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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本 報告書는 세종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일원에 대한 文化財 地表調査報告書이다.
2. 對象地域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에 해당한다. 사업면적은 4,970㎡이며, 지표조사 면적
은 상기 사업면적과 동일하다.
3. 고고분야의 본문에 삽입된 유적 위치도 및 지형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 1:25,000 지형도를 판형에 맞
추어 축소한 것을 사용하였다.
4. 민속분야는 민속자료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탐문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신앙과 지명을 위주로 조사하
여 그 결과를 수록하였다.
5. 本 調査는 ㈜금당건설의 依賴를 받아 (사)한국매장문화재협의회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국비지원 문화재 지
표조사로 (재)누리고고학연구소에서 實施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8월 16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이다.
6. 우리 연구소는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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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조사명칭 : 세종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조사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일원
□조사목적 : ㈜금당건설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업지역의 형질 및 현상변경
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사가 시행되기에 앞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이 지역에 부존 또는 전승되는 각종 문화유
적・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
을 방지하고 토지의 개발과 문화재의 보존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함.
□조사경위 : 2017.08.16. 세종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신청
2017.08.16. 세종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
2017.08.21. 세종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조사면적 : 총 4,970㎡
□조사기간 : 2017년 08월 16일 ~ 2017년 08월 21일(현장조사일수 1일)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1일, 보고서 작성 1일)
□조사의뢰기관 : ㈜금당건설
□조사기관 : (재)누리고고학연구소
□조사단구성
∘책임조사원

:

현대환(누리고고학연구소 책임조사원)

∘조 사 원

:

설지은(누리고고학연구소 연구원)

∘준 조 사 원

:

정상희(누리고고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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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현황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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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주변 환경
1. 자연 · 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의 동
북단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충북 청주시, 서쪽은 공주
시, 남쪽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쪽으로는 천안시와 경계
를 이루며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동서의 폭이 좁고, 남
북의 길이가 긴 세장한 형태이다.
지형은 전체적으로 北高南低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쪽은 차령산맥이 지나면서 국사봉(403m), 운주산
(460m), 금성산(424m) 등과 같은 높은 산지지형을 이
루고 있다. 그중 국사봉은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세종
시에 걸쳐 있으면서 한반도 중앙부 서해안 지역의 평
탄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남쪽은 비학산
(163m), 괴화산(201m), 원수봉(254m), 전월산(260m),

[도면 2] 조사지역의 행정지리적 위치

부용봉(226m) 등 해발 200~300m 가량의 저산성 구릉지로 되어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
산성 구릉지를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들이 가로지르고 있으며, 하천의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
어서 넓은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쥐라기의 화강암, 백악기의 역암과 제4기의 충적층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금강 본류의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는 지질구조나 분포면적상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데, 금강 북
부는 화강암이 단일 암석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층선을 중심으로 개석이 상당히 진
행되었다. 현재 단층선으로 추정되는 선상구조나 지질경계선을 따라 발달한 하곡에는 하천작용에 의해
형성된 제4기의 충적층이 발달하였다. 남부의 지질을 살펴보면 신생대의 호상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
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풍화침식이 이뤄져 노년기의 지형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중생대 쥐라기 말에 형성된 대보화강암
류 및 시대 미상의 옥천층군이 확인되지만, 대부분 침식기원의 구릉지로서 노년기의 지형적 특징이 확
인되었다.
세종시의 수계는 금강이 전라북도 장수군 수분리에서 발원하여 북서방향으로 흐르면서 초강천· 보청
천 등의 지류를 합하면서 흐르다가 신탄진 부근에서 갑천과 만나고, 세종시 금남면 부근에서 미호천과
합류한다. 이 부근에서 서남 방향으로 크게 轉流하여 공주 근처에서 정안천과 유구천, 부여 근처에서
은산천과 금천, 강경 부근에서 성평천 및 강경천과 합류한 뒤 장항과 군산 사이의 하구를 통해 서해로
흘러간다. 금강 하류 유역 내의 주요 지류로는 병천천・미호천・대교천・용수천・정안천・유구천・금
강천・석성천・길상천・길산천・논산천・유등천・갑천・대전천 등이 있다. 충청북도를 흐르는 하천 중
비교적 큰 편에 속하는 미호천은 진천군 광혜원・무제산 등과 음성군 가엽산 등지에서 흘러오는 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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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토양지형 분포도(흙토람)

[도면 4] 조사지역 토양퇴적 분포도(흙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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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토양경사도(흙토람)

[도면 6] 조사지역 토양모재도(흙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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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나 청주분지 등 곡창지대를 끼고 세종시까지 흘러 금강 상류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금강까지 흐
르면서 배곡천・초평천・보강천 등 수십 개의 지류와 합류하므로 흐름이 일정하지 않을뿐더러 수량도
적다. 그러나 유역이 침식되기 쉬운 화강암 지대라서 곧 침식분지가 형성되어 많은 하상이 평지보다
높은 청전천이 되었다. 금강과 합수되는 합강리에는 넓은 범람원상의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차령산맥 이남의 평야는 대부분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으며 크게 금강 중류부의 세종시
일대 평야와 금강 하류부의 부여~논산~서천에 이르는 논산평야로 구분된다. 세종시 일대의 평야는 미
호천 서쪽의 연기면 세종리 일대 및 미호천과 금강의 본류와 합류하는 금남면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
하고 있다. 이 지역의 기반암은 중생대의 대보화강암이 대부분으로 해발 100m 이하의 소기복침식면을
이룬다. 미호천과 금강 본류가 합류하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금남면 일대에는 넓은 하성평야(범람
원)가 발달되어 있다.
기후는 중부서안형(냉대기후군)과 남부서안형(온대기후군)의 점이지대에 해당한다. 일조시수가 크고
쾌적한 날씨가 많은 편이나 기온의 일교차 및 연교차는 큰 편이다. 연평균기온은 12℃ 내외, 최한월인
1월의 평균기온은 6.7℃,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은 29℃이다. 세종시의 평균 강수량은 여름에 가장
많고(700~800㎜), 겨울에 가장 적다(80~100㎜). 세종시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의 약 60%가 여름철에
내리며 대략 1,150㎜ 정도이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금남면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
면, 서쪽은 장군면, 남쪽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쪽은 연동면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장군면과 접해있
다. 전체적인 지형은 금강이 북쪽으로 접하여 서류하고 있으며, 용수천과 금천천, 심성천 등의 소하천
이 발달하여 있다. 원봉리는 금남면의 서쪽에 위치하며, 해발 150~300m 내외의 산지가 발달하여 있
으며, 산지 사이에 곡간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2. 고고학적 환경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종시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구석기유적의 조사성과를 종합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조
사과정에서 여러 지역에 걸쳐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송담 2리, 종촌리 도림이 마
을, 진의리 유물산포지 등 12곳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어 금강 지류인 군계천, 방축천, 연기
천, 미호천, 삼성천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추정되었다1). 발굴조사를 통
해 확인된 구석기유적은 세종리유적2), 종촌리 도림이마을 유적3)이 있다. 세종리유적에서는 후기구석기
시대 중기의 좀돌날몸돌과 찌르개 등 337점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종촌리 도림이마을 유적에서는
세석인석핵, 긁개, 찌르개, 뚜르개, 격지 등의 유물이 소량 확인되었다. 세종시의 인근 지역에서는 금
1) 충청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원·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
산 지표조사 - 고고분야』.
2)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世宗 世宗里遺蹟』.
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燕岐 松潭里·松院里 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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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중심으로 구석기유적이 확인된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유적4), 청원 만수리유적5)과 소로리유적6)
및 대전 용호동유적7), 용산동유적8) 등 주변에서 구석기유적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세종시 내
에서도 많은 구석기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현재까지 다㎜ 시대에 비해 조사성과가 미미하다. 송담리유적 수혈유구 내부에서
횡주어골문 토기편이 확인되었으나 유구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파악하기 어렵다9). 연기
석삼리 돌삼골유적10)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기 1기가 확인되어 세종시의 신석기문화에 대한 단초가
마련되었다. 남면 연기리유적 1・2의 전체적인 입지 및 지형이 신석기시대 이후 취락유적인 미사리유
적과 유사하여 이 지역에 대한 유적의 존재 여부가 거론된 바11) 있으나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유적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변 지역의 신석기시대 관련 유적은 공주 장원리유적12), 대전 둔산동유적13)
과 관평동유적14), 청원 쌍청리유적15)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가 되면 이전 시기에 비해 다양한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조사 이전부터 연기군 남면 종촌리와 금남면 석삼리에서는 무문토기 산포지가 확인되었으며, 서면 봉
암리에서는 동과와 세형동검이 발견되었다16). 또한 금남면 장재리, 박산리, 봉기리, 신촌리와 남면 월
산리, 동면 송용리 등지에서는 지석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17).
최근에는 송담리・송원리유적18), 연기리유적19), 대평리유적20), 석삼리유적21), 봉기리유적22), 장재리
유적23), 당암리 소골유적24) 용호리유적25), 응암리유적26) 등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어 취락 연
구에 중요한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양상을 보면 대부분 전기의 가락동유형 주
거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평리유적에서 조기의 미사리유형 주거지와 유물, 당암리와 제천리유적에
4) ①손보기, 1993, 『석장리 선사유적』, 동아출판사.
②한국구석기학회, 2009, 『석장리유적과 한국의 구석기문화』 총서 1, 학연문화사.
5) ①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淸原 萬水里 舊石器遺蹟 -5·6·7·8·9地點-』.
②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9, 『淸原 萬水里 舊石器遺蹟(12地點)』.
, 2009, 『淸原 萬水里 舊石器遺蹟(14地點)』..
③
6) 忠北大學校博物館, 2000, 『淸原 小魯里 舊石器遺蹟』.
7)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2013, 『고고와 민속-대전 용호동 구석기유적 특집-』 제 16집.
8)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大田 龍山洞 舊石器遺蹟』.
9)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0, 『燕岐 松潭里·松院里 遺蹟』.
10)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5, 『燕岐 石三里 돌삼골 遺蹟」.
11) 충청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원·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12) 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001, 『公州 長院里 遺蹟』.
13) 忠南大學校博物館, 1995, 『屯山』.
14) 中央文化財硏究院, 2002, 『大田 官坪洞遺蹟』.
15) 國立淸州博物館, 2003, 『淸原 雙淸里住居址』.
16) 金載元, 1964, 「扶餘·廣州·燕岐出土 靑銅遺物」, 『震檀學報』, 25~27合, 震檀學會.
17) 연기군지편찬위원회, 2008, 『燕岐郡誌』.
18)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0, 앞의 보고서.
19) 中央文化財硏究院, 2009, 『行政中心複合都市敷地 內 Ⅰ-7區域 燕岐 燕岐里遺蹟』.
20) ①百濟文化財硏究院, 2012, 『行政中心複合都市敷地 內 3-1-A地點 燕岐 大平里遺蹟』.
②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2, 『行政中心複合都市敷地 內 3-1-B地點 燕岐 大平里遺蹟』.
21)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5, 앞의 보고서.
22) 忠淸北道文化財硏究院, 2014, 『行政中心複合都市敷地 內 4-1·2生活圈(2-3-A地點) 燕岐 石三里대박골·鳳
起里·盤谷里遺蹟』-제3권-.
23) 百濟文化財硏究院, 2013, 『燕岐 長在里 遺蹟』.
24) 百濟文化財硏究院, 2014, 『公州 唐岩里・燕岐 松院里 遺蹟』.
25) 國防文化財硏究院, 2012, 『燕岐 龍湖里遺蹟』.
26) 忠北大學校博物館, 2010, 『燕岐 鷹岩里 가마골 遺蹟(B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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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기의 송국리유형 주거지와 유물 등이 확인되기도 하나 아직까지 그 수는 많지 않다.
초기철기시대유적으로는 장재리유적27), 당암리유적, 대평리유적 등이 있다. 장재리유적에서는 토광
묘 8기가 확인되었으며 세형동검, 동부, 동끌, 동사 등의 청동기류와 점토대토기옹, 흑색마연장경소호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당암리유적의 토광묘에서도 세형동검과 점토대토기, 흑색마연 장경호가 출
토되었다. 장재리와 당암리유적 토광묘의 조성시기는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산되는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대평리유적 C지점의 수혈유구에서는 두형토기의 대각과 조합우각형파수가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에는 공주시・세종시 일대가 마한 및 백제 후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원삼국시대의 유적
이 다량 확인된다. 주거유적으로는 대평리유적, 석삼리유적, 응암리유적 등에서 평면 방형의 형태에 4
주식의 주공과 부뚜막을 가진 주거지 등이 확인되고 있다. 분묘는 송담리・송원리유적, 용호리유적, 대
평리유적, 응암리유적, 석삼리유적 등에서 토광묘 및 주구토광묘가 다수 확인되었다. 생산유적은 대평
리유적에서 논과 밭이 확인되었으며, 나성리유적28)에서는 토기를 생산하던 가마 등이 조사되었다. 또
월산리유적29) 및 월산리 황골유적30), 방축리유적31) 등에서는 원삼국시대 수혈유구와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어 취락과 생산, 저장 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그밖에 서창동・신안동・성제리 토기산포지
등이 알려져 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삼국시대 세종시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 거의 없었다. 서면 와촌리와 조치원읍, 금남면 대평리 등지에서 백제토기가 확인된 사
례가 있으며, 남면 보통리・갈운리・월산리32), 동면 갈산리 등지에 백제 석실분이 분포하는 것33)으로
알려졌다. 이후 응암리유적34), 나성리유적 등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송담리・송원리유적에서는
백제시대의 대형 석실분을 비롯해 석곽묘, 토광묘 등이 확인되었고, 석삼리유적, 당암리 소골유적 등에
서는 백제시대 석곽묘와 옹관묘 등이 조사되었다. 세종시와 인접한 청원 부강리 남성골유적35)에서는
5세기경의 고구려 목책 성곽과 관련된 유구들이 조사되었으며, 이보다 앞선 한성백제시기의 유물도 확
인된 바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송원리유적에서 토기가마 등의 생산유적, 연기 대평리유적에서는 주거지 등의
대규모 생활유적, 응암리유적에서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또 가까운 청원군 강외면 궁평리에서는 통일
신라시대 대규모 취락이 조사되었다36).
세종시는 삼국의 접경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방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세종시 북부지역에
는 백제～고려시대까지 사용된 운주산성37), 고려시대 석축산성인 금이성, 통일신라～고려시대까지 사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百濟文化財硏究院, 2013, 앞의 보고서.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5, 『연기 나성리유적』.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06, 『燕岐 月山里 遺蹟』.
韓國考古環境硏究所, 2012, 『燕岐 月山里 황골遺蹟』.
(財)忠淸文化財硏究院, 2011, 『燕岐 方丑里遺蹟』.
건국대학교박물관, 1998, 『燕岐月山里古墳郡』.
安承周·李南奭 1989, 「全義地域 古代山城 考察」 『百濟文化』 18·19合輯, 公州師大百濟文化硏究院.
공주대학교박물관, 2004, 『燕岐 鷹岩里·龍湖里 遺蹟』.
中原文化財硏究院, 2008,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동방문화재연구원, 2012, 『오송 통일신라시대 취락유적 행복도시～고속철도 오송역 도로건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7) ①公州大學校博物館, 1996, 『雲住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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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고려산성과 중토산성, 읍내리산성, 송성 등이 있으며, 금강을 따라 양쪽으로 토성재, 토성배, 당
산성 등이 확인되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월산리 고분군과 월산리 황골 고분군, 갈운리유적38), 보통리 고려시대 가마
터39), 보통리유적40), 당암리유적 등에서 건물지, 분묘, 가마 등이 조사되었으며, 송담리·송원리유적에
서도 고려시대 주거지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조선시대 유적은 갈운리유적, 방축리유적, 당암리유적, 송담리・송원리유적, 신흥리유적 등 세종시에
서 발굴조사 된 모든 유적에서 건물지, 분묘, 생산유적 등 조선시대 관련 유구들이 확인되고 있다. 연
기 갈운리유적에서는 고려~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건물지를 포함해 조선시대 소성유구와 옹관묘, 탄요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연기 방축리유적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 주거지를 비롯해 와요와 야철지, 탄요
등의 생산시설과 토광묘 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유적이 확인되었다.

