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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
• 본문에 삽입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 및 사업자 제공 지형측량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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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와 보고서 간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비를 지원 받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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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〇 조 사 명 : 홍성 금마면 인산리 산10-1번지 태양광발전시설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〇 조사경위 : 본 조사는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산10-1번지에 계획 중인 태양
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토기편이 수습
된 곳으로 보고되어, 해당지자체인 홍성군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전 해당부지
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할 것을 행정 지시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김태성(개인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매장문화재의 부
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30일 국비지원 지표조사에 착수하였
다.

〇 조사대상지역 및 범위 :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산10-1번지

〇 조사면적 : 6,446㎡

〇 조사기간 : 2017년 10월 30일 ~ 2017년 11월 3일
- 사전조사(1일), 현장조사(1일), 정리분석 (1일), 보고서 작성(2일)
〇 조사의뢰인 : 김태성

〇 조사단구성
-

조사단장

:

서 봉 수(백두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박 종 규(백두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조 사 원

:

박 햇 님(백두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손 기 언(백두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

보

조

원

:

김 지 훈(백두문화재연구원 조사원)

현장 조사는 서봉수의 총괄 아래 박종규의 책임으로 박햇님, 손기언, 김지훈이 진행하
였으며, 현장 조사 후 박햇님, 손기언, 김지훈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박종규가 수정･보
완하여 서봉수가 최종 교열･감수하였다. 도면 작성에 구민혁(백두문화재연구원 유물관리
부)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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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 위치 및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충청남도 홍성군은 동쪽으
로 예산군, 북쪽으로 서산시, 남쪽으로 청양군
및 보령시와 접해있고, 서쪽은 서해의 천수만과
접하고 있다. 수리적 위치는 동경126°27′~126°
46′, 북위36°28′~36°40′에 해당되는데, 군의 동
단은 장곡면 장태리, 서단은 서부면 궁리, 남단
은 광천읍 옹암리, 북단은 홍북면 갈산리이다.
동서간의 거리는 29㎞, 남북간거리는 23.5㎞이
고, 군의 전체 면적은 421.60㎢이다.
홍성군의 지형은 동쪽에서 북동-남서방향으로

도면 1. 홍성군의 위치

뻗고 있는 차령산맥과 북서지역의 북동-남서방
향으로 뻗고 있는 가야산 줄기가 서쪽지역으로 갈수록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두 산맥
사이에 위치한 지역은 대체로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홍성읍을 중심으로 각각
동서쪽에 남북방향으로 넓은 구릉성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지의 형세를 바탕으로 살펴본 홍성군의 지세는 동․남․북쪽이 모두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서쪽은 천수만과 접해 있어 해발 40~60m 내외의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표고 200m 이상의 산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개의 능선방향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는 용봉산(해발 374m)을 기점으로 일월산(해발 394m) - 보개산 - 지기산(해발 321
m)으로 연결되는 북동방향이고, 두 번째는 삼준산을 기점으로 결봉산 - 보개산 – 지기산
으로 연결되는 북서방향의 서쪽인 남서부 지세로 연결되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
양 지역 가운데 ‘V’자형을 이루고 다소 험준한 산세를 보이는 중앙부로 구분된다. 이들
지형은 대체로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다.
홍성군내에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인 삽교천을 비롯하여 32개의 준용하천이 있으며, 이
들의 총 길이는 152.45㎞에 이르며, 지형의 대략적인 방향과 일치하여 북동에서 남서로
흐른다. 용봉산과 월산, 그리고 남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를 분수령으로 삼준산에서 발원
한 와룡천, 지기산에서 발원한 금리천ㆍ학산천, 보개산과 지기산에서 발원한 청광천 수계
는 남서쪽으로 흘러 천수만에 유입된다. 반면에, 용봉산에서 발원한 금마천과 보령 성주
산에서 발원한 무한천 수계는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아산만으로 유입된다. 금마천 유역에
는 넓은 홍성분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하천유역에도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 군의
1)홍성군지편찬위원회, 1993, 『홍성군지』.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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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 생산지가 되고 있다. 또한 천수만 연안은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이가 커서
간석지로 이용된다.
홍성군의 지질은 군의 서부와 중남부 및 동남부에 발달한 선캄브리아기의 편암류와,
편암류를 관입한 화강편마암이 중서부와 동부에 넓게 발달해 있다. 쥬라기의 남포층군
또한 서부와 동남부에서 남북 또는 동북 방향으로 좁게 띠모양의 분포를 보인다. 이 외
에도 쥬라기의 화강암류가 홍성읍 이북과, 일부 중서남부에서도 소규모로 분포하는 등
전반적으로 편암, 편마암, 화성암 지대를 이루고 있다. 즉, 홍성을 포함한 충남의 서북부
지역은 지질구조상 크고 작은 단층들이 발달되어 있어 우리나라 4대 강진지역으로 꼽히
는 곳이다. 기후는 서해에 접해 있어 대체로 온난하나,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추운 편이다. 연평균 기온은 11.7～12.1℃, 1월 평균 기온은 -1.4℃, 8월 평균 기온
26.5℃ 내외이며 연평균강수량은 1,620㎜ 정도이다.

