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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 조 사 명：보은 사직리 117번 일원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의뢰인 KS쏠라에너지 발전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17번지 일원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에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본 조사는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유적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공사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과 유물을
보호하고, 관련기관의 협의 및 개발사업의 기초자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조사지역 및 범위：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17번지 일원
□ 조사면적：2,836㎡
□ 조사기간：2017. 10. 27. ~ 2017. 11. 02.(현장조사 1일)
-문헌조사 및 사전조사 : 2017. 10. 27.
-현장조사 : 2017. 10. 28.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2017. 10. 29. ~ 2017. 11. 02.
□ 조사의뢰인：KS쏠라에너지 발전소
□ 조사단구성
조 사 단 장：조 상 기(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신 연 식(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조 사 원：오 준 혁(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준 조 사 원：성 수 일(중앙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문화재 지표조사는 일차적으로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단원이 도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기존에
보고된 유적을 확인하고,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유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원고작성은 신연식· 오준혁· 성수일, 사진작업은 오준혁· 성수일, 도면작
업은 성수일· 임윤미가 하였다. 전체적인 보고서 편집은 신연식· 오준혁이 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조상기· 신연식이 교열· 감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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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2.1. 위치와 자연· 지리적 환경
보은군은 충청북도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소백산맥(小白山脈)을 경계로 경상
북도 상주시, 서쪽과 북쪽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과 남쪽으로 옥천군 및 대전광역
시의 대덕구와 접하고 있다.
보은군의 수리적 위치는 동단은 내속리면 만수리로 동경 127° 54′ , 북위 36° 31′ 이며, 서
단은 회남면 법수리로 동경 127° 32′ , 북위 36° 25′ 이다. 남단은 마로면 변둔리로 동경
127° 52′ , 북위 36° 24′ 이고, 북단은 산외면 대원리로 동경 127° 47′ , 북위 36° 36′ 이다.
보은군의 자연지세는 소백산맥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도계를 따라 동북에서 서남으로 뻗
어 있으며, 서쪽에는 차령산맥에서 분기되는 노령산맥이 남하하여 남북으로 이어지며, 이 두
산맥에 의하여 보은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보은군의 동쪽은 소백산맥의 주릉인 문장대(1,033m), 신선봉(1,031m), 천왕봉(1,057m), 형제봉
(803m)을 경계로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화남면의 일부와 접하며, 서쪽으로는 노령산맥의 가
지능선인 피반령(547m), 국사봉(587m), 대청호를 경계로 하여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문의면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회남면의 국사봉(319m)을 경계로 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오동과 주촌
동이 일부 접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덕대산(573m), 금적산(652m), 삼승산(574m) 등을 경계로 옥
천군 군북면 일부와 안내면, 청산면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소백산맥의 금단산(767m)· 묘봉
(874m)· 속리산(1,058m)· 형제봉(803m)· 구병산(877m) 등을 경계로 하여 상주시와 충청북도 괴
산군 청천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과 접하고 있다.
보은군의 대표적인 산은 동쪽으로 소백산맥의 높은 준령인 속리산의 주봉인 천황봉(1,057m),
관음봉(986m) 등이, 서쪽으로 노령산맥의 지릉인 피반령(547m), 국사봉(587m) 등이 위치하고 있
다. 보은군의 지형은 소백산맥에서 분기한 산지는 높고 서북쪽에 위치한 노령산맥에서 분기한
산지는 낮기 때문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東高 西低)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은군의 하천은 금강(錦江) 수계와 한강(漢江) 수계로 나뉘며, 북부지역에는 소백산맥의 천
황봉에서 분기하여 서쪽으로 수철령(536m)· 탁주봉(456m)· 구봉산(506m)· 구룡산(445m)을 지나
노령산맥의 피반령으로 이어지는 가로놓여 있는 산맥이 분수령으로 북쪽 사면은 남한강의 지
류인 달천 상류에 해당되고, 남쪽은 금강의 지류인 보청천 상류 유역을 형성하고 있다. 보청천
(報靑川)은 보은군을 관통하는 최대하천인 금강수계로 보은군 내북면 하궁리에서 발원하여 군
의 중심인 보은읍을 가로질러 역S자 형태를 이루며 옥천군 청성면 합금리에서 금강 본류
에 유입된다. 보청천은 북쪽 군계에 있는 구룡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면서 보은분지와
삼승분지를 형성하고, 다시 동쪽으로 흘러 탄부(炭釜) 하곡평지를 형성한 뒤 북쪽으로부터 남류
하는 삼가천을 합치면서 남쪽으로 물길을 바꾸어 옥천군으로 흐른다. 보청천 주변으로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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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승· 탄부 평야 등 충적평야가 발달하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북부 달천의 상류 속리천
은 산간계곡을 곡류하고 있다.
보은군의 지질은 하부변성암층군과 옥천층군을 이루는 변성퇴적암류, 고생대 초기의 해성퇴
적암층과 이를 관입한 쥬라기의 화강암류 및 시대미상의 맥암류로 분류되고 이를 부정합으로
덮는 충적층이 지금의 하천을 따라 발달되어 있다. 한편 본층군 상부에 나타나는 변성암층은
흑운모편암, 흑색규질편마암, 천매암, 혼힐스질암,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흑색점판암과 규암층이
얇게 협재되어 있다. 그리고 보은군 회남면을 중심으로 함탄점판암층이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
향으로 좁게 대상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보은 동남부에는 조선계와 평안계 지층이 극히 작은
범위에 노출되어있다. 북동쪽에는 보은화강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보은군의 기후는 중부 내륙지방에 위치하여 위도에 비해 한서 차이가 심하며, 겨울과 여름이
긴 내륙성 기후이다. 연평균기온은 10.7℃(평년값 기준)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비슷하다.
1월 평균기온 －3.8℃, 8월 평균기온 24℃로 연교차가 크다. 강수량은 한국 평균강수량과 비슷
한 1,260.2㎜이며, 속리산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지형성 강우가 많아 수해 피해가 잦으며, 겨울
에도 5㎝이상의 적설일수가 30.8일로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다.

