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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천안 신풍리 산35-1번지 일원 공장신설부지내 지표조사 국비지원
• 조사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산35-1번지 외 11필지
• 전체조사면적 : 27,901㎡(부지:22,174㎡, 도로:5,727㎡)
• 조사기간 : 2017년 11월 8일 ~ 2017년 11월 14일(7일)
-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2일, 보고서 작성 3일 • 조사경위 및 목적 : 이번 조사는 (주)케이에프씨티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산35-1번지에 추진
하는 공장신설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지표조사1)이다. 동 사업건에 대한 허가조건으로 천안시청에서는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당 사업예정지는 ‘신풍리 독골 고분군’과 연결되는 구릉지대로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업대상지역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 여부와 분포상을 확인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였다.(천안시청「실무종합 심의회 회의록」, 2017.10.18.)
이에 상기의 조사의뢰자는 이 사업이 국비지표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므로, 이를 통해 지표조사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사)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동 사업건에 대한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수행을 요청하여 승인(한문협 2017-0927
호, 2017.11.08.)을 득한 다음, 조사의뢰자(신청인)와 ‘지표조사 국비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금번 조사는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의 유무 또는 그 가능성을 지표상에서 조
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조사의뢰처 : (주)케이에프씨티 (대표 김석경)
• 조사기관 : (재)대동문화재연구원
•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조 영 현(대동문화재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 : 배 성 혁(대동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사 원 : 김 재 철(대동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준 조 사 원 : 최 신 영(대동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

Ⅱ. 조사대상지의 입지와 환경
1. 입지2)
충청남도 천안시는 도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은 4개 읍, 8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636.07㎢이며 충청남도 전체면적의 7.75%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남서부에 위치한 풍세면·광덕면 일대가
1) 이번 ‘국비지원 지표조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재청 2014.1.28 일부개정) 제7조(지표조사 절차)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그리고「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한국매장문화재협회 2017.01)에 의거 추진
하였다.
2) 천안시청,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의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자료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문화유적분포지도-충남 천안
시』(국립문화재연구소 1998),『천안시지』(천안시지편찬위원회 1997),『천안 신풍리유적』(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 등
을 참조하였다.

1

반도처럼 크게 돌출된 형상이다. 시의 동쪽은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과 접하고, 서쪽은 아산시, 남쪽은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접하며, 북쪽은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와 경계를 이룬다.

삽도 1. 천안시 행정지도에서 수신면의 범위( )와 조사대상지( )
2

수리적인 위치는 동경 127°0′40″~127°25′22″, 북위 36°39′12″~36°58′10″이며, 위도상으로 한반도의 중앙
보다는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경도상으로 3/4 정도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지형을 살펴보면, 천안시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차령산맥 줄기인 부소산(459m), 위례산(523m),
성거산(579m), 태조산(424m), 취암산(319m)을 중심으로 동·서부로 지역이 분리되어 있으며, 북부는 평택
평야까지 얕은 구릉성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시의 동부는 만뢰산(611m), 덕곡산(412m), 환의산(402),
국사봉(國師峰 360m)을 경계로 충북 진천군과 시·도계를 이루고 서부와 남부는 광덕산(699m), 고려산
(307m), 망경산(385m), 국사봉(國士峰 403m), 봉수산(366m)의 험준한 산록이 솟아 있고, 공주·논산으로
통하는 관문인 차령(車嶺)이 있다. 시의 북부는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부에는 작성산(해발
497m), 은석산(455m), 개죽산(462m), 세성산(218m) 등 크고 작은 산들이 솟아 있다. 전반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형세이다.
천안시의 수계는 전술한 지형에 의해 구분된다. 대표적인 수계를 살펴보면, 시의 북부는 입창천과 성환천
이 천안의 북서부를 관통하여 안성천으로 유입되고 종국에는 아산만으로 흘러간다. 시의 동부는 병천천, 승
천천, 광기천 등이 청주 흥덕구 옥산면 일대에서 미호천으로 유입된다. 시의 남부는 풍세천, 무학천, 지장
천이 곡교천으로 유입되며, 천안 시가지를 관류하는 천안천 역시 봉강천·곡교천에 합수되어 종국에는 삽교
천을 만나 아산만으로 흘러간다. 이러한 하천들의 주변에는 풍세들, 기미들, 새교들, 마루들 등의 천변 충
적평야가 펼쳐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광활한 평야는 없는 편이다.
천안지역의 지질구조는 옥천지향사에 속하는 남부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고생대 이전의 경기지
괴로 되어 있다. 천안의 동북부 산지는 선캄브리아기의 회색 화강편마암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차령산맥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의 조산운동으로 인한 복잡한 지질구조를 보인다.
천안의 기후는 연평균 기온 12.5°C, 1월 평균기온 -1.9°C, 8월 평균기온 25.8°C 이며, 연 강수량은
1,562.4㎜이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동남구 수신면은 시의 남동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서쪽
으로 천안시 성남면, 남쪽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북쪽으로 천안시 병천면과 접하고 면소재지는 속창
리이다. 동쪽은 바리박산(246m)에서 시작하여 새남산·매봉산, 남쪽은 망경산, 서쪽은 나지막한 구릉성 산지
로 둘러싸여 북서쪽의 세성산으로 이어진다. 이 밖에 북쪽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병천천이 면계를 이룬
다. 전반적으로 북쪽을 제외한 나지막한 산지로 둘러싸인 소규모 분지성 지형으로 면의 중앙부를 승천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병천천과 합수되어 미호천으로 유입된다. 하천을 따라 천변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
수신면 일대의 지질은 선캄브리아의 흑운모편마암류를 기반으로 이를 관입한 중생대 쥬라기의 심성 내지
반심성 화성암류와 이를 부정합으로 덮는 백악기 경상층군 상부의 초평천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관입한 산
성 및 연기성암맥류가 산재하며, 제4기 충적층이 하천 주변과 충적지에 발달되어 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신풍리는 면의 북서단에 해당하며 동쪽으로 수신면 속창리, 서쪽으로 성남면 대화
리, 남쪽으로 수신면 해정리, 북쪽으로 성남면 화성리에 접한다. 신풍리는 대체로 나지막하고 완만한 구릉
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중앙부를 관통하는 개천이 흘러 승천천에 유입된
다. 이 개천을 중심으로 좁고 길쭉한 충적지가 발달하였다. 즉 중앙부가 낮고 양 가장자리가 높은 지형이
다. 면의 중앙부는 동-서방향의 경부고속도로가 나 있다. 그리고 면의 중앙부를 지나는 남-북방향의 693번
지방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그 지선인 1번, 15번 군도가 개설되어 있다. 면의 북편으로 접해 동-서방향의
6번 군도가 개설되어 있다. 최근 대화리·신풍리 일대에 대규모의 천안제5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섰으며, 리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대형물류센터 및 공장들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다. 감절교차로의 북동편 일대에 신풍1리
자연부락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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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산35-1번지 일원으로
신풍리 지역에서 북서쪽에 해당한다. 지리적
으로는 화성리 운교교차로에서 화성리 방면
6번 군도를 따라 420m 정도 지점에 다다른
다. 여기서부터 도로 남편에 접해 남동쪽 대
각선 방향으로 380m 정도가 진입도로부지
에 해당하고 공장조성부지는 해발 84~94m
인 남북방향의 길쭉한 구릉성 산지의 정상부
를

기준으로

동편

사면부가

해당한다.

2. 고고·역사적 환경3)
천안 일대에 처음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
한 시기는 두정동유적4), 청당동유적5), 용곡
동유적6) 등에서 제4기 충적층과 더불어 좀
돌날몸돌 등의 석기류가 출토된 구석기유적
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대체로 후기구석기시
대부터로 보인다. 다만, 두정동유적의 경우
중기구석기시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상대적으로 조사예가
많지 않아 그 문화상을 구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966년에 봉룡동에서 빗살무늬토기편
이 처음으로 수습된 바 있다. 2008년에 백
삽도 2.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의 지형과 조사대상지( )

