역의 행정적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 산12-1번지이
며, 중심지역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6°44'17.46", 동경 127°33'13.15"이다.
북이면은 청주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진천군 초평면․증평군, 동쪽
은 증평군, 남쪽은 북일면, 서쪽은 오창읍과 닿는다. 2014년에 청주시ㆍ청원군 통합
으로 청주시 청원구에 편입되었다.120)
북이면은 조선말기 청주군의 지역으로서 상당산 바깥쪽이 되므로 산의 이면이라
하여 35개의 동리를 관할하였다. 이후 1914년 군면폐합에 따라 북강내이면의 내추
ㆍ천수ㆍ현암ㆍ신태ㆍ대율ㆍ산적ㆍ덕현ㆍ합천ㆍ송현ㆍ누촌ㆍ내둔ㆍ산정ㆍ원산ㆍ상
월ㆍ화상ㆍ화중ㆍ화하ㆍ남한의 18개 동리와 북강내일면의 입상리와 북강외일상면의
입상리와 북강내이면의 추리, 내추리와 산외일면의 비중리와 청안군 서면의 수의ㆍ
조중ㆍ신기ㆍ용전ㆍ대주ㆍ칠암ㆍ신촌ㆍ우산ㆍ구암ㆍ용대ㆍ대구ㆍ상우군ㆍ진동ㆍ대
백암ㆍ구정탄ㆍ중우군ㆍ노은ㆍ소백암ㆍ신상ㆍ죽계ㆍ상월ㆍ인정ㆍ모애ㆍ용담ㆍ장포
ㆍ아동ㆍ가양ㆍ삼협ㆍ모암ㆍ학암ㆍ추동ㆍ내추ㆍ옥산ㆍ부동ㆍ만수의 38개 동리를 병
합하여 청주읍내의 북쪽의 둘레가 되므로 북이면이라 하고, 초중ㆍ금대ㆍ송정ㆍ광
암ㆍ금암ㆍ정재ㆍ토성ㆍ부연ㆍ대길ㆍ서당ㆍ신기ㆍ학평ㆍ석화ㆍ영하ㆍ선암ㆍ호명ㆍ
내추ㆍ현암ㆍ신대ㆍ대율ㆍ내둔ㆍ화하ㆍ화상ㆍ용기ㆍ용산ㆍ진암ㆍ은암ㆍ석성ㆍ용계
ㆍ장양ㆍ추학ㆍ옥수의 32개의 동리로 개편하다가, 1945년 행정구역변경에 의하여
용기ㆍ용산ㆍ진암ㆍ은암의 4개리를 진천군 초평면에 넘겨주어, 현재 28개 리가 되
었다.
대길리는 북이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토성리, 동쪽으로는 성암
리, 남쪽으로는 석화리, 서쪽으로는 신기리와 인접하고 있다.
대길리는 조선후기 청주군 산외이면 지역으로 대길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
120) 한글학회, 1985,『한국지명총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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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통폐합에 따라 성동ㆍ소룡리ㆍ지천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대길리라 해서 북이
면에 편입되었다. 1953년 행정구역을 1구와 2구로 분할하여 현재의 행정구역을 이
루고 있다.

(2) 지형 및 지질
북이면의 지형은 북쪽으로 보강천(寶岡川), 서쪽으로 백곡천(柏谷川), 남쪽으로 미
호천(美湖川)ㆍ내수천(內秀川) 등의 하천으로 둘러쌓여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남동쪽의 구녀산(九女山)에서 분기된 200m 안팎의 잔구성 산지가 괴산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북쪽으로 달리는 산지를 형성하나, 나머지 지역은 높이 100m 이내의 구릉
지가 산재하는 전형적인 준평원을 이룬다.
대길리의 지형은 동쪽으로 해발 80m 내외의 낮은 구릉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평야지대에 해당한다. 평야지대의 해발고도는 대체로 50m
내외이며, 현재까지도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18년 제작된 지
형도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리의 중심
에는 큰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동쪽의 구릉 말단부에도 작은 자연마을이 입지
하고 있다.
북이면의 지질은 반상화강암이 산지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구릉사이
에 형성된 곡간부는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길리의 지질도 북이면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구릉을 중심으로 반상화강암층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 평야지대는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도면 2]

(3) 교통망
북이면을 지나는 주요 교통로는 청주에서 증평으로 이어지는 36번 지방도가 남북으로 길게 지난다. 그리고 면의 북서-남동 방향으로 511번 지방도가 이어져 36번
국도와 만나고, 540번 지방도가 동-서 방향으로 이어져 36번 국도와 만난다. 그리고
36번 국도에서 동쪽으로 인접하여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가 지난다.
조사지역인 대길리의 교통망을 보면 서쪽 끝으로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와
인접하고, 신기초정로가 리의 중앙을 관통하여 지난다. [도면 1]