2.2. 고고· 역사적 환경
보은군은 금강과 그 지류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선사시대 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석기시대 유적은 회남면 범수리와 사탄리에서 유물이 보고된 예(이융조 1981)가 있으며, 산
업단지 조성부지에서 상가리와 우진리유적(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a)이 발굴조사되었으나 보
은군의 구석기 문화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보은지역에서 보고된 예는 아직 없나 앞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회인면 부수리유적(중앙
문화재연구원 2004a), 탄부면 상장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4b)을 비롯하여 보은읍 장신리유
적(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보은 성주리유적(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b)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지표조사에서 보고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보은읍 신함리유적, 탄부면 고승리유적, 구암리유적,
마로면 송현리, 삼승면 천남리, 천곡리, 회남면 신추리, 내북면 봉황리, 수한면 광촌리유적 등에
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마로면 송현리유적에서 고인돌 9기와 선돌 16기가 확인되었다.(청주대학
교 박물관 1996, 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삼국시대 유적은 삼년산성 고분군에서 삼년산성 축조시기와 일치하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석실묘가 보고되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보은 성주리유적에서 생활유
구와 분묘유구가 발굴조사되었다. 생활유구는 백제시대의 수혈주거지 6기와 수혈유구 3기, 신
라시대의 수혈주거지 15기, 건물지, 우물,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분묘는 신라시대의 석실
묘 1기와 석곽묘 2기가 발굴조사되었다.(한국선사문화재연구원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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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문화재 분포도(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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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적은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조사된 마로면 적암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4c)과
백자가마터로 보고된 산외면 장갑리유적, 내속리면 중판리유적, 마로면 적암리유적 등이 있다.
마로면 적암리유적에서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와 건물지를 비롯한 생활유구와 석회가마가 발굴
조사되었다(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내속리면 상판리유적에서 제철유적이 확인되었다(중원문화
재연구원 2010). 보은 성주리유적에서 수혈주거지와 토광묘가 발굴조사되었다.(한국선사문화재
연구원 2015b)
삼한시대 보은은 마한에 속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마한 54국의 하나였던 백제국이 한강유
역에서 크게 성장하여 주변 國邑을 병합하였다. 각처에 웅거하던 각 국읍은 4세기에 들어 어느
정도 백제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는 매곡산성 내에서 수
습된 유물(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8)과 교암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04b)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로 알 수 있다.
삼국시대 보은군은 백제와 신라의 국경 분쟁지로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삼년산성을 비롯한
관방유적으로 매곡산성, 호점산성, 주성산성, 백현산성, 관기산성, 노고산성 등 18곳이 분포한다
(차용걸 2003). 산성과 같은 관방유적은 교통로상에 축조하기 때문에 보은이 예로부터 교상상의
중요거점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보은군은 신라와 백제 사이의 교통로에서 신라의 최전선 지역으로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백
제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곽이 필요했었고, 보은 일대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인 과업
이었다. 백제는 탈해니사금(脫解尼師今) 8년(64) 8월에 h은의 한 지역으로 추정되는 와산성(瓦山
城)을 점령하고 10월에는 구양성(狗讓城)을 습격하였다. 또 탈해니사금 10년에는 백제군이 와산
성을 점령하고 200명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등 백제는 신라의 서쪽 변방에 해당되는 보은,
옥천, 괴산, 청주 등지에 대한 공격을 빈번히 하였다. 이에 신라는 이 지역에 대한 방어체계 및
지배체제 구축을 위해 왕이 직접 여러 차례 순행을 하여 백성들을 위무하고 상주와 선산지역
에 후방기지를 설치하여 견고히 하였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백제의 지방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신라는 자비마립간(慈悲