석동 고재미골유적7)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1동과 보습,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다. 한편 병천천 유역의 청원 쌍청리 주거지8), 쌍청리유적9) 등에서
신석기시대 생활유적이 조사된 예로 보아 앞으로 이 지역에도 신석기시대 관련 유적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된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천안의 전역10)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대부분 주거유적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으
로는 청당동유적11), 백석동유적12)을 비롯하여 쌍용동유적, 용원리유적, 불당동유적, 운전리유적, 용정동유
적, 신방동유적, 용곡동유적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화리·신풍리유적13)이 발굴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
3) 고고학적 분야는 최근에 보고된『천안 신풍리유적』(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을 참고하였다. 역사학적 분야는『文化遺蹟
分布地圖-忠南 天安市』(국립문화재연구소 1998)을 참조하였다.
4) 충청문화재연구원, 2001,『천안 두정동 유적(C·D지구)』.
5)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천안 청당동 구석기 유적』.
6)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천안 용곡동 유적』.
7)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
8) 國立淸州博物館, 1993,『淸原 雙淸里 住居址』.
9)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淸原 雙淸里遺蹟』.
10) 충남대학교박물관, 2007,『호서지역의 청동기문화』.
손준호, 2014,「Ⅵ.고찰」『천안 대화리·신풍리 유적』, 한국고고환경연구소.
11) 國立中央博物館, 1993,『淸堂洞』; 國立中央博物館, 1996,『淸堂洞Ⅱ』.
12) 公州大學校博物館, 1997,『百石洞遺蹟』.
1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4,『천안 대화리·신풍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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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이고 공렬문토기를 표지로 하는 역산·흔암리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일부 가
락동유형이 혼재하는 사례도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는 두정동유적, 남관리유적, 석곡리유적, 대
흥리유적, 업성동유적 등이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말각방형의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
되며, 전기 주거지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다.
천안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의 유적 양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두정동유적에서 석제 검파두
식이 수습되었고, 인접한 아산지역의 장재리·대추리유적14)에서 해당시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최
근에 대화리·신풍리유적에서 수혈 1기와 거기서 흑색마연토기편, 경질무문토기 뚜껑, 단면원형 점토대토기
편이 출토되어, 향후 이 지역에서도 관련유적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원삼국~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이 주를 이룬다. 주거유적으로는 두정동유적, 장산리
유적, 용원리유적, 유리·독정리유적 등이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 주를 이루나 돌출된 출입구를
갖춘 ‘凸’자형 주거지도 확인된다. 분묘유적으로는 화성리유적, 용원리유적, 신풍리유적, 도림리 유적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특히 화성리유적15)은 금번 조사대상지에 인접해 위치한다. 이 유적에서는 목관·목관을 주
체부로 한 토광묘가 다수 확인되었고 거기서 철제은상감환두대도, 방제경을 비롯해 심발형토기, 견부문양대
직구단경호, 장경호, 타날문 원저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화성리유적 내에서 1969년에 중국 동진
제 청자 반구호 1점을 비롯해 원저단경호, 장경호, 파수부배, 철부, 살포, 철정, 꺽쇠 등이 지표수습되어 학
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16) 이 밖에 용원리유적에서는 다수의 토광묘와 함께 수혈식 석곽묘, 횡혈식석실분
등 다양한 묘제가 확인되어 지역간의 관계와 성격 그리고 백제 묘제의 변천상 연구에 양호한 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림리유적에서 석곽묘, 석실묘와 함께 한성기 백제의 토기류, 철기류가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재갈, 등자, 교구 등 마구류와 성시구, 철촉, 대도, 철모, 철준 등의 무기류도 함께 확인되어 이 지역의 백
제 고분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 관방유적으로는 직산 사산성, 위례산성, 성거산성, 서운산성, 백석동 토성, 세성산성 등이 알려져
있다. 위례산성은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석축산성으로 조성되어 고려시대에 토성으
로 개축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17), 최근 발굴조사에서 백제시대 목곽고가 확인됨으로써 초축시기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18)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목천토성을 비롯해 용정리유적, 두터골유적, 청수동유적, 두남리유적, 용고동유
적 등이 확인되었다. 목천토성과 용정리유적에서 구들시설이 구비된 수혈주거지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두터
골유적, 청수동유적, 두남리유적, 용고동유적 등에서 석곽묘들이 조사되었다. 이 시기의 분묘들은 대체로
낮은 구릉 사면부에서 1~3기, 많게는 6~9기가 소규모의 군집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부장된 유물의 형식과
특성으로 보아 7세기 후반~8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축조방식과 구조부분에 백제의 재지적 요소와 신라
적 요소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신라화된 이후 지역의 고분문화 변화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고려~조선시대 유적은 분묘유적과 생산유적이 조사되었다. 남산리 고려묘, 양곡리 분청사기요지, 용곡동
눈돌유적, 청수동유적, 신풍리유적 등이다. 특히 문헌상의 기록과 지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지역에는
14)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아산 장재리·대추리·연화동 유적』.
15) 國立公州博物館, 1991,『天安花城里百濟墓』.
16) 三上次男, 1981,「漢江流域發見の四世紀越州窯靑磁と初期百濟文化」『朝鮮學報』第八十一輯.
小田富士雄, 1982,「四世紀百濟土器」『藤澤一夫先生古稀記念論集』.
小田富士雄, 1982,「越州窯靑磁를 伴出한 忠南의 百濟土器」『百濟硏究』,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編, 知識産業社.
국립대구박물관, 2004,『우리 문화속의 中國 陶磁器』, p.18.
17) 임효재·최종택·양성혁, 1997,『천안 위례산성-시굴 및 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18)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2017.11.13)에「천안 성거산 위례성에서 백제시대 최대 목곽고 확인」이란 제목으
로 게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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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가마터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의 시대별 유적을 중심으로 천안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안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중기구석기시대 이후로 알려져 있으며, 본격적인 집단을 이룬 것은 대규모 취락들이 확
인된 사례로 보아 청동기시대 전기 이후로 보여진다.
청동기~초기철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삼한)시대 삼한 소국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는 거의 없
으나 문헌사료를 통해 보면, 삼한시대 천안지역은 마한 54국 중 맹주국이었던 목지국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심지는 직산지역으로 비정되는 것이 정설이다. 삼한시대 직산지역이 목지국의 치소지
였다는 것은 그 시기 천안지역이 목지국의 예하에 소속되어 한반도 서남부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
백제 건국 이후, 천안 지역이 언제 그 통치권에 들게 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대체로 비류왕대인 4세기
초에 백제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시대 천안은 지금의 목천 일대에 대목악군(大木嶽郡)으로 불린
독립적인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되었다. 또 풍세면, 광덕면 지역에는 감매현(甘買縣)이 설치되었다. 한편. 5
세기 후반 백제가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밀려 금강 남안의 웅진(공주)로 천도하면서 이 지역은 백제와 고구
려의 접경지에 위치하게 된다. 천안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직산이 고구려의 사산현이 되었다는 문헌사료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천안 지역의 남쪽도 아마도 고구려의 도살성(천안)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
시기 천안지역은 고구려에 편입된 최남단 지역으로 추정된다.
538년에 백제는 수도를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옮기게 되었고, 551년에는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
역까지 영토를 회복하였다. 한편, 553년 신라의 기습으로 천안을 포함한 한강유역까지 빼앗기게 된다. 이
후 백제 멸망시까지 사산현(蛇山縣:직산)을 중심으로 한 천안 지역의 북부는 신라 영역이었다. 결국 삼국시
대 천안지역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각축장이었으며, 천안 지역내 직산, 목천, 천안의 3개 소지역은 서로
역사적 배경이 달랐던 것이다.
삼국통일후 신라는 687년(신문왕 7)에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천안을 옹천주에 소속시키고, 북쪽의 직산
을 한성주에 소속시켰다. 757년(경덕왕 16)에 전국적인 군현명 개편이 진행되면서, 목천의 대목악군을 대
록군(大麓郡)으로, 풍세의 감매현을 순치현(馴雉縣)으로 개명되었다.
후삼국시대에 천안 지역은 남쪽의 후백제와 북쪽의 후고구려~고려가 서로 대립하는 지역이 되었다. 930
년(태조 13)에 태조는 천안 지역에 천안도독부(天安都督府)를 두고 대승(大丞) 제궁(弟弓)을 천안도독부사
(天安都督府使)에 임명하였으며 원보(元甫) 엄식(嚴式)을 그 부사(副使)에 임명하였다. 이것이 ‘천안’의 이름
과 그 행정구역이 설정된 시초이다. ‘천안’의 뜻은 고려 태조가 천안의 왕자봉에 올라 지세를 살폈는데, 이
곳에 성을 쌓으면 천하가 편안해 진다는 술사 예방의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고려에게 있어서 천안은
후백제를 공략하기 위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결국 936년 9월 고려군은 천안에 집결하여 후백제를
멸망시켰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초에 이르러 천안의 행정구역은 천안, 목천(목주), 직산의 3개 군현으로 이루어지
고 천안이 지방의 새로운 통치거점이 된다. 천안도독부는 953년(광종 4)에 환주도단련사(歡州都團練使)가
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는 직산이 천안에 속하게 되었고, 천안부로 고쳤다. 1310년(충선왕 3)에 영주
(寧州)로 고쳤다가 1362년(공민왕 12)에 다시 천안부(天安府)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천안은 1412년(태종 13)에 일시적으로 영산으로 개칭되었다가 곧 천안으로 환원되어 군수가
배치되었다. 목천, 직산은 현으로 현감이 파견되었다. 직산은 1505년(연산군 12)부터 일시적으로 경기도에
소속되었다가 광해군대에는 경기도의 평택현이 직산현으로 흡수되기도 하였다.
목천은 1655년(효종 7)에 직계존속 살해범의 출신지라 하여 폐현되어 전의에 소속되었다가 1664년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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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1685년(숙종 12)에서 수년 간은 진천에 병합되기도 하였다.
1895년(고종 33)에 현(縣)에서 군(郡)으로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천안 지역은 천안군, 직산군, 목천군이
되었고 1896년(고종 34)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남도의 관할에 두었다.
1914년에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에 의해 천안, 직산, 목천군이 천안군으로 통합되었다. 1920년에 천안군
의 중심지역이 천안면이 되었고 1931년에 읍제도가 시행되면서 천안읍으로 바뀌었다. 1963년 천안읍과 환
성면을 통합, 천안시로 승격되고, 천안군은 천원군으로 개칭되었다. 1991년 천원군이 천안군으로 환원되었
고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이 천안시로 통합되었다. 2013년 이래로 현재까지 2구, 4읍, 8면, 18개 동을
거느리고 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수신면은 본래 충청북도 청주목 지역으로 들이 넓고 물이 깊다는 뜻으로 수심면(水
沈面)이라 하였다. 이후 그 뜻이 좋지 않다고 하여 1895년(고종32)에 ‘수양하여 몸을 닦고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뜻의 ‘수신’으로 바꾸었다.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 개정때 목천군에 편입되었는데 편입되기 전에는 기장동(其壯洞), 발산(髮山),
한신(閑身), 원귀(元龜), 증자동(曾子洞), 제곡(濟谷), 오미정(五美亭), 엄정(嚴亭), 비봉(飛鳳), 송정(松亭), 능
우(陵隅), 신평(新坪), 속계(速溪), 사창(社倉), 장명(長命), 송내(松內), 구미(九美), 송죽(松竹), 남산(南山),
복다회(福多會), 신복(新福) 21개 리를 관할했었다. 이후 목천군에 편입되면서 대해(大海), 엄정(嚴亭), 오동
(梧桐), 봉서(鳳西), 속계(速溪), 사창(社倉), 백인(百忍), 전촌(田村), 증자동(曾子洞), 한신(閑身), 상발(上鉢),
중발(中鉢), 하발(下鉢), 상지장(上地庄), 하지장(下地庄), 풍정(豊亭), 현암(玄岩), 신평(新坪), 장명(長命), 남
산(南山), 상리(上里), 복다회(卜多會)의 22개 리로 개편하였다.
1914년 군면 통폐합시 천안군에 편입되어 해정, 속창, 백자, 발산, 신풍, 장산, 복다회의 7개 리로 개편
되고 일부는 성남, 병천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복다회를 병천면에
편입시켜 현재 6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면은 동남구의 동쪽에 위치하며 서쪽은 성남면, 남쪽은 청원군 옥
산면과 연기군 전동면, 동쪽은 충청북도 오창면, 북쪽은 병천면과 성남을 접하고 있으며 충청남북도계 이기
도 하다.
조사대상지의 주변에 분포하는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지 내에는 진입도로 초입부분이
기존에 알려진 화성리 백제묘(국립공주박물관 1991)의 범위에 일부 포함되고, 신풍리 독골고분군의 가장자
리가 일부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번 지표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지를 포함한 이 일대에 신풍리
유물산포지2(삼국~조선시대)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그 밖에 조사대상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신풍리 210
유적(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2), 신풍리 추정야철지유적, 대화리·신풍리유적(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4) 등
이 분포한다. 조사대상지 반경 0.5~1km 에는 신풍리유적(충남대박물관 2004), 대화리·신풍리유적, 신풍리
감절고분군 및 무문토기산포지, 신풍리 유물산포지1, 세성산성(삼국시대) 등 다종다양한 유적들이 분포한다
(도면 3∼5, 사진 2·3 참조).