3. 역사적 배경
세종시는 마한에 속해있었으며, 어느 소국에 속해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천안과 공주지역,
그리고 아산지역이 제소국으로 비정되는 지역이 있어 세종시도 이들 지역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세종시는 본래 백제의 영토에 속하여 전의지역은 대목악군의 구지현, 연기지역은 일모산군내 두잉지
현이었고, 금남지역은 웅진의 권역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전의지방이 대록군의 속현으로 금지라 하였
고, 연기현은 연산군에 속하여 이때부터 연기라 이름하게 되었다. 연산군은 현재의 충북 문의에 해당
되는데 이 지역은 신라시대에는 웅천주(공주)의 관할 하에 있었다.
고려시대 연기현은 이후 청주로 편입되어 청주 토호들의 영향권 내에 놓이게 된다. 두 딸이 혜종과
정종의 부인이 된 김긍율의 청주 김씨, 태조대의 삼한공신 이겸의와 현종대 왕씨 성을 하사받은 이가
도의 청주 이씨, 성종대 곽원과 숙종대 곽상의 청주 곽씨 등이 청주의 유력한 호족세력인데, 아마 이
들의 영향력이 연기현까지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남면 대평리 지역에는 진도가 설치되어 나성
진으로 불려왔는데, 나성 즉 나리포(진)는 금강 중류에 위치하여 충청북도 부강에서 공주로 이어지는
수로의 중간기항지 역할을 하였다. 이곳은 음성 망이산에서 발원하여, 충주, 진천, 음성, 청주, 천안,
목천, 전의, 연기의 모든 물을 모아 내려온 동진강과 합류하는 곳으로서, 전라, 경상, 충청의 모든 강
물이 이곳에서 합류하기 때문에 삼기강이라고도 부㎜다.
조선 초기 연기현은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으로부터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태종 6
년(1406)에 목주와 연기를 나누어 연기현에도 감무를 두었고, 태종 13년(1413) 감무를 현감으로 바꿈
에 따라 현감이 파견되었다. 이듬해에는 전의와 연기를 합쳐 전기라 고쳐 부르고 전기 현감이 파견되
었으며, 그 치소는 연기현이 아닌 전의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태종 16년(1416), 다시 전의
②忠南發展硏究院, 2000, 『燕岐 雲住山城 文化遺蹟 試掘調査』.
38) 中央文化財硏究院, 2011, 『燕岐 葛雲里遺蹟』.
39) 忠淸文化財硏究院, 1998, 『洑通里 瓦窯地』.
40) 中央文化財硏究院, 2011, 『燕岐 洑通里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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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東地圖(18세기 초반)

廣輿圖(19세기 전반)

靑邱圖(1834年)

大東輿地圖(19세기 중반)

[도면 7] 각종 고지도상의 조사지역 - 공주목(公州牧)
- 10 -

[도면 8] 조사지역 근세지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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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기가 분리되어 각각 현감이 파견되면서 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숙종 6년(1680)에 읍인만설의
모역벌주로 인하여 문의에 속하였으나 숙종 11년(1685)년에 복구하여 이내 연기현이라 이르게 되었다.
여말선초의 지방제도 개편을 거쳐 완성된 8도제가 실시되었을 당시 연기현은 행정적으로 충청도관찰
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그중에서도 청주목 관할하에 있었으며, 연기현감은 충청도 청주진중익 병마단
련판관을 겸하였다. 하지만 세조 3년(1457), 지방 주요 지역에 거진을 설치하고 주변의 여러 진을 거
진 중심으로 편성하는 진관체제가 실시되면서 연기군은 청주진관이 아닌 공주진관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기현감은 절제도위를 겸직하면서 첨절제사를 겸하는 공주목사의 지휘를 받게 된 것이다.
앞서 고려 때 설치된 금사역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연기현 치소의 남쪽 5리에 위치했다
고 한다. 그밖에 전월산(당시는 용수산)에는 봉수가 설치되어 동으로는 청주 저성, 서로 공주 독성에
응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것을 재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1895년 5월 26일, 전통적인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로 행정체제가 재편되었다. 지방행정 단위와
장관의 명칭도 군과 군수로 통일되었다. 조사지역 일대는 당시 공주부 관할의 27개 군현 중 연기·공주
군에 포함되었다. 이듬해 8월 4일, 23부 제도가 폐지되고 1수부 13도 1목 7부 331군 제도가 시행됨
에 따라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생겨났고, 충청남도 산하 37개군을 전결이 면적으로 1~4등급으로 구
분한 결과, 공주군은 1등군, 연기군은 4등군으로 재편되었다. 이후 1906년 10월 1일, 통감부는 13제
도와 군의 숫자는 그대로 두되 1수부 13도 11부 332군 체제를 유지하는 식으로 행정체제를 정비하였
다. 1914년 통감부는 대대적으로 행정체제를 재편하는데 그에 따라 100개가 넘는 군이 통폐합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도 역시 37개군 중 무려 23개군이 감소하여 14개군이 되었고, 이에 공주군의 4개면까
지 이속되었으며, 군청 소재지는 연기리로부터 조치원으로 이전된 것이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공주군 반포면, 도암・성덕・영
곡 3개리를 금남면에, 장기면의 나성・송원 2개리를 남면에 편입하여 1읍 6면 106동리로 구성되었다.
이후 2005년 5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2006년 12월 21일
행정도시명칭이 ‘세종시’로 확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27일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이 공포되었다.
2012년 6월 30일 충청남도 연기군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하게 되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과 충청남도 공주시(의당면 태산리,
용암리, 송학리, 용현리, 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무리, 평기리, 대교리, 하봉리, 도계리, 봉안리, 제천리,
은용리, 신학리, 당암리, 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 도남리, 성강리, 국곡리, 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부용면 산수리, 행산리, 갈산리, 부강리, 문곡리, 금호리, 등곡리, 노호리 일원)를 포함하여
1읍 9면 14동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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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41)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문
화유적 분포현황과 기조사된 내용에 대해 [도면 1]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하
도록 하겠다.
1) 세종 산학리 사지
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기재된 유적으로 사지는 세종
특별자치시 장군면 산학리의 미학실 쌍봉산의 중턱에
동향하여 위치한다. 사지는 산의 경사를 깎아 약 5m
높이로 축석을 한 후 상・하의 2단 대지를 조성하였다.
1995년 조사당시 대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밭의
주변에는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초석형의 괴석이 확인되
었으며, 주변에는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기와편과 자기편
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면적은 약 50여 평만이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규모로 보아 소불당이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사역 내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기와편을 비롯하여 인화분청자편이 수습
되고 있어 이 사지는 조선 초기에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이 일대는 「효제암」이라 부르는데
이는 이곳에 있던 사찰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기 송원리 금암뜰 유적
4대강 살리기 금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
진 유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일원에 해
당되며, 금강이 장남 분지를 지나 협곡 구간으로 진입
하는 초입으로 많은 토사가 쌓인 곳이다. 또한 화강암
분지인 장남 분지의 미기복 구릉이 발달해 있어 인간
거주에 유리한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하
천을 정비하면서 인공제방을 구축하였으며, 인공제방 안
팎으로 논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입지적 조건으로는 유리하지만, 유적의 징후를 확신케 하는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다.

