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택 고 덕 면 두 릉 리 103-2번 지 일 원
제 1,2종 근 린 생 활 시 설 조 성 사 업 부 지

문 화 재 지 표 조 사 보 고 서 (국 비 지 원 )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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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본 조사는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의 주관하에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이 주식회사와이비케
이와 국비지원 협약서 체결을 통해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총 25,509㎡이다.
3. 보고서에 수록한 주변유적 분포도 및 조사지역 현황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0 및
1:25,000 지형도를 판형에 맞게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4. 본 보고서에 표시된 유적의 분포 범위는 지표상에 노출된 유물 및 지형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
므로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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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번 지표조사 대상지는 주식회사와이비케이(이하 사업시행자)가 추진 중인 ‘평택 고덕
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조성부지’로서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
시 고덕면 두릉리 102-3번지 일원에 해당되며, 총 사업대상면적은 25,509㎡이다.
사업시행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
령」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이전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7조 3항
에 의거하여 국비지원 지표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조사기관에 선정된 본원이 동법 시
행령 제32조 제3항 5호에 따라 국비지원 업무의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한국매장문화재협
회의 주관하에 2017년 8월 24일 ~ 8월 29일에 걸쳐 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 및 분석,
보고서 작업 순으로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현장조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실시되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보고서와 문헌자료를 통하여 기존에 알려진 유적의 존
재여부, 성격 등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사진 및 지도 등의 자료를 통해 조사대상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여 유적의 입지조건을 살펴봄은 물론 현장조사방법에 대한 계획
도 수립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진행하였는데, 지상에서 확인되는 유형의
문화재와 지하에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적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
다. 또한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변 문화재까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하였
다. 현장조사의 내용은 사진촬영 및 조사일지로 모두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
업은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번 조사의 개요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 사 명 : 평택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목적 : 이번 지표조사의 목적은 평택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 제1,2종 근
린생활시설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에 앞서 해당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에 분포하
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확인하고, 매장문화재의 유존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문화유적의 보존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
(경기도 평택시 두릉리 산16-2・103-7・103-2・산17-12번지,
당현리 364-2・산79-2・산79-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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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면적 : 25,509㎡
□ 조사용역 수행기간 : 2017년 8월 24일 ~ 2017년 8월 29일(총 4일간)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1일, 보고서 작성 1일]
□ 조사단구성
조 사 단 장 : 김 한 상(서울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책임 조사원 : 서 정 일(서울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사

원 : 정 태 진(서울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장)

준 조 사 원 : 김

영(서울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조사용역 발주처 : 주식회사와이비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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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지표조사대상지는 동경 127°03′, 북위 37°07′ 부근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
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79-4번지 및 두릉리 산 16-2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평택은 수도
서울의 외곽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최남단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단(용이동, 동경
127°09′)과 서단(포승읍 원정리, 동경 126°46′)의 길이가 33.40㎞, 남단(현덕면 권관리,
북위 36°54′)과 북단(진위면 동천리, 북위 37°08′)의 길이가 32.92㎞로 총면적은 458.12
㎢(2014년 12월 31일 기준)이다.
2017년 6월 31일 기준으로 4읍 5면 13개 행정동, 27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경기도 안성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및 아산만에 접해
있다. 인구는 470,832명(2016년 12월 31일 기준)이다.
평택시의 지형은 한반도 특유의 노년기 최후 단계인 저산성 구릉으로 이루어진 지역으
로 높은 산지보다는 낮은 구릉이 많은 지역이다. 김포의 문수산에서 죽산의 칠현산으로
흐르는 북부의 한남정맥(漢南正脈)과 칠현산에서 보령의 백월산으로 내려가다 서산의 팔
봉산으로 올라가 흐르는 동부와 남부의 금북정맥(錦北正脈)이 서부의 서해(西海)를 만나
평택을 중심으로 에워싸는 모습으로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이다. 하지만 평택은 산세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동북부 일부의 산악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낮은 구릉지이
다. 서해에 가깝고 하천이 곳곳에 형성되어 내륙평탄지(內陸平坦地)와 해안평탄지(海岸平
坦地) 등의 충적지(沖積地)가 형성되어 있다.

【지도 1】평택시 행정구역도
1) 한국미술사연구소․ 평택시,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平澤市.
평택시청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평택소개 기본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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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는 크게 한남정맥의 줄기를 이어 화성에서 평택으로 뻗는 북부산맥과 한남정맥의
줄기를 이어 안성에서 평택으로 뻗는 북동부산맥, 그리고 남부 평야지대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나눌 수 있다. 북부산맥은 덕지산(해발 137.5m)에서 뻗어 무성산(해발 104.7m) ․
오봉산(해발 112m) ․ 자미산(해발 110.8m) ․ 비파산(해발 102.2m)으로 형성되었고, 북동
부산맥은 무봉산(해발 208.3m) ․ 덕암산(해발 164m) ․ 백운산(해발 190m)에서 뻗어 부
락산(불악산, 해발 149m) ․ 원적봉(해발 76.6m) ․ 함박산(해발 57m)으로 형성되었다. 남
부 구릉성 산지는 고등산(해발 158m)을 제외한 나머지 해발고도 30~100m 사이의 부용
산(해발 33.2m) ․ 원기산(해발 48.0m) ․ 대덕산(해발 58m) ․ 불당산(해발 59m) ․ 무수산
(해발 59.2m) ․ 옥녀봉(해발 84m) ․ 마안산(해발 101m) ․ 함박산(해발 103.3m) 등이 있
다.
하천은 총 연장 133.6㎞에 크고 작은 22개의 하천이 중심부를 관통하여 가지를 뻗는
형태로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22개의 하천은 규모에 따라 6개의 직할하천과 16개의
준용하천으로 나뉘는데, 직할하천은 안성천 ․ 진위천 ․ 황구지천 ․ 둔포천 ․ 도대천이 있
고, 준용하천은 통복천 ․ 도일천 ․ 지산천 ․ 장안천 ․ 서정천 ․ 진위천 ․ 방림천 ․ 신궁천 ․
사후천 ․ 장등천 ․ 두릉천 ․ 관리천 ․ 교포천 ․ 대반천 ․ 군계천 ․ 산하천이 있다.
경기도에는 시생대(始生帶)의 지층이 주로 발달되어 있는데, 평택시에 분포하는 지층은
그 중 하부연천계(下部漣川系)로 평택지역의 지질은 캠브리아대(先 cambrian) 중 시생대
(始生代)의

편마암(片麻巖)류와

이를

관입(貫入)한

중생대(中生代)

중기인

쥬라기

(Jurassic)의 화강암(花崗巖)류, 시대미상의 맥암(脈巖)류, 신생대(新生代) 제4기의 충적층
(沖積層)으로 구분된다. 선캠브리아대에 속하는 지역은 해안에 면한 포승면과 청북읍 일
대의 서산층군(西山層群)의 편암(片巖) 지대, 동북부와 진위 ․ 서탄면, 청북읍 북부는 흑
색을 띠는 편마암 지대 등이 있다. 쥬라기에 속하는 지역은 남부 현덕면 일대의 대보화
강암(大寶花崗巖) 지대이다. 제4기에 속하는 지역은 진위천 연변 일대의 광범위한 충적층
지대이다. 평택지역에서 산출되는 광물은 고덕면 야산 일대에 운모(雲母)가, 오성면 대반
리, 안중면 삼정리, 현덕면 기산리, 팽성읍 대추리 ․ 두정리 ․ 함정리 일대에 운모와 토탄
(土炭)이, 청북읍 오봉산 부근에 흑연(黑鉛)이, 현곡리 부근에 고령토(高嶺土)가 산출(産
出)된다. 토양은 하천의 범람(氾濫)으로 형성된 범람원(汎濫原)과 하구의 발달된 퇴적토와
하천 양안(兩岸)의 물의 침식에 의한 하안단구(河岸段丘)와 해성충적토(海成沖積土)로 구
분할