麻立干) 13년(470)에 삼년산성을 쌓고 이듬해 모로성(芼老城)을 쌓았다. 이후 삼년산성이 백제로
부터 함락되었거나 공격받았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볼 때, 보은 일대는 완전히 신라
의 영역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금강유역의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삼년산
성을 중요시 하였다. 지증왕 3년(502)에 州縣制를 실시하면서 보은 지역은 삼년산군(三年山郡)
이 되었다가, 진흥왕 14년(553)에는 속리산에 의신조사로 하여금 대사찰인 법주사를 창건하도록
하여 국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신라는 삼년산성을 거점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인 660년 9월 28일에는 당나라의 사
신인 좌위중랑장 겸 웅진도독(左衛中郞將 兼 熊津都督)인 王文度가 당 황제의 조서를 신라 태
종 무열왕에게 전달하는 의식을 삼년산성에서 거행하였다.
경덕왕(景德王) 1년(742) 삼년산군(三年郡)이라 개칭하였으며, 동왕 16년(757)에는 서원경(西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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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으로 승격되는 등 통일신라시대 이후 청주지역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으나, 보은지역
은 고려 초까지 삼년산성을 위시한 성곽을 중심으로 여전히 관방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헌덕왕(憲德王) 14년(822) 3월에 웅천주(熊川州) 都督 김헌창(金憲昌)은 그의 부친 김주원(金周
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반란을 일으켜 삼년산성에서 신라군과 격전을 치르기
도 하였다.
고려 태조 10년(927) 보령(寶齡)으로 고쳤다가 얼마 후에 보령(保令)으로 다시 고쳤다. 940년
매곡현을 회인(懷人)으로 개칭하였다.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루어진 현종 9년(1018))에 보령
은 경상도 상주목(尙州牧)에, 회인은 청주목의 관할에 속하였으며, 명종 2년(1172)에는 감무(監
務)를 두었다. 회인은 회덕의 감무가 겸임하다가 우왕 9년(1383)에 별도의 감무를 두었다.
조선 태종 6년(1406) 8월 읍호인 보령(保令)이 충청도 서해안에 있는 보령(保寧)과 발음이 같
다하여 보은(報恩)으로 고치고 현감을 두었으며, 태종 13년(1413)에 소백산맥 북쪽의 금강상류
와 지류유역의 옥천, 보령, 황간, 영동, 정산 등을 상주관할에서 청주관할로 옮겼다. 태종 17년
(1417) 지방행정조직을 8도로 분할 할 때 청주목이 충청도에 속하게 되면서 보은 또한 충청도
에 속하게 되었다.
세조대의 진관체제에서는 청주진관의 소속이 되었으며, 현감이 전제도위를 겸임하였다. 세조
10년(1464) 세조가 병으로 명산대찰에 기도하기 위하여 충청도와 경상도에 행차하던 중 보은현
을 지나 병풍속에서 하루를 지냈다하여 이곳에 대궐터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다음날 왕이 말티
재를 넘어 속리산에 들어 갈 때 소나무에 걸릴까 말까하여연(輦) 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
가지가 스스로 번쩍 들려 무사히 통과하였다. 이에 감격한 왕이 소나무에 정이품을 제수하였으
며, 이곳에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에서 보은(報恩)이라는 지명을
새로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명종 4년(1549)에 삼년산성 내에 삼년성서원(지금의 象賢書院)이 세워졌으며, 광해군 2년
(1610)년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액된 서원이다.
정조 14년(1790) 순조의 태실(胎室)을 속리산에 봉안하여 그 봉우리를 태봉(胎峰)이라 하고,
철종 13년(1862) 가혹한 징세와 관리들의 횡포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났는데, 회
인에서도 농민의 항거가 일어났다. 고종 30년(1893) 보은 장내에 2만 여명의 동학교도들이 모여
종래의 교조신원운동(敎祖伸寃運動)의 성격에서 벗어나 탐관오리의 징토와 척왜양창의(斥倭洋
倡義)를 내걸고 집회를 가졌으나 정부의 무력진압과 위무로 실패하였다.
고종 32년(1895) 전국을 23부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보은과 회인이 현에서 군으로 승격되었
다. 1914년 3월 행정구역통폐합 때 회인군(懷仁郡)을 병합하여 회남면(懷南面)· 회북면(懷北面)
으로 하고, 충청남도 대덕군 오동령리를 편입시켜 10개면으로 개편되었다.
1947년 2월 속리면을 내속리면(內俗離面)· 외속리면(外俗離面)으로 분할하였고, 1973년 7월에
보은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0면, 178리로 구성되었다. 1989년 회북면 묘암, 마동, 마구와
회남면 염티리를 청원군에 넘겨주고, 옥천군 안내면 일부를 병합하여 1읍 10면 174리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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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91년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를 없애고 행정구역을 조정하였다. 2007년 8월 내속리면은
속리산면으로, 외속리면은 장안면으로, 회북면은 회인면으로 변경되었다.
보은군은 2010년 현재 보은읍과 속리산· 장안· 마로(馬老)· 탄부(炭釜)· 삼승(三升)· 수한(水
汗)· 회남(懷南)· 회인(懷仁)· 내북(內北)· 산외(山外)면의 1읍 10면으로 이루어졌다.(보은군청 홈
페이지 http://www.boeun.go.kr)