사진 1. 충청남도 내 홍성군 위성사진(DAUM 참고)

2. 고고･역사적 배경
홍성군의
옥암리에서

구체적인
조사된

역사적

구석기시대

기록은

뒤늦은

퇴적층에

편이지만,

포함된

시기부터 인간의 거주가 이루 졌음을 증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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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제

고고학

자료로서

석기들은

선사시대

홍성읍
이른

홍성의 대표적 구석기유적인 옥암리 유적2)은 2개의 문화층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토양쐐기가 시작되는 3A층에서 밀개ㆍ홈날ㆍ찍개 등에 약간의 석기류와 다량의 몸
돌과 격지가 출토되었다. 옥암리 유적은 주변지역의 아산 실옥동 유적3)과 권곡동 유적4)
등과 석기 양상이 유사하여 일대와의 비교․검토에 중요하다.5)
신석기시대 유적은 장곡면 대현리6)에서 즐문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상정리 유적7)에
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와 타원형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내부에는 31기의 기둥구멍
과 3개의 타원형 수혈이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단사선문ㆍ단치횡주어골문ㆍ다
치횡주어골문ㆍ금강식토기 등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최근에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의 2
-4지점 발굴조사8)에서 주거지 2기와 수혈 2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주거지 1기는 돌
출부를 갖춘 장방형의 대천리식 주거지의 구조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구석기나 신석기시대 유적보다는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근래에는

홍북면

신경리

자경동과

음달말

일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석택리 유적9)에서도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함께 장방형과
세장방형 등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패총 구항면
태봉리, 은하면 확산리ㆍ금국리, 광천읍 대평리10) 등의 탁자식 지석묘를 제외하면,
결성면 금곡리ㆍ성호리, 장곡면 행정리ㆍ화계리ㆍ천태리, 홍동면 효학리, 홍북면 상하리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개석식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다.
입석은 구항면 황곡리, 장곡면 오성리ㆍ상동리, 은하면 장척리, 홍동면 홍원리ㆍ대천리,
갈산면 부기리, 홍동면 팔괘리 등에서 무문토기와 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결성면 금곡리
원천패총에서는 붉은 간토기편과 돌도끼 등이 출토되었으며, 성곡패총에서는 무문토기
저부편이 몇 점 수습되기도 하였다.11)
원삼국시대에 홍성지역은 마한의 54개국 중 최대 4개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홍성군