Ⅲ. 조사내용
1. 조사대상지 현황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산35-1번지 외 11필지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
는 화성리 운교교차로에서 화성리 방면 6번 군도를 따라 420m 정도 지점에 다다른다. 여기서부터 도로 남
편에 접해 남동쪽 대각선 방향으로 380m 정도가 진입도로부지에 해당하고, 공장조성부지는 도로부지 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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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편에 붙여 해발 84~94m인 남북방향의 길쭉한 구릉성 산지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동편 사면부가 해당
한다. 도로부지를 제외한 공장부지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좁고 길쭉한 사각형이다. 도로부지와 공장조성부
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지 중 공장조성부지의 북편 밖은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구릉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지
금은 공장건물들이 들어서 원지형이 변형되었고 남편 밖은 이 구릉이 이어진다. 동편은 사면 말단부가 개
천에 접하고, 대상지의 서편은 시멘트포장 이면도로와 접한다. 이 부지는 해발 84~94m의 나지막한 산지로
정상부의 소로길을 기준으로 서편 일부는 활엽수 계통의 수목들이 밀집하여 자라고 있으며 드문드문 현대
분묘들이 들어서 있고 대부분 이장되었으며, 이장된 분묘의 석재들이 흐트러져 있다. 소로길을 기준으로 동
편은 서에서 동으로 완만하게 뻗어 내린 사면으로, 최근까지 사료재배용 밭 등 경작지로 이용되었으며 지
금은 휴경상태이다. 사면 말단부 일대는 수목이 밀집하여 자라고 있다. 경작과 분묘 조성 외는 원지형을 유
지하고 있다.
조사대상지 중 진입도로부지는 동서방향의 6번 군도의 남쪽에 접해 북서-남동방향으로 공장조성부지를
향해 논, 밭 등 경작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일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고 일부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휴경상태이다. 도로부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사업경계 깃발이 드문드문 꽂
혀 있다.