2) 조사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 [도면 1]
- 22 -

조사지역 주변의 문화재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주로 『문화유적분포지도(文化遺蹟
分布地圖) –청원군(淸原郡)-』, 문화재 지리정보 서비스(http://gis.cha.go.kr/) 등을
참고하였다.121) 여기에서 보면 조사지역 외곽 500m 이내 지역에는 국가나 지방에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해 오고 있는 문화재는 없으며, 1㎞ 이내에 청원 신기리 산신
각이 위치한다.
주변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 : 25,000 지형도에 주변 문화재의 위
치를 표시하였으며,『문화유적분포지도 –청원군-』과 문화재 지리정보 서비스
(http://gis.cha.go.kr/)에 표시된 주변유적의 내용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 청원 신기리 산신각 [도면 1]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추리 164
- 시 대 : 시대미상
- 비지정문화재
신기 마을 동쪽 야산에 최근에 콘크리트 건물로 새롭게 신축하였다. 매년 정월 9
일 이전에 날짜를 택일하여 밤에 산신제를 지낸다. 제관은 부정하지 않은 자로 생
기복덕에 맞는 2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집에는 금줄과 황토를 놓는다. 제물은 집집
마다 거출하여 소머리(생것), 명태포, 삼색실과, 사과, 배, 산자, 식혜를 장만한다. 제
순은 유교식으로 이루어지며, 소지는 가가호호 모두 올린다. 제를 지낸 다음날 제관
의 집에 모여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한다.122)

2. 고고분야
1) 조사개요
조사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 산12-1번지이며, 조사대상면
적은 7,804㎡이다. 중심지역의 지리적인 좌표는 36°44'04.30"․동경 127°34'02.77"이
다.
지표조사는 1918년에 제작된 1:50,000 지형도를 통하여 국토개발 이전의 조사지역
121)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0,『淸原郡 文化遺蹟』.
122)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0,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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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형을 살피고, 최근에 제작된 1:25,000 지형도 및 1:5,000 수치지형도ㆍ지적도ㆍ
1:50,000 지질도 등을 통하여 현재 조사지역 주변의 지형상황을 파악하였다.
지표조사의 진행은 전체적인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조사지역을 조사한 후 조사지
역 외곽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살펴보았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원지형의 보존상태ㆍ지형 및 지질조건ㆍ유구노출여부ㆍ유물산포도ㆍ주변유적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조사내용[도면 1․6～7]
(1) 조사지역
조사지역은 해발 74m 내외의 구릉 정상부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사면 말단부
를 포함하며,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로 인접하여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가 위치하며, 이외 인접한 지역은 모두 평탄지를 이루며
현재 논농사 등의 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지역은 ‘대길리공동묘지’로 이
용되었던 곳이며, 현재 분묘이장이 이루어진 상태이다.[사진 1〜3]
조사지역의 지질은 화강암풍화암반토가 주를 이루며, 상단부는 원지형을 잘 유지
하고 있으며, 수목이 우거진 상태이다. 그리고 곳곳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민묘가 확
인된다.[사진 4]
조사지역의 중단부와 하단부는 대체로 원지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초목이 제거
된 상태이며 표토의 상면이 인위적으로 뒤섞인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민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확
인된 유구는 없지만 도기편이 일부 확인되어 유적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사진 5〜7]
따라서 조사지역은 남동향의 비교적 완만한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로
원지형이 잘 남아있으며, 조사지역 내에서 도기편 등 유물이 확인되어 유적이 잔존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이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성격을 밝혀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2)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지역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편의상 북․동․남․서쪽의 순서로 살
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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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외곽 북쪽은 252-8전 일대로 조사지역과 이어지는 능선으로 현재 묘역
이 넓게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251-3전 일대로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일대는 2003년 청주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없다.123)[사진 8]
조사지역 외곽 동쪽으로는 352전․363-1구․344전․342답․343답․336답․335답
일대를 포함한다. 이 중 352전은 사면 말단부의 일부를 절토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
이며, 도기편․백자편 등이 수습된다. 한편 이외의 지역은 대체로 원지형을 유지하
고 있으나 오랜 기간 논 경작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유구
나 유물은 없다.[사진 9〜12]
조사지역 외곽 남쪽으로는 353-11전 353-1전 353-5과 산12-7묘 353-2전 일대를
포함한다. 이 지역은 논이나 밭으로 이루어져 경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일대
는 한 차례 이상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유구나
유물은 없다.[사진 14․15]
조사지역 외곽 서쪽은 청주∼증평 자동차전용도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다. 이 일
대는 2003년 청주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확인된 유물산포지는
없다.124)[사진 16]
따라서 조사지역 주변 50m 지역은 도로개설 및 경작활동 등으로 인하여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도상에서 확인된 유구나 유물도 없었다. 다
만 조사지역 동쪽 352전 일대에서는 도기편․백자편 등이 수습되므로 추후 개발행
위가 이루어질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지명 민속분야
1) 지명분야
(1) 대길리
① 연혁
대길리는 본래 청주군 산외이면의 지역으로서 대길(大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성동, 소룡리, 지천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대길리라 해서 북
123) 청주대학교박물관, 2003, 『청주내덕-청원북일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24) 청주대학교박물관, 2003,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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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에 편입되었다.
② 자연마을 및 산천
• 구룡말【마을】 : 새터말 서쪽에 있는 마을.
• 구룡말고개【고개】 : 구룡말에서 큰작골로 가는 고개.
• 납작말림【산】 : 작은작골 남쪽에 있는 납작한 산.
• 노고성【터】 : 새터말 동쪽에 있는 성터.
• 대길【마을】 : 대길리.
• 대길공동묘지【묘】 : 새누리방죽 서쪽에 있는 공동묘지.
• 뒷골【마을】 : 큰작골 뒤에 있는 마을.
• 들땅고개【고개】 : 들땡이에서 석화리 소롱이로 가는 고개.
• 들땡이【골】 : 작은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삼봉산【산】 : 새터말 동쪽에 있는 세 봉우리의 산.
• 새누리고개【고개】 : 큰작골에서 장재지로 가는 고개.
• 새누리방죽【못】 : 새누리고개 서쪽에 있는 못.
• 새터말【마을】 : 대길 동남쪽에 있는 새로 된 마을.
• 성동【마을】 : 큰작골.
• 소성동【마을】 : 구룡말.
• 숲거리【숲】 : 큰작골 남쪽에 있는 아카시아 숲.
• 신대【마을】 : 새터말.
• 음말【마을】 : 작은작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
• 작고내미고개【고개】 : 큰작골 뒷산에 있는 높은 고개. 큰작골에서 영하리
탑선이로 감.
• 작고내미방죽【못】 : 작고내미고개 서쪽 밑에 있는 못.
• 작은작골【마을】 : 큰작골 동쪽에 있는 마을.
• 장판재【산】 : 큰작골 서북쪽에 있는 산. 전에 장을 쳤음.
• 진덕굴【골】 : 작은작골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
• 큰작골【마을】 : 대길 서쪽에 있는 마을. 뒷산에 고려 때 쌓은 성이 있음.