일대는

삼한의

소위건국(素謂乾國)과

감해비리국(監奚卑離國),

결성면

일대는 고비리국(古卑離國또는 占卑離國), 장곡면 일대는 사로국(駟盧國)으로 비정되고
있는 지역이다. 三國史記 지리지에 의하면 지금의 홍성지역에는 백제의 행정구역으로
1군(결기군) 2현(사시량현, 우견현)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결성면 신금성에서 한성기에
해당하는 백제시대 유적이 발굴조사 된 바 있어, 백제 세력 확장에 있어서 중요
거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적으로는 신금성 유적12) 외에도
웅진기의 성호리 고분군, 남장리 유적의 사비시대로 추정되는 생활유구인 주거지 등이
2)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홍성 옥암리 구석기유적』.
3)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아산 실옥동 유적』.
4)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아산 권곡동 유적』.
5) (재)동방문화재연구원, 2014, 『홍성 대동리 68-5번지 일원 대지조성 사업부지 내 유적』.
6) 이남석 · 조원찬, 1997, 『洪城의 文化遺蹟』.
7)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홍성 장척리 · 상정리 유적』.
8)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도청이전신도시 2-4지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보고서』.
9)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4, 『홍성 석택리 유적』.
10) 李殷昌, 1967, 「洪城 大坪里 支石墓 調査」, 『考古美術』 제89호, 韓國美術史學會.
11)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충남도청(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구간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2) 이강승·박순발·성정용, 1996, 『신금성』, 충남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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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지방 행정구역은 9주 5소경제로 개편되면서 홍성지역은 웅천
주에 속하게 되었다. 경덕왕 16년(757년) 지명을 한식으로 개명하면서 13개군과 29현으
로 다시 재편하는데, 이 때 홍성지역에는 소성군과 그 영현이었던 신양현, 윤산군의 영현
이었던 목우현이 포함된다.
고려시대에 홍성지역은 운주전투(934년)로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게 되었다. 이 후 홍
주 사람 삼중대광 홍규의 딸이 태조의 12번째 후비로 책봉되면서 지금의 홍성읍을 중심
으로 한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된 것으로 보인다. 995년(성종 14년)에 도단
련사가 파견되고 운주로 이름이 개명되었다가, 1012년(현종 3년)에는 도단련사가 폐지되
면서 지주사를 두고 홍주로 바뀌었다. 이후 홍주는 1356년(공민왕 5년)에 홍주목으로 승
격되었다.
홍성지역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월산리 유적13)이 대표적이다. 월산리 유적
에서는 건물지 15동, 건물지 하부 수혈유구 1기, 담장지 13기, 배수로 3기, 출입시설 2
기, 우물 1기, 집수시설 1기, 부뚜막 시설 1기, 소성유구 1기 등 총 39기의 유구가 확인
되었다. 이 유적은 고려 초기에 사찰지로 창건되어 운영되다가 고려 중기에 폐사되었고,
고려 중기 이후에 군사적 성격을 겸한 관아나 객사 등 공공적 성격의 건물이 다시 들어
서 조선 초기까지 그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선시대에 홍성은 태종 13년에 실시된 지방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홍주목과 결성현
으로 나뉘어졌다. 홍주목은 신평ㆍ여양ㆍ고구ㆍ흥양ㆍ합덕 등을 속현으로 삼아 직접 관
할하였으며, 3개 군과 8개 현을 영현으로 거느렸다. 조선시대에 걸쳐 큰 변동 없이 차령
산맥의 서북쪽을 관할하는 행정과 군사의 요충지로서 기능을 하였다. 그 후 중종 25년
(1530년)에 홍주부로 승격되어 관찰사가 파견되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 현종 때와 순
조 때에 잠시 홍양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승격되었다. 1895년(고종32년) 지방제도가
23부제로 개편됨에 따라 홍주부로 승격되어 인근의 22개군을 관할하다가 건양 원년
(1896)에 실시된 13도제에 의해 홍주군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에는 홍주군과 결성군을
통합하고 보령군의 일부를 편입하여 홍성군이라 하였다. 그 뒤 1941년, 1942년 홍주면
과 광천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3년 2월 전국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서산군
고북면 대사리와 결성면 와리를 갈산면에, 홍동면 월림리, 대평리, 운용리를 광천읍에, 결
성면 중리를 서부면에, 홍북면 내법리, 홍동면 구룡리를 홍성읍에 편입하여 현재와 같이
홍성읍․광천읍, 갈산면, 결성면, 구황면, 금마면, 서부면, 은하면, 장곡면, 홍동면, 홍북면
등의 2읍 9면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3)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홍성 월산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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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대상지역 고지도(海東地圖, ｢鐵原郡｣, 18세기 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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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대상지역 고지도(『大東輿地圖』, 18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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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대상지역 근세지형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1914~19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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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1) 조사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지정･비지정 문화재 현황
현장조사에 앞서 문헌 및 주변유적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조사대상지 반경 1km 이내
에서 ‘홍성 가산리 느티나무’, ‘홍성 가산리 정광 고분군①’, ‘홍성 가산리 정광 고분군②’
등 3개소의 비지정문화재가 확인되었다.
[표 1] 조사대상지역 주변 지정문화재 현황(1km 이내)
국가 지정문화재
구분