2. 조사대상지 주변지역의 문화재 현황19)(도면 3~5, 사진 2·3·17·18 참조)
1) 주변 지정문화재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에 분포하는 지정문화재는 없다.
2) 주변문화재
조사대상지를 포함한 반경 500m 이내에는 다종다양한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시민장군 유적 (金時敏將軍 遺蹟)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조선시대
충무공 김시민(1544∼1592)장군은 17세 때 무과급제한 후 훈련원 주부, 군기사 판관을 거쳐 진주판 관
으로 있던 중 임진왜란을 만나 2만여 왜군을 무찌르고 진주목사로서 순직하니 조정에서 여의정에 추증하고
‘충무공’시호를 내렸다. 이곳은 장군이 어릴 때 뛰놀던 거북바위와 인근 연못의 이무기를 활로 쏘아 잡았다
고 하는 곳으로서 射蛇處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 이 유적을 중심으로 장군의 출생지와 사당이 있던 곳으
로 전해지는 터가 있으며, 장군의 후손들의 집성촌이기도 하다.
(2) 천안 세성산성 (天安 細城山城)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 삼국시대
성남면사무소에서 6번 도로를 타고 화성1리 화원마을로 들어간다. 이 화원마을에서 서쪽으로 500m 가면
화성2리 성양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배산인 세성산의 정상부에 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기록에서 간헐적
으로 확인되고 있다.《대록지》에 남아 있는 세성산성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곳이 삼국시대의 농성으로 기
19) 國立文化財硏究所, 1998,『文化遺蹟分布地圖-忠南 天安市』.
문화재청,「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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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고 있다. 이 후 조선말기 동학혁명 당시에는 이 산성을 중심으로 동학군과 관군 간에 격전이 전개되었
다고 되어 있다.
성은 테뫼식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세성산의 정상부분을 휘감듯이 축조되었다. 석재를 재료로 한 석성으
로 성의 둘레는 약 280m 정도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구체적 면모를 보면 북벽은 산 정상의 험준한 지세
를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으며 성선이 남으로 전개되면서 평탄한 지형을 두르며 남벽으로 연결되고 있다.
성의 주변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여 자연지세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천연의 요새 형태를 하고 있다. 현
재 성내로 드러나는 동쪽 부분이 동문지로 추정된다. 성내 남쪽의 평탄한 곳이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 격자
문, 무문의 태토가 곱고 기벽이 얇은 기와편과 백제의 토기와 흡사한 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고 있다. 이로
보아 건물지가 있었던 것이라는 점과 이 성의 축조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신사리 청동대구 출토지 (新沙里 靑銅帶具 出土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 원삼국시대
검사울마을에서 약 300m 정도 동쪽인 세성산의 남서향 하단부에 위치한다. 청동제 마형대구는 주민이
밭을 개간하다가 발견하였는데 주변에서 토기편도 산견되고 있으나 개간으로 인해 파괴되어 뚜렷한 상황은
찾아지지 않는다. 현재 인삼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성남면사무소에서 검사울마을로 향하는 이정표를 따라 600m 가다 보면 성남면 신사리(검사울)마을이 나
온다. 마을회관 뒤편의 신사리 선돌에서 우측으로 약 500m 더 들어가면 성남면 화성2리가 있다. 출토지는
검사울마을에서 약 300m 정도 동쪽인 세성산의 남서향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청동제 마형대구는 주민이 밭
을 개간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토기편도 산견되고 있으나 개간으로 인해 파괴된 관계로 뚜렷한
상황은 알지 못한다.
(4) 화성리 백제묘 (花城里 百濟墓)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340번지 일원 / 삼국시대
천안시 성남면 화성리는 일찍부터 백제 고분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이곳 고분에서는 중국제의 청자가 출
토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로써 이 지역에 백제시대 초기의 고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성남
면사무소에서 1번 도로를 따라 목천읍 방향으로 향하다가 대초마을에서 6번 도로를 타고 세성산성으로 가
다보면 화성2리 성양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에서 약 400m 동쪽으로 들어가면 화성1리 화원마을이 나오는
데 고분은 마을의 동쪽 약 300m의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고분군은 해발 46m의 구릉에서 갈라지는 세 구릉의 동남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은 1991년 국
립공주박물관에 의해 일부가 발굴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백제시대의 분묘 9기가 확인되었으며, 주체부의 구
조는 목관(7기)과 목곽(2기)으로 대부분이 목관묘이다. 유물은 심발형토기, 견부문양대 직구단경호, 당초문
은상감환두대도 등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출토유물의 형식과 특성으로 보아 분묘 조성시기를 4세기 중·
후반대로 추정하였다. 이 유적은 목관묘를 주체로 한 고분군이란 점과 함께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이행기
를 구명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도로개설에 앞서, 고분군 중 일부만 조사된 관계로 전체 성격 구
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천안지역의 백제고분문화를 구명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20) 國立公州博物館, 1991,『天安花城里百濟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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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풍리 독골 고분군 (新豊里 독골 古墳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 / 삼국시대
수신면사무소에서 성남면 방면으로 약 400m 정도 가다가 하천을 넘기 전에 우측으로 고속도로 밑을 통
과하여 신풍리 감절마을에 다다른다. 여기서 마을 북쪽으로 약 1km 올라가면 독골이 나온다. 이곳은 세성
산성의 남쪽으로 고분군은 대체로 북에서 남으로 이어진 완만한 능선상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밭으로 개간되었지만 이 지역을 고분군으로 보는 것은 여기에서 다수의 고분이 도굴되고 나아가 많은 토기
가 반출되었다는 전언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지표상에서 고분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 지역의 고분
도 대체로 화성리 고분유적과 같은 토광묘 계통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군은 화성리와 약 1km 떨어져 있어 화성리 유적과 연결시켜 볼 수도 있으며 비교적 세성산성과
도 가깝다. 이 지역에 토광묘와 같은 고분 유적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는데 이들
토기편은 경질, 연질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기형 등으로 보아 백제 토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다.
(6) 신풍리 원삼국토기산포지 및 신풍리 210유적 (新豊里 원삼국토기산포지 및 新豊里 210遺蹟)2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210번지 일원 / 원삼국·조선시대
지표상에서 원삼국시대 연질타날문토기편들이 폭넓게 확인되어 처음에는 ‘신풍리 원삼국토기산포지’로 명
명되었다. 이후 이 구릉지 전체가 제2종지구단위계획부지에 포함되어,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일부지점에서 원삼국시대 구상유구 1기, 조선시대 분묘 7기가 확인되었고, 거기서 원삼국시대 토기편
들과 조선시대의 백자, 청동숟가락,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7) 신풍리 추정야철지유적 (新豊里 推定冶鐵址遺蹟)2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175-11번지 일원 / 원삼국·조선시대
신풍리 210유적에서 동쪽으로 200m 정도 떨어져 나지막한 구릉상에 위치한다. 지표상에서 鐵滓가 채집
되어 鍛冶관련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장산리유적 (長山里遺蹟)2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산55-1번지 일원 / 원삼국·고려~조선시대
장산리 유적은 수신면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에 산기슭의 경사도가 갑자기 약해지는 말
단부의 계곡을 사이에 두고 해발 80~90m 내외의 동서 양쪽 능선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서 천안 상록휴양소를 건설함에 따라 1994년에 능선 사면 약 2,000평을 조사하여 원삼국시대의 마
을과 삼국시대 말기의 석곽묘 2기, 고려시대 이후의 토광묘 13기 등을 확인하였고, 2000년에는 동쪽 능선
과 계곡의 아래쪽을 조사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와 관개수로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유적이 위치한 계곡은
폭 40~50m에 길이 250m 가량 남북으로 이어지다 동쪽으로 꺾여 길이 1㎞ 가량 길게 형성되어, 계곡 사
이의 소규모 충적지를 이용한 농경을 하기에 적합한 지형을 하고 있다. 장산리 원삼국시대 마을은 이러한
곡간충적지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곳에서 서남쪽과 서쪽으로 각기 1.5㎞ 가량 떨어진
곳에 원삼국~백제 한성시대의 신풍리 유적과 화성리 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다.
21) 忠南大學校博物館, 2004,『天安新豊里遺蹟』.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천안 신풍리유적』.
22) 忠南大學校博物館, 2004,『天安新豊里遺蹟』.
23) 忠南大學校博物館, 1996,『天安 長山里遺蹟』.
忠南大學校博物館, 2000,『天安 長山里遺蹟 2次發掘調査 略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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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리 원삼국시대 유적 중 주거지는 계곡 서쪽에 있는 능선의 동쪽 사면에서 2기, 동쪽 능선의 서쪽 사
면에서 6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사면 아래쪽 부분이 모두 삭평·유실되어 정확한 너비는 알 수 없다.
다만 평면형이 모두 장방형이고 네 모서리에 직경 0.45~0.7m, 깊이 0.6~0.9m의 큰 기둥구멍을 갖추고 있
는 점은 구조상의 큰 특징으로서, 한강유역의 ‘凸’자형이나 ‘呂’자형 주거지와는 차이가 있다. 크기는 길이
4.5~7.4m 정도에 너비가 대부분 2.5m 가량만 남아 있다. 7호 주거지에서는 불탄 소토와 함께 타원형의
점토로 된 노지 1개가 있고, 1호에서도 원형소토부가 확인되었으나 윗부분이 많이 삭평되어 구체적인 구조
는 알기 어렵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심발형토기·원저호·직구호·광구호 등의 타날문토기, 소량(3점)
의 회흑색무문양토기와 함께 철도자 등 약간의 철기가 확인되었다. 경질무문토기의 비율이 전체 토기 중
13.8% 정도로 적고, 심발형토기가 등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대체로 3세기대 정도로 편년할 수 있다. 한편
계곡의 중간부분부터 양쪽을 나무기둥과 가지로 보강한 수로가 계곡 아래로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수
전을 위한 관개수로로 보이나, 계곡의 침식이 심하여 조사구역에는 수전 자체의 흔적이 잘 남아 있지 않다.
석곽묘는 동쪽 능선 정상부의 남쪽 끝 부분에 있는데, 수혈식과 횡구식이 각 1기씩 축조되었다. 이중 1
호분에서 대부토기 1점과 석함, 관정 등이 출토되었는데, 대부토기의 형태와 소성상태, 문양 등과 분묘의
구조로 보아 삼국시대 말경의 분묘로 추정된다.
(9) 신풍리 감절 고분군 및 무문토기산포지 (新豊里 감절 古墳群 및 무문토기산포지)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산15-1 일원 / 삼국시대
천안에서 진천으로 통하는 21번 도로를 가면 성남면 화성리 마을에 이르는데 수신면사무소 방향으로 약
500m 지나면 수신면 신풍1리 감절마을이 위치한다. 고분은 감절마을의 민가 축사 뒤편에 분포한다.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비교적 완만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남동향 사면으로 잡목으로 이루어진 숲과
밭으로 개간된 지역 및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절개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표면에서 고분으로 파악
되는 유적은 확인이 어렵다. 단 밭과 절개된 산 사면에서는 다수의 토기편이 산포되어 있어서 고분의 존재
를 가능케 하는데 특히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절개된 부분에서 고분의 흔적이 발견된다.
이곳의 고분은 지표면의 석재 등 석실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대체
로 토광묘 계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지역의 고분은 같은 권역의 세성산성 하단의 화성리고
분 유적과 같은 유형의 것으로 판단된다. 고분은 여러 지역에서 그 흔적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많은 수가
분포 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예전 지표조사시에 무문토기가 채집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10) 대화리·신풍리유적 (大花里·新豊里遺蹟)25)
천안시 성남면 대화리, 수신면 신풍리 일대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내 유적이다. 지표조사를 거쳐, 총4
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0기, 수혈유구 1기, 초기철
기시대 수혈유구 1기, 원삼국시대 토광묘 65기, 구 2기, 옹관묘 1기, 조선~근세 토광묘 18기 등 모두 100
여 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 유구에서 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토제방
추차, 이단경식석촉, 석부,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 유구에서는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유개대
부호, 철모, 철촉, 철부, 철겸, 재갈, 철정, 잠형동령, 마형대구, 동탁 등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유구에서
는 백자명기, 분청자, 청동숟가락이 출토되었다.