수 있으며, 노년기(老年期)에 해당하는 지형으로 하천이 많아 물의 운반 ․ 퇴적작

용에 의하여 하성충적토(河成沖積土)를 이루어 상류부분은 사질토(沙質土), 하류부분은
점토층(粘土層)으로 되어 있다. 하구(河口)와 하천이 합류하는 삼각주(三角洲) 평야인 서
탄면 하부지역은 하구에서 유속(流速)이 감소되어 만(灣)에 들어갈 때 그 일부가 퇴적되
어 점토로 구성된 비옥한 토지로 바뀐다. 대부분이 진흙이며, 크고 작은 모래와 찰흙으로
되어 있어 벼농사에 적합하다.
기후(氣候)는 차령산맥(車嶺山脈) 북서 끝단, 24.5㎞에 이르는 해안선에 접하고, 해발
약 160m 이내의 비교적 낮은 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평야지대로 서해안 쪽에서 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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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조사대상지역 일대 경사도(출처 : 흙토람)

【도면 2】조사대상지역 일대 분포지형도(출처 : 흙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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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조사대상지역 일대 지질도(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도면 4】조사대상지역 일대 퇴적양식도(출처 : 흙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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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조사대상지역 일대 토양모재도(출처 : 흙토람)

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북서계절풍(北西季節風)과 남서계절풍(南西季節風)의 영향으로
겨울은 한랭건조(寒冷乾燥)하고 여름은 고온다습(高溫多濕)한 전형적인 중부서안형(中部
西岸型)에 속한다. 연평균 기온은 12.1℃, 1월 평균기온은 -2.7℃, 8월 평균기온은 27.
3℃이다.
강수량은 산지의 발달이 적어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강수량의 약 70％가 내리며, 전
선성강우(前線性降雨)에 의한 집중호우(集中豪雨)도 내리는 현상이 보인다. 연중 강수량
은 695.5㎜, 1월 강수량은 1.5㎜, 7월 강수량은 201.5㎜이다(2016년 기준).
조사지역이 위치한 당현리 산 79-4번지 및 두릉리 산 16-2번지 일원은 천덕산(335m)
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지맥의 낮은 산악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의 지형이 급경사
(30~60%)에 가깝다. 조사지역 일대의 지질은 흑운모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다(도면 1~5).

2. 고고학적 배경
평택시 일대는 낮은 구릉과 충적지의 비옥한 토양, 그리고 서해와 접해있는 자연 지리
적 요인으로 인하여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이
를 증명하듯 최근 여러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유적이 보고되고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희곡리, 홍원리, 현화리, 원정리, 여염리, 용이동, 송담리가 조사되
었고, 석정리, 운정리2), 용성리3)가 지표조사로 확인되어 총 10개 지역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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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리유적4)에서는 찍개 ․ 밀개 ․ 다면석기 ․
긁개 등이 출토되었으며, 홍원리유적5)에서는
격지 1점이 출토되었다. 현화리유적6)은 2차례
조사되어 Ⅲ지구 집터아래 갱신세층에서 구형
석기 1점이 수습되었다. 원정리유적7)에서는 조
개더미층과 조개더미 아래층, 그리고 조개더미
위쪽 산사면의 발달된 갱신세층에서 구석기가
수습되었다. 석기의 종류는 밀개, 긁개, 톱니날
등 석영제 석기류가 대부분이다. 여염리유적8)

【사진 1】희곡리유적

에서는 석영제 몸돌 ․ 격지 ․ 톱니날 ․ 밀개 등
54점이 출토되었으며, 용이동유적9)에서는 조각
돌 ․ 몸돌 ․ 자갈돌 석기 등 총 288점이 출토되
었다. 특히 지표조사된 석정리10)유적에서는 몸
돌과 다각면원구가 채집되어 앞으로 구석기 유
적·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원정리11) ․ 지제동유
적12)을 들 수 있다. 원정리유적은 서해상의 아
산만과 남양만이 갈라지는 돌출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나지막한 구릉성 산지의 남사면에
위치하는데, 구릉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개더미
층은 2m이상 두터워지고 있다. 수습유물로는
소위 금강식토기의 구연부와 석착과 석도 등

【사진 2】지제동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간석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지제동유적에서는
유구와 층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 및 유물은 비교적 여러 곳에서 보고되었다. 지표채집 유물로는 현덕
면 도대리, 팽성면 두정리, 고덕면 방축리, 오성면 양교리, 청북면 현곡리 등에서 매장문
화재가 신고된 바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하여 청동기시대 문화를 밝혀낸 곳은 현화리유
2) 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3) 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 관방유적(Ⅰ) 정밀지표조사보고서.
4) 이융조·하문식, 1995, ｢평택 내기리·희곡리 발굴조사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5) 한창균 外, 1995, ｢구석기유적조사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구간(안산∼안중)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Ⅱ.
6) ① 충북대학교선사문화연구소, 1995, 평택 현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② 충북대학교선사문화연구소, 1996, 평택 현화리 유적.
7) 아주대학교박물관, 1997, ｢평택 원정리유적 발굴조사 개보｣, 料技考古硏究 2.
8)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산업단지) 조성부지내 1구역 평택 장당동유적.
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평택 용이동 유적-평택 도시개발사업단지내문화유적.
10) 경기도박물관, 1999, 주2)의 전게서.
11) 아주대학교박물관, 1997, 주7)의 전게서.
12) 세종대학교박물관, 1999, ｢평택 지제동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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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13)과 지제동유적14) ․ 소사동유적15) ․ 용이동
현촌유적16) ․ 현곡 토진리유적17)을 들 수 있다.
현화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집자리 5기가 처
음으로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공렬
토기, 구순각목 · 공렬토기, 홍도, 석촉, 마제석
부 등이 있다. 지제동유적에서는 주거지 8기와
움(수혈유구) 4기가 확인되었다. 소사동유적에
서는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74기
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공렬토기,

【사진 3】현화리유적 청동기 주거지

호형토기, 유공저부, 일단경식석촉 등이 출토되
었다. 현곡 토진리유적에서는 31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구순각목 · 공렬이
새겨진 발형토기, 호형토기와 소호등이 출토되
었으며, 석기로는 합인석부, 마제석검, 석도, 석
촉, 석착, 지석 등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전기
에서 중기에 이르는 문화상을 연구하는데 중요
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이동 현촌유
적에서도 소사동유적과 비슷한 유형의 주거지
4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수월암리유적에서는 지
석묘와 소형의 석관묘가 다수 확인되었는데18)
토진리유적의 석관묘와 비교되며 이시기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조사된 예가 적으며, 토
진리유적과 소사벌유적에서 흑도장경호, 원형점
토대토기, 토제방추차 등이 토광묘에서 수습되
었다.

【사진 4】토진리유적 청동기 주거지와 출
토유물

원삼국시대 유적으로는 대추리 · 금각리유적19), 마두리유적이 있다. 대추리 · 금각리유
적에서는 원삼국시대 대형옹이 수혈유구 및 구상유구에서 확인되었고, 마두리유적에서는
마형대구, 철부, 철겸, 목걸이 등이 부장된 토광묘가 3기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유적은 지표조사20)를 통해 안성천 하류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많은 유적이 분
13) 충북대학교선사문화연구소, 1996, 주6)-②의 전게서.
14) 세종대학교박물관, 2000, 평택 지제동유적.
15) ① 유병린·강병학, 2005, ｢평택 소사동유적｣,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29, 한국고고학회.
②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평택 소사동유적.
16) (재)덕난문화유산연구원, 2013, 평택 용이동 현촌유적.
1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 토진리유적.
18)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평택 경동나비엔 공장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9)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평택 대추리·금각리유적.
20) 평택시·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 관방유적(Ⅰ) 정밀지표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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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 대추리, 백봉리,
기산리, 무성산, 자미산 일대에서 경질무문토기
와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또한 방축리유
적21)과 현화리유적22)이 있으며, 방축리유적에
서는 백제시대 토광묘 1기, 현화리유적에서는
백제시대 가마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평택 용
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 유적23)에서
는 백제시대 원형수혈 8기가 조사된 바 있으며,
백봉리유적24)에서는 백제토기가마를 비롯한 수

【사진 5】자미산성 석축성벽

혈과 작업장이 확인되었다. 동창리유적25)에서
는 삼국시대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관방유적 조
사26)를 통하여 무성산성, 자미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덕목리성, 괴대봉수대가 조사되었다.
석축흔적이 있는 자미산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테뫼식 토성이고, 각 산성들의 축성시기는 2~5
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도곡리유적27), 지산
동유적28), 도일동유적29), 갈곶리유적30)이 있