국보

보물

사적

0

0

0

수량

천연

중요

중요민

유ㆍ무형

기념물

문화재

속자료

문화재

0

0

0

0

0

계

시ㆍ도 지정문화재
기
민속
문화재
념
자료
자료
물
0
0
0
0

향토
유적
0

등록
문화재
0
0

0

[표 2] 조사대상지역 주변 비지정문화재 현황(1km 이내, 도면 1. 참고)
번호

유적명

시대/성격

1

홍성 가산리 느티나무

조선/노거수

2

홍성 가산리 정광 고분군①

고려/고분군

3

홍성 가산리 정광 고분군②

시대미상/고분군

(1) 홍성 가산리 느티나무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467

□ 시

대 : 조선

□ 종

류 : 노거수

□ 내

용 : 금마면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정도의 거리에 가산리 가야마을이 있다. 나
무는 이 마을의 중앙과 남쪽 전방의 경작지변에
있다. 나무의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1983년 10월
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수령은
약 430여 년 정도이고, 나무의 규모는 높이 17m,
둘레 6.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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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년도

지정사항/조사기관

(2) 홍성 가산리 정광 고분군①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정광

□ 시

대 : 고려

□ 종

류 : 고분군

□ 내

용 : 금마면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1.6km 정도의 거리에 가산리 정광마을이 있
다. 고분군은 이 마을의 동쪽에 있는 표고
114m의 산에서 북서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의
남서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고분군
으로 알려진 지역은 경작지로 개간되어 있는
상태로, 지형변경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이
다. 따라서 구체적인 고분의 형상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전혀 없다. 다만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십여년전에 야산을 개간하는 과정
에서 몇 기의 고분이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형상은 파악되지 않는다.
(3) 홍성 가산리 정광 고분군②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 정광

□ 시

대 : 시대미상

□ 종

류 : 고분군

□ 내

용 : 금마면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1.6km 정도의 거리에 가산리 정광마을이 있
다. 이 마을의 동쪽에는 표고 114m의 산이
있는데, 고분군이 확인된 지역은 이 산의 서
향사면 하단부로 ‘오륙골’이라는 골짜기의 끝
부분에 위치한다. 현재 고분군의 전방으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인공수로가 남북방향으로
지나고 있어서, 일부지역은 지형훼손이 심하
게 이루어진 상태이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판석을 이용하여 方形으로 묘실을 만든
고분이 노출되었으며, 내부에서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고분군의 대부
분은 임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지표면에서 유구의 흔적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2) 조사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매장문화재 조사 현황
조사대상지역 반경 1km 이내에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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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분포도(1/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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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고고 분야
1) 조사방법
역사･고고분야에 있어 현장조사는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조사된 유
적을 확인하여 그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전 지역을 도보로 현장조사하였다. 진행 순
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조사를 시행하여 기존에 조사된 문헌을 바탕
으로 조사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문화재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문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지형
및 조사대상지역의 위치를 재확인한다.
셋째, 본격적으로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지역의 현
상에 대해 기록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넷째, 현장조사는 조사원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표 관찰을 진행하였으며, 다시 각
조사원의 담당구역을 바꾸어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 작업을
완성한다.