24) 忠南大學校博物館, 2004,『天安新豊里遺蹟』.
25)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4,『천안 대화리·신풍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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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풍리 유물산포지1 (新豊里 遺物散布地)2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산74-5번지 일원 / 청동기시대,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는 신풍2리에 위치한 신풍교회 동쪽 구릉부터 천안휴게소까지 이어진 구릉 전체가 해당한다.
구릉의 대부분은 경사가 완만하고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풍교회 뒤쪽 구릉 정상부와 경부고속도로 북쪽
구릉사면에서 무문토기편, 도기편, 자기편, 토기편 등이 확인된다.
(12) 속창리 유물산포지 (涑倉里 遺物散布地)2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 산32-14번지 일원 / 청동기시대, 삼국~조선시대
유물산포지는 천안상록CC 남쪽의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전반적으로 북고-남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
으며, 구릉 곳곳에 과수원과 밭 경작이 이루어져 있다. 북쪽 정상부 일대 경작지에서 도기편과 소량의 토
기, 기와편이 확인된다. 예전 지표조사시에는 무문토기편이 수습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13) 장산리 유물산포지 (長山里 遺物散布地)2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 산11-1, 산11-32 / 삼국~조선시대
경부고속도로가 북서-남동으로 진행되다가 남서-북동방향으로 꺽이는 지점에 위치하며, 기존 문화유적분
포지도 작성시 확인되었고,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시 그 범위가 확장되
었다. 산포지의 서쪽으로 450m 정도 떨어진 곳에 수신초등학교, 북쪽으로 연접하여 상록리조트와 천안상
록CC, 동쪽으로는 병천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또한 유물산포지 내에 한명회 묘역을 포함하고 있
다. 지형적으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진행되는 능선의 일부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상록리조트가 들
어서면서 능선의 남동쪽 끝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산포지의 대부분은 수풀과 잡목으로 덮
여 있으나 일부 남쪽부에는 소규모 마을이 들어서 있고, 곡간부는 개간하여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 유물
은 산포지의 북동부 경작지에서 도기편과 소량의 토기·기와편이 수습되었다.
(14) 발산리 고인돌 (鉢山里 支石墓)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바리미 마을 / 청동기시대
수신면사무소에서 속창교를 넘어 좌측인 남동방향으로 약 1km 가면 백자2리가 나온다. 마을끝에서 남서
쪽으로 약 100m 가다보면 백자1리로 넘어가기 전 야산구릉의 동향사면 하단부 농로 변에 고인돌이 위치한
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비교적 완만한 구릉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으며, 주변은 송림과 개간된 밭으로 이
루어져 있다. 서쪽과 북쪽 전면은 넓은 개활지가 펼쳐져 현재 논으로 개간되어 있다.
고인돌은 현재 1기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변 약 180cm, 단변 150cm에 두께가 60cm 정도로 하
단부가 흙에 묻혀 그 확실한 크기는 알기 어렵다. 마을 주변에서는 과거에 마제석검 등이 출토되었다고 전
해지고 있어 이 고인돌 이외에 또 다른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개간 등으로 인해 파괴되어
그 외의 유적은 알 수 없으며 유물 등은 수습되지 않는다.
(15) 대흥리유적 (大興里遺蹟)29)
26)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 보고서」.
27) 忠南大學校博物館, 2004,『天安新豊里遺蹟』.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 보고서」.
28)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 보고서」.
29) 忠南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考古美術史學科, 1999,『天安 大興里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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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대흥교를 건너 계속되는 도로를 따라 황산마을을 지나면 승천천의 지류가
나오는데, 이 남쪽에 위치한다. 주변에 비해 약 30m 정도 높은 야트막한 구릉에 유적이 위치하며, 1997년
충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5기와 저장시설 29기, 탄요 등이 확인되었다.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동편으로는 저장시설, 서편은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대흥리유적은 송국리형
주거지와 송국리형 토기, 송국리형 석기가 확인되는 등, 송국리형 문화에 속하는 유적이기도 하지만, 송국
리형 문화 이전의 양상도 확인되어 송국리형 문화가 충청도에 확산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유적으로 판
단된다. 대흥리유적과 같은 충청도북부의 송국리형 문화의 정착과정을 살핌으로 인해 송국리형 문화의 형
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
(16) 신풍리유적 (新豊里遺蹟)30)
신풍리 유적은 수신면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1.3㎞ 정도 떨어져 있으며, 유적 북쪽으로는 길이 1.5㎞, 폭
150m 내외의 계곡이 서북~남동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남·북에 해발 50~80m 내외의 낮은 구릉들이
발달하여 있는데 이 중 남쪽 구릉에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신풍리 유적은 원삼국~백제시대 초의 주구토광
묘유적으로 1997년도에 충남대박물관에서 수신면 일대를 지표조사 하던 중 경작으로 파괴된 유구를 발견
하여 문화재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긴급수습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구릉에서는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지표에서 채집되었으나, 조사결과 4기의 주구
토광묘와 1기의 토광묘, 파괴된 유구 1기, 추정 매납유구 4기 등만 확인되어 상당수의 유구가 경작 과정에
서 파괴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된 유구 중 6호묘는 목곽 내에 목관이 안치되었으며, ‘口’자 형태의
주구를 둘렀던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도 다른 분묘에 비해 월등히 크다. 출토유물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원저호와 난형호, 심발형토기 외에 칠기 흔적이 확인되었고, 철모, 화살촉, 철부, 철착 등의 철기류도 확인
되었다. 6호묘의 크기와 형태, 또 출토유물 상을 통해 이 분묘를 이 지역수장층의 분묘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편구형과 구형·역삼각형 동체를 한 원저호의 형태로 보아 3세기 전반 무렵으로 편년될 수 있다.
1호묘의 경우, 평면형태가 세장해지고, 부장유물인 철기 중 철모에서 형태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관의 결
구에 꺽쇠와 관정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어 유적 내에서도 변화상이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편년으로
화성리보다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화성리 고분군의 조영 이전에 이 지역 중심세력의 분묘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 신풍리유물산포지2 (新豊里遺物散布地) / 신규확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337-1, 236, 산35-1번지 일원 / 삼국~조선시대
넓은 범위에 걸쳐 위치하며 이번 지표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진왕종축’농장 동편 경
계에서 동쪽으로 세성로에 접해 남쪽으로 펼쳐진 경작지와 거기서 동남쪽으로 치우쳐 남북방향으로 길쭉하
게 솟아 있는 나지막한 구릉 일대에 해당한다. 구릉지 일대는 해발 84~94m이고, 경작지는 해발 71~81m
로 전반적으로는 북서~남동 가장자리가 높고 남서쪽으로 가면서 낮아진다. 세성로에 접한 경작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릉지의 경우 정상 일부가 사료재배용 밭으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산지이다. 산에
는 수목이 밀집하여 자라고 있으며, 현대 분묘들이 드문드문 들어서 있다. 논, 밭 등 경작지의 지표상에서
연질소성의 승석문 단경호편을 비롯해 토기편, 백자편, 분청자편, 선조문 기와편 등 삼국~조선시대 유물편
이 확인된다. 또한 산포지의 주변에는 화성리 백제묘, 신풍리 독골고분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이 일대에는 삼국~조선시대 관련 분묘, 생활, 건물유적 등이 유존할 가능성이 있다.
30) 忠南大學校博物館, 2004,『天安新豊里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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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유래 분야31)
가. 수신면 (修身面)
구의 동쪽에 위치하며 충청북도 청원군과 접하는 면이다. 현재 속창리·신풍리·해정리·백자리 등 6개 법정
리를 관할하고 있다. 본래 충청좌도 청주목에 속한지역으로 들이 넓고 물이 깊다는 뜻으로 수심면水深面)이
라 하다가 그 뜻이 좋지 않다 하여 1895년(고종32)에 ‘수양하여 몸을 닦고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뜻의 ‘수
신’으로 바꾸었다. 당시에는 22개 리를 관할하였으나 1914년 천안군에 편입되어 7개 리를 관할하다가
1973년 복다회리를 병천면에 넘겨주었다.『조선지형도』에 수신면은 연기 전동면(全東面)과 청주 옥산면
(玉山面), 강외면(江外面)과 접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1963년 천안읍이 환성면과 함께 천안시로 승격
되고 나머지 지역이 천원군이 될 때 여기에 포함되었고, 1991년 천원군이 다시 천안군으로 개칭될 때 이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시 법정리 중백리는 백인동·증자동, 속창리는 속계·사창리, 신풍리는 신평
리·풍정리, 장산리는 장명리·남산리, 해정리는 대해리·엄정리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만들어진 합성지명
이다. 장산리의 장명은 조선시대 성환도찰방에 속한 장명역이 있었던 곳으로 마을이 크고 살기 좋기로 유
명하여 청주지방에서 첫째 장명, 둘째 꽃대라 칭하던 곳이라고 한다.
(1) 신풍리 (新豊里)
청주목 수신면의 지역으로 1895년 목천군 수신면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풍정리, 현
암리, 신평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평리의 신자와 풍정리의 풍자를 따서 신풍리라고 하고 수신면에 편입
되었다.
• 장군바위 : 둥그렇게 생겼는데 장군이 무릎을 꿇어 무릎 자국이 있다고 한다.
• 군량들 : 옛날에 이곳에 군량을 쌓았다고 전한다.
• 화전고개 : 감절에서 성남면 화전으로 넘어가는 고개.
• 풍수정이 : 풍정, 풍수정이라고도 하는데 감절 남쪽에 있는 마을. 앞뒤로 느티나무 정자가 줄지어 있었
다고 한다.
• 장고개 : 감절에서 병천장에 다니는 고개.
• 방아다리고개 : 감절에서 성남면 화성리, 방아다리로 넘어 다니는 고개.