41) http://www.gis-heritage.go.kr
기본적인 사항은 위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추가로 확인한 자료는 따로 기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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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 가람동 효자 임자의・임태선 쌍정려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
로 약 2㎞ 정도 가면, 금남면과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금남교’가 나온다.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2.8㎞ 정도 가면 공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있는데, 정려는 정문을 따라
100m 진입 후 우회전하여 1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
다. 이 정려는 2001년 5월 31일 연기군 향토유적 12호
로 지정되었다.
이 정려는 본관이 부안인 林自儀(1672∼1717)・林太先(1675∼1720) 형제의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任憲晦가 1875년(고종 12)에 지은 ‘林孝子兄弟旌閭記’에 의하면, 임자의・임태선 형제
는 각각 1717년(숙종 43)과 1720년(숙종 46)에 죽었으며, 이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752년(영조 13)에
고을의 선비들이 형제의 효행사실을 수령에게 호소하였고, 수령이 감영에 보고하였으며, 감영에서는
조정에 아뢰어,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정려 안에 걸려있는 명정 현판에는 임자의・임태선 형제가 모두 통정대부 정3품 비서감승에
증직되었으며, 명정시기도 ‘영조대왕 29년 임신 8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기문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아마 1752년에 정표를 청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15년이 지나 명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먼저 명정을
받았다가 후에 추가로 증직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 양식을 하고, 4면은 홍살을 돌렸으며, 정면
의 상단부에는 ‘雙孝子旌閣’이라는 현판을 걸어 놓았는데, 최근에 새롭게 정비를 마친 상태이다. 정려
의 내부 중앙 상단에는 붉게 칠한 명정현판을 걸어 놓았고, 후면 상단에는 정려기가 걸려 있다. 명정
현판에는 「孝子 贈通政大夫正三品秘書監丞林自儀 贈通政大夫正三品秘書監丞林太先 兄弟之閭」라고
새겨져 있으며, 가로 188㎝, 세로 46㎝의 크기이다. 그 후면에 걸려 있는 ‘林孝子兄弟旌閭記’는 고종
12년(1875)에 憲晦가 술(述)한 것으로, 가로 154㎝, 세로 38㎝ 크기이다. 또한 정려의 후면에는 ‘扶安
林氏 형제분의 旌門을 세운 事蹟’이라는 내용의 문서가 액자형태로 걸려있다.
4) 세종 가람동 원우 마제석기출토지
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수록된 유적이다. 마제석촉출
토지로 전하는 곳은 현재 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 북쪽
에 있는 산지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해당하는 곳인데,
구체적인 출토위치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의 전언
에 의하면 이 마을에서 1987년에 봄 새마을사업의 일환
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도중에 우연히 마제석촉이 6점
출토되어 현재 公州博物館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석촉
출토지와 관련하여 유구상황이나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유물만이 수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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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하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삼각편평만입촉 1점과 일단경촉 5점인데, 1점만이 半破되고 모두 완형
이다. 일단경촉의 경우 柳葉形을 하고 있으며, 슴베 단면은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지표면 답사
를 통해 마연흔적이 약간 남아 있는 자연 석재가 1점 수습되었을 뿐 별다㎜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다.
수습된 石材는 타원형의 형태로 측면의 일부에 인위적으로 마연된 흔적이 관찰되고 있으나, 형태가 제
대로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종은 알 수 없다.
현재 유적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구체적인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5) 세종 한솔동 금호서사지
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 수록된 유적이다. 현재 세종특
별자치시 한솔동 1번국도변에 위치한다. 본래 금호서원
의 터가 있다 하여 ‘원터’ 혹은 ‘새터’라고 부㎜다. 또한
옛날 조선시대에 전라도 사람들이 한양 가는 길에 이곳
을 지나다가 서원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한양
이냐고 물을 정도로 서원이 많이 있다 하여 원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錦湖書社는 竹堂 柳辰仝, 石潭 柳珩, 錦沙 柳忠傑을 제향하기 위하여 1827년(순조 27)에 건립되었
던 서원으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다. 1832년(순조 32)에 金履陽(1755∼1845)이 쓴 『錦湖書院記』(1871
년, 호서읍지 수록)에 의하면, 정묘조에 특명으로 柳氏世家가 『尊周錄』에 편입되자, 금호 위에 사우를
세우고 삼현을 병향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는 1783년(정조 7) 류취장 병조판서 증직,
1796년(정조 20) 류형 충경공 시호, 류지걸 명정 및 호조좌랑 증직, 1799년 류진동 정민공 시호,
1802년(순조 2) 류취장 무민공 시호 등 진주류씨 가문에서 배출된 인물들의 포장과 증직이 집중적으
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류형의 아들인 錦沙 柳忠傑의 遺址에 류진동, 류형, 류충걸을 제향하
는 금호서사를 건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851년(철종 2) 공주 유생 李繼遠 등 37명이 등장을 올려
사액을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다가 건립 40여년 만인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
철당하는 운명을 맞았다. 현재 금호서사터는 일반 민가(이영동씨 거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당시 서원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초석과 주춧돌, 기와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서원이 훼철
된 후 아쉬움이 컸던 후손들은 류형 장군 관련 고문서와 유품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1971년 류형 장군을 모신 충렬사를 장기면 하봉리에 건립하였다.
6) 세종 가람동 열녀 일개 열녀비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1번국도변에 위치한다. 정려비는 밤고개 남동향사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도로 공사로 인해 현재는 연기향토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 열녀비는 私婢 一介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725년(영조 1)에 세워진 것이다. 一介는 예조에서
편찬한 『孝行等第t錄』의 1729년(영조 5)∼1736년(영조 12)까지의 旌閭秩에 공주의 私婢로 정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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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명단만을 적은 것
이므로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비는 화강석재를 가공한 가로 58㎝, 세로 45㎝ 크기
의 장방형 대좌위에 호패형의 비신을 세웠는데, 비신은
너비 44㎝, 높이 84.5㎝, 두께 19㎝의 크기이다. 비신의
전면에는 「烈女一介之閭」, 후면에는 「崇貞紀元後九十八
年十一月 命旌 孫宣守長수」라고 각서되어 있다. 열녀비
의 후면에는 1725년(영조 1 - 崇禎紀元後九十八年)에 命旌되었다고 하여 효행등제등록의 연대와는 차
이가 보이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열녀비 후면에는 건립연대와 함께 「孫宣守長」라고 쓰여
져 있어, 손선수장이 이 열녀비를 세웠음을 알 수 있는데, 손선수장이 일개의 후손 선수장인지, 아니
면 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다. 열녀비가 있던 곳의 바로 뒤편에 있는 작은 민묘가 一介의 묘일 것
으로 추측되지만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7) 원봉리 원봉유물산포지(세종 원봉리 산15-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유적은 ‘두리봉(원봉)’의 서쪽 봉우리에서 말안장 형
태를 띠며 동북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작은 봉우리를 형
성하는 능선의 정상부를 포함한 남향사면으로 대략 해
발 70~30m정도의 범위에 해당한다. 산의 북쪽은 금강
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관류하며, 남쪽은 서쪽 봉우
리에서 동북쪽으로 짧게 흘러내리는 봉우리가 마을을
감싸면서 부채꼴의 곡부를 형성하는데, 능선의 하단부인
곡부를 따라 동쪽에는 원봉 마을, 서쪽에는 반계(반개)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조사 대상지역은 산림지
역으로서 소나무와 잡목이 우거져 있지만 부분적으로 지표가 드러나 있고 또 조사 경계인 남쪽 연접
지에는 콘크리트 포장의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절개사면이 형성되어 있었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주거지 4기와 즙석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원형
을 띠고 있으며, 고래시설이 설치된 수혈식주거지이다. 고래는 할석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주거지당
1~2개의 배연부가 확인되었다. 즙석유구는 할석이 반원형으로 호상을 이루고 있다.
8) 세종 영곡리 병암서사지
금남면소재지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200m 정도 가다가 오㎜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성
덕교를 지나 약 1㎞ 정도 들어가면 영곡리가 나온다. 병암서사터는 영곡리 마을 회관 맞은편에 있는
평산신씨 재실자리이다.
屛岩書社는 申遵美, 申點(1530-1601), 林정(1554-1636) 등 3인을 제향했던 서원으로 건립시기는
불명이며,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 의해 훼철된 후 복원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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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종 영곡리 유물산포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이다. 금남면소재지
에 서쪽으로 1.5㎞ 정도 가면 성덕리 마을의 북서쪽으
로 ‘덕성산업’이 있다. ‘덕성산업’의 정문 남쪽으로는 논
으로 사용되는 대지가 있는데, 유물산포지로 확인되는
곳은 이 논의 우측에 있는 낮은 구릉지역이다.
유물의 산포지로 확인된 이 능선은 ‘한양골’과 성덕마
을 사이를 가로지는 표고 20m 내외의 낮은 구릉인데,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지형이다. 유물은 이 능선의 선상부에 산포되어 있다. 현재 유물산포지의 대부분
은 산림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경작의 흔적이 보이고 있으나, 개간으로 인한 지형훼손은
크지 않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수습된 유물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과 원삼국・백제시대로 편년되는
토기편으로 구분된다. 무문토기편은 적색마연토기 저부편과 동체편으로, 저부편은 정선된 태토에 저면
과 동체를 접합하여 보강하기 위한 지두흔이 확인된다. 원삼국·백제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들은 연질
토기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기편들은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기형
은 알 수 없다. 성덕리 유물산포지를 비롯하여 주변에 남쪽에 있는 도암리 원삼국시대 토기편 산포지
와 동쪽으로 용포리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는 청동기시대부터 백제시기에 이
르는 다양한 시간 폭을 지닌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공주 장기-연기 동면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부지 내 유적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일대이며, 조사결과
도로 개설공사부지에서 조선시대 건물인 금벽정이 이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유물산포지역은 Ⅱ구간의 밭에서 1개지역이 확인되었
다. 수습된 유물은 조선시대 말기의 백자편과 옹기편
약간으로 민가의 존재가 추정되는 지역이다.

11) 공주 금암리 마루뜰 유적
금강이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청벽에서 공주시가지
로 곡류하는 지점에 해당한다. 금강이 곡류하면서 제방
바깥쪽으로 포인트바성 범람원을 형성하였다. 지형면은
비교적 좁은 편이나 공주 석장리와 유사한 지리적 조건
을 갖추고 있어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상정된다. 현재는
제외지에 인삼 등 기타작물을 재배하는 밭경작지로 이
용되고 있으며, 유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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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조사지역 위성사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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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조사지역 항공사진(1968년)

[도면 11] 조사지역 항공사진(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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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역사 분야
1) 조사 방법
지표조사는 예비조사, 현장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분석의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단계로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관련기록과 그 주변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의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지역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조사지역과 관련된 문헌조
사를 비롯하여 자연 지리적・인문 지리적・역사 고고학적 환경조사, 조사지역에 대한 전언 및 탐문조
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Ⅱ장의 ‘조사지역과 주변 환경’, Ⅲ장의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에 수록하였다.
현장조사는 지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일원의
조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지형 관찰 및 지형도・항공사진 등을 통한 조사지역의 현황 파악을
통하여 유적의 입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지역 전체를
답사하고 관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록 및 촬영을 병행하였으며, 또한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
형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열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원지형의 확인과 조사
지역의 환경 및 입지를 파악하고, 지표상에서 관찰되는 유구의 흔적을 확인하거나 지표에 노출된 유물
을 수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정리 및 분석단계에서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바탕
으로 조사지역의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을 추론하고 그 결과에 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
금번 지표조사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따㎜ 지표조사로 대상면적은 4,970㎡이다.
지표조사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대규모 지형변경이 발생하기 이전 매장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2017년 08월 16일부터 2017년 08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원봉리는 북쪽에 금강이 접하여 있으며, 동쪽에는 영곡리, 남쪽에는 국곡리, 서쪽
에는 도남리가 자리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주방향으로 96번 지방도를 따라 가다
가 도남삼거리에서 금강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가는 불티교를 지나면 좌측으로 도남1길이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약 2㎞ 정도 진행하면 원봉1리 버스정류장이 나타난다. 버스정류장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면 동소고개가 나오는데 고개를 넘어가면 우측에 원봉리1구 마을회관이 나온다. 마을회관을 끼
고 좌측으로 100m 정도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이장이 완료된 묘역이 나오는데 이 묘역 일대가 조사
지역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해발 111m의 두리봉(원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동쪽 사면 하단부로,
해발 43~74m 내외에 해당된다. 주변은 해발 250m 이내의 산지가 발달하여 있으며, 산지 사이에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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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조사지역 세부지형도(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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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조사지역 세부지형도(1979년)