2) 민속분야
금번 조사에서는 조사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대길리에 대한 민속조사를 직접적으
로 실시하지 못했다. 대길리와 인접한 주변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공동체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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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앙․민요․전설 및 개별 민속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조
사보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점차 도시화 되면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을 기록으
로나마 보전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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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단 의견
권오찬氏는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대길리 산12-1번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
고자 하며, 공사시행 이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지리적인
좌표는 36°44'04.30"․동경 127°34'02.77"이고, 조사대상면적은 7,804㎡이다.
조사지역은 남동향의 비교적 완만한 구릉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로 원지형
이 잘 남아있으며, 조사지역 내에서 도기편․백자편 등 유물이 확인되어 유적이 잔
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조사지역 주변 50m 지역은 도로개설 및 경작활동 등으로 인하여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표상에서 확인된 유구나 유물도 없었다. 다
만 조사지역 동쪽 352전 일대에서는 도기편․백자편 등이 수습되므로 추후 개발행
위가 이루어질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조사지역 500m 이내에 국가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문화재는 없다.
금번 조사지역에 대한 전체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표조사 현황]
(면적단위 : ㎡)
발굴조사면적
보존면적
입회조사 분포확인
총면적 사업시행
면 적 면 적 조사면적 시굴조사 표본조사 정밀조사 일부보존 이전보존
7,804 ·
·
·
· 7,804
·
·
·
따라서 사업시행 이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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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문화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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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주변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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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주변 고지도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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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주변 고지도 ; 청구요람(靑邱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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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근대 지형도 ; 19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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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주변 지형도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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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주변 지적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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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사진 1] 조사지역 주변 위성사진 (http://ma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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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 전체모습 ① (동→서)

[사진 3] 조사지역 전체모습 ②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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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지역 상단부 세부모습 (남서→북동)

[사진 5] 조사지역 중단부 세부모습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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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조사지역 하단부 세부모습 (서→동)

[사진 7] 조사지역 내 지표수습유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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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조사지역 주변 북쪽 252-8전ㆍ251-3전일대 모습

[사진 9] 조사지역 주변 동쪽 352전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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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조사지역 주변 동쪽 352전 일대 지표수습유물 모습

[사진 11] 조사지역 주변 동쪽 363-1구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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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ㆍ

[사진 12] 조사지역 주변 동쪽 344전 342답 343답 336답 335답 일대 모습

[사진 13] 조사지역 주변 남쪽 353-11전ㆍ353-1전ㆍ353-5과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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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진 14] 조사지역 주변 남쪽 산12-7묘 353-2전일대 모습

[사진 15] 조사지역 주변 남쪽 산12-5묘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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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조사지역 주변 서쪽 모습

[사진 17] 조사지역 주변 새누리방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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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⑦유적
조사의견
① ②문화 ③ ④면적 ⑤시대 ⑥종류 구분
⑨조사 ⑩사유
연번 재명 소재지 (㎡)
기존 신규 ⑧의견
구분 면적(㎡)

충북
청주시
대길리 북이면 7,804㎡ 미상 미상
1 유물산포지
대길리
산12-1
번지

조사지역은 남동
향의 비교적 완만
한 구릉사면에 위
치하고 있으며, 대
체로 원지형이 잘
남아있으며, 조사지
역 내에서 도기편
◎ 표본조사 7,804㎡ 등 유물이 확인되
어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이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하
여 성격을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⑪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