【사진 6】갈곶리 토기가마

다. 도곡리유적에서는 석곽묘가 지산동유적에서
는 추정 고상가옥이 확인되었으며,도일동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27기가 확인되
었고, 갈곶리유적에서는 대부완등이 출토되는 토기가마 2기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의 유적으로는 남산리유적에서 기와가마가 조사되었다. 지산동유적 및 토진리
유적, 백봉리유적에서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도일동유적에서는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관방유적으로는 견사리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적목리성, 석장리장성, 농성 등이 있

다31).
조선시대 이후 유적으로는 내천리유적32), 칠원동유적33), 지제동유적34), 금곡리유적, 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평택 방축리.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6, 평택 현화리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평택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평택 백봉리유적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구간내 발굴조사.
삼강문화재연구원, 2011, 평택 동창리유적.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평택 서부 관방산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 2006, 평택 도곡리 유적.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평택 신왕-도일간(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2차) 평택 지산동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주27)의 전게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주28)의 전게서.
백종오, 2003, ｢고려성곽｣,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평택 내천리.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평택 칠원동.
세종대학교박물관, 2000, 평택 지제동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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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유적35), 두릉리유적36), 칠괴동유적37), 토
진리유적38), 도일동유적, 지산동유적, 궁리유
적39), 도곡리 · 홍원리유적40), 내천리유적, 용
이동유적41), 소사벌유적42) 등에서 기와가마,
건물지, 주거지, 수혈유구, 토광묘 등이 조사되
었다. 관방유적으로는 봉남리 아곡마을산성, 무
성산성, 장토성 등이 있으며43), 봉수로 괴태곶
봉수가 있다44). 최근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3구역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대규모 주거지군

【사진 7】칠원동유적

및 토루가 확인되었다45).
3. 역사적 배경
청동기시대의 토착적 문화에 세형동검 및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중부이남 지역에 한
(韓)이라는 정치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한은 마한 54개국, 진한・변한이 각각 12개국으로
78개국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46). 이 삼한 중에 평택지역은 마한의 영역에 속했던 지역
으로 볼 수가 있으며, 마한의 54국 중에 목지국(직산, 성환, 평택)으로 비정될 수 있
다47). 이후 평택 일대는 점차 한강일원에서 강성해진 백제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
에 진위 지역은 연달부곡(淵達部曲)이나, 혹은 금산현(金山縣), 또는 송촌활달(宋村活達)
로, 평택 지역은 하팔현(河八縣)48) 등으로 불려지면서 백제의 지방행정단위로 편제되었
다.
5세기 들어 장수왕은 남진정책에 힘을 기울여 백제의 수도 한성을 475년에 함락시켰
다. 이로써 한강유역은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한강유역 일대를 취하자, 이
곳에 한산군(漢山郡)을 설치해 자신의 지방행정단위로 편제했다. 또한 진위지역도 부산현
(釜山縣)으로 개편되어 고구려의 군현이 되었다49). 현재는 토성이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

35)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 금곡리ㆍ삼계리 유적.
3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평택 청북-고덕간 도로공사구간내 평택 두릉리 유적.
3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평택 칠괴동 유적.
3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주17)의 전게서.
3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 궁리 유적.
40)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평택 도곡리ㆍ홍원리 유적.
4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평택 용이동 유적.
42)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내 평택 소사벌 유적.
43) 유재춘, 2003, ｢조선성곽｣,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44) 김주홍, 2003, ｢경기도의 봉수｣,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45)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14.07,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산업단지) 내 3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46) 後漢書,「東夷傳」,韓條.
47) 경기도, 1979, 경기도사 제1권.
48) 高麗史, 卷56, 地理,天安府,平澤縣.
“평택현은 옛날의 하팔현으로서 고려 때 지금 명칭으로 부르고 천안부에 소속시켰다”.
49) 高麗史, 卷56, 地理,水州,振威縣.
“진위현은 원래 고구려의 釜山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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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산리 산성을 부산성으로 일컫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견산리가 부산현의 읍성이 있었
던 곳으로 추정한다.
이후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된 후 평택 지역의 행정단위 편제와 개편도 이루어졌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군현이 된 적도 있었던 부산현은 9주 중 한주 하에 편입되었다.
그러던 중 경덕왕 16년에 시행된 환화정책에 따라 진위현으로 명칭이 바뀌고, 수성현(水
城縣)의 영현으로 편제되었다50). 애초 백제의 영역이었던 하팔현은 통일신라 이전에 이
미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곳이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웅주(熊州)하에 편입되었
다. 또한 한화정책이 시행될 때 하팔현이 팽성현(彭城縣)으로 개명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다51). 이로써 오늘날에 평택 지역의 행정단위 호칭으로 쓰이는 진위와 팽성이라는 명칭
이 생겨났다.
팽성현은 고려 태조 23년에 전국을 주(州)・부(府)・군(郡)・현(縣)의 명칭으로 개편하
였는데 이 때 이 지역은 평택현으로 개명됨과 동시에 천안부(天安府)의 속현화가 이루어
졌다. 진위현은 고려시대 때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수주의 속현으로 있다가 1172년
에 비로소 감무가 파견될 정도로 작은 고을이었으나 3되의 요충지에 위치한 탓으로 사람
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다. 이러한 것은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어 이 지역의 부담이 되었
다52).
한편 고려 말에 이르러 왜구들은 남해안은 물론 동해안과 서해안까지 지속적으로 침략
해 와서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왜구는 개경까지 위협하여 정부에서는 빈번하게 계엄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지금의 아산만 일대는 왜구의 주요 침입로였는데, 당시 아산에는 13
조창 가운데 하나인 하양창이 있어 이 지역 역시 왜구들의 침략목표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한양천도에 따라 경기도역의 개편이 수반되었고, 경기도와 접경한
다른 도역(道域)도 연쇄적으로 개편되었다. 1394년 한양천도로 양광도(楊廣道)의 광주・
수원・양근・쌍부・용구・인천・천녕・지평 등은 경기도에 귀속시켰다. 평택현은 조선
태종 13년(1415) 양광도에 속했으나 1423년에 충청도로 편입시키고 현감을 파견하였으
며, 군사적으로는 홍주진관에 소속시켰다53). 1505년(연산군11) 6월에는 익산·진천·아산
현과 함께 경기도에 이속하였다54). 동년 11월에는 익산・진천・아산・평택 등 5역(驛)을
성권도(成勸道)라 부르게 하였다. 이듬해인 1506년에 충공도(忠公道)를 충청도(忠淸道)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이속하였던 4개현을 다시 충청도로 환속시켰다55).
50) 高麗史 , 卷56, 地理, 水州, 振威縣.
51) 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 관방 유적1, p.633.
三國史記 지리지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高麗史에도 옛날의 하팔현이라 하여 명확한 시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초에 처음 하팔현이 만들어져서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개명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52) 조선시대의 공수전을 보면 진위현은 대로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관원 접대비용 등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
다. 공수전 지급 액수는 이후 다시 개정되어 경국대전호전 제전조를 보면 대로가 25결, 중로가 20결, 소로가
10결로 조정되었다. 당시 대로에 포함된 곳은 전체 24개 읍이었으며, 중로는 75개 읍, 소로는 166개 읍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수전이 각종의 경비를 부담하는데에 충분한 것은 아니어서 진위현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피폐하
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53) 승람, 卷19, 平澤縣條.
54) 연산군일지, 11年6月 壬午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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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성씨는 선초에는 이(李)・임(林)・박(朴)・전(田)이 토성(土姓)이고, 손(孫)·전
(全)이 망성(亡姓)으로 되어 있으며, 촌성(村姓)으로는 박(朴)이 있다.56) 호구 수는 당시
충청도 전체 호(戶)의 0.74%, 구(口)의 0.70%에 해당하는 1백79호에 7백4구를 가진 소
읍이었으며, 군정은 시위군(侍衛軍) 8명, 진군(鎭軍) 3명, 선군(船軍)이 78명으로 선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으로 기록된 토지의 면적을 살펴보면 2천2백34결로 충청도
전체에서 0.95%를 차지하고 있다57).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 기간인 1913년 12월 29에 공포되고 이듬해 3월 1일 시행한 조
선총독부 부령 제 111호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따라 각도
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대폭 정리되었는데 대체로 오늘날의 지
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가 이때에 만들어진다. 경기도 수원군에 속해 있던 현재의 고
덕면 일부와 오성면 일부지역이 평택군에 병합되고 청북면・포승면・현덕멱은 진위군에
편입되었다. 평택군 동부는 경기도 진위군 부용면으로, 평택군 서부는 진위군 서면으로
편재되었다. 이로써 평택군은 경기도로 편입되게 되었다.
1932년 4월에는 부용면과 서면을 합하여 팽성면으로 하였으며 1938년 9월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개칭함에 따라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이 되어 오랜만에 팽성의 명칭이 부활하
였다.
그 후 1962년 12월에 법률 제1177호로 송탄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72년 6월에 평
택군 조례 25호로 송탄읍에 신장출장소를 신설하였다.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2읍 8면
399리로 편제되었으며, 1979년 5월 팽성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1년에는 송탄읍이
시로 승격되어 평택군과 분리되었다.
1981년 1월 1일에는 법률 제3798호에 의해 평택군 평택읍이 평택시로 승격되어 평택
지역은 평택시・송탄시・평택군의 3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5월 10일에
다시 합쳐졌다. 2002년 11월 5일에 안중면이 안중읍으로, 2006년 12월 29일 포승면이
포승읍으로, 2016년 7월 28일 청북면이 청북읍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행정구역인 4읍 5
면 13행정동이 확정되어 현재의 평택시가 되었다(지도 2).