2) 조사내용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산10-1번지 일원으로, 태양광발
전시설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조사 면적은 6,446㎡이다.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금마면은 홍성군의 북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예산군과 맞닿아 있다.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발 70m 이하의 저구릉지 및 구
릉 사이에 형성된 곡간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릉 말단부를 중심으로 개간하여 경작지
로 이용되고 있다. 서쪽으로는 능선과 능선 사이에 형성된 곡부를 중심으로 금마천의 지
류인 소하천이 남류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실시하였으
며, 육안으로 지표상의 유구와 유물 등의 흔적을 찾으면서 문화재 유무 및 유존 범위와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남동쪽에 위치한 석산(해발 63.8m)의 가지능선에서 뻗어 내린 완만한
남사면부에 해당한다. 대부분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릉 상부를 중심으로는 분묘가
조성되면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구릉 하단부는 밭으로 조성되었는데 현재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다. 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형이 일부 절토되
어 암반이 노출되는 등 원지형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의 중앙부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상태로 사면 아래 절토면에서 층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표토 바로 아래
에 풍화암반이 관찰되고 있다.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에서 유적과 관련된 어떠한 증후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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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민속･지명유래 분야
1) 지명유래14)
(1) 금마면(金馬面)
홍성 금마면은 고려시대부터 홍주에 속하였으며 고려말 공민왕 5년(1356) 왕사 보우의
내향으로 홍주목(牧)으로 승격되었고 현종2년(1660)에는 홍주목에 설치된 전패(殿牌)가
손상이 된 이유로 홍양현으로 강등되어 조선말의 홍양현 평면(坪面)에 속하였다. 이후 일
제 강점기인 1914년에는 송지곡면과 원평면을 통합하여 금마면으로 불리게 되어 현재 1
3개의 법정리와 26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있다. 금마면이라는 이름은 이곳을 통과하는
하천인 금마천(金馬川)의 지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금마라는 이름은 하천의 유로
(流路)가 말이 뛰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 인산리(仁山里)
과거 홍주군 평면의 일부지역으로, 1914년에 인흥리, 석산리와 양지리, 강월리, 용당리
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인흥과 석산의 이름을 따서 인산리라 하여 금마면에 편입 되었
다. 금마면의 동부에 위치하며 테뫼산의 북쪽에 있는 농촌마을이다. 마을로는 동산, 인흥,
석산, 점촌 등이 있다.
- 동산 : 과거 이 지역 산에 논과 밭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잘랐더니 그때부터 마을에
불이 자주 일어나고 흉한일이 많이 생겨 다시 나무를 심어 산으로 남겼는데 이때부터 동
산이라 불렀다.
- 인흥 : 인산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
- 석산 : 뒤에 돌산이 있어 붙은 이름.
- 점촌 : 점이 있어 붙은 이름.

14) 홍성군 금마면 홈페이지: http://kumma.hongseong.go.kr/kumma/sub01_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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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대상지역 전체 현황도(S=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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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재 보존대책 현황 및 종합고찰
1. 문화재 보존대책(현황)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은 분묘가 조성되거나 밭 등으로 경작되면서 일부 형질변
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지역에서도 어떠한 고고학적 유구와 유물도 흔
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역사･고고분야

