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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익산 용동면 흥왕리 산32-1번지 산림경영계획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 김근환(개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산32-번지에 산림경영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금번 산림경영계획 사업은 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수종을 변경
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자원을 계획적 조성하여 경제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시행
에 앞서 해당지역에 문화재의 부존여부와 분포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개발사업
과 관련된 문화재의 보존,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금번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표조사는 사업구역 내에서 매장문화재나 지정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육안을 통해 확인하고, 사업예정지역을 경계로 반경 500m 이내에 분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 모든 문화재와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산32-1번지
○ 조사면적 : 28,000㎡
○ 조사기간 : 2017년 11월 20일 ~ 2017년 11월 24일
(사전조사 0.4일, 현장조사 1.0일, 정리분석 0.5일, 보고서 작성 0.6일)

○ 조사단구성
- 조사 단장 : 김규정(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진만강(전북문화재연구원 유물정리팀장)
- 조 사 원 : 옥창민(전북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전인범(전북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조사의뢰기관 : 김근환(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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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
益山市는 북위 35°52′50″~36°09′20″, 동경
126°51′10″~127°08′30″의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506.98㎢이다.
蘆嶺山脈의 地脈에서 분기된 天壺山(500m)과 彌勒山
(430m)이

동부에

머무르고,

서북부에는

咸羅山

(240.5m) 줄기가 이어져 남서로 향하는 구릉과 大小
河川으로 형성된 비옥한 평원을 이루고 있다. 北으로는
錦江을 경계로 忠南 論山市와 扶餘郡에, 西로는 沃溝平
野에 이어 西海에, 南으로는 萬頃江을 경계로 金堤平野
가 인접한다. 남한의 서부지역은 거의 平野地帶를 이루
고 있는데, 익산시는 남한의 중앙부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 浸蝕에 의한 波浪狀의 準平原 일부라고
도면 1. 익산시 및 조사지역 위치
할 수 있는 丘陵地와 萬頃江에 의해 이루어진 河川의 堆積作用 결과 형성된 沖積平野의 접경
지에 위치한다.
주요 河川水系는 萬頃江과 錦江으로, 萬頃江水系는 塔川, 木川川, 益山川, 王宮川, 梧山川, 裡里
川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錦江水系는 江景川, 魚梁川, 山北川, 咸悅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
요 山地는 天壺山(500m), 彌勒山(430m), 龍華山(306m), 咸羅山(240.5m), 朗山(162m), 五金
山(128m), 杯山(85m) 등지가 있다.
地形은 전반적으로 沖積平野와 浸蝕平野로 이루어져 있다. 錦江을 따라 咸羅山脈系가 남북으
로 뻗어 있고, 동북으로 大屯山群을 따라 天壺山에서 솟아오르고 다시 波浪을 이루며, 오다가
彌勒山에서 마지막으로 솟아오른다. 그 뒤 산은 저평한 波浪狀의 구릉을 이루며, 익산 동서부
쪽을 이루다가 萬頃江 주변으로 오면서 沖積平野 지역으로 변하게 된다. 咸羅山 능선 동측에는
북동 내지 남서방향의 저지대가 발달되고 또 동측에는 파랑상의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는 深成巖인 花崗巖類가 差別浸蝕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북동쪽 天壺山에서 이어온 산세는 彌
勒山에 이르게 되고 다시 三箕·黃登面쪽으로 黃登準平原이 형성되어 군데군데 소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익산지역은 沃川地向斜의 말단부위로 古生代 朝鮮系層과 平安系層이 나타나고 있
다. 특히 天壺山 일대에서는 天壺洞窟과 돌리네 등 카르스트지형을 볼 수 있으며, 咸羅山脈系
에서는 과거 한때 무연탄을 채굴하던 곳도 있어 곳곳에서 무연탄의 매장지를 찾아 볼 수 있다.
구릉지는 평야와 산지 사이에서 100m 내외의 국지기복을 나타내는 곳을 구릉으로 보는데, 특
히 萬頃江과 東津江유역으로 이루어진 湖南平野 주변에 집중분포한다.
地質狀態를 보면 基盤巖은 대부분 쥬라기에 貫入한 片麻狀花崗巖이나 大寶花崗巖이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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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深層風化된 위에 赤色土가 발달하여 있다. 京畿片麻巖콤프렉스는 益山市 咸羅面, 熊浦面 등
錦江沿岸을 따라 西海岸에 그 분포를 보이고 있다. 沃川系群은 益山市 礪山面 일대에 널리 분
포하고, 平安系層은 益山市 咸羅面 咸羅山 稜線을 따라 帶狀으로 소규모 분포한다. 片狀花崗巖
은 黃登面, 三箕面, 王宮面 지역에 나타나고, 大寶花崗巖은 지형적으로는 丘陵地帶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의 암석으로 佛國寺花崗巖類는 咸悅邑 일대에 나타나고, 氾濫原 지
역을 제외하고는 黃登準平原이 존재한다.