55) 中宗實錄, 元年9月 辛巳條.
56) 世宗實錄, 地理地, 姓氏條.
57) 世宗實錄, 地理地.

- 13 -

【지도 2】해동지도 진위현175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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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광여도 진위현(19세기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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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지방지도 진위현(18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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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조사지역 일대의 근세지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朝鮮總督府, 1919, 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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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이번 지표조사 대상지역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으로 사업면
적은 총 25,509㎡이다.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현장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학술보고서 등을 포함한 조사지역과 관련된 문헌자
료 일체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사업대상지를 포함하여 주변 반경
500m 내외로는 ‘평택 당현리 의령남씨 묘역58)’, ‘남두징묘59)’, ‘평택 두릉리 유물산포
지60)’ 등이 확인되었고, 500m~1km 내외에는 ‘평택 당현리유적Ⅰ・Ⅱ61)’, ‘평택 두릉리
회화나무62)’,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4・5・663)’,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
공사 내 유물출토지 및 유적부존가능지역’64)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조
사지역 일대의 근세지도 및 구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 제공 1976~2016년)를 참조하여 원
지형을 파악하여 현재와 비교를 통해 지형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대상지 범위 안은 물
론 그 경계와 주변지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정밀 탐사하여 지표상에 드러난 유구 및
유물의 존재여부와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
성하였다.

【사진 8】 조사대상지 위성사진(출처 : Daum 지도)
58) 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59) 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01, 『평택시사』-上60) 군부대 문화재조사지역.
61) 가경고고학연구소, 2011, 『평택 당현리유적Ⅰ・Ⅱ』.
62) 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6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7,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64)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09,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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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지형도 및 조사범위(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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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역 일대의 주변문화재 현황65)
1) 평택 당현리 의령남씨 묘역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1리 산16-2 외

시대

조선시대

종류

무덤유적

면적

.

이격거리

1m

지정여부

.

【사진 9】평택 당현리 의령남씨 묘역

당현리 의령남씨 묘역은 당현리(원당현)마을의 서쪽 구릉 가운데 위치하는데, 이곳은
예비군 교육장 뒤편이다. 묘역은 최근에 새롭게 조성되었으며 남두징 묘를 비롯하여 8기
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2) 남두징묘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1리 1-1

시대

조선시대

종류

무덤유적

면적

.

이격거리

15m

지정여부

.

【사진 10】남두징묘

남두징 묘는 당현1리 원당현 마을의 서쪽 구릉에 형성된 당현리 의령남씨 묘역에 위치
하고 있다. 원래는 김포에 있었으나 후에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묘는 최근에 팔각호석을 두른 부인 전주이씨와의 합장묘이다. 상단에는 묘표와 상석이
있고 하단에는 향로석과 망주석 1쌍과 문인석 1쌍, 石羊 1쌍이 있으며 중앙에는 장명등
65) 조사지역 일대의 주변문화재현황은 ‘문화재 GIS 인트라넷’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술보
고서 등을 포함한 조사지역과 관련된 문헌자료 일체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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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가 있다. 묘갈은 신·구 2기가 세워져 있으며, 옛 비는 1688년(숙종 14) 8월에 세워진
것으로 藥泉 南九萬이 지었다. 규모는 비신 50×17.5×111㎝, 비대 92.5×59×26㎝, 옥개
석 79×46.5×35㎝이다. 비대에는 연화문과 안상문이 새겨져 있는데, 연화문은 양각으로,
안상문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옥개석의 경사면은 기와지붕의 기와골을 표현했다.
문인석은 양관을 쓰고 조복을 입고 있으며 얼굴은 방형이다. 신체는 사각기둥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두 손에는 홀을 잡고 있다. 두 다리 앞에 늘어진 옷에는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크기는 총높이 169cm, 어깨폭이 31cm이다.
남두징(1617∼1690)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은 宜寧이며, 자는 天瑞으로 절충장군
瀞의 아들이다. 1662년(현종 2) 증광시에서 진사 2등으로 합격하여 관직으로는 선릉참
봉, 連原察訪, 宗簿寺直長, 內贍寺主簿, 工曹佐郞, 高靈縣監, 掌隷院司評, 開寧縣監, 宗簿
寺主簿, 社稷署令, 敦寧府判官 등을 역임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깊어 ‘孝友之家’라 칭송받았다. 문집으로는 『枝
川散錄』이 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01, 『평택시사』-上-.
경기도박물관, 2003,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Ⅲ 안성천』.

3) 평택 당현리 당집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362-1

시대

근대/일제강점기, 현대

종류

민속유적

면적

.

이격거리

260m

지정여부

.

【사진 11】평택 당현리 당집

당현1리 원당현마을의 북쪽 당산 중앙 중턱에 위치한 시멘트 건물로 ‘산신당’이라고도
한다. 당집은 상막금, 내천, 하막금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며, 제일은 각각 다르다. 매
년 7월 초하루에서 초사흘 중 택일하여 동제를 지냈으나, 10여 년 전부터 지내지 않는
다.
【참고문헌】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01, 『평택시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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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택 두릉리 유물산포지(군부대문화재조사 지역)66)
소재지
시대
종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20 일원
·
·

면적
이격거리
지정여부

·
·
·

5) 평택 당현리유적Ⅰ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75 일원

면적

5,400㎡

시대
종류

청동기~조선시대
생활·무덤유적

이격거리
지정여부

550m
・

【사진 12】 평택 당현리유적Ⅰ 전경

【사진 13】 평택 당현리유적Ⅰ 상단부 전경

조사지역은 전체지형상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고도 약75m의 구릉지에서 남서쪽으로 이
어지는 가지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북동쪽의 구릉지역은 이미 군부대가 조성되면서 대
부분 삭평되어 원지형을 훼손하였거나 부대 주변으로 주거밀집 지역이 형성되면서 대부
분 형질변경이 완료된 상태여서 현재는 남서-북동방향의 단독구릉상을 보이고 있다.
조사지역은 해발고도 약 56.2m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ㅓ’자형의 평면상을 보이며, 정
상부와 서쪽으로 이어지는 소능선 및 남동쪽의 사면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
지역은 조사 전 이미 계단상의 밭 경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형질변경이 이루어
진 상태였으며, 특히 최정상부 주변은 민가조성으로 인하여 지형훼손이 이루어진 상태였
다. 또한 북동쪽의 능선 정상부는 공동묘지로 이용된 후 몇 년 전 전면적인 이장으로 형
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파악하였다.
조사지역 내의 퇴적양상은 정상부는 교란층 및 부식토층을 제거하면 바로 풍화암반토
가 드러나고 있으며, 사면부는 풍화암반토층 상면에 갈색사질토층, 최상부의 부식토 및
교란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는데, 갈색 사질토층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차 퇴
적두께가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사면 상부로부터 능선방향으로 제토하
면서 유구확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 조선시대 건물지 1동, 주거지 13기, 미상수혈
4기, 조선시대 토광묘 4기, 회곽묘 2기가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가경고고학연구소, 2011, 『평택 당현리유적Ⅰ』.
66) ‘평택 두릉리 유물산포지’는 군부대 문화재조사지역으로 ‘문화재 GIS 인트라넷’에서 유적명 및 위치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 상태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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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택 당현리유적Ⅱ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575 일원

시대

청동기~조선시대

종류

생활·무덤유적

면적

6,960㎡

이격거리

510m

지정여부

.