[도면 2] 조사지역 근세지형도(朝鮮總督府, 1918年,「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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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내용
3.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 보은 사직리 유물산포지(도면 1· 3, 사진 3- ①)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산4-25번지 일원

이격거리 : 350m
보은에서 19번 도로를 따라 관기방향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탄부면으로 가는 갈림길을 따
라 사직리까지 가다보면 다시 왼쪽으로 평각리로 가는 길이 나온다. 유적은 평각리 돈논마을이
보이는 평각1교 건설예정지에서 노선을 따라 보은 방향으로 430m정도 지점의 낮은 능선 봉우
리 일대에 위치한다. 이 봉우리의 서쪽 경사면과 남쪽 경사면, 북쪽 경사면의 밭에서 고려~조
선시대 유물이 수습되었다.(충북대학교박물관 1996)

2) 보은 평각리 유물산포지(도면 1)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 돈논마을 남쪽

이격거리 : 800m
사직리에서 평각리로 가는 길에서 돈논마을에 이르리 약 150m전에 오른쪽으로 보이는 낮은
구릉이 유물산포지이다. 유적의 뒤쪽으로 소나무숲이 있고, 주위에는 여러 기의 민묘가 있다.
타날문토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충북대학교박물관 1996)

3) 보은 사직리 유물산포지1(도면 1, 사진 3- ②)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8번지 일원

이격거리 : 800m
사직마을 동쪽 배후의 매우 넓고 나지막한 구릉으로서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무문토기
편이 수습되었는데, 분포 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유물 분포 범위는 20,000㎡ 정도이다.(문화
재청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gis-heritage.go.kr)

4) 보은 고승리유적(도면 1, 사진 4- ①)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고승리 산33번지 일원

이격거리 : 800m
보은읍내에서 영동IC로 가는 19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금굴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동
쪽으로 보청천을 가로지르는 고승교를 건너자마자 북쪽으로 보이는 북-남으로 뻗어내려온 구
릉지에서 돌도끼· 돌화살촉· 방추차· 쇠창 등이 수습되었다. 이곳은 해발 256m의 산정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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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지형 및 조사현황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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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사면에 해당되며, 경사가 완만하고 바로 옆으로 보청천이 흐르고 있어 사람이 살기에 좋
은 자연· 지형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문화재청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gis-heritage.go.kr)