도면 2. 조사지역 및 퇴적지형 현황도(흙토람 자료 편집이용)
土壤分布는 海岸平坦地 土壤 15,270㏊, 河川氾濫地 土壤 330㏊, 內陸平坦地 土壤 5,570㏊,
底丘陵 및 山野谷間地 平野 21,300㏊, 山麓地 및 丘陵地 土壤 2,860㏊, 山岳 土壤 4,470㏊로
底丘陵 및 山野谷間地 平野의 土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萬頃江 流域의 지
역은 범람시 운반되어온 실트와 같은 토양이 주로 분포하고, 黃登準平原地域은 花崗巖類의 風
化土가 나타나고 赤色土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익산시의 氣候는 南部海岸形에 속하며, 쾨펜의 기후구분1)에 의하면 溫帶氣候 지역에 속한
다. 그러나 유라시아 대륙의 東岸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보다 대륙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
아 寒暑의 차이가 심한 大陸性氣候의 특징을 나타낸다.
氣溫은 평균 13.8℃~35.5℃의 범위를 보이며, 日較差가 평균 9.6℃로 全州(9.3℃)와 群山
(7.5℃)보다 크고, 동위도의 타 지점에 비하여 氣溫의 年較差(25.4℃)가 크다.
年平均 降水量은 1210.1㎜정도로 7월에 비가 가장 많으나, 해에 따른 연 강수량의 변동은
심하다. 濕潤氣候를 이루고 있으나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을 비교하면 雨季와 乾季가 분명
1) 1월 평균기온 -3℃ 등온선을 기준으로 하며, 이 선 以北은 냉대기후, 以南은 온대기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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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구별된다.