【사진 14】평택 당현리유적Ⅱ 전경

조사지역은 예전부터 과수원 및 묘역 조성 등의 인위적 지형훼손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뻗는 능선에서는 시굴조사 당시에도 개설해놓은 길에서 청동
기시대 주거지가 반파되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남쪽 능선 주변 지형이 비
교적 지형훼손이 진행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서쪽으로 뻗어
내리는 능선은 비교적 원 지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능선 사면과 정상부 일대에는 표토가
얇은 상태였으며, 화강암 및 변성암류가 기반토이다. 남쪽 능선과 서쪽 능선 사이의 곡부
지역은 중단부 이하로 내려가면서 약간의 곡부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표층이 비교적
두껍게 퇴적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사면 상부로부터 능선방향으로 제토하면서 유구확
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9기,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석곽
묘 12기, 고려시대 수혈유구 1기, 조선시대 토광묘 99기, 조선시대 회곽묘 4기가 확인되
었다.
【참고문헌】 가경고고학연구소, 2011, 『평택 당현리유적Ⅱ』.

7) 평택 두릉리 회화나무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1리 188-2

시대

조선시대

종류

노거수

면적

.

이격거리

570m

지정여부

.

【사진 15】평택 두릉리 회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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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릉리 회화나무는 고덕면 두릉1리(원두릉)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느티나무 수형처럼 반타원형의 균형을 잘 이룬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마을의 정자목으
로서 주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줄기의 남쪽부분이 껍질이 벗겨져 이미 외과치료
를 받아 현재는 썩지는 않았으나 목질부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다. 나무를 꺾거나 해치면
벌을 받는다고 하며 약 40여 년 전에 마을의 이씨가 가지를 꺾어 가세가 기울었다고 한
다.
옛날부터 회화나무를 심어야 그 집안에는 큰 학자가 배출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큰
일하는 인물이 태어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집뿐만 아니라 서원・고궁・분묘 등에도 이
나무를 많이 심었다. 특히 대문 앞에 심어두면 잡귀신의 접근을 막아 그 집안 내내 평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무의 높이는 12m이며 흉고둘레는 4.71m, 근원둘레는 6.4m, 수관폭은 20m이다. 수
령은 600년가량이다.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1999,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8)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6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21~125 일원

면적

・

시대

청동기~조선시대

이격거리

720m

종류

유물산포지

지정여부

・

【사진 16】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6 전경

【사진 17】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6 수습유물

서정리역에서 남쪽으로 이충지하차도를 건너 서쪽으로 340번 지방도로를 따라 2km를
가면 공군 5315부대(알파탄약고)가 나온다. 조사지역은 공군5315부대(알파탄약고)의 북
동쪽의 낮은 구릉 일대에 해당하며, 유물산포지 4·5의 남쪽에 위치한다. 현재 구릉의 정
상부 대부분은 임야지대로, 사면부는 밤나무 식재와 밭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묘역이 형성되어 있다. 구릉의 동쪽 사면 말단부는 마을 소로가 만들어지면서
구릉 하단부를 일부 삭평한 것으로 보인다. 지형은 비고 20m 이하의 완만한 구릉으로,
정상부에서부터 사면부까지 넓은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구릉 아래에는 평야가 발달해
있다. 유물은 삭평된 단애면에서 확인되었는데, 회색 연질토기편, 경질토기편, 분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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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편 등이 수습되었다. 또한 작은 부스러기 편들이지만 무문토기편도 확인되었다. 지형
상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는 점과 유물이 확인된 양상을 통해 볼 때 청동기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7,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
고서』.

9)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5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07~109 일원

면적

・

시대

삼국시대~조선시대

이격거리

610m

종류

유물산포지

지정여부

・

【사진 18】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5 전경

【사진 19】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5 수습유물

조사지역은 공군5315부대(매그넘 탄약고)의 남쪽, 유물산포지4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
다. 유물산포지5는 유물산포지3의 구릉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가지구릉의 말단부에 해
당한다. 원지형의 유물산포지4의 구릉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마을과 소로에 의해 나뉘어
져 있다. 현재 구릉 정상부 일대는 임야지대이며, 사면부의 서쪽은 배 과수원과 밭 경작
지로, 남동쪽은 축사로 활용되고 있다. 지형은 비고 약 20m 이내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
고 있어 평탄면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색 연질토기편, 경
질토기편, 자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지형상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는 점과 유물이 확인
된 양상을 통해 볼 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
된다.
【참고문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7,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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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4
소재지
시대
종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107·114 일원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사진 20】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4 전경

면적

・

이격거리
지정여부

900m
・

【사진 21】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유물산포지4 수습유물

조사지구 내 최북단에 위치한 유물산포지1에서 302번 지방도로를 따라 약 500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공군5315부대(매그넘 탄약고)가 위치한다. 유물산포지4는 공군5315
부대의 남쪽에 인접해 있으며, 유물산포지3의 구릉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눙선의
남사면에 해당한다. 지형은 해발 56.3m의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어 사면부를 따라
넓은 평탄면이 형성되어 있다. 구릉의 정상부 일대는 임야지대이며, 사면부는 밭 경작지
와 묘역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야지대 내에는 분묘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경질토기편,
자기편,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지형 및 유물 양상을 통해 볼 때 주로 조선시대 분묘유적
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이전시기의 생활유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7,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
고서』.

11)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내 유물출토지
소재지
시대
종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1리 164-2 일원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사진 22】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내 유물출토지

면적

2,227㎡

이격거리
지정여부

514m
・

【사진 23】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내 유물출토지 수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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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조사지역과 바로 인접한 곳으
로, 공사구간 NO.14~NO.19까지의 서쪽 구릉부에 해단된다. 본 지역은 해발 28m 내외
의 비교적 평탄면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밭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경작지 주변에서는
조선시대 유물로 보이는 토기・자기편 및 기와편이 확인되고 있어, 매장문화재의 부존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09,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문화재 지표조
사 보고서』.

12)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내 유적부존가능지역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4리 110-6 일원

시대

시대미상

종류

유적부존가능지역

면적

1,308㎡

이격거리

451m

지정여부

.