[도면 14] 조사지역 세부지형도(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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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지형형성 원인은 지속적인 풍화와 침식으로 인하여 형성된 지
형임을 알 수 있다.
주변지역의 지형변화를 살펴보면 1910년경에는 조사지역에 해당되는 산지를 동-남-서 방향으로 둘
러싸고 곡간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충적지 주변 북동쪽에 교동, 남동쪽에 은계・주곡, 남서쪽에
목동 등의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후 1960년대에는 조사지역 북동쪽에 산지의 동사면 말단부
를 절토하여 원남초등학교를 건설하였으나 경계가 불분명하였고, 1970년대에 이르러 운동장과 담장
등 초등학교의 정형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조사지역 동쪽과 북쪽에 위치한 원봉1리 마을은 1910년대
지형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그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되어 현재와 같은 대규모 자연부락을 형성한 것
으로 보인다. 조사지역 주변의 곡간충적지는 대부분 논으로 사용되었는데 폭이 좁아 별다㎜ 형태적 변
화나 경지정리 없이 소형에서 대형으로 개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사지역 일대는 2012년 세종
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지역 남동쪽으로 접하여 단독주택부지와 진출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표조사는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르는 매장문화재의 징후인 유구의 흔적과 유물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경작지와 단애면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인 472-15번지 일원은 북-동-남 방형으로 꺾이는 ‘ㄱ’자형을 보이며, 두리봉과 근접한 북
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모습이다.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남서쪽은 높이 약 1~5m 정도
의 절개지로 이루어져 있다. 남서쪽에 인접하여 원남초등학교가 있었으나 1999년 폐교되어 현재는 계
단식으로 조성된 터만 남아있다.
조사지역은 현재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소로가 두리봉(원봉)까지 나있다.
소로는 능선의 정상부와 곡부 상단을 따라 개설되어 있으며, 지형도상 등고선이 완만하게 표기되어 있
으나 곳곳에 소곡부가 발달하여 있고 경사도는 심한 편이다. 남서쪽 절개지에서 보이는 단애면은 암맥
과 풍화암반토가 기반층을 이루고 있어 조사지역 역시 동일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표상에는 부엽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곳곳에서 바위가 노출되어 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은 경사도가 심하고 곳곳에 소곡부가 발달하며, 암반의 노두가 노출되어 있어 매
장문화재가 분포하기에 부적합한 지형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표상에서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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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속・지명 분야
1) 민속
세종특별자치시(舊연기군)의 민속놀이로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줄다리기, 달맞이, 풍년빌기,
그네뛰기, 씨름, 칠석놀이, 숨바꼭질, 돌치기, 땅빼앗기, 고누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풍년빌기는
조치원을 중심으로 널리 전승되었던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정월보름날 자루에 벼 1∼2되를 넣어 벼장대〔禾竿〕라 부르는 장대 끝에 매달고, 그 벼장대를 마을
의 공동마당 등 적당한 장소에 세운다. 이 때 벼장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장대 꼭대기에 세 가닥의 새
끼를 묶고 이를 세 방향으로 내려뜨려 그 끝을 지상에 박은 말목에 잡아맨다.
그 뒤 2월 1일 정오쯤 마을사람들이 벼장대 아래에 모여 농악을 울리며 벼장대를 내리고 풍년을 기
원하면서 주식(酒食)을 즐긴다. 칠석놀이는 7월 7일 마을사람들이 함께 마을의 길을 닦고, 공동우물을
퍼내어 우물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농악을 울리며 하루를 즐기는 놀이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비교적 연대가 오래 된 동제는 소정면 대곡리 대사동(大寺洞)의 장승제이다.
400여 년 동안 행해져 왔다고 하는 이 장승제는 윤년 1월 14일 해질 무렵에 거행된다.
장승제를 지내려면 먼저 제물을 준비할 고양주〔供養主〕 1명과, 제의를 주관할 제주 1명, 축문을 읽
을 축관 1명을 선정해야 한다. 이 중 고양주와 제관은 일체 부정이 없는 사람 중에서 제일에 생기복덕
(生氣福德)이 맞는 사람을 택한다. 선정된 고양주와 제관은 그 날부터 매일 냉수로 목욕을 하며 부정
한 행동을 일절 금한다.
제일이 되면 남상(男像)・여상(女像)의 장승을 조각하여 마을 입구에 세우고 제를 지낸다. 제물로는
쌀 3되 3홉으로 지은 흰무리와 쌀가루부침・제주(祭酒)가 마련되고, 그 밖에 과일・육류 등도 진설된
다. 제사에서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빌며, 제사가 끝나면 별도로 마련한 흰무리를 주민들에게 골고
루 나누어준다. 그 떡을 먹으면 3년 동안 액을 물리치고 무사히 지낼 수 있다고 한다.
2) 설화・민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오뉘힘내기전설・장자못전설・말무덤전설・효행전설 등과 관련이 있는 지명 유
래담이 다수 전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조치원’이라는 지명이 신라시대의 최치원(崔致遠)으로부터 유
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즉, 최치원이 이곳에 시장을 개설하고 상업을 권장하여 ‘최치원시장’이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와전되어 ‘조치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뱀골과 관련된 지명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아버지와 외딸이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정체 모를
남자가 나타나 딸과 동침하고 사라지고는 하더니 급기야는 딸이 임신을 하고 말았다. 이에 아버지가
딸에게 시켜 실이 달린 바늘을 남자의 옷에 꿰어놓도록 하였다. 다음 날 그 실을 따라가 보니 소리산
꼭대기에 뱀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뱀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며
느리바위 전설」의 내용은 이러하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중이 시주를 왔는데 인색한 집주인이 퇴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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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었다. 이것을 지켜본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몰래 쌀을 시주하였다. 며칠 후 그 중이 와서 며느리
보고 “산으로 피하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산으로 피하던 며느리는 뒤에서 천둥・벼락이 치자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다. 마을은 큰 연못으로
변하고 있었다. 뒤를 돌아다본 며느리는 바위로 변해 버렸는데, 그 바위를 ‘며느리바위’라고 한다.
서면 쌍류리의 「한치마봉전설」은 오누이힘내기전설로, 힘겨루기에서 패한 딸의 무덤이라고 하는 돌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다. 남면의 「느랑이고개전설」은 고려의 장수 한희유와 김흔이 거란을 맞아 싸워
이 고개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이다.
공주 쪽으로 도망가는 거란족을 추격, 섬멸하니 적의 시체가 30여 리에 널려 있었다. 그 뒤 시체가
널려 있는 고개라 하여 ‘느랑이고개’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밖에도 김유신(金庾信) 장군의 애마가 묻
혀 있다는 「말봉산 말무덤전설」, 「재백이 바위전설」 등 많은 설화가 구전된다.
세종시는 농업이 주종을 이루는 지역으로 전승되는 민요도 역시 농업노동요가 많다. 즉, 「모심기노
래」・「논매기노래」・「타작노래」 등이 대표적이다. 「모심기노래」를 보면 “……만수산 꼭대기 구름모았
다 쏘나기 삼형제 거기들었다/어헐럴럴 상사듸야/여봐라 농부말들어 느마지기 왼뱀이가 반달만치 남
었다 어서바삐 심고가세.……”와 같다.
「논매기노래」는 “얼럴럴 상사듸여/이농사를 얼㎜지어/나라에 상납하고/부모처자 먹고살고/……/아
침들 푸㎜들판/보기만하여도 배가불러/……”와 같다. 「타작노래」는 “에헤야∼/에헤야∼/저건너 갈미
봉에 비들어온다/에야∼헤∼/에헤∼헤∼에야헤∼/오옴∼들로나가세.……”와 같다.
‘옹헤야’로 후렴을 넣는 「보리타작노래」를 보면 “……/오륙월에/옹헤야/수확하여/옹헤야/이와같이/
옹헤야/타작해서/옹헤야/웅게둥게/옹헤야/재여놓고/옹헤야/삼동삼춘/옹헤야/양식함세/옹헤야/……”
처럼 노동이 단순, 간단하기 때문에 형식도 단순하다.
이러한 노동요 외에 「상여소리」와 같은 장례의식요가 있고, 「베틀가」・「시집살이노래」・「장타령」・
「떡타령」 등의 민요가 있다. 그런데 “오라버니 오라버니/오라버니 있어서/누룩으로 담을치고/명지전
대 울띠맷나/내집에는 없어서/나무전대 울띠맷나/포록쪼록 뜯던 나물/……”(「시집살이 노래」), “오늘
도 하심심하니/베틀이나 날아볼까/에헤야 베짜는/아가씨 사랑노래/베틀에 수심만지노라/……”(「베틀
노래」), 그리고 「장타령」 등의 민요는 전승력이 미약한 편이다.
3) 지명42)
지명은 행정구역상의 분류에 의하여 정해지기도 하지만 그 지역의 자연・역사적 환경에 의하여 결
정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지명은 당시의 사고와 문화,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게 한다. 지명조사는
이러한 지명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유적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지명
조사는 【한국지명총람】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조사지역이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舊 연기군,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도남리・봉암리・성강리・원봉리)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살펴보았
다.
42) 한글학회, 1974, 『한국지명총람 4-충남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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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군
●연기-군(燕岐郡) [두잉지, 전기] [군]
충청남도 2시 5군의 하나. 본래 백제 두
잉지현(豆仍只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연기(燕岐)로 고쳐서 연산(燕山 : 文義)
군의 영현(領縣)이 되었다가, 고려 현종
9년(1018)에 청주(淸州)에 붙였고, 명종
(明宗)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가, 그 후 목천(木川) 감무가 겸임하게
되었고, 조선 태종(太宗) 6년(1406)에 각
립(各立) 되었다가 그 14년에 전의(全義)
로 합쳐서 전기현(全歧縣)이 되었다가,
그 16년(1416)에 다시 갈라서 현감(縣
監)을 두었고, 숙종 6년(1680)에 문의현
(文義縣)에 들어갔다가, 그 11년(1685)에
다시 현이 되고, 고종 32년(1895)에 예
(例)에 따라 군(郡)이 되어, 군내(郡內),
동일(東一), 동이(東二), 남면(南面), 서면

[도면 15] 연기군・공주군 관내도(1974년)