5) 보은 사직리 산제당(도면 1)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마을 뒷산

이격거리 : 700m
마을 뒷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집은 블록 스레이트 지붕 구조이다. 신목은 마을 앞에
위치하며 수종은 팽나무이다. 산신에게 제를 올리며 제관 1명, 축관 1명, 공양주 1명을 생기복
덕을 가려 선출한다. 제관은 이틀 전부터 근신을 하고 부정이 있을 때에 제일을 다시 택한다.
보통 정월 초이틀 자정에 제를 올리며, 다음날 음복한다. 제상에는 흰시루떡, 돼지머리, 포, 삼
과를 올리며, 제비는 동네기금 20만 원 정도로 충당한다.(문화재청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gis-heritage.go.kr)

6) 보은 사직리 보호수(도면 1, 사진 4- ②)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29

이격거리 : 850m
사직리 사직마을 입구에 위치하며, 산제를 올린 후 동제를 올리는 신목이다. 1982년 8월에 보
호수 59호로 지정되었다. 수종은 팽나무이며, 수령은 약 150년으로 추정된다. 보호수의 높이는
19m 가량이며, 나무둘레는 3.3m 정도이다. 현재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문화재청 문화재지리정보서비
스 홈페이지 http://www.gis-heritage.go.kr)

․2)

3.2. 고고ㆍ역사분야(도면 1~3, 사진 1

본 조사는 KS쏠라에너지 발전소 의뢰로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17번지 일원 태양
광발전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조사면적은 2,836㎡에 해당한다. 지표조사는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유적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공사 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과 유물
을 보호하고, 관련기관의 협의 및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조사단에서는 조사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형적
특징과 주변유적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사전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
사 결과 조사지역 일대는 해발 200m 내외의 구릉 정상부가 남쪽으로 뻗어 연결되며, 정상부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에서는 소규모 취락이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어 이러한 조사지역의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 일대는 남-북으로 깊게 형성된 골짜기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북쪽과 동쪽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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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은 해발 200m 내외의 높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지 사이 곡간부가 깊게 자리한다.
현재 조사지역은 계단식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주변지역 역시 밭경작지 및 최근에 조영된
분묘가 들어서 있어 조사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은 오랫동안 지형훼손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은 골짜기에 위치한 농경지에 위치해 있어 매장문화재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3.3. 지명분야
◎ 탄부- 면(炭釜面) 【면】보은군 11면의 하나. 본래 보은군의 지역으로서 탄부면(炭釜面)이라
하여 장암(壯岩), 경상(景祥), 덕동(德洞), 석화(石花), 벽지(碧池), 하장(下長), 상장(上長), 중관(中
官), 하관(下官), 구암(九岩), 국덕(國德), 기대(箕大), 상소(上所), 중소(中所), 하소(下所)의 15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폐합에 따라 기대, 상소, 중소, 하소의 4개리는 마로면(馬老面)
에 넘겨 주고, 마로면(馬老面)의 대양(大陽), 성지(城池), 쌍암(雙岩)의 3개리와 사각면(思角面)의
구인(求仁), 신동(新洞), 평각(坪角), 고승(高升), 사직(士直), 매화(梅花), 나부(羅浮), 운현(云峴)의
8개 동리와 왕래면(旺來面)의 임한리(林閑里)를 병합하여 장암, 덕동, 벽지, 하장, 구암, 상장, 대
양, 성지, 구인, 평각, 고승, 사직, 매화, 임한의 14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는데, 1946년 2월 1일
지방행정구역변경에 의하여 구인리(求仁里)를 외속리면(外俗離面)에 넘겨 주어서 현재 13개 리
가 됨. 동쪽은 마로면(馬老面), 남쪽은 마로면과 삼승면(三升面), 서쪽은 삼승면, 북쪽은 보은면
(報恩面)과 외속리면(外俗離面)에 닿음.