【사진 24】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내

유존부존가능지역 근경

대상지역은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의 NO.69~NO.75지점에 해당되며, 해발 33m의 비교
적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은 남쪽 일부에 논경작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북
쪽으로는 비닐하우스 4동이 설치되어 있다.
대상지는 완만한 경사의 구릉 말단부로 대부분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일대에
는 분묘가 조영되어 있다. 이에 본 지역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형조건 및
주변정황으로 보아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참고문헌】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09,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문화재 지표조
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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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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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지역 주변 유적 현황
연
번
1

유적명

소재지

평택 당현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의령남씨 묘역

당현1리 산16-2 외

2

남두징묘

3

평택 당현리 당집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1리 1-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362-1

지정문화재

시대

종류

조선시대

무덤유적

無

조선시대

무덤유적

無

민속유적

無

·

유무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

비고

∘반경 1m 이내

∘반경 15m
이내

∘반경 260m
이내

평택 두릉리
4

유물산포지
(군부대문화재조사

·

·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청동기~

생활·

당현리 575 일원

조선시대

무덤유적

·

지역)
5

평택 당현리유적Ⅰ

6

평택 당현리유적Ⅱ

7

8

9

10

생활·

조선시대

무덤유적

조선시대

노거수

청동기~

유물

조선시대

산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회화나무

두릉1리 188-2

평택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국제화계획지구 내

당현리 산121~125

유물산포지6

일원

평택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국제화계획지구 내

당현리 산107~109

유물산포지5

일원

평택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국제화계획지구 내

당현리 산107·114

유물산포지4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내
유물출토지
당현~종덕간

12

청동기~

당현리 575 일원

평택 두릉리

당현~종덕간
1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도로확포장공사 내
유적부존가능지역

유물
산포지

조선시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1리 164-2 일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4리 110-6 일원

삼국~
조선시대

조선시대

시대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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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산포지

유물
산포지

유적부존
가능지역

無

無

無

無

無

無

無

無

∘반경 550m
이내

∘반경 510m
이내

∘반경 570m
이내

∘반경 720m
이내

∘반경 610m
이내

∘반경 900m
이내

∘반경 514m
이내

∘반경 451m
이내

3. 조사내용
1) 조사지역의 現 지형지세와 과거 지형지세의 비교에 따른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으로 평택시 중
앙부에 자리한 고덕면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얕은 구릉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주
변 지형을 살펴보면, 먼저 동쪽 배후에 부락산(해발 149.4m)이 위치하고 서쪽과 북쪽으
로 약 3㎞ 정도 떨어져 진위천이 ‘역ㄱ’자로 흐르고 있다(사진 25). 즉, 조사지역 일대는
동쪽의 산지와 서쪽과 북쪽의 하천 사이의 넓은 충적지에 독립적으로 형성된 저구릉지
(해발 42.9m)에 해당한다. 이러한 저구릉 능선은 중앙 곡부를 중심으로 ‘∩’자형으로 이
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금번 조사지역의 동쪽 사면 하단부
및 곡부 일대는 마을(현 당현1리)이 형성되어 있으며, 마을 배후의 구릉 사면부에는 무덤
들이 다수 조성되어 있다.

【사진 25】조사대상지 2016년도 위성사진(출처 : Naver 지도)

근세지도 및 구지형를 통하여 조사지역 주변의 지형적 변화를 살펴보면, 원 지형은 거
의 변화가 없다. 단지 1976년 이후에 조사지역 주변의 논, 밭 경작지가 정리되면서 구획
화가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형에 따른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요소
가 발견된다. 이는 1922년부터 현재까지 사면 하단부는 밭으로, 구릉 주변 충적지는 논
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구릉부 일대에서 무덤이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지형도를 살펴보면, 산림으로 표시된 지역 일대는 사면 방향을 가리지 않고 무덤군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면 8~11). 이러한 양상은 조사지역이 속하는 고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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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고덕면 일대는 광범위한 충적 평탄지와 소수의 해발
고도 50m 미만의 독립적인 저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릉 사면부 및 곡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 분묘를 조성할 장소는 마을 뒷 구릉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이 금번 지표조사지역은 192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지형변화가 없는
산림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분묘 조성부지 및 밭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따
라서 이 일대는 분묘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도면 8】근세지도(1922년)상의 조사지역 지형도(1:50,000)

【도면 9】1976년도 조사지역 지형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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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1997년도 조사지역 지형도(1:5,000)

【도면 11】2016년도 조사지역 지형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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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조사내용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 25,509㎡
□ 조사방법 : 조사지역 전체와 반경 50m 이내까지 조사를 진행함.
□ 조사결과 : 조사지역은 매장문화재 유물산포지로서 대부분 원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묘유적이 입지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지니기 때문에 조사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번 지표조사지역은 평택시 중앙부에 위치하는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
원에 해당하며, 진위천 주변의 충적평야지에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발 42.9m 내
외의 저구릉지이다. 조사지역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정상부와 동서남북 네 방
향의 완만한 사면부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북쪽 사면 하단 일부만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산림지역으
로 남서쪽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묘역이 확인된다. 거의 대
부분 원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적이 입지하기 매우 좋은 지형조
건을 갖추고 있다(사진 26~45). 특히 조사지역 남쪽과 서쪽 외곽으로 연접하여 ‘평택 당
현리 의령남씨 묘역(남두징묘 포함)’과 ‘안동김씨 묘역’이 각각 자리하고 있으며(도면 7),
구릉 정상부와 남・북쪽 사면부를 중심으로 토기・자기・기와편 등이 수습되어 이와 관
련된 분묘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도면 12). 아울러 지형적으로
금번조사지역과 유사한 북쪽 인접지역에는 기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 생활유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분묘유구가 다량으로 확인된 ‘당현리 유적Ⅰ・Ⅱ67)’가 위치하여 이러
한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다(도면 7, 사진 12~14).

따라서 사업시행 전 금번 조사대상지역 전체(면적 25,509㎡)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부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지표조사 현황표
유적명
평택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부지 내 유
적 두릉리 유물산포
지

면적

25,509㎡

수습유물

조선시대
자기, 기와

67) 嘉耕考古學硏究所, 2011, 『平澤 堂峴里遺蹟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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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견

시굴조사

조사지역은 매장문화재 유물산포
지로서 대부분 원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묘유적이 입지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지니기 때문에 전
체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면 12】조사대상지역 유물채집 위치도(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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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조사대상지역 남~서쪽부 전경(남서→북동)

【사진 27】조사대상지역 서쪽부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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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조사대상지역 남쪽부 전경(남→북)

【사진 29】조사대상지역 동쪽부 전경(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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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의령 남씨 묘역’ 전경1(남동→북서)

【사진 31】‘의령 남씨 묘역’ 전경2(남동→북서)

【사진 32】남서쪽 사면부 이장 묘역 전경(남→북)

【사진 33】남서쪽 사면부 이장 묘역 비석

【사진 34】서쪽 경계 밖 김해 김씨 묘역 전경(서→동)

【사진 35】정상부 근경(북서→남동)

【사진 36】남동쪽 사면부 근경1(북서→남동)

【사진 37】남동쪽 사면부 근경2(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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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북서쪽 사면부 근경1(남→북)

【사진 39】북서쪽 사면부 근경2(남서→북동)

【사진 40】북동쪽 사면부 근경(동→서)

【사진 41】북동쪽 사면 하단부 근경(북→남)

【사진 42】북쪽 사면부 전경(북→남)

【사진 43】북동쪽 사면 하단부 근경(북→남)

【사진 44】북쪽 단애면 노출상태(북→남)

【사진 45】북동쪽 사면 하단부 밭 경작지 단면(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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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명 ․ 민속 분야
지명 · 민속분야는 경기민속지68), 문화유적분포지도-평택시69),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조사지역이 위치해 있는 고덕면과 조사대상지인 당현리 ․ 두릉리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였다.

1) 지명
〇 고덕면(古德面)
평택군 4읍 5면, 13행정동의 하나. 본래 진위군(振威郡)의 지역으로서 고두면(古頭面)
이라 하여 해창(海倉), 방시천(方是川), 마분(馬墳), 동청(東淸), 좌교(座橋), 옹정(甕井),
여염(餘染), 율포(栗浦), 건곤(乾坤), 효학(孝學), 동고(東古), 수어창(守禦倉의) 12개 동리
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오타면(五朶面)의 방시천, 해창, 궁
리(宮里), 신리(新里), 건곤, 방축(防築), 효학, 삽교(揷橋), 울성(蔚城)의 9개 리와 소고니
면(所告尼面)의 율포리와 수원군 종덕면(宗德面)의 막금(幕今), 당현(堂峴), 두릉(杜陵),
계루지(桂樓地), 문곡(文谷), 황조곡(黃鳥谷), 신기(新基), 가산(佳山)의 8개 동리와 율북면
(栗北面)의 동청리(東靑里)와 수북면(水北面) 동안리(東安里)를 병합하여 고두와 종덕의
이름을 따서 고덕면이라 하였다.
〇 조사지역 및 주변 지명유래
● 당현리(堂峴里)
본래 수원군 종덕면의 지역으로서 서낭당 고개 밑이 되므로 당고개, 당밑, 또는 당현
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막금리를 병합하여 당현리라 해서 평택군
고덕면(편입 당시 행정명)에 편입됨.
● 늠말
당현리 북쪽에 있는 마을. 능말이라고도 불림.
● 안말
당현리 안쪽에 있는 마을.
● 두릉리(杜陵里)
본래 수원군 종덕면의 지역으로서 두릉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
라 계루지리를 병합하여 두릉리라 해서 진위(평택군) 고덕면(편입 당시 행정명에 편입됨.
68)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민속지 Ⅲ · Ⅴ · Ⅶ.
69) 한국미술사연구소 · 수원시, 2007, 평택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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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루지(桂樓地)
두릉리 남쪽에 있는 마을.