(西面), 북일(北一), 북이(北二)의 7개의 면을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전의군(全義
郡 : 군내(郡內), 동면(東面), 남면(南面), 소서(小西), 대서(大西), 북면(北面), 덕평(德平)의 7개의 면)
전부와 공주군(公州郡) 명탄면(鳴灘面)의 초오개(草五介), 부용(芙蓉), 봉기(鳳起), 반곡(盤谷), 신산(申
山), 대유산(大柳山), 대박(大朴), 석교(石橋), 연소(燕巢), 황룡(黃龍), 서복(西卜), 원각(元角), 대기(大
岐), 유산(柳山), 명촌(鳴村), 신대(新垈), 계양(桂陽), 영대(永垈), 서대(西臺), 상평(上坪), 남곡(南谷), 달
전(達田), 신곡(莘谷), 성리(聖里), 계봉(鷄峯), 박산(朴山), 반석(盤石), 석삼(石三)의 28개의 리와 양야
리면(陽也里面)의 신촌(新村), 화사(花寺), 대평(大平), 상거(上巨), 하거(下巨), 고사(高沙), 이암(鲤岩),
용포(龍浦), 탑산(塔山), 팽목정(彭木亭), 가동(佳洞), 점촌(店村), 중발(中鉢), 흥룡(興龍), 영티(永峙), 사
양(沙陽), 내동(內洞), 와룡(臥龍), 금천(金川), 청사(靑寺), 학봉(鶴峰), 상봉천(上鳳川), 하봉천(下鳳川),
구룡(九龍), 용곡(龍谷), 축산(丑山), 감성(柑城), 장대(場垈), 두만(斗萬), 산동(山洞), 장재(長在), 금산
(金山), 남곡(南谷), 수락(水落), 호탄(壺灘)의 36개의 리와 반포면(反浦面)의 용포리(龍浦里)와 삼기면
(三歧面)의 평촌(坪村), 서근소(西斤所), 기양(岐陽), 행단(杏壇), 봉산(鳳山), 진의(眞儀), 창동(倉洞), 덕
암(德岩), 가정(柯亭), 성전(星田), 송현(松峴), 노은(老隱), 나성(羅城), 송담(松潭), 종촌(宗村), 도산(道
山), 유계(柳溪), 이산(李山), 화옥(禾玉), 도금(道琴)의 20개의 리와 천안군 소동면(小東面)의 대사(大
寺), 궁리(宮里), 소정(小井), 대야(大也), 소시(所柴)의 5개의 리와 회덕군(懷德郡) 구즉면(九則面)의 신
달전(新達田), 신동리(新東里) 일부와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외일하면(西江外一下面)의 옥동(玉洞), 정중
(正中), 장대(場垈), 평리(平里)의 4개의 리를 병합하여 동, 남, 서, 북, 금남, 전의, 전동의 7개의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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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가, 1931년 4월 면제 개정에 의하여 조치원읍을 신설하여 1읍 6면 101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공주군 장기면의 나성, 송원 2개의 리를 남면에, 같은
군 반포면의 도곡, 성덕, 영곡의 3개의 리를 금남면에 편입하여 현재 1읍 6면 106동리가 됨. 동쪽은
충청북도 청원군, 남쪽은 대덕군과 공주군, 서쪽은 공주군, 북쪽은 천원군에 닿음.
(2) 산천
고등이-내[고등천] [내] 전의면 고등리 고려성(도, 산천)에서 발원하여, 서정리를 거쳐 전의읍 앞에서
사기소내와 합하여 조천이 됨.
고등-천(高登川) [내] → 고등이내.
곤디기-보[보은덕보] [보] 조치원 읍 앞 들에 있는 보. 조선시대 초에 허만석(許萬(晩)石)이 연기현감이
되어 큰 내에 둑을 막고 보를 내어 천여 마지기를 대게 하였는데, 그 둑을 쌓을 때, 그 보
가 청주 땅에 있다 하여, 청주 사람들이 수천 명 몰려들어 허만석이 친히 감독하는 걸상
을 부수므로, 허만석이 크게 노하여 활을 당기어 쏘려고 하니, 청주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서 감히 범하지 못하므로, 그 보물을 완성하여 큰 몽리를 보게 하였으므로, 그 지방 사람
들이 허만석의 은덕(恩德)을 갚겠다는 뜻으로 보은덕비(報恩德碑)를 평리 앞에 세웠으므로,
보은덕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곤디기보가 되었는데, 수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비석이
전복되어 땅에 묻히었으므로 현재 묻힌비라는 이름이 남아있음. 일설에는 곤디기보의 음이
최고운(崔孤雲)의 고운(孤雲)과 같다하여, 최고운이 농민을 위하여 보를 냈으므로, 그의 은
덕을 추모하여 최고운의 이름을 따라 조치원이라 하였다 하나 이는 터무니없는 말임.
괘등-산(掛燈山) [산] → 괴화산.
괴화-산(槐花山)[괘등산] [산] 금남면 반곡리, 석삼리, 장재리, 석교리 경계에 있는 산. ① 높이 200m
되는데, 꼭대기에 느티나무가 있음. ② 이 산에 괘등형(掛燈形)의 명당이 있어서 남면 세
거리에서 바라보면 환하게 불이 켜 있는 것 같다 함.
구을-산(仇乙山) [산] → 전월산.
굴-달 [산] → 전월산.
금성(金城) [산] → 쇠성.
금성-산(金城山) [산] → 쇠성.
까치-성 [산] → 작성산.
꽃-산 [산] → 화산.
꾀꼬리-봉 [산] → 화산.
노장-천(蘆長川) [내] 전동면 봉대리에서 발원하여 노장리를 거쳐 조천으로 들어가는 내.
당-산(唐山) [산] → 성산¹.
대박-산(大朴山) [산] → 함박산.
대부-천(大夫川) [내] → 태우내.
둥이-산 [산] → 토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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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천(白川) [내] → 한내.
병마-산(兵馬山)[정좌산] [산] 전동면 송곡리 동족에 있는 산. 높이 116m. 고려 충렬왕 17년(1291)에
한희유(韓希愈), 김흔(金忻)등이 원나라 장수 설도간(薛闍干)과 함께 원수봉과 이 산에서
웅거하였다가 크게 침입하는 거란 군사를 이 산 아래에서 맞아 쳐서 크게 이겨 공주 고마
나루까지 추격하였는데, 적의 시체가 30여리에 널려 있었다고 함.
보은덕-보(報恩德洑) [보] → 곤디기보.
부용-봉(芙蓉峯) [산] 금남면 부용리에 있는 산. 높이 222m 되는데, 그 봉우리가 수려하여 연꽃 같다
함.
비롱-재[비룡산, 뾰롱재] [산] 전의면 서정리와 유천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49m. 봉우리가 뾰족한
데,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의 명당이 있다 함. 1968년에 통신대가 설치되었음.
비룡-산(飛龍山) → 비롱재.
비봉-산(飛鳳山) [산] 금남면 신촌리와 호탄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124m 되는데, 학이 나는 형국이
라 함.
뾰롱재 [산] → 비롱재.
사기소-내(沙器所-)[소서천, 생졸천] [내] 전동면 다방리 비암골에서 발원하여, 금사리 사기소를 거쳐
북쪽으로 흘러 전의면 생골을 지나 읍내리 앞에서 조천으로 들어감.
생졸-천(生拙川) [내] → 사기소내.
서태-산(西台山) [산] 금남면 영대리, 남곡리와 영티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257m 되는데, 영대리의
서쪽이 됨.
성-산¹(城山)[당산] [산] 남면 연기리와 보통리 뒤에 있는 산. 높이 70m. 옛 성터가 있으며, 또 산제당
이 있음.
성-산²(城山) [산] → 성재.
성-재[성산] [산] 남면 전의리, 송담리, 종촌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187m. 옛 토성이 있으며, 또 발
자국바위, 오줌바위가 있는데, 옛 장수가 발로 밟고 오줌을 눈 자리라 함.
소서-천(小西川) [내] → 사기소내.
솔티-내[송티천] [내] 전동면 송성리 송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서 조천으로 들어가는 내.
송티-천(松峙川) [내] → 솔티내.
쇠-성[금성, 금성산] [산] 전동면과 서면 경계 곧 까치성위에 있는 산성. 높이 383m 되는데, 돌로 쌓
은 성이 견고하여 철옹성과 같다 함.
양화-산성 [산] → 전월산.
연기-천(燕歧川) [내] 남면 수산리 둔더기 국사봉(도, 산천)에서 발원하여 눌왕리와 연기리를 거쳐 복통
리에서 미호천으로 들어감.
영-성(靈城) [산] → 작성산.
오봉-산(五峯山) [산] 조치원읍, 서면, 전동면 어름에 있는 산. 높이 262m. 다섯 봉우리로 되어있는데,
상봉에 기우제단과 산제당이 있어서 영험한 산으로 유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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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산(龍帥山) [산] 남면 연기리와 갈운리 경계에 있는 산. 모양이 용수와 같다 함.
운두-산(雲頭山) [산] → 운주산.
운주-산(運住山)[운주산성, 운두산] [산] 전의면과 전동면에 걸쳐 있는 큰 산. 높이 459m. ① 늘 구름
이 끼어 있으며, 덕이 많은 산이라 하여 기우제단(祈雨祭壇)과 산제당이 있음. ② 꼭대기
에 토성이 있음.
운주-산성(雲住山城) [산] → 운주산.
원수-봉(元帥峯) [산] → 원수산.
원수-산(元帥山)[원수봉, 형제봉] [산] 남면 갈운리와 전의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23m. 봉우리가 둘
로 되었음. 고려 충렬왕(忠烈王) 17년(1291)에 한희유(韓希愈)와 원나라 장수 설도간(薛闍
干), 나만알대왕(那蠻歹大王)이 삼군을 거느리어 이곳에 진을 치고, 크게 침입하는 거란군
사를 쳐서 이겼는데, 청주 경계에서 공주 고마나루까지 30리 사이에 적의 시체가 늘비하
였다고 함.
이성-산(李城山) [산] 전동면 송성리, 신방리에 걸쳐 있는 산. 돌로 쌓았는데, 고려 때 이도(李棹)가 살
았다 하며, 이도의 유허비가 있음.
작성-산(鵲城山)[까치성, 영성] [산] 이성산 위에 있는 산. 예전 난리에 이 부근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
난하였는데, 적병들이 바라다 보매 마침 까치가 많이 짖고 있으므로, 사람이 없는 것이 분
명하다 하고, 그대로 갔으므로 이곳에 피난한 사람들은 온전하였다 함.
전월-산(轉月山)[굴달, 구울산, 양화산성] [산] 남면 양화리와 월산리 뒤에 있는 산. 높이 262m. 전 청
류부곡(淸流部曲)이 있던 구을촌(仇乙村) 앞이 되므로 구을달이라 하던 것인데, 한자로 전
월산이 되었다 하며, 꼭대기에 우물이 있는데, 한재가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
으며, 우물가에 능수버들이 있는데, 이 나무가 커서 금남면 반곡리를 넘어다보게 되면, 그
마을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 하여, 그 나무가 크기가 무섭게 반곡리 사람들이 밤을 타서
베어 버린다 함.
정좌-산(正左山) [산] → 병마산.
조-천(鳥川) [내] 전의면의 고등천, 대부천과 전동면의 생졸천, 노장천을 합하여 조치원읍을 지나 미호
천(도, 산천)으로 들어가는 내.
종촌-천(宗村川) [내] 남면 갈운리에서 발원하여, 방축리, 종촌리를 거쳐 송담리 남쪽에서 금강으로 들
어감.
태우-내[대부천] [내] 전의면 관정리 상태우에서 발원하여 읍내리를 거쳐 조천으로 들어가는 내.
토흥-산(吐興山)[둥이산] [산] 조치원읍 봉산동과 서창동에 걸쳐있는 산. 토흥부곡(吐興部曲)의 주산이
됨.
한-내[백천] [내]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팔봉산에서 발원하여 동면 응암리와 명학리를 거쳐 금강으로
들어가는 내.
함박-산(咸朴山)[대박산] [산] 서면 봉암리와 국촌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81m. 함박꽃같이 생겼다 하
며, 그 위에 말무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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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봉(兄弟峯) [산] → 원수산.
화-산(花山)[꽃산, 꾀꼬리봉] [산] 금남면 박산리와 부용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271m. 진달래꽃이 많
음.
황우-산(黃牛山) [산] 동면 명학리와 합강리에 걸쳐 있는 산. 높이 192m 되는데, 그 모양이 황소와 같
다 하며, 황우도강형(黃牛渡江形)의 명당이 있다 함.
(3) 금남면
◎금남-면(錦南面) [면] 연기군 1읍 6면의 하나. 본래 공주군 명탄면(鳴灘面)과 양야리면(陽也里面)의
지역인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공주군 반포면의 신대동(新垈洞), 평촌리(坪村里), 용
포리(龍浦里), 용담리(龍潭里), 어득운리(魚得雲里) 일부와 회덕군(懷德郡) 구즉면의 신달전
리(新達田里), 신동리(新東里) 일부를 병합하여 금강 남쪽의 뜻을 따서 금남면으로 하여
연기군에 편입되어 감성, 금천, 남곡, 달전, 두만, 대평, 대박, 반곡, 발산, 봉기, 부용, 석
교, 석삼, 신촌, 영티, 영대, 용포, 용담, 장재, 축산, 호탄, 황룡의 23개리를 관할하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공주군 반포면의 도암, 성덕, 영곡의 3개의
리를 편입하여 26개의 리가 됨. 동쪽은 대덕군 구즉면과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남쪽은
대덕군 탄동면, 서쪽은 남면과 공주군 반포면, 장기면, 북쪽은 남면과 동면에 닿음.
◉감성-리(柑城里)[감성구지, 감성]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뒷산이 성같이 둘러 있
고, 또한 감자나무가 있으므로 감성구지, 줄여서 감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
합에 따라 장대리를 병합하여 다시 감성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뒷산에 소나
무가 울창하여 백로 수천 마리가 늘 깃들여 있어서 별천지를 이뤘음.
감성(柑城) [마을] → 감성리.
감성-교(柑城橋) [다리] 감성리 앞 국도에 있는 다리. 1950년에 놓았음.
감성-구지 [마을] → 감성리.
감성-장터 [마을] → 장터.
장대-리(場垈里) [마을] → 장터.
장-터[장대리, 감성장터] [마을] 감성구지 앞에 있는 마을. 1910년까지 시장이 되었다가, 대평리로 옮
기었음.
◉금천-리(金川里)[금천, 소내, 쇠내, 우계]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이곳에 소가 누운
형국의 명당이 있다 하여 소내 또는 우계(牛溪)라 하였는데, 변하여 쇠내 또는 금천이 되
었다 하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청사동, 학봉리를 병합하여 다시 금천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금강도-본원(金剛道本院) [집] 황새미에 있는 금강대도의 총 본원. 1922년에 금강대도 제일세도주(第一
世道主) 이토암(李土庵)이 대법당을 짓고, 불상을 봉안하여, 금강대도의 총 본원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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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金川) [마을] → 금천리.
목탁-봉 [산] 황새미 서쪽에 있는 산.
새-재[학봉, 학봉리] [마을] 황새미 남동쪽 언덕에 있는 마을. 앞산이 학의 모양이라 함.
소-내 [마을] → 금천리.
쇠-내 [마을] → 금천리.
수양-산(修養山) [산] 황새미 앞에 있는 산.
와우-산(臥牛山) [산] 원금천 뒤에 있는 산. 소가 누운 형국의 명당이 있다 함.
우계(牛溪) [마을] → 금천리.
원-금천(元金川) [마을] 금천의 원 마을.
중방(中芳) [마을] → 중방골.
중방-골[중방, 청사동] [마을] 원금천 동쪽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 청사(靑寺)라는 절이 있음.
청사-동(靑寺洞) [마을] → 중방골.
학봉(鶴峯) [마을] → 새재.
학봉-리(鶴峯里) [마을] → 새재.
황산(黃山) [마을] → 황새미.
황새-미[황학동, 황산] [마을] 금천리에 있는 마을. 뒷산이 황새의 형체라 함. 이 마을에 금강대도 총
본원(金剛大道總本院)이 있음.
황학-동(黃鶴洞) [마을] → 황새미.
◉남곡-리(南谷里)[남곡, 남골]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 양야리면의 경계로서, 물이 남쪽 골짜기에서
흘러오므로, 남골 또는 남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락리를 병합
하여 남곡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이곳에는 약 200년 전에 백정 3,4호가 살았
으므로, 그들을 남산백정이라 부르며, 지금도 이곳 남쪽 골짜기에 백정의 묘비가 있음.
남곡(南谷) [마을] → 남곡리.
남-골 [마을] → 남곡리.
무중-골[수락리] [마을] 남곡리에 있는 마을. 개울에 큰 바위가 있어서 물이 폭포처럼 떨어짐.
수락-리(水落里) [마을] → 무중골.
◉달전-리(達田里)[달발, 월전]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앞산이 반달 모양이므로 달발
또는 월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곡리, 성리, 학봉리 일부와 회