[표 4] 조사대상지역 내 유적 세부 현황 및 조사단의견
총면적

(면적 단위 : ㎡)
발굴조사 면적

보존 면적

사업시행

입회조사

면적

면적

시굴
조사

표본
조사

정밀
조사

일부
보존

이전
보존

6,446

ㆍ

ㆍ

ㆍ

ㆍ

ㆍ

ㆍ

6,446

2. 종합 고찰
금번 문화재 지표조사는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산10-1번지 대상으로 진행하
였으며,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전에 유적의 유무와 분포 범위를 확인하고, 개발과 문화유
적보존의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단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 내에서는 유구와 유물 등의 고고학적 흔적이 조사되지
않아 매장문화재의 부존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민속조사를 실시할 만한 전통 가옥 또는 이와 관련된 민속
자료는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천연기념물과 같은 자연문화재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파악되어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표조사는 육안관찰이라는 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구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시행 시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이나 유구가 발
견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호에 의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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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寫

眞)

사진 2. 조사대상지역 위성사진(표기된 숫자는 사진 위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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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조사대상지역 전경1(남서→북동)

사진 4. 조사대상지역 전경2(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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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조사대상지역 북동쪽 진입로 근경(①, 동→서)

사진 6. 조사대상지역 북쪽 경계부 분묘 근경(②,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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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대상지역 북쪽 경계부 근경(③, 동→서)

사진 8. 조사대상지역 서쪽 경계부 근경(④,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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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대상지역 중앙부 근경(⑤, 북→남)

사진 10. 조사대상지역 중앙부 근경(⑥, 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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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대상지역 서쪽부 분묘 근경(⑦, 서→동)

사진 12. 조사대상지역 남쪽 경계부 근경(⑧, 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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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조사대상지역 중앙부 전경(⑨, 남→북)

사진 14. 조사대상지역 중앙부 전경(⑩, 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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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조사대상지역 중앙부 전경(⑪, 서→동)

사진 16. 조사대상지역 동쪽 경계부 전경(⑫,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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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지표
조사

홍성 금마면 인산리 산10-1번지
사 업 명
태양광발전시설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사업기간
지표조사
사업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산10-1번지
전체사업면적
6,446㎡
면
적
사업목적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지표조사면적
6,446㎡
010-6443-6021
사업시행자
김태성
연락처
고고,역사분야 4명 책임조사원
박종규
조사원 이하 박햇님, 손기언, 김지훈
민속분야
･
책임조사원
･
조사원 이하
･
조사기관
수중분야
･
책임조사원
･
조사원 이하
･
고건축분야
･
책임조사원
･
조사원 이하
･
자연문화재
･
책임조사원
･
조사원 이하
･
2017. 10. 30 ～ 2017. 11. 3
조사기간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분석 1일, 보고서 작성 2일)
고
민
수
건
조사비용
고고･역사
2,486,000원 속
중
원
원 축
원
*계약금액기준
분야
(국비지원)
분
분
분
야
야
야
지정문화재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비지정
문화재

없음

홍성 가산리 느티나무, 홍성 가산리 정광 고분군①,
홍성 가산리 정광 고분군②

1km 이내

사업부지내
□유적 있음
■유적 없음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지상문화재
해당사항 없음
신규
기존
매장문화재
해당사항 없음
신규
기존
건축물
신규
해당사항 없음
기존
민속자료
신규
1. 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 내에서는 유구와 유물 등의 고고학적 흔적이 조사되지 않
았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민속조사를 실시할 만한 전통 가옥 또는 이와 관련된 민속
자료는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천연기념물과 같은 자연문화재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
조사기관
으로 파악되어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 의견
3. 지표조사는 육안관찰이라는 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구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시행 시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이나 유구가
발견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호에 의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
다.
2017년
11월
일

기관명 :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재단법인 백두문화재연구원장

(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
번

②
문화재명

③
소재지

·

·

·

⑦
유적구분

조사의견

④
⑤
⑥
⑧
⑨
면적 시대 종류
기존 신규 의견 조사면적
(㎡)
구분
(㎡)
·

·

·

·

·

·

·

⑩
사유
·

⑪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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