2) 민속
〇 민속놀이
● 진위(평택)지역 별신놀이
마을 부근의 산 위에 짚으로 오두막을 만들고, 무당을 불러 마을에 복이 들기를 빈다.
그 뒤에 마을사람이 모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음식을 먹으며 즐긴다.
● 평택농악
평택농악에는 평택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는 마을 두레패 성격과 경기 ․ 충청지역을
넘나드는 전문 연희패들의 두 형태가 어우러져 나타난다. 마을 두레패에 의한 것으로는
정초에 주로 행해지던 지신밟기와 농사철의 두레굿이 있으며, 전문 연희패에 의한 것으
로는 난장 때 장터에서 보여주던 난장굿과 공공건축물이나 절의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걸립 등이 있었다. 걸립은 다시 촌걸립과 절걸립으로 나누어진다.
● 파일난장등대굿
평택 인근지역에서는 예로부터 백중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 백중놀이를 푸짐하게
열었다고 한다. 이는 농업이 발달했던 이 지방의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자
연히 난장도 성행하였는데, 평택 인근의 안중을 비롯하여 안성 ․ 오산 ․ 안산 ․ 용인 ․ 수
원 등지에서 난장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파일난장굿은 그렇게 흔하게 행해지지는 않았다.
● 두레굿
두레라 주로 논농사 지역에서 한 마을의 성인 남자들이 힘을 합쳐 농사를 짓기 위해,
또는 부녀자들이 서로 도우면서 길쌈을 하기 위해 만든 공동 노동조직이다. 그러나 두레
굿을 친다고 할 때의 두레라 전자를 가리킨다. 두레에 의한 공동노동은 모내기에서 시작
하여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논농사의 전과정과 함께 했지만, 특히 짧은 기간에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반드시 두레가 행해졌다.
● 송탄농악
조선조 남사당패로부터 유래되었는데, 정초엔 걸금굿, 여름에 두레굿, 논매기 후엔 백
중놀이로 진행된다.

3) 세시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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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조사지역 주변 세시풍속
① 1월(정월)
가. 설날
계란채와 소고기를 꾸미70)로 올린 만두떡국으로 차례를 올린다. 차례 후 집안 어른
들게 세배를 드리고 산소에 성묘를 간다. 오후부터라도 끼리끼리 모여 윷놀이를 하고 농
악패도 이때부터 놀이를 시작한다. 마을 두레꾼들은 각 가정에서 준비해 둔 꽃반 앞에서
일년 열두달 무고하게 해 달라고 정성을 드리는 덕담을 하며 한바탕 논다. 두레꾼들은
정월 보름까지 각 가정을 돌며 노는데, 요즘도 간소하게나마 하고 잇다.
나. 정초 12지일
정초 12지일의 금기에 대하여는 몇 가지가 기억에 남아있는데, 용날 물을 길으면
비가 자주 온다고 하여 꺼리고, 소날에 칼질을 하면 농사 연장이 절단난다고 하여 칼질
을 하지 않는다. 또한 뱀을 먼저 보면 느리고, 새를 먼저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다. 열나흘날
열나흘날은 새벽부터 바쁜 날이다. 어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동네 우물에 가서
‘용알을 뜬다’고 하여 바가지에 물을 떠 온다. 평상시보다 좀 이르게 점심으로 팥 ․ 쌀 ․
좁쌀 ․ 수수 ․ 찹쌀을 넣고 오곡밥을 해 먹기 시작해서, 이날 여러 집을 돌아가면서 밥도
아홉 번 먹고, 나물도 아홉 가지 먹고, 나무도 아홉 짐하고 마당도 아홉 번 쓴다. 특히
이 날에는 두부를 먹어야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여 잊지 않고 만들어 먹었다. 저녁에
청년들은 오곡밥을 훔쳐서 나누어 먹는 장난질을 했다.
소 먹이는 집에서는 ‘주대들인다’고 하여 남자들이 모여 새끼를 꼬아 쟁기 끝 때 쓰
는 소끈을 만들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밥과 시래기나물 등을 담아서 소에게
주고 먼저 먹는 것으로 점을 쳤는데, 소가 밥부터 먹으면 풍년이 들고, 시래기 나물부터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논두렁에는 항상 잘 무너지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찰떡시루를 놓고 둑이 찰떡
처럼 질기고 단단해져서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잡귀고사를 지낸다. 이것을 ‘논두렁고사
(도깨비고사, 잡귀고사)’라고 한다. 제물은 주부가 시루에 콩 ․ 팥을 넣고 찹쌀로 찰떡을
한켜 쪄서 시루째로 술과 함께 남편에게 내어 주면, 남편은 이것을 지고 자기 소유의 논
에 가지고 간다. 시루 안에 술 한잔 부어 넣고 “논두렁 터지지 말고 일년 열두달 잘되게
해 달라”라고 기원하면서 절을 한다. 가지고 간 떡은 친구들끼리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
먹고 와야 한다. 논두렁시루(논시루, 논뚜렁시루)를 내보낸 후, 주부는 ‘볏섬 만든다’고
하여 송편을 크게 만들어 볏가마 위에 얹어두고, 송편 개수대로 볏섬이 들어오라고 “천
석만 주세요. 만석만 주세요”라고 축원을 한다. 그저 볏가마 위에 얹어 두었다가 식구들
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밤중에는 팥시루떡을 쪄 집안고사를 올린다. 시루떡과 함께 청수
를 올리고 주부 혼자사 집안신에세 일년의 무고를 기원하는 것이다.
정월 14일 밤에 달보기를 한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짚에 불을 붙이고, “달님 달
70) 고명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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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일년 열두달 삼백 예순날 곱게 해 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원한다.
제웅을 만들어 버리는 한 해의 액막이도 이때 한다.
이 날 나무 장가들인다고 조밥을 갖다 붙인다. 조밥 수만큼 열매가 많이 열리라
는 뜻으로 나무에 붙여 놓는 것이다. 감나무에는 양쪽으로 갈라진 나뭇가지 사이에 돌맹
이를 얹어놓고 감나무 장가들였다고 한다. 역시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행위이다. 아이들은 수수대를 잘라서 보리처럼 만들어 저녁에 변소간 재애다 꽂아 두었
다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그걸 뽑아서 보리 타작한다고 두드리고 놀았다.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일찍 자는 사람에게는 밀가루를 기름
에 개어 눈썹에 붙이는 장난을 했다.
라. 정월 보름
보름날 아침에는 쌀밥에 미역국과 함께 ‘복쌈’이라고 하여 마른 김으로 쌈을 싸 먹
었다. 또한 정월 보름날 까마귀가 지붕 위로 올라가면 재수가 없다고 하여, 아이들은 새
를 쫓는다고 뛰어 다녔다.
마. 정월 세시놀이
정월 열나흘날 밤이면 부녀자들끼리 모여 남장을 하고, 안중 너머 밤바위까지 가서
두레를 놀았다. 자루를 어깨에 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곡밥도 훔쳐 나누어 먹고 밤이
늦도록 괴짜로 놀았다. 두레는 보름날까지만 놀았는데, 징잽이 ․ 벅구잽이 ․ 상쇠잽이 등
구색을 갖추고 놀았다. 거북놀이 ․ 소놀이는 없었다. 또 여자들은 둥글게 모여 종지를 치
마 속에 숨겨서 돌리면서 가운데 않은 술래가 찾아내게 하는 종지돌리기(풍금내기)도 하
였다. 물동이게 바가지를 엎어 놓고 물장구치기도 했다. 정월 보름날에는 널을 뛰어야 발
바닥에 가시가 안 박힌다고 하여 널뛰기를 즐겼다.
② 2월
가. 초하룻날
2월 초하루날에는 나이떡을 해 먹었다. 숟가락으로 식구 나이 수만큼 쌀을 떠서 송
편을 만들어 먹는다. 또 이날 콩밭에 올라가서 새삼(풀) 끼지 말라고 콩을 볶아 집어 내
어 버린다.
2월 초하루날에 좀생이별보기를 한다. 좀생이와 달과의 떨어진 정도로 풍흉을 점쳤
다.
나. 장담그기
음력 2월 말날에는 장을 담그는데, 일년간 먹을 장을 담그는 것이므로 꼭 날을 가
려서 했다.
② 3월
가. 한식
한식에 성묘가서 차례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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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월 삼짇날
3월 삼짇날은 제비 오는 날로 이 무렵 개구리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먼저 보면 그
사람의 배가 부르고, 뱀이 나오는 것을 먼저 사람이 느려진다고 하였다. 농사일을 하는
집에서는 볍씨를 놓고, 갯벌에서는 바지락을 캐기 시작한다.
➃ 4월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거나 마을 대동회에서 유람을 간다.
➄ 5월
5월 5일 단오에는 그네 뛰고 창포에 머리 감고 하루를 놀면서 보냈다. 이날 약쑥을
베어두었다가 말려서 일년 내내 사용하였다.
.
➅ 6월
6월 유두에는 호박전과 밀떡을 부쳐 먹고, 호박 마디마디 잘 열리라고 나무채로 호
박줄기를 때리면서 다녔다. 농사일은 논 매고 보리 베어 타작하는 시기이다. 이 무렵 가
뭄이 들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냈다. 마을에서 맏아들을 낳은 부녀자들
끼리 모여서 성(姓)이 다른 세 집을 물을 한 동이씩 떠다가 큰 집 마당에 모아놓고 “비온
다”고 하면서, 물을 끼얹는 물쌈움을 하면 바로 비가 내렸다.
➆ 7월
가. 칠석
칠석에는 흰쌀밤 ․ 가지나물 ․ 미역국 ․ 밀떡부침을 해 먹는다. 이날 짓는 밥은 안방
에 걸어두었던 지석 주머니에서 쌀을 꺼내 아침밥으로 해 먹는 것이다.
나. 백중
백중에는 ‘백중맞이’라고 하여 절에 가서 조상을 위해 불공을 드린다.
➇ 8월
8월 보름에는 송편으로 추석 차례를 지낸다. 한식에도 송편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
를 가는 집이 있어 집집마다 다르다.
➈ 9월의
9월 9일 중구에는 이 지역에서는 구절초는 없어서 못 베고, 5월 단오에 약쑥을 베
어 말리는 것은 잊지 않는다.
➉ 10월
매년 10월 초하루에 대동에서 서낭에 고사를 지낸다. 군에 입대할 때에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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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낭에 가서 절을 하고 간다. 각 가정에서는 동네 서낭공사를 지낸 후에 날을 잡아 상달
시루고사를 팔시루떡에 정화수 한 그릇 떠 놓고, 마루에 모신 성주, 부뚜막에 모신 조왕,
광, 우물, 장독간에 비손한다. 우물에서는 용왕님께 “물이 풍풍 잘 나와 먹고 남게 해 주
세요.”하고, 장독간에는 “터주 대감님 많이 잡수시고 일궈주고 불궈주고 이 터전에서 먹
고 남게 해 주세요.”라고 축원한다. 성주 앞에서는 “성주님 일년 농사 진 겁니다. 이거
잡숫고 이 터전에서 불궈주고 일궈주고 이 집안에서 그냥 몸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라
고 주부가 비손한다.
음력 10월 스무날은 손돌이 추위라고, 예전에는 손돌이 추위 이전에 김장을 끝냈다.
손돌이 죽은 날과 같은 날이 아버지 제사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나오면서
고 ‘손돌이 고놈 죽은 날’이라고 한다고 우스개 소리가 있다.
⑪ 11월(동짓달)
11월에는 동지 팥죽을 먹는다. 먹기 전에 집 귀퉁이 여기저기 뿌리고 먹는다.
⑫ 12월(섣달)
12월에는 정월 준비로 부산하다. 산자 ․ 다식 등 차례상을 준비하고 집안 정리를 하
는 등, 일년을 마무리하면서 보낸다.
⑬ 윤달
윤달은 무엇을 해도 좋은 달이기에 평소 꺼리던 상포옷(수의)을 만들고 산소를 이장
한다. 집수리 등 궂은 일도 이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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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문화재 보존대책(현황)
○ 고고 ․ 역사 분야
• 총 현황
【표 3】 조사지역 현황 및 조사단 의견(면적단위 : ㎡)
총면적