덕군 구즉면의 신달전리를 병합하여 달전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계봉(鷄峯) [마을] → 닭재.
금선-당이 [산] 성동 뒤에 있는 산.
달-밭 [마을] → 달전리.
닭-재[계봉] [마을] 달전리에 있는 마을. 뒷산이 닭이 알을 품은 형국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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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골[망동] [골] 옥정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 명종 때 학자 동주(東州) 성제원(成悌元)의 묘가 있음.
망동(望洞) [골] → 망골.
망묘-대(望墓臺) [대] 옥정봉 아래에 있는 돈대. 명종 때 학자 동주(東州) 성제원(成悌元)이 매일 조석
으로 이곳에 올라와서 그 아버지의 묘소를 바라보았으므로 망묘대라 하며, 그 위에 사적
비가 있음.
매죽헌-사당(梅竹軒祠堂) [고적] 달전리 333번지 곧 원달전에 있는 단종 때 사육신의 하나인 매죽헌
성삼문(成三問)의 불천지위 사당. 처음에는 그 외손 박호(朴壕)의 자손이 홍성에서 봉사하
였는데, 광무 7년(1903)에 고종의 특명으로 성주영(成周英)을 봉사손(奉祀孫)으로 정하고,
사당을 달전리로 옮기어 매년 매죽헌이 돌아간 날에 제사를 지냄. 매죽헌집(梅竹軒集) 목
판 100장이 보관되어 있음.
새터-말[신기, 신달전] [마을] 원달전 동쪽에 있는 새로 된 마을. 본래 회덕군 구즉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에 편입되었음.
성동(聖洞)[성리] [마을] 달밭 위쪽에 있는 마을. 성(成)씨가 살았으므로, 성동(成洞) 또는 성리라 하던
것인데, 행정구역 폐합 때 ‘성(成)’자를 ‘성(聖)’으로 고쳤음.
성리(聖里) [마을] → 성동.
신곡-리(莘谷里) [마을] → 지루고개.
신기(新基) [마을] → 새터말.
신-달전(新達田) [마을] → 새터말.
옥정(玉井) [우물] 옥정봉 밑에 있는 우물. 물맛이 청렴하여 옥로수와 같다 함.
옥정-봉(玉井峯) [산] 원달전 뒤에 있는 산. 산 밑에 옥정(玉井)이 있음.
원-달전(元達田) [마을] 달전리의 원 마을. 이곳에 사육신의 하나인 매죽헌(梅竹軒) 성삼문(成三問)의
불천지위 사당이 있음.
원당-리(元堂里) [마을] → 원당이.
원당-이[원댕이, 원당리] [마을] 달전리에 있는 마을. 옛날 원(元)씨가 큰 부자로 살았다 함.
원댕-이 [마을] → 원당이.
월전(月田) [마을] → 달전리.
자월(紫月) [마을] 원달전 앞에 있는 마을. 뒷산의 모양이 반달과 같다 함.
지루-고개[신곡리] [마을] 달밭 서쪽 기름한 골짜기에 있는 마을.
◉대박-리(大朴里)[한박금이, 대박]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뒷산의 모양이 함박꽃과 같
으므로 한박금이 또는 대박이라 한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페합에 따라 신산리, 대유
산동을 병합하여 대박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대박(大朴) [마을] → 대박리.
대유산-동(大柳山洞) [마을] → 웃말.
사기점-골 [골] 한박금이 뒤에 있는 골짜기. 옛 사기점 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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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촌(上村) [마을] → 웃말.
쉰질-바위 [바위] 대박 뒤에 있는 바위. 바위가 높이 솟아서 쉰 길이나 된다고 함.
신촌(新村) [마을] → 초정¹.
싹작-골 [마을] 초정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웃-말[상촌, 대유산동] [마을] 대박리 위쪽에 있는 마을. 20년 전까지 류(柳)씨들이 많이 살았으며, 지
금도 그들의 묘소가 있음.
초정¹(椒井)[초정골, 초정장터, 신촌] [마을] 대박리에서 새로 된 마을. 초정이 있어서, 음력 8월이 되면
물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 저자를 이룸.
초정²(椒井)[초정약물] [약] 초정골 냇가에 있는 세 우물. 물맛이 싸하고,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험이 있
음.
초정-골(椒井-) [마을] → 초정¹.
초정-약물(椒井-) [약] → 초정².
초정-장터(椒井-) [마을] → 초정¹.
한박-금이 [마을] → 대박리.
◉대평-리(大平里)[구대평]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큰 들, 곧 금강가의 마을이므로 대
평리(大坪里)라 하고, 1910년에 감성에 있는 시장을 이곳으로 옮기어 대평장이라 하였는
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거리, 하거리, 고사동을 병합하여 대평리라 하여 연기
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는데, 1946년 큰 장마로 온 동네 360호가 모두 강으로 변하고, 이재
민이 거의 용포리로 옮기는 동시에 시장도 자연스럽게 옮겨지고, 현재 이곳에는 새로 지
은 10여 호가 살고 있으므로 구대평이라 함.
구-대평(舊大平) [마을] → 대평리.
금남-교(錦南橋) [다리] 금남면과 공주군 장기면 경계 금강에 놓인 다리.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
로 옮긴 후에 나무로 다리를 놓았다가, 1935년에 철근 콘크리트로 고쳤는데, 6.25전쟁으
로 파괴되고, 그 후 다시 건설하였음.
대평-제방(大平堤防) [뚝] 대평 평야에 있는 뚝. 대평 평야의 수해를 막기 위하여, 1933년에 쌓기 시작
하여 7년 만에 완성하였음.
대평-평야(大平平野) [들] 대평리를 중심으로 된 큰 들.
◉도암-리(道岩里) [리] 본래 공주군 반포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도동, 명암리,
중촌, 행정리, 유천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도동과 명암의 이름을 따서 도암이라 하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가운데-말 [마을] → 중촌.
내촌(內村) [마을] → 안말.
도동(道洞) [마을] 도암리 동쪽에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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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¹(鳴岩) [마을] → 울바위¹.
명암²(鳴岩) [마을] → 울바위².
명암-들(鳴岩-) [들] 명암 앞에 있는 들.
명암-리(鳴岩里) [마을] → 울바위¹.
바깥-말 [마을] → 행정.
안-말[내촌] [마을] 중촌 안쪽에 있는 마을.
외촌(外村) [마을] → 행정.
울-바위¹[명암, 명암리] [마을] 울바위 밑에 있는 마을.
울-바위²[명암] [바위] 중촌 북쪽에 있는 바위. 바위에 구멍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 울려 나옴.
중촌(中村)[가운데말, 중촌리] [마을] 도암리 중앙에 있는 마을.
중촌-리(中村里) [마을] → 중촌.
행정(杏亭)[행정리, 바깥말, 외촌] [마을] 도암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 은행나무가 있음.
행정-리(杏亭里) [마을] → 행정.
◉두만-리(斗萬里)[두메안, 두만]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산에 둘러 싸여 있으므로 두
메안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두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산동과 공
주군 반포면의 용포리 일부를 병합하여 두만리라 하며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두만 [마을] → 두만리.
두메-안 [마을] → 두만리.
산-골[산동] [마을] 두만리의 산 속에 있는 마을.
산동(山洞) [마을] → 산골.
수리-산(修理山) [산] 산골 뒤에 있는 산. 산이 매우 높고 빼어났음.
원-두만(元斗滿) [마을] 두만의 원 마을.
◉박산-리(朴山里)[박산, 작약동]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뒷산에 박참판의 묘소가 있으
므로 박산이라 하며, 또는 산모양이 작약과 같이 생기었다 하여 작약골이라고도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회덕군 구즉면의 신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박산리라 하여 연
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고래-실 [마을] → 고랫들.
고랫-들[고래실] [마을] 박산리에 있는 마을.
광덕-사(廣德寺) [절] 꽃산(군, 산천)에 있는 절.
꾀꼬리-봉 [산] 꽃산(군, 산천)에 있는 높은 봉우리.
박산(朴山) [마을] → 박산리.
작약-동(芍藥洞) [마을] → 박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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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리(盤谷里)[반곡]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소반과 같으므로, 반곡이라 하
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반곡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이곳에 반
봉포란형(班鳳抱卵形)의 명당이 있다 함.
돈적-골[전적골] [들] 반곡 아래에 있는 들.
반곡(盤谷) [마을] → 반곡리.
앵청이-나루 [나루] 반곡에서 남면 양화리로 건너가는 나루. 나루 옆 산에 앵소형(鶯巢形)의 명당이 있
다 함.
약-샘 [우물] 약샘골에 있는 우물. 피부병에 특효가 있음.
약샘-골 [골] 반곡 오㎜쪽에 있는 골짜기. 약샘이 있음.
여수-대 [들] 여수바위 아래에 있는 들.
여수-바위[호암] [바위] 반곡 동북쪽 산기슭에 있는 바위. 모양이 여우와 같음.
전적-골(錢積-) [들] 반곡 아래에 있는 들.
푼갯-들 [들] 반곡 앞에 있는 들.
호암(弧岩) [바위] → 여수바위.
◉발산-리(鉢山里)[바리미, 발산]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마을 서쪽의 산이 주발을
엎어 놓은 형국이라 하여 바리미, 또는 발산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점촌, 중발리, 흥룡리, 가동 일부를 병합하여 발산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가동(佳洞) [마을] 용포리 쪽에 있는 마을.
가운데-바리미[중발리] [마을] 바리미의 가운데가 되는 마을.
바리-미 [마을] → 발산리.
발산(鉢山) [마을] → 발산리.
점-말[점촌] [마을] 발산리에 있는 마을. 예전에 점이 있었음.
점촌(店村) [마을] → 점말.
중광-사(重光寺) [절] 발산리 산 22번지에 있는 절.
중광절-골 [골] 중광사가 있는 골짜기.
중-발리(中鉢里) [마을] → 가운데바리미.
흥룡-리(興龍里) [마을] → 홍용이.
홍용-이[흥룡리] [마을] 발산리에 딸린 마을.
◉봉기-리(鳳起里)[봉기, 사려울, 새여울]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뒷산에 비봉귀소형(飛
鳳歸巢形)의 명당이 있다 하며, 또 앞에 여울이 있으므로 새여울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사
려울 또는 봉기라 한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반곡리 일부를 병합하여 봉
기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고이-나루 [나루] → 새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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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뱅이-나루 [나루] → 새나루.
괴-바위 [바위] 사려울 뒤에 있는 바위. 모양이 게와 같음.
누에-섬 [섬] 삼성들 건너 금강 가운데 있는 섬. 모양이 누에와 같음.
봉기(鳳起) [마을] → 봉기리.
사려-울 [마을] → 봉기리.
삼성(三城) [들] → 삼성들.
삼성-들(三城-)[삼성] [들] 사려울 앞에 있는 들. 옛날에 이곳에서 이(李), 최(崔), 정(鄭)씨의 세 성이
살았다 함.
새-나루[고이나루, 고이뱅이나루] [나루] 봉기리에서 남면 양화리로 건너가는 나루. 지형이 고양이 모
양으로 되었다 하며, 그 후 나루터의 위치가 변하여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므로, 새나
루라 함.
새-말[신봉] [마을] 사려울 아래쪽에 새로 된 마을.
새-여울 [마을] → 봉기리.
신봉(新鳳) [마을] → 새말.
원봉(元鳳) [마을] 봉기의 원 마을.
◉부용-리(芙蓉里)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마을 뒤에 부용봉이 있으므로, 부용리라 하
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초오개동과 봉기리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부용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부용-봉(芙蓉峯) [산] 부용리 뒤에 있는 산. 높이 222m이 되며, 이곳에 연꽃이 물에 뜬 형국의 명당이
있다 함.
새-오개¹[초오개] [마을] 새오개 동쪽에 있는 마을.
새-오개² [고개] 새오개 마을에서 봉기리로 넘어가는 고개.
새오개-나루 [나루] 새오개에서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원촌리로 건너가는 나루.
원-부용(元芙蓉) [마을] 부용리의 원 마을.
초-오개(草五介) [마을] → 새오개.
◉석교-리(石橋里)[석교, 돌다리]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돌로 놓은 다리가 있었으므로,
돌다리 또는 석교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교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
에 편입됨.
돌-다리¹ [마을] → 석교리.
돌-다리² [다리] 돌다리 마을 앞에 있던 다리. 돌로 놓았음.
새-말[신촌] [마을] 돌다리 앞에 새로 된 마을. 이곳에 국민학교가 있음.
석교(石橋) [마을] → 석교리.
신촌(新村) [마을] → 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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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삼-리(石三里)[돌삼골, 석삼]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마을 앞에 돌로 만든 장승 셋
이 있으므로, 돌삼골 또는 석삼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반곡리 일부
를 병합하여 석삼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내동(內洞) [마을] → 안골.
돌삼-골 [마을] → 석삼리.
돌-장승 [고적] 돌삼골 앞에 있는 장승. 돌로 만들었는데, 셋이 있음.
석삼(石三) [마을] → 석삼리.
안-골[내동] [마을] 돌삼골 안쪽에 있는 마을.
원-석삼(元石三) [마을] 석삼의 원 마을.
◉성덕-리(聖德里)[성덕골] [리] 본래 공주군 반포면의 지역으로서, 성덕골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동오리, 한삼리를 병합하여 성덕리라 하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동오-리(東五里)[동호] [마을] 한삼 북쪽에 있는 마을. 계룡천(공주군, 산천)이 마을 앞으로 흘렀음.
동호(東湖) [마을] → 동오리.
성덕-골(聖德-) [마을] → 성덕리.
성덕-들(聖德-) [들] 성덕리 앞에 있는 큰 들.
중촌-고개(中村-) [고개] 한삼에서 도암리로 넘어가는 고개.
한삼[한삼리] [마을] 성덕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한삼-리(汗三里) [마을] → 한삼.
회병골-고개(回屛-) [고개] 한삼에서 서쪽 노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신촌-리(新村里)[새말, 신촌]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새로 된 마을이므로, 새말 또
는 신촌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화사리를 병합하여 신촌리라 하여 연