• 장터골 : 예전에 이곳에서 장이 섰다고 전해오는 곳이다.
• 곽가터 : 예전에 이곳에 곽씨들이 살았다 한다.
• 밤모퉁이 : 풍수정이 서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2) 속창리 (涑倉里)
청주목 수신면이었는데 1895년 지방행정구역 편제 때 목천군 수신면으로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
합으로 속계리, 사창리 일부가 병합하여 속계리의 속자와 사창리의 창자를 따서 속창리라 하고 수신면에
편입되었다.
• 능초퉁이 : 능우리라고도 하는데 한명회묘 옆 모퉁이에 있는 마을.
• 사창 : 속새말 동쪽에 있는 마을. 마을 앞에 조선조때 사창이 있었는데 논이 되었다.
• 한명회(韓明澮)묘 : 사창 뒤에 있는 세조때의 한명회묘. 묘앞의 신도비 석등 등이 있다.
• 속새말 : 속계라고도 하며 속창리에서 가장 큰 마을. 수신면 면소재지가 된다.
31)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지명유래」에서 전재하여 재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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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안고개 : 속창리에서 장산솔안으로 넘어가는 고개.
• 자우실 : 한명회묘를 쓰기 전 이곳에 가묘가 있었다.
(3) 장산리 (長山里)
청주목 수신면이었는데 1895년 지방행정 편제에 따라 목천군 수신면으로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
합으로 장명리, 남산리, 상리, 사창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장명리의 장자와 남산리의 산자를 따서 장산리
라 하고 수신면에 편입되었다.
• 장명 : 장산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조선조때 성환도찰방에 속하는 장명역이 있었으며 청주에서 제일 살
기 좋은 곳이라고 한다. 전국 살기 좋은 다섯 곳 중의 한곳이며 흉년이 없는 마을이었다.
• 구미들 : 구미평 상리라고도 하며 솔안 동북쪽에 있는 마을. 장산리 맨 위쪽이 되며 병천과 경계이다.
• 점말 : 점촌이라고도 하는데 현재도 옹기를 굽고 있다. 이사금의 아버지가 토기를 처음 굽기 시작하여
점촌이 되었다고 한다.
• 질구마루 : 장명 동북쪽 병천천 건너에 있는데 진흙 버럭으로 되었으며 옥녀직금형의 명당이 있다고 한
다.
• 창들 : 창평이라고도 하는데 병천 탑원리의 창들.
• 남산 : 장명 동쪽에 있는 마을. (전설) 앞산이 너무 가까워서 큰 인물이 못나고 300석 이상의 큰 부자는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 사갑들 : 장명 동북쪽에 있는 큰 들. 사갑보의 물을 댔다.
• 솔안 : 사갑들 북쪽에 있는 마을. 삿갓소 안쪽이 되며 송내 솔안이라고도 한다.
• 아내벌 : 질구마루 서북쪽에 있는 큰 들. 전에 병천면의 아내 장 터.
• 쇠죽골 : 우죽골 서지동이라고도 하며 질구마루 북동쪽에 있는 골. 와우형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철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 삿갓소 : 삿갓둠벙. 사갑들에 있는 소. 삿갓처럼 생겼었다.
• 우각골(牛角洞) : 솔안 서쪽의 마을. 쇠뿔같이 생기었다고도 한다.
• 정문 : 효자 경주 이씨 춘영 효자 정문.
(4) 발산리 (鉢山里)
청주목 수신면 지역인데 1895년 행정편제 변경때 목천군 수신면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중발산리, 하발산리, 상지장리, 하지장리, 상발산리, 사창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발산리라 하고 수신
면에 편입되었다.
• 거북바위 : (전설) 거북이 같이 자연적으로 생겼는데 한신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바리미에 와서 자
며 똥을 누므로 한신을 망하고 바리미는 부자가 된다고 하여 한신 사람들이 와서 목을 잘라 버렸다고
한다.
• 석불제 : 지장골 사람들이 지내는데 석불이 사람같이 생겼고, 정초에 택일을 하며 생기복덕을 보아 제주
를 정하고 주민이 삼일간 출타를 금하며 비린 것 을 먹어서는 안되고 제사를 정중히 지내는데 제를 참
석하지 아니하는 동민은 풍물을 치며 같이 시간을 보낸다. 예전에 제사를 지내다 중지하여 충북 어느
중이 가져갔는데 이 부락의 이장되는 사람은 우연히 죽으므로 동네 청년들이 저녁에 강제로 빼앗아 와
서 다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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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미바위 : (전설)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은 것 같이 생겼는데 옛날 어느 장수가 양손을 집고 이 바위에
서 일어나 양손 자국이 생겼다고 한다. 양 손자국같이 패인 곳이 남아 있다.
• 바리미 : 발산리라고도 하는데 지형이 바릿대처럼 생겼다고 하며 고종때 궁내부 대신으로 있다가 명성
황후와 같이 살해된 이경직의 출생지와 집터가 마을 복판에 있다. 이 혼을 모신 곳이 서울 장충단이다.
• 지장골 : 지장동이라고도 하는데 바리미 동남쪽 골에 있는 마을. 전에 지장을 많이 심었다 하며 골이 매
우 길다.
• 아래지장골 : 지장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자명골고개 : 지장골에서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자명골로 넘어가는 고개.
• 한신고개 : 위 지장골에서 백자리의 한신으로 넘어가는 고개.
• 소라봉 : 바리미 동북쪽 큰 냇가에 있는 산. 높이 168m 소라처럼 생겼다.
• 사정리고개 : 지장골에서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사정리로 넘어가는 고개.
• 진등 : 내룡이 길어 한신까지 뻗쳐 있다.
• 재공 : 쟁이골. 옛날에 쟁이들이 살았다.
• 평전들 : 장수가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 이겨 나라를 평정하였다고 한다.
• 병목안 : 골이 병목같이 생겼는데 목안쪽이 된다.
• 장군묘 : 전주 이씨묘가 있는데 이장군묘라 부른다.
• 비선골 : 비석과 망두석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나. 성남면 (城南面)
구의 남쪽에 위치한 면이다, 현재 신사리·신덕리·봉양리·대흥리·대정리 등 9개 법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본래 목천군에 속한지역으로 세성산(細城山) 아래 있으므로 지명이 유래하였다.『해동지도』(목천)에 세성
산이 묘사되어 있다. 당시 15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남면(南面)의 19개 리와 수신면의 5개 리 서면
의 일부를 합하고 세성과 남면의 이름을 따서 성남면이 되고 천안군에 편입되어 8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7년 목천면의 용원리를 편입하여 9개 리가 되었다. 1963년 천안읍이 환성면과 합하여 천안시가 되
고 나머지 지역이 천원군이 될 때 천원군에 포함되었다. 면 지명의 근원이 된 세성산(218m)은 시성산이
라고도 하며 동학농민혁명운동 때의 격전지로 유명한 곳이다.
대정리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눈병을 고치기 위하여 지방의 약수를 물색할 때 우리나라 3대 초정(椒井)
의 하나로 꼽았던 곳이므로 대치(大峙)와 초정(椒井)의 이름에서 한글자씩을 합하여 대정리가 된 곳이다.
봉양리(鳳陽里)는 그전 봉학리, 봉유리와 조양리 등을 합하여 만든 합성지명이다. ‘봉명조양鳳鳴朝陽)’은
‘봉이 울면 상서로운 조짐이요. 봉은 아침볕을 좋아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 옛사람들이 좋아하던 이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선조 때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 선생이 봉황산 밑에 조양정(朝陽亭)을 지었고
토정보(土亭洑)를 만들었던 곳이다.
(1) 화성리 (花城里)
목천군 세성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으로 통폐합에 따라 운교리, 화원리, 성양리, 통주동, 일각리,
수신면 신평리, 서면, 일운전리 각 일부가 병합하여 화원리의 화자와 성양리의 성 자를 따서 화성리라고
하고 성남면에 편입되었다.
• 방아다리 : 일각이라고도 하며 방죽안 동남쪽에 있는 마을 방아로 다리를 놓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
• 방죽안 : 화원이라고도 하는데 공다라니 동쪽에 있는 마을 앞에 방죽이 있다. 조선조때 길손이 쉬어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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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원이 이곳에 있었다.
• 동진청자 : 동진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 화성리 목관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는데 백제 중앙 세
력과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의 수장층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공다라니 : 공촌 성양이라고도 하며 화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 세성산 남쪽 마을이며 곰다라니 검다라니
라고도 하다.
• 고린장터 : 이곳에서 청자들이 출토되었다.
• 말무덤 : 말무덤이 두 개 있었는데 1개는 조산이라 부르고 1개는 밭으로 변했다.
• 산신제 : 공달안 사람들이 몇해 전까지 산신제를 지냈는데 생기복덕을 보아 탈없는 자로 제주를 삼았다.
• 성밖외 : 운교라고도 하는데 방죽안 북동쪽에 있는 마을. 세성산 앞 바깥쪽이 되며 냇가이다.
• 통절 : 통주동이라고도 하는데 방죽안 동쪽 마을.
• 세성산폭포 : 세성산 서쪽에 있는 폭포. 유두날 머리를 감으면 두풍(頭風)이 없어진다고 한다.
• 군량골 : 신풍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골.
• 강당골 : 회덕 황씨의 강당터. 부근에 가마터가 있다.
• 시들 : 성남, 북면, 병천의 경계이므로 세들인데 시들이라고 부른다.
(2) 대화리 (大花里)
목천군 세성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화전리, 대초리 일부와 수신면의 현암리, 곡리,
송정리를 병합하여 대초리의 대자와 화전리의 화자를 따서 대화리라 하고 성남면에 편입되었다.
• 차돌백이 : (전설) 차돌이 희게 비치면 재실 사람이 죽으므로 재실 사람들이 와서 파묻어 흰빛이 안보이
게 하여 놓았다.
• 거문들 : (전설) 거문들이 나무가 무성하여 대사동에서 안보이면 거문들이 홍해 거문들에 부자가 생기고
나무가 없어 대사동에서 거문들에 보이면 대사동이 홍해 대사동이 길하다고 한다.
• 위대초리 : 일대초리였으며 대초리 위쪽에 있는 마을.
• 아래대초리 : 대초리였으며 대초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 대추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재실 : 송정이라고도 하며 화전 옆에 있는 마을. 박씨의 재실이 있었다. 소나무 정자가 있어 행인이 쉬
어 갔다고 한다.
• 거문들 : 현암이라고도 하며 대초리 남쪽에 있는 마을. 거문들이 있다. 본래 충청도 청주목 수신면의 지
역인데 고종 32년 (1895)에 목천군에 편입되고 1914년 성남면 대화리에 편입되었다.
• 운곡 : 내대, 안터, 운곡리라고도 부른다.
• 꽃밭재 : 화전 뒤에 있는 산. 모양이 매화처럼 생겼다고 한다.
• 꽃밭 : 화전 아래 대초리라 하며 대초리 아래에 있는 마을. 꽃밭재 밑이 된다.
(3) 신사리 (新沙里)
목천군 세성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으로 일신기리, 이신기리, 일금사리, 이금사리, 강당리,
일각리, 남면의 평리의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기리의 신자와 금사리의 사자를 따서 산사리라 하고 남면에
편입되었다.
• 줄바위 : 신사리와 용원리 경계에 있는 바위인데 바위가 줄지어져 있다.
• 위새터 : 이신기라고도 하며 새터 위쪽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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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새울 : 검사리 일검사리라고도 하며 새터 북쪽에 있는 마을이며 운파산 밑이 되는데 산제당이 있었다.
• 강당골 : 새터 서북쪽 골에 있는데 청류강사가 있었다. 숙종 때 학자 류진(柳軫), 류운서(柳雲瑞)가 수석