사업시행

입회조사

분포확인

면적

면적

조사면적

·

·

·

25,509

발굴조사면적

보존면적

시굴

표본

정밀

일부보존

이전보존

25,509

·

·

·

·

※ 면적은 실제와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최종 설계의 범위(보존녹지 설정, 시설물 배치, 도로개설 등)가 변경될 시
추가 지표조사를 통해 재 산정되어야 함.

• 세부현황
【표 4】 1㎞ 이내 지정문화재 현황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유적성격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

․

․

․

․

․

【표 5】 500m 이내 비지정문화재 현황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평택 당현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의령남씨 묘역

당현1리 산16-2 외

남두징묘

평택 당현리 당집

평택 두릉리 유물산포지
(군부대문화재조사 지역)
당현~종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내
유적부존가능지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1리 1-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362-1

유적성격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무덤유적

조선시대

주의요망

․

무덤유적

조선시대

주의요망

․

영향없음

․

․

영향없음

․

시대미상

영향없음

․

근대/
민속유적

일제강점기,
현대

․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유적부존가

당현4리 110-6 일원

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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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금번 지표조사대상지는 주식회사와이비케이에서 추진 중인 ‘평택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조성사업부지’로서 총 사업대상면적은 25,509㎡
이며, 행정구역상의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103-2번지 일원이다.
지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번 지표조사지역은 진위천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해발 42.9m 내외의 저구릉지이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진행하는 정상부와 동서남북 네 방향의 완만한 사면부로 이루어져
있다(도면 6, 사진 25).
2. 고지도(1922년) 및 구지형도(1976년~2016년대)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지형 및
토지이용변화를 살펴본 결과, 본 조사대상지는 지형변화가 거의 없으며 무덤이 적지 않
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면 8~11).
3. 실제 현장조사결과, 현재 북쪽 사면 하단 일부만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는 모두 산림지역으로 남서쪽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묘역이
확인된다. 거의 대부분 원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적이 입지하기
매우 좋은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사진 26~45).
4. 특히, 조사지역 남쪽과 서쪽 외곽으로 연접하여 ‘평택 당현리 의령남씨 묘역(남두징묘
포함)’과 ‘안동김씨 묘역’이 각각 자리하고 있으며(도면 7), 구릉 정상부와 남・북쪽 사면
부를 중심으로 토기・자기・기와편 등이 수습되어 이와 관련된 분묘유적이 존재할 가능
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도면 12).
5. 아울러 지형적으로 금번조사지역과 유사한 북쪽 인접지역에는 기 발굴조사를 통해 청
동기시대 생활유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분묘유구가 다량으로 확인된 ‘당현리 유적Ⅰ・
Ⅱ’가 위치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고 있다(도면 7).
6. 따라서 금번 조사대상지역 전체(면적 25,509㎡)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존부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금번 조사대상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남쪽으로 연접하여 ‘평택 당현리 의령
남씨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 추가 문화재조사나 이를 통한 사업진행 시 묘
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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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⑦
①
연
번

유적
②

③

④

⑤

⑥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시대

종류

조사의견

기 신
존 규

⑧
의견
구분

평택시
1

두릉리

고덕면

유물산포

두릉리

지

103-2번지

25,509㎡

조선

분묘

시대

유적

⑪

구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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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굴
조사

비
⑨

⑩

조사면적

사유

조사지역은 대부분 원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분묘유적이 입지하
기에 양호한 조건을 지니
25,509㎡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물이 수습되었기 때문
에 조사대상지 전체에 대
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