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고초-절[꽃절골, 화사] [마을] 신촌리에 있는 마을. 뒤에 꽃절인 화사(花寺)가 있었음.
고촛-골 [골] 고초절 뒤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화사(花寺)가 있었음.
공동-묘지(共同墓地) [묘] 고촛골 동쪽에 있는 공동묘지.
꽃절-골 [마을] → 고초절.
먹먹-바위[묵암] [바위] 화암사 아래에 있는 바위. 반석위에 큰 바위가 집 처마 같이 나왔는데, 수백
명이 비를 피할 수 있음.
묵암(墨岩) [바위] → 먹먹바위.
비학-산(飛鶴山) [산] 신촌리 뒤에 있는 산. 모양이 학이 날아오는 형국이라 함.
새-말 [마을] → 신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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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新村) [마을] → 신촌리.
웃꽃절-골 [마을] → 웃말.
웃-말[웃꽃절골, 화사리] [마을] 고초절 위쪽에 있는 마을.
원-신촌(元新村) [마을] → 큰말.
지런-지 [들] 고초절 앞에 있는 들.
큰-말[원신촌] [마을] 신촌의 원 마을.
화사(花寺) [마을] → 고초절.
화사-리(花寺里) [마을] → 웃말.
화암-사(花岩寺) [절] 고초절에 있는 절.
◉영곡-리(靈谷里)[영구골, 영동] [리] 본래 공주군 반포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영구와 같다 하여, 영
구골 또는 영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윤산리, 회병리, 병암리, 한
림정, 유천리, 유산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영곡리라 하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
6542호에 의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버드내-골[유천리] [마을] 한양궁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음.
병암(屛岩) [바위] → 병풍바위.
병암-리(屛岩里) [마을] 영구골 북쪽에 있는 마을. 병풍바위가 있음.
병풍-바위(屛風-)[병풍암, 병암] [바위] 병암리에 있는 바위. 큰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음.
병풍-암(屛風岩) [바위] → 병풍바위.
영구-골(靈龜-) [마을] → 영곡리.
영동(永洞) [마을] → 영곡리.
유천-리(柳川里) [마을] → 버드내골.
한림-나루(翰林-)[한림진] [나루] 한림정 서쪽 금강가에 있는 나루터. 장기군 송원리로 건너감.
한림-정(翰林亭) [고적] 회병골 서북쪽에 있는 옛터. 중종 때 한림학사 신준미(申遵美)가 이곳에 정자
를 지으려고 터를 닦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거만하게 지나가는 것을 하인들이 잡아
서 꾸짖으려 하는 것을 신준미가 금지하였는데, 그 사람이 얼마 안가서 말에서 떨어져 죽
는 것을 보고, 이 정자를 짓는 것이 좋지 않다 하여, 정자를 중지하였는데, 그 후에 사람
들이 그 터를 가리켜 한림정이라 함.
한림-진(翰林津) [나루] → 한림나루.
한양-궁(漢陽宮) [마을] 영구골 서쪽에 있는 마을. 중종 때 한림학사 신준미(申遵美)가 기묘사화(己卯士
禍)에 몰리어 벼슬을 빼앗겨 이곳에 은거하면서 늘 한양의 왕궁을 생각하여 마을 이름을
한양궁이라 고쳤음.
◉영대-리(永垈里) [리]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유산리, 명촌
리, 신대동, 계양리, 영대리, 서대리, 상촌리와 대박동 일부를 병합하여 영대리라 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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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개양-리(芥陽里) [마을] → 지랭이.
검-바위¹ [마을] → 검배.
검-바위²[검은바위] [바위] 검배 위쪽에 있는 바위. 바위가 여럿이 박혀 있는데, 그 빛이 모두 검음. 그
아래에 먹는 우물이 있음.
검-배[검바위, 검암] [마을] 우려울 동쪽에 있는 마을. 검은 바위가 있음.
검뱃-골 [골] 검배가 있는 골짜기.
검암(黔岩) [마을] → 검배.
검은-바위 [바위] → 검바위².
계양-리(桂陽里) [마을] → 지랭이.
금병-산 [산] 영대리에 있는 산.
둔대(屯垈) [마을] → 둔디.
둔디[둔대] [마을] 우려울 위쪽에 있는 마을. 고려 때 거란 군사가 침입하여 둔 쳤던 곳이라 함.
말밋-들 [들] 양철골 앞에 있는 들.
망둥-이 [밭] 안버드래 뒤에 있는 밭.
매줄[매지울] [골] 우려울 앞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매지-울 [골] → 매줄.
명촌(鳴村) [마을] → 우려울.
명탄(鳴灘) [마을] → 우려울.
바깥-버드래 [들] 안버드래 바깥쪽에 있는 들.
바람-재 [고개] 청룡안에서 금천리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가 높고, 북쪽이 확 틔어서 늘 바람이 세다.
밤-절[율사] [마을] 음달둔디 안쪽 금병산 밑에 있는 마을. 옛날에 절이 있고, 밤나무가 무성하나 열매
가 열지 않다가 인조가 공주로 피난한 후부터 밤이 열기 시작했는데, 그 밤이 탕기만큼
커서 임금에게 올렸다 함.
삼마-곡(參麻谷) [마을] → 삼맛골.
삼맛-골[삼마곡, 신대] [마을] 우려울 남서쪽에 새로 된 마을. 삼을 많이 심었다 함.
상평(上坪) [마을] → 음달둔디.
서당-미 [골] 우려울 뒤쪽 너머에 있는 골짜기. 전에 사당이 있었음.
서대(西臺) [마을] 서대산 밑에 있는 마을.
서대-산(西臺山) [산] 우려울 서쪽에 있는 산. 높이 251m. 세 봉우리가 있음.
신대(新垈) [마을] → 삼맛골.
쌀-바위 [바위] 밤절 뒤에 있는 바위. 옛날에 바위틈에서 쌀이 꼭 밤절에 있는 중이 겨우 먹을 만큼
끼니때마다 나와 중을 살게 했는데, 욕심 많은 중이 많이 나오라고 부지깽이로 그 굴을
쑤시었는데, 별안간 피가 나오더니 영영 쌀은 나오지 않고, 그 대신 물이 나온다 함.
안-버드래[유산] [들] 우려울 앞에 있는 들. 전에는 버드나무가 많고, 마을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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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달-둔디[양둔대] [마을] 둔디 양달쪽에 있는 마을.
양-둔대(陽屯垈) [마을] → 양달둔디.
양철-골 [골] 망둥이 뒤쪽에 있는 골짜기.
우려-울[명탄, 명촌] [마을] 영대리에서 가장 큰 마을. 옆에 시내가 여울져서 물이 소리를 내면서 흘러
감. 전에는 공주군의 명탄면이 이곳에 있었고, 국민학교가 있음.
유산(柳山) [들] → 안버드래.
율사(栗寺) [마을] → 밤절.
음달-둔디[음둔대, 상평] [마을] 둔디 음달쪽에 있는 마을. 우려울 위쪽이 됨.
음-둔대(陰屯垈) [마을] → 음달둔디.
지랭-이[개양리, 계양리] [마을] 영대리에 있는 마을. 옛날 이곳에서 개자(芥子)가 많이 났다 함.
청룡-안(靑龍-) [마을] 양달둔디 위 산속에 있는 마을. 청룡 가닥이 마을을 싸고 있음.
◉영티-리(永峙里)[영재, 영티]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영재 고개가 있으므로, 영재
또는 영티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양리, 내동, 와룡동을 병합하여 영티
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부첫-골[불곡] [마을] 영티리에 있는 마을. 옛날에 절이 있었고, 오층탑이 있음.
불곡(佛谷) [마을] → 부첫골.
사양(砂陽) [마을] → 사양골.
사양-골[사양] [마을] 부첫골 위쪽에 있는 마을.
안-골[와룡동] [마을] 영티 안쪽에 있는 마을. “와룡농주형(臥龍弄珠形)”이 있다 함.
영-재 [마을] → 영티리.
영티(永峙) [마을] → 영티리.
오층-탑(五層塔) [탑] 부첫골에 있는 탑. 오층으로 되었음.
와룡-동(臥龍洞) [마을] → 안골.
◉용담-리(龍潭里) [리] 본래 공주군 반포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비룡소, 신대
동, 평촌리와 어득운리 일부를 병합하여 비룡소의 뜻을 따서 용담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
면에 편입됨.
다랑-소 [소] 비룡소 앞에 있는 소.
벌-말[평촌] [마을] 용담리 벌판에 있는 마을.
비룡(飛龍) [마을] → 비룡소¹.
비룡-소¹(飛龍沼)[비룡] [마을] 벌말 뒤쪽에 있는 마을. 비룡소라는 소가 있음.
비룡-소²(飛龍沼) [소] 용담리 서쪽에 있는 소. 그 위에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의 명당이 있다 함.
새터-말[신대리] [마을] 벌말 옆에 새로 된 마을.
성-재(城-) [고적] 우산봉 기슭에 있는 옛 성.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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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리(新垈里) [마을] → 새터말.
우산-봉 [산] 용담리 앞에 있는 산.
평촌(坪村) [마을] → 벌말.
◉용포-리(龍浦里)[대평장]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이암
리, 탑산리, 팽목정리와 가동 일부를 병합하여 구렁목과 잉어바위 밑으로 흐르는 금강의
뜻을 따서 용포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고, 1936년 큰 장마로 인하여 대평리가
강으로 변하고, 그 주민이 이곳으로 옮겨오는 동시에 시장도 함께 옮겨져서 그대로 대평
장이라 함.
가동(佳洞) [마을] 쑥티 서쪽 너머에 있는 마을.
강당-산(講堂山) [산] 장터 앞에 있는 산. 전에 강당이 있었음.
구렁-목 [고개] 장터 위쪽에 있는 고개.
대평-장¹(大平場) [마을] → 용포리.
대평-장²(大平場) [마을] → 장터.
쑥-디 [마을] → 쑥티.
쑥-티[쑥디, 애티] [마을] 장터 뒤에 있는 마을. 쑥밭이 있음.
애티(艾峙) [마을] → 쑥티.
이암¹(鲤岩) [마을] → 잉어바위¹.
이암²(鲤岩) [바위] → 잉어바위².
이암-리(鲤岩里) [마을] → 잉어바위¹.
잉어-바위¹[이암, 이암리] [마을] 잉어바위가 있는 마을.
잉어-바위²[이암] [바위] 장터 서쪽 큰길가에 있는 바위. 전에 냇물이 이 바위 밑으로 흘러 내려갔는데,
물이 깊고, 잉어가 늘 바위 밑에서 놀며, 또 바위 모양이 잉어처럼 생겼는데, 현재는 길가
에 파묻혀 있음.
장-터[대평장] [마을] 잉어바위 위쪽에 있는 마을. 1936년 큰 장마로 인하여 대평리가 없어지고, 이곳
에 시장을 새로 개설하였음.
탑산-리(塔山里)[태산] [마을] 강당산 밑에 있는 마을. 옛날에 탑이 있었음.
태산(胎山) [마을] → 탑산리.
팽나무-정이[팽목정리] [마을] 용포리에 있는, 팽나무가 있는 마을.
팽목정-리(彭木亭里) [마을] → 팽나무정이.
◉장재-리(長在里)[장절골, 장재, 지석총]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뒷산에 장절이란
절이 있으므로 장절골 또는 장재(長在)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산리
와 공주군 명탄면의 석삼동 일부를 병합하여 장재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이
곳에 지석총 셋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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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무덤[장재, 지석총] [고적] 장재리에 있는 바위무덤. 고인돌 셋이 있는데, 둘은 장재리 큰길가
위와 아래에 있고, 하나는 뒷산 높게 있는데, 모두 양쪽에 넓은 돌로 광중 하나만큼 옆을
대고, 그 위에 크고 넓은 바위로 덮었는데, 맨 위와 끝에 있는 것은 모양이 같고, 다만 한
가운데 있는 것은 덮은 바위가 유난히 넓고 둥그스름하다.
금산(金山) [마을] → 질재.
금산-리(金山里) [마을] → 질재.
길-재 [마을] → 질재.
길재-고개 [고개] → 질재고개.
돌-댕이 [골] 장재 오㎜쪽에 있는 골짜기.
마당-모루 [들] 서근소 위쪽에 있는 들.
사릿-골 [골] 장재 왼쪽에 있는 골짜기.
서근-소 [들] 장재 앞에 있는 들.
쌍바위-산 [산] 장재 뒤에 있는 산. 맨 위에 있는 고인돌 무덤의 바위가 쌍으로 되었음.
장재(長在) [마을] → 장재리.
장절-골¹ [마을] → 장재리.
장절-골² [골] 장재 뒤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장절이 있었음.
재뱅-이 [골] 돌댕이 위쪽에 있는 골짜기.
지석-총¹(支石塚) [마을] → 장재리.
지석-총²(支石塚) [고적] → 고인돌무덤.
질-재[길재, 금산, 금산리] [마을] 장재 동쪽에 있는 마을. 괴화산(군, 산천) 밑이 되는데, 이곳에 금이
석자 세 치나 쌓여 있다 하며, 또 김씨의 묘가 있음.
질재-고개[길재고개] [고개] 질재에서 황룡리로 넘어가는 고개.
짓-골 [골] 사릿골 뒤에 있는 골짜기.
◉축산-리(丑山里)[취산, 축산]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뒤에 수리산이 있으므로, 한
자로 옮겨 취산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축산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
봉천리, 하봉천리, 구룡리, 용곡리를 병합하여 축산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구렁-말 [마을] → 궝말.
구룡(九龍) [마을] → 궝말.
구룡-리(九龍里) [마을] → 궝말.
궝-말[구렁말, 구룡, 구룡리] [마을] 축산 건너 구석에 있는 마을. “구룡농주형(九龍弄珠形)”의명당이
있다 함.
느리-실[용곡리] [마을] 궝말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느리실-방죽 [못] 느리실 앞에 있는 방죽.
봉천(鳳川)[하봉천] [마을] 금천리의 황새미 아래쪽에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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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산 [산] 축산 뒤에 있는 산.
안봉-천(-鳳川) [마을] 봉천 안쪽에 있는 마을.
용곡-리(龍谷里) [마을] → 느리실.
축산(丑山) [마을] → 축산리.
취산(鷲山) [마을] → 축산리.
하-봉천(下鳳川) [마을] → 봉천.
◉호탄-리(壺灘里)[호려울, 동창] [리]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마을 앞에 병처럼 생긴 여
울이 있으므로, 호려울 또는 호탄이라 하며, 또 사창의 창고가 있으므로 동창이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페합에 따라 공주군 명탄면의 석삼동 일부를 병합하여 호탄리라 하여 연
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강다-고개 [고개] 동창에서 남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돌-탑 [탑] 동창 앞 좌우에 있는 탑. 작은 돌로 3m 가량 쌓아 올렸는데, 매년 정월 보름날에 제사를
지냄.
동창(洞倉) [마을] → 호탄리.
두루-봉 [산] 동창 창고터 뒤에 있는 산. 모양이 둥글다.
사창-터(社倉-) [터] 동창 한가운데 있는 사창의 터. 일제 강점기에 이 창고를 헐고 면사무소를 지었
음.
서근섯-들[서근솟들] [들] 동창 앞에 있는 들. 깊은 소가 있었음.
서근솟-들 [들] → 서근섯들.
안-터 [마을] 동창 동쪽 너머에 있는 마을. 전에 안(安)씨가 살았는데, 도깨비가 장난하여 솥뚜껑을 솥
안에 넣는 여러 가지의 변란을 일으키므로, 이 마을을 비게 되었는데, 현재 금호 중학교가
있음.
지랭이-산 [산] 동창 뒤에 있는 산.
징-골 [골] 지랭이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 큰 징골과 작은 징골이 있음.
호려-울 [마을] → 호탄리.
◉국곡-리(菊谷里)[국곡] [리] 본래 공주군(公州郡) 반포면(反浦面)의 지역으로서, 들국화가 많이 있으므
로, 국곡(菊谷)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포리(龍浦里), 행정리(杏亭
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국곡리가 되었으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면서 세종
특별시 금남면 국곡리가 되어 현재에 이름.
국곡(菊谷) [마을] → 국곡리.
대-바위[죽암] [바위] 심방골 서쪽에 있는 바위. 바위 밑에 대숲이 있음.
바탕[용포리] [마을] 국곡 북동쪽 계룡천(군, 산천)가에 있는 마을. 전에 솥점이 있었음.
성재-고개 [고개] 국곡리에서 서쪽 성강리로 넘어가는 고개.