이 좋고 수려한 이곳에 청류강사를 짓고 후진들을 교육하였다.
• 덕암산 : 강당골 옆에 있는 산. 큰 바위가 많고 수석이 아름다우며 참판 안중필(安重弼)이 바위에 曲水
流 이라고 새겼으며 아래는 청류강사터가 있다.
• 농금대 : 청류강사터 옆에 있는 바위. 유운서가 시를 새겼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다.
• 능안 : 선녀골 안쪽에 있는 골짜기 인데 큰 무덤이 있었다. 야산개발로 없어졌다.
• 선녀골 : 이검리라고도 하는데 검새울 아래에 있는 마을. 옛날에 선녀가 살았다고 한다.
• 노루목골 : 범사냥골 위쪽에 있는 골인데 이곳에서 노루를 잘 잡았다고 한다.
• 범사냥골 : 부수골옆에 있는 골. 이곳에서 범을 산채로 잡았었다고 한다.
• 말무덤고개 : 옛날 세성산 싸움에서 죽은 장수의 무덤이라고 한다.
• 소철구덩이 : 검사부락 뒤 운파산 중턱 쇠 철광이 있었다.
• 미륵댕이 : 선돌로써 매년 정월 보름에 올린다고 한다. 제관은 일주일전 생기복덕을 보아 닫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를 지내며 부락민 전체가 참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 여우고개 : 검새울에서 목천면 운전리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에는 여우가 많아서 이 고개 넘기가 무서웠
다고 한다.
(4) 대흥리 (大興里)
목천군 남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송평리, 신흥리, 대양리, 세성면 화전리 일부를 병
합하여 대양리의 대자와 신흥리의 흥자를 따서 대흥리라 하고 성남면에 편입되었다.
• 내외정문 : 정골 위에 있는 정문, 효자 이규호와 그의 아내 경주김씨 열녀 정문.
• 사당골 : 거칠미 서남쪽에 있는 골. 서당이 있었으며 선인 독서형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 댕골 : 대양이라고도 하며 삼한때 다인현이 있었던 터라 하며 세조때 정랑 조명이 살았다고 한다.
• 명라동(明羅洞) : 송벌 북쪽에 있는 골짜기.
• 삼밭재 : 거칠미 동쪽의 낮은 고개 삼밭이 있었다.
• 삼박골 : 터골이라 하며 예전에 사람이 살았다.
• 능골 : 산양리라고도 하며 댕골 남쪽에 있는데 이조 중엽에 왕과 약혼한 신처녀의 묘가 산 능선에 있다
고 한다.
• 능고개 : 능골에서 전의면 관정리로 가는 고개.
• 거칠미 : 황산 신흥리 황산리라 하며 대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
• 가마골 : 도로봉 남쪽에 있는 골.
• 도로봉 : 댕골 남서쪽에 있는 산 모퉁이가 된다.
• 마룻들 : 거칠미 동쪽에 있는 큰 들.
• 점골 : 정골이라고도 하며 댕골 위에 있는 골인데 예전에 그릇점이 있었다.
• 탑골 : 도로봉 위에 있는 골. 탑이 있었다.
• 용수봉 : 허씨 촌인데 허장군묘와 말무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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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종합고찰
이번 조사는 (주)케이에프씨티에서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산35-1번지 외 11필지에 추진하는 공
장신설부지(면적:27,901㎡/공장부지:22,174㎡, 도로부지:5,727㎡)에 대한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따라서 대상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의 유무 또는 그 가능성을 지표상에서 조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산35-1번지 외 11필지에 해당한다. 지리적으로
는 화성리 운교교차로에서 화성리 방면 6번 군도를 따라 420m 정도 지점에 다다른다. 여기서부터 도로 남
편에 접해 남동쪽 대각선 방향으로 380m 정도가 진입도로부지에 해당하고, 공장조성부지는 도로부지 동단
의 동편에 붙여 해발 84~94m인 남북방향의 길쭉한 구릉성 산지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사면부가 해당한다.
도로부지를 제외한 공장부지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좁고 길쭉한 사각형이다.
조사대상지 중 공장조성부지의 북편 밖은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구릉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지
금은 공장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남편 밖은 이 구릉이 이어진다. 동편은 사면 말단부가 남북방향의 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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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하고, 대상지의 서편은 시멘트포장 이면도로와 접한다. 이 부지는 해발 84~94m의 나지막한 구릉 일
대에 해당하는데, 정상부의 소로길을 기준으로 서편 일부는 활엽수 계통의 수목들이 밀집하여 자라고 있었
다. 그리고 드문드문 현대 분묘들이 들어서 있었으나 최근에 대부분 이장되었으며, 이장된 분묘의 석재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소로길을 기준으로 동편은 서에서 동으로 완만하게 뻗어 내린 사면으로, 최근까지 목초재
배용 밭 등 경작지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휴경상태였다. 사면 말단부 일대는 수목이 밀집하여 자라고 있
었다. 경작과 분묘 조성 외는 원지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지 중 진입도로부지는 동서방향의 6번 군도의 남편에서 시작하여 북서-남동방향으로 공장조성부
지를 향해 논, 밭 등 경작지를 대각선으로 가로 지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일대는 주로 논으로 이용되었
고 일부는 밭으로 이용되었으며, 현재는 휴경상태였다. 도로부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사업경계 깃발이 드문
드문 꽂혀 있었다.
사전문헌조사를 통해 반경 500m 이내에 분포하는 지정문화재는 없었다. 한편, 조사대상지 내에는 진입
도로부지의 북서단부가 기존에 알려진 화성리 백제묘(국립공주박물관 1991)의 범위에 일부 포함되고, 공장
부지의 가장자리 일부가 신풍리 독골고분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 조사대상지 반경 500m 이내에는
원삼국시대 구, 조선시대 분묘 등이 조사된 신풍리 210유적(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2), 신풍리 추정야철지
유적(삼국시대), 청동기시대 취락 및 초기철기시대 수혈, 원삼국시대 분묘, 조선시대 토광묘 등이 확인된
대화리·신풍리유적(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4) 등이 분포한다. 이 외에도 조사대상지 반경 0.5~1km에는 원
삼국시대 분묘가 조사된 신풍리유적(충남대박물관 2004), 대화리·신풍리유적, 신풍리 감절고분군 및 무문토
기산포지, 신풍리 유물산포지1(삼국~조선시대), 세성산성(삼국시대) 등 다종다양한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유적의 유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늦가을로 접어드는 때였으나, 산지로 이루어진 조사대상지 일대는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진입로 인접부지는 논, 밭 등으로 경작지로 휴경상태였다.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지
와 주변지역까지 직접 도보하면서 육안으로 노출된 지표면을 면밀히 관찰하는 방법으로 탐색작업을 하였
다. 특히 원지형과 지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면의 노출부나 단애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전언을 통한 탐문조사도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지 내 공장부지는 나지막한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하는데, 구릉 가장자리의 노출된 단애면을 통
해 이 일대의 지반이 마사토임을 알 수 있었다. 진입로부지는 논 가운데 굴착된 구덩이의 단면을 통해 퇴
적토가 두텁게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 지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지 전체를 포함하는 유물산포지 1개소를 새로이 확인하였고, 이를 신풍리
유물산포지2로 명명하였다.32) 특히 진입도로 부지를 포함한 주변의 경작지의 지표상에서 삼국(백제)시대
승석문 단경호편을 비롯해, 회청색 경질토기편, 조선시대 백자편 등이 확인되었다(사진 7 참조). 그리고 공
장부지의 주변 경작지 등 지표상에서 토기편, 선조문 기와편, 청자편, 분청자편, 백자편 등이 확인되었다(사
진 14·15 참조). 그리고 연고를 알 수 없는 시대미상의 고묘 2기도 확인되었다(사진 11 참조). 아울러 조사
대상지 주변으로 화성리백제묘, 대화리·신풍리유적, 신풍리 210유적, 신풍리 독골 고분군 등 청동기시대 취
락·원삼국~조선시대의 분묘, 생활유적 들이 분포하고 있다(사진 17·18 참조).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금번 조사대상지에는 원삼국~조선시대의 분묘, 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
다. 그리고 지표에서 무문토기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상지의 입지와 대화리·신풍리유적 등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이 유존할 가능성도 있다.
32) 2011년도에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시 신풍리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신풍리
유물산포지1’로, 이번에 신규로 확인된 유물산포지를 ‘신풍리 유물산포지2’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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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단 의견
1) 지표조사결과, 조사대상지를 포함한 일대에서는 신풍리 유물산포지2(삼국~조선시대)가 새롭게 확인되
었고, 대상지의 일부는 화성리 백제묘, 신풍리 독골 고분군(삼국시대)의 분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2) 더불어 조사대상지 일대는 주변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대화리·신풍리유적, 신풍리 210번지유적 등과
동일한 입지를 보이고 지표상에서 보이는 유물 등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원삼국~조선시대 분
묘·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다.(도면 5 참조)
3) 따라서 신풍리 유물산포지2에 포함된 금번 조사대상지는 유적의 유존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체사업범위
(면적 27,901㎡)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앞서 유구의 유존여부와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매장문화재 시
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 대 동 문 화 재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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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大東輿地圖』에서 조사대상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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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海東地圖』(木川縣)에서 조사대상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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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1918년 지형도에서 조사대상지 위치( ) 및 주변유적 분포도