� 사직-리(士直里)〔사직, 사직이〕【리】본래 보은군 사각면(思角面)의 지역으로서 예전에
사직단(社稷壇)이 있었으므로 사직(社稷) 또는 사직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사직리라 해서 탄부면에 편입됨
구름-샘이【마을】사직이 북쪽에 있는 마을.
사직(社稷)【마을】→ 사직리.
사직이【마을】→ 사직리.
사직-저수지(士直貯水池)【못】사직이 북쪽에 있는 저수지.
새골-재【고개】사직이에서 평각리 신동으로 넘어가는 재.
새-마을【마을】사직이 동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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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견
본 지표조사는 보은군 사직리 117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KS쏠라에너지 발전소의 의뢰로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대상구역은 행정구
역상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17번지 일원이 해당되며, 조사면적은 2,836㎡이다.
조사지역 일대는 해발 200m 내외의 비교적 높은 산지지형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조사지
역이 위치한 지역은 산 정상부 사이에 형성된 곡간부 농경지에 해당한다. 계단식으로 조성된
농경지는 오랫동안 경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지역 역시 밭 경작지와 분묘가 조영되면서 지
형훼손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표에서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물의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지역 일대는 매장문화재가 입지하기에 매우 불리한 조
건을 갖추고 있으며, 경작 등으로 인해 지형 훼손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에 조사지역 내에서는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의 징후인 유물 및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지역 일대
가 전체적으로 험한 산지지역에 해당되고, 금번 조사대상지역인 태양광발전소 시설 예정부지
또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
회 조사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재 보존대책은 필요치 않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재 지표조사는 육안으로 관찰하며 지표상에 드러난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는
조사방법이므로 이러한 지표조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감안하여 이번 조사에서 문화재 징후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일지라도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 진행시 유구나 유물 등의 매장문화재의 징후가 확인되면 조사단 혹은 관계기관(문화재
청· 충청북도청· 보은군청)에 통보하여 문화재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조사결과 현황

조사기관

유적
번호

유적명

행정구역
(주소)

충북대학교박물관

·

사직리 유물산포지

·

충북대학교박물관

·

평각리 유물산포지

·

충북 보은군 탄부면
평각리 돈논마을 남쪽

·

·

사직리 유물산포지1

·

·

·

고승리 유적

·

·

·

·

지정현황

유적성격

충북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산4-25번지 일원 유물산포지

조사기관
비고
의견 (이격거리)
·

350m

유물산포지

·

800m

충북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8번지 일원

유물산포지

·

800m

·

충북 보은군 탄부면
고승리 산33

유물산포지

·

800m

사직리 산제당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마을 뒷산

민속

·

700m

사직리 보호수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29

노거수

·

8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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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사진 1] 조사지역 ①위성사진(Daum) ②원경(북서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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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사진 2] 조사지역 전경 ①서쪽에서 ②남동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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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사진 3] 주변문화재 전경 ①사직리 유물산포지 ②사직리 유물산포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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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사진 4] 주변문화재 전경 ①고승리 유적 ②사직리 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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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명
KS쏠라 에너지 발전소
사업기간 2017. 2. ∼ 2020. 2.
사업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17번지 일원
사업
내용 면 적 전체사업면적
2,836㎡
사업목적 태양광 발전사업
지표조사면적
2,836㎡
사업시행자 기관명 KS쏠라에너지 발전소 연락처
010-3499-8439
고고,역사분야 중앙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신연식 조사원 이하 오준혁
성수일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관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지표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
2017.
10.
27.
∼2017.
11.
02.
조사기간
(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분석과 보고서 작성 5일)
조사비용
고고·역사 2,244,000원 민속
수중
고건축 원
*계약금액
원
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기준
지정문화재
·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비지정
문화재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조사
결과 지상문화재 기존
신규
매장문화재 기존
신규
건축물 기존
신규
민속자료 기존
신규
조사기관
종합
의견

보은 사직리 유물산포지(이격거리 350m)
보은 평각리 유물산포지(이격거리 800m)
보은 사직리 유물산포지1(이격거리 800m)
보은 고승리 유적(이격거리 800m)
보은 사직리 산제당(이격거리 700m)
보은 사직리 보호수(이격거리 850m)

□유적 있음 □
√유적 없음

·
·
·
·
·
·
·
·

사업지역내에서 유구 혹은 유물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징후는 확인되
지 않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문화재 보존조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다만, 형질변경 공사시 매장문화재의 징후가 확인될 경우 조사기관이나 해
당 행정기관(문화재청, 충청북도청, 보은군청)에 통보하여 문화재 관련 법령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기관명 : 중앙문화재연구원 (인)
문화재청장 귀하

연 문화재명
번
ㆍ

ㆍ

소재지
ㆍ

조사의견
면적 시대 종류 유적구분
비고
(㎡)
기존 신규 의견구분 조사면적 사유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