- 43 -

신선-바위(神仙-)[신선암] [바위] 대바위 옆에 있는 큰 바위. 둘이 마주 서 있음.
신선-암(神仙岩) [바위] → 신선바위.
심방-골(尋芳-)[심방동] [마을] 국동 북쪽에 있는 마을.
심방-동(尋芳洞) [마을] → 심방골.
용포-리(龍浦里) [마을] → 바탕.
죽암(竹岩) [바위] → 대바위.
죽암-사(竹岩寺) [절] 대바위 옆에 있는 절.
◉도남-리(道南里) [리] 본래 공주군(公州郡) 반포면(反浦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
라 남월(南月), 성티(城峙), 되너머, 반영리(盤永里)를 병합하여 되너머와 남월의 이름을 따
서 도남리가 되었으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시 금남면 도남리가
되어 현재에 이름.
나몰(羅沒) [마을] → 남월.
남월(南月)[나몰, 목동] [마을] 도남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뒤에는 산이 둘러있고, 앞에는 금강이 가로
흐르는데, 동구애 나무가 많고, 뒷산의 모양이 오행(五行)의 목체(木體)라 함.
되-너머¹ [고개] → 불티¹.
되-너머² [마을] → 불티².
목동(木洞) [마을] → 남월.
반영(盤永) → 안골.
불-재 [마을] → 불티¹.
불-티¹[불재, 되너머, 화티] [마을] 남월 남서쪽에 있는 마을. 불티 밑이 됨.
불-티²[되너머, 화티] [고개] 불티 뒤에 있는 고개. ① 산부리에 고개가 있음. ② 고개가 매우 됨.
불티-나루[화티진] [나루] 불티 북쪽에 있는 금강의 나루터. 장기면 금암리로 통함.
성강-재¹[성재, 성티] [마을] 성재 밑에 있는 마을.
성강-재²(聖岡-)[성재, 성티] [고개] 남월 남동쪽에 있는 고개. 성강산성(聖岡山城)(군, 산천) 밑이 되며,
도남리(道南里)에서 남동쪽 성강리로 넘어감.
성-재¹(城-) [마을] → 성강재¹.
성-재²(城-) [고개] → 성강재².
성-티¹(城峙) [마을] → 성강재¹.
성-재²(城峙) [고개] → 성강재².
안-골[안지울, 반영] [마을] 불티 남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높은 산 밑 골짜기가 되므로 안골 또는
안지울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일본인들이 잘못하여 반영으로 하였
음.
안-지울 [마을] → 안골.
화티¹(火峙) [마을] → 불티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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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티²(火峙) [고개] → 불티¹.
화티-진(火峙津) [나루] → 불티나루.
◉봉암-리(鳳岩里)[봉암대, 봉암] [리] 본래 공주군(公州郡) 반포면(反浦面)의 지역으로서, 봉암대(鳳岩
臺)가 있었으므로, 봉암대 또는 봉암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천리
(德川里), 송곡(松谷)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봉암리가 되었으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시 금남면 봉암리가 되어 현재에 이름.
국동-고개(菊洞-) [고개] 봉암리에서 국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봉암¹(鳳岩) [마을] → 봉암리.
봉암²(鳳岩) [바위] → 봉암대.
봉암-대¹(鳳岩臺) [마을] → 봉암리.
봉암-대²(鳳岩臺)[봉암] [바위] 봉암리 뒤에 있는 바위. 큰 바위가 대를 이루었는데, 부엉이가 깃들었다
고 함.
새텃-골 [마을] 봉암리 서쪽에 새로 터를 잡아 이룩된 마을.
◉성강-리(聖岡里)[성강] [리] 본래 공주군(公州郡) 반포면(反浦面)의 지역으로서, 성강산성(聖岡山城)
(군, 산천) 밑이 되므로, 성강(聖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남산리
(南山里), 성산(城山), 화암리(花岩里)를 병합하여 성강리가 되었으며, 2012년 세종특별자
치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시 금남면 성강리가 되어 현재에 이름.
가는-골[세동] [골] 남산소 남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남산(南山) [마을] → 남산소.
남산-리(南山里) [마을] → 남산소.
남-산소(南山所)[남산, 남산리] [마을] 함전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인조 때 좌의정 남이웅(南以雄)
의 산소가 있음.
남산-영당(南山影堂) [사당] 남산소에 있는 좌의정 남이웅의 영당.
범-허리 [고개] → 범허리고개.
범허리-고개[범허리] [고개] 함정 뒤에 있는 고개. 범이 다니는 목이 되는데, 함정을 파 놓았다고 함.
부엉-더미 [마을] 함전 옆에 있는 마을.
성강(城江) [마을] → 성강리.
세동(細洞) [골] → 가는골.
어영-골 [골] 남산소 뒤에 있는 골짜기.
함전(咸田)[화정, 함정] [마을] 성강 남동쪽에 있는 마을. 범허리고개 밑이 되므로 함정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함전(咸田), 화정(花亭)이 되었다고 함.
함정 [마을] → 함전.
화정(花亭) [마을] → 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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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리(圓峯里)[원봉] [리] 본래 공주군(公州郡) 반포면(反浦面)의 지역으로서, 두리봉이 있으므로 원
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은계리(隱溪里), 주곡리(舟谷里)를 병합하
여 원봉리가 되었으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면서 세종특별시 금남면 원봉리가
되어 현재에 이름.
교동(校洞) [마을] → 향교골.
두루-봉 [산] → 두리봉.
두리-봉[두루봉, 원봉] [산] 원봉리 앞에 있는 산. 높이 110m 되는데, 봉우리가 둥그스름하다.
반개[반포, 번개] [마을] 원봉 북서쪽에 있는 마을. 남쪽에 불티가 있고 북쪽에 금강이 흐르는데, 백제
시기 고을 터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면의 이름으로 정함.
반포(反浦) [마을] → 반개.
번개(番介) [마을] → 반개.
배-골[주곡] [마을] 행정 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배와 같다 하며, 지금도 우물을 파지 않고, 흐르는
냇물을 식수로 씀.
오룡(五龍) [마을] → 오룡골.
오룡-골(五龍-)[오룡동, 오룡] [마을] 원봉 남쪽에 있는 마을. 오룡쟁주형(五龍爭珠形)의 명당이 있다
함.
오룡-동(五龍洞) [마을] → 오룡골.
원봉¹(圓峯) [마을] → 원봉리.
원봉²(圓峯) [산] → 두리봉.
은계(隱溪) [마을] → 행정.
주곡(舟谷) [마을] → 배골.
행정(杏亭)[은계] [마을] 원봉 동남쪽에 있는 마을. 은행나무 정자가 있음.
향교-골(鄕校-)[향교동, 교동] [마을] 원봉 동남쪽에 있는 마을. 백제 때 향교가 있었다고 함.
향교-동(鄕校洞) [마을] → 향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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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문화재 보존대책 현황
○총 현황
(단위 : ㎡)

사업면적
4,970

지표조사
면적
4,970

입회조사
•

발굴조사

보존

시굴조사

표본조사

정밀조사

일부보전

이전보존

•

•

•

•

•

<표 1>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세부현황(기조사성과 포함)
번

문화재명

소재지

이격거리

성격

조사단 의견

종류

1

세종 산학리 사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산학리 산22-1

2.4㎞

종교신앙유적

영향없음

기존

2

연기 송원리 금암뜰유적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13-1 일원

1.1㎞

유물산포지

영향없음

기존

3

세종 가람동 효자
임자의・임태선 쌍정려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76-3

1.8㎞

유교건축

영향없음

기존

4

세종 가람동 원우
마제석기 출토지

세정특별자치시 가람동 산31

1.8㎞

유물산포지

영향없음

기존

5

세종 한솔동 금호서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349-1

2.8㎞

유교건축

영향없음

기존

6

세종 가람동 열녀 일개
열녀비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352-9

2.7㎞

기념물

영향없음

기존

7

원봉리 원봉유물산포지
(세종 원봉리 산15-1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산15-13

255m

생활유적
(조선시대)

영향없음

기존

8

세종 영곡리 병암서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영곡리 581

1.5㎞

유교건축

영향없음

기존

9

세종 영곡리 유물산포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영곡리 413-5

2.0㎞

유물산포지

영향없음

기존

10

공주 장기-연기 동면
도로확장 및
보장공사부지내 유적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58 일원

2.1㎞

유물산포지

영향없음

기존

11

공주 금암리 마루뜰 유적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61-13 일원

2.0㎞

유존가능지

영향없음

기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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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고찰(조사단 의견)
‘세종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는 2017년 08
월 16일부터 2017년 08월 21일까지(실조사일수 1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472-15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4,970㎡이다.
조사는 우선 문헌기록 및 기 조사된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대상지역 주변의 문화유적 현황을 파악하
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들을 정리함과 더불어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해발 111m의 두리봉(원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의 하단부로, 해발
43~74m 내외에 해당되며, 주변에는 해발 250m 이내의 산지가 발달하여 있고, 산지 사이에 곡간충적
지가 형성되어 있다.
지표조사는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르는 매장문화재의 징후인 유구의 흔적과 유물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경작지와 단애면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인 472-15번지 일원은 북-동-남 방형으로 꺾이는 ‘ㄱ’자형을 보이며, 두리봉과 근접한 북
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모습이다.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남서쪽은 높이 약 1~5m 정도
의 절개지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지역은 현재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부에 동-서 방향의 소로가 두리봉(원봉)까지 나있다.
소로는 능선의 정상부와 곡부 상단을 따라 개설되어 있으며, 지형도상 등고선이 완만하게 표기되어 있
으나 곳곳에 소곡부가 발달하여 있고 경사도는 심한 편이다. 남서쪽 절개지에서 보이는 단애면은 암맥
과 풍화암반토가 기반층을 이루고 있어 조사지역 역시 동일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표상에는 부엽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곳곳에서 바위가 노출되어 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은 경사도가 심하고 곳곳에 소곡부가 발달하며, 암반의 노두가 노출되어 있어 매
장문화재가 분포하기에 부적합한 지형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표상에서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고찰해 보면 지형여건과 현장조사 결과로 보아 조사지역 내 매장문화재
의 유존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자료 조사결과 직접영향권내(0~100m)에는 유적이 확인되
지 않으며, 간접영향권내(100~500m)에는 북쪽으로 255m 정도 이격되어 ‘원봉리 원봉유물산포지’ 1개
소만 위치하고 있다. 주변영향권(500~1㎞)은 조사지역과 이격거리가 상당하여, 공사진행시 훼손의 우
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정된 개발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표
조사는 지형적 특징 및 지표상에 드러난 유구・유물의 흔적에 대한 육안조사임을 감안하면 공사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공사 시행 과정에서 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
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각 굴착행위를 중단하고 관계기관(문화재
청・지방자치단체)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범위가 재조정될 경우 변
경면적에 대한 추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48 -

사 진

<사진 1> 조사지역 전경(남쪽에서)

<사진 2> 조사지역 전경(남서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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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조사지역 전경(동쪽에서)

<사진 4> 조사지역 동쪽 이장분묘 근경(남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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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조사지역 소로 근경(동쪽에서)

<사진 6> 조사지역 세부근경1(남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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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지역 세부근경2(소곡부 발달상태)

<사진 8> 조사지역 세부근경3(남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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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지역 세부근경4(소곡부 발달상태)

<사진 10> 조사지역 세부근경5(소곡부 및 급경사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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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지역 세부근경6(암반 노출상태)

<사진 12> 남동쪽 단애면 노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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