(축척 1/25,000)

1.김시민장군유적, 2.세성산성, 3.신사리 청동대구출토지, 4.화성리 백제묘, 5.신풍리 독골고분군, 6.신풍리 원삼국토기산포지 및 신풍리 210유적, 7.신풍리 추정야철지유적, 8.장
산리유적, 9.신풍리 감절고분군 및 무문토기산포지1, 10.대화리·신풍리유적, 11.신풍리 유물산포지1, 12.속창리 유물산포지, 13.장산리 유물산포지, 14.발산리 고인돌, 15.대흥리유
적, 16.신풍리유적(충남대박물관), 17.신풍리 유물산포지2(신규)
24

도면 4. 수치지형도에서 조사대상지 위치( ) 및 주변유적 분포도

(축척 1/25,000)

1.김시민장군유적, 2.세성산성, 3.신사리 청동대구출토지, 4.화성리 백제묘, 5.신풍리 독골고분군, 6.신풍리 원삼국토기산포지 및 신풍리 210유적, 7.신풍리 추정야철지유적, 8.장
산리유적, 9.신풍리 감절고분군 및 무문토기산포지1, 10.대화리·신풍리유적, 11.신풍리 유물산포지1, 12.속창리 유물산포지, 13.장산리 유물산포지, 14.발산리 고인돌, 15.대흥리유
적, 16.신풍리유적(충남대박물관), 17.신풍리 유물산포지2(신규)
25

도면 5. 수치지형도에서 조사대상지 범위(

) 및 주변유적 분포도

(축척 1/5,000)

1.화성리 백제묘, 2.신풍리 독골고분군, 3.신풍리 원삼국토기산포지, 4.대화리·신풍리유적, 5.신풍리 210유적, 6.신풍리 유물산포지2(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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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위성에서 본 한반도와 조사대상지 위치(●)
27

사진 2. 항공에서 본 조사대상지 위치( ) 및 주변유적 분포현황

(축척 1/25,000)

1.김시민장군유적, 2.세성산성, 3.신사리 청동대구출토지, 4.화성리 백제묘, 5.신풍리 독골고분군, 6.신풍리 원삼국토기산포지 및 신풍리 210유적, 7.신풍리 추정야철지유적, 8.장
산리유적, 9.신풍리 감절고분군 및 무문토기산포지1, 10.대화리·신풍리유적, 11.신풍리 유물산포지1, 12.속창리 유물산포지, 13.장산리 유물산포지, 14.발산리 고인돌, 15.대흥리유
적, 16.신풍리유적(충남대박물관), 17.신풍리 유물산포지2(신규)
28

사진 3. 항공에서 본 조사대상지 범위( ) 및 주변유적 분포현황

(축척 1/5,000)

1.화성리 백제묘, 2.신풍리 독골고분군, 3.신풍리 원삼국토기산포지, 4.대화리·신풍리유적, 5.신풍리 210유적, 6.신풍리 유물산포지2(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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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사진 4. 조사대상지 원경(①남동에서) 및 전경(②남동에서)
30

①

②

사진 5. 조사대상지 북서편 진입도로 초입부 근경(①서에서) 및 도로부지 전경(②북서에서)
31

①

②

③

④

⑤

사진 6. 조사대상지 진입도로 세부(①~④) 및 전경(⑤남동에서)
32

①

②

사진 7. 조사대상지 진입도로 일대 신풍리 유물산포지2 지표출토 토기편(①논 구덩이 단면에 박힌 토기편,
②출토 토기·자기편:삼국~조선시대)
33

①

②

사진 8. 조사대상지 진입도로 동편 세부(①서에서, ②북동에서)
34

①

②

③

④

⑤

사진 9. 조사대상지 구릉부 소로길 일대 전경(①남에서) 및 세부(②~⑤)
35

①

②

③

④

⑤

사진 10. 조사대상지 구릉 소로길 서편 산지 일대 세부(①②수목 식생상태, ③~⑤현대분묘 이장상태)
36

①

②

사진 11. 조사대상지 구릉 소로길 서편 산지 일대 무연고묘(①②)
37

①

②

③

④

⑤

사진 12. 조사대상지 구릉 남동편 사면부 일대 세부(①~⑤)
38

①

②

③

④

⑤

사진 13. 조사대상지 구릉 북동편 사면부 일대 세부(①~⑤)
39

①

②

사진 14. 조사대상지 구릉 북편 일대 신풍리 유물산포지2 근경(①) 및 지표산포토기·자기·기와편(②)
40

①

②

사진 15. 조사대상지 서편 밖 경작지 일대 신풍리 유물산포지2 근경(①) 및 지표산포토기·자기·기와편(②)
41

①

②

사진 16 조사대상지 남서편 밖 경작지 일대 신풍리 유물산포지2 근경(①) 및 지표산포토기·자기·기와편(②)
42

②

①

③

⑤

④

⑥

사진 17. 주변유적(1) : 천안 화성리 백제묘(①②A-1호묘와 은상감환두대도, ③A-2호묘, ④B-1호묘 출토 토기,
⑤출토품 일괄, ⑥천안 화성리 백제묘군 내 지표수습 중국 동진제 청자반구호)
4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사진 18. 주변유적(2) : ①~④천안 대화리·신풍리유적, ⑤천안 신풍리유적(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2),
⑥신풍리 독골고분군, ⑦신풍리 감절고분군, ⑧발산리 지석묘
44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지표
조사

사업 명
사업지역

천안 신풍리 산35-1번지 일원 공장신설
사업기간
매장문화재조사 완료 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산35-1번지 외 11필지
전체사업면적
27,901㎡
면
적
사업목적
진입도로 및 공장조성
지표조사면적
27,901㎡
(주)케이에프씨티(대표 김석경) 연락처
053-943-1341
사업시행자
의뢰처
(재)대동문화재
김재철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배성혁
조사원 이하
최신영
연구원
․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민속분야
조사기관
․
․
․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2017년 11월 8일 ~ 2017년 11월 14일(7일)
조사기간
-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2일, 보고서 작성 3일 고고·역사
민속
수중
고건축
조사비용
3,399,000원 분야
․
․
․
*계약금액기준
분야
분야
분야
지정문화재 없음.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비지정
문화재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조사
기존
결과 지상문화재
신규
기존
매장문화재
신규
기존
건축물
신규
기존
민속자료
신규

500m 이내 : 신풍리유물산포지2, 신풍리210번지유적, 대화리·신풍리유적
화성리백제묘, 신풍리 독골 고분군 등
0.5~1km 이내 : 신풍리유적, 대화리·신풍리유적, 신풍리 감절고분군
신풍리 유물산포지1, 세성산성 등
<도면 4 참조>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신풍리 유물산포지2(삼국~조선) : 화성리백제묘, 신풍리 독골 고분군 일부 포함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 지표조사결과, 조사대상지를 포함한 일대에서는 신풍리 유물산포지2(삼국~조선시대)가 새롭게
확인되었고, 대상지의 일부는 화성리 백제묘, 신풍리 독골 고분군(삼국시대)의 분포범위에 포함되
어 있었다.

조사 2) 더불어 조사대상지 일대는 주변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대화리·신풍리유적, 신풍리 210번지유적
기관 등과 동일한 입지를 보이고 지표상에서 보이는 유물 등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원삼국~
종합 조선시대 분묘·생활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다.(도면 5 참조)
의견 3) 따라서 신풍리 유물산포지2에 포함된 금번 조사대상지는 유적의 유존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체
사업범위(면적 27,901㎡)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에 앞서 유구의 유존여부와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
한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기관명 : 대동문화재연구원

(인)

문 화재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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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②
연번 문화재명

1

③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신풍리
유물산포지2
산35-1,
236,
337-1
일원

④
면적
(㎡)

132,230

⑦유적구분
⑤시대 ⑥종류

삼국
~
조선

분묘 및
생활
유적
(추정)

조사의견

⑧
⑨
기존 신규
의견구분 조사면적

·

○

⑩사유

사업부지 전체가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27,901㎡
범위에 포함됨

⑪
비고
유물
산포지의
범위
중에서
화성리
백제묘,
신풍리
독골
고분군과
겹치는
부분은
유물
산포지의
범위에
넣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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