도면 3. 조사지역 및 분포지형 현황도(흙토람 자료 편집이용)
익산시는 해안과 가까워 계절풍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현상으로 海風과 陸風이 매일 되풀이
된다. 연중 西風 내지 北西風이 탁월하고 해풍까지 곁들인 익산지역은 아침과 저녁때를 경계로
하여 풍향이 바뀌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 들어가는 거리는 지형에 따라 다르나 萬頃江과 兩
岸의 平野地帶를 따라 40~50㎞ 정도에 달하고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향하는 陸風은 바람이
약하여 15㎞ 정도에서 그친다.
相對濕度는 평균 77％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계절별로 볼 때 봄철과 겨울철이
낮게 나타나며, 비가 많은 여름철에 높게 나타난다. 年平均 日照時間은 2,483시간으로 긴 편에 속하
며, 氣壓骨의 통과, 장마전선의 이동 등과 관련이 많아 해에 따른 변동이 심하다.
無霜日數는 215일로 남해안 지방의 250일, 중부지방의 180일에 비하면 霜害가 작물재배의
제약조건으로 큰 편이 아니다. 첫서리는 평균 11월이며, 마지막 서리는 4월이다. 안개일수는
평균 33일로 내륙인 전주가 불과 20일 정도인 것에 비하면 많은 편이다. 주로 萬頃江과 塔川
및 益山川 沿岸에서 많이 발생한다.
조사지역은 익산시의 북쪽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은 용동면 흥왕리 일원에 해당된다. 익산시
의 중앙부에 위치한 미륵산(해발 430m)에서 북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서쪽으로 산북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해발 30~50m 내외의
구릉지대가 남에서 북으로 뻗어있다. 조사지역의 지질은 저구릉성 산지형으로 대부화강암이 분
포하며, 화강암이 풍화된 적황색토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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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위치도(1918년 일제강점기 제작,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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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역사적 환경
익산은 역사적으로 馬韓의 영역에 속해있었으며, 金馬와 益山으로 나누어져 乾馬國에 속하는
것으로 전하여진다. 金馬는 百濟 溫祚王 때부터 金馬渚로 불려 졌으며, 百濟時代에 所力只縣이
라 불렸다. 이후 新羅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된 후 金馬는 金馬郡으로 바뀌었으며, 益山은 沃野
縣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金馬郡에 포함되었다. 高麗時代 초에는 全州에 부속되었다가 忠惠王
5년(1344)에 元 順帝의 皇后 奇氏의 고향이라 하여 益州로 승격되었다. 朝鮮時代에는 全州部
에 속하였으며, 太宗 13년(1413)에 益山郡으로 고쳐서 帝石, 栗村, 支石, 龍梯, 春浦, 豆村, 豆
川, 九文川, 彌勒 등의 면을 두었는데, 高宗 33년(1896)에 全州郡에 東一, 南一, 南二, 西一,
北一, 右北의 6개면이 편입되어 16개면이 되었다.
고고학적환경을 살펴보면 舊石器時代유적은 아직 정식적인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王宮 倉平2), 栗村里3), 永登洞4), 葛山5) 新幕6), 雙亭里7), 多松里 上馬8), 西豆里에9)서 확인되
었으며 신막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 문화층에서는 여러면석기, 몸돌, 찍개가 출토되었다.
新石器時代유적은 彌勒寺址 조사과정에 연못지와 기단 성토층 하부 퇴적층에서 橫走魚骨文
과 縱走魚骨文이 시문된 즐문토기편10)과 栗村里 분구묘 2호분 분구 성토층에서 즐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11). 또한 웅포관광지(3지구)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전북 서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주거지가 조사되었다12). 최근 신용리 갓점13)에서 2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1기는
동-서 장축의 대형 장방형주거지로 내부에 노지 및 주혈이 확인되었다.
靑銅器時代유적은 龍堤里 梨堤14), 金馬 五金山15), 咸悅 多松里16), 王宮 平章里17) 등에서
청동유물이 수습되어, 익산지역을 平壤, 慶州와 함께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
로서‘益山靑銅器文化圈’이 설정된 바 있다18). 그밖에 유적은 富松洞19), 永登洞20), 慕縣
洞21), 信洞里22), 栗村里23), 金城里24), 源水里25), 八峰洞26), 龍機里27), 신용리 갓점, 漁梁
2) 李炯佑·李永德, 2000, ｢益山地域의 舊石器 遺蹟｣, 湖南考古學報12, 湖南考古學會.
3) 崔完奎·李永德, 2001, 益山 栗村里 墳丘墓,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4) 崔完奎·金鍾文·金奎正, 2000, 益山 永登洞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5)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99, 益山 第2育成牧場 豫定地域內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6) 김건수·최미노·김진, 2002, 益山 新幕 遺蹟, 湖南文化財硏究院.
7)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益山 雙亭里 舊石器遺蹟.
8)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2011,『益山 多松里 上馬遺蹟.
9) 湖南文化財硏究院, 2013,『益山 西斗里2․寶三里遺蹟.
10) 國立扶餘文化財硏究所, 2001, 彌勒寺址 西塔周邊 發掘調査報告書.
11) 崔完奎·李永德, 2001, 益山 栗村里 墳丘墓,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2) 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익산 웅포관광지(3지구)문화재 발굴조사 웅포리유적(Ⅰ․Ⅱ지구)지도위원 회의자료.
13)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4, 益山 新龍里 갓점 遺蹟.
14) 金元龍, 1968, ｢益山郡 梨堤出土 靑銅一括遺物｣, 史學硏究20, 韓國史學會.
15) 金元龍, 1967, ｢益山 五金山 出土 多鈕細文鏡과 細形銅劍｣, 美術資料8-3, 韓國美術史學會.
16) 全榮來, 1975, ｢益山 咸悅面 多松里 靑銅遺物出土墓｣, 全北遺蹟調査報告第5輯, 全州市立博物館.
17) 全榮來, 1987, ｢錦江流域 靑銅器文化圈 新資料｣, 馬韓·百濟文化第10輯,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8) 金元龍, 1977, ｢益山地域의 靑銅器文化｣, 馬韓·百濟文化第3輯,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 李信孝, 1993, ｢裡里 富松洞住居址｣, 湖南考古學報1, 湖南考古學會.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0, ｢裡里 富松洞遺蹟｣, 各地 試․發掘調査報告書.
20) 崔完奎·金鍾文·金奎正, 2000, 益山 永登洞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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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28), 마산29), 무형리 포변30), 고산31), 어량리 증발32), 상발33), 삼담리 상북지34), 창평리35)
에서 住居遺蹟이 조사되었으며, 石泉里36), 茂形里37), 華山里38), 熊浦里39), 栗村里에서 옹관
묘, 석관묘 등의 분묘유적이 조사되었고, 新木里40), 松鶴洞遺蹟41)에서 竪穴遺構가 조사되었다.
原三國時代 유적은 永登洞, 間村里42), 栗村里, 墨洞43)에서 周溝墓가 조사되었으며, 新洞44),
射德45), 熊浦里, 長新里46), 松鶴洞, 龍機里, 龜坪里47)에서 住居址가 조사된 예가 있다. 주거지
는 新洞遺蹟 4기, 射德遺蹟 90여기, 熊浦里遺蹟 7기, 長新里遺蹟 60여기, 松鶴洞遺蹟에서 23
기, 龍機里에서 4기, 龜坪里에서 9기가 조사되었다.
三國時代 유적은 그 성격에 따라서 寺刹遺蹟, 城郭遺蹟, 墳墓遺蹟, 生活遺蹟 등으로 구분된
다. 寺刹遺蹟은 彌勒寺址48), 帝釋寺址, 獅子庵 등이 있다. 彌勒寺址49)는 백제 최대의 사찰터로
7세기 백제가람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 중 하나로 3개소의 一塔一金堂式가람이 유기적
으로 합쳐진 삼원가람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배치방식이다.

21) 崔完奎·金鍾文·趙圭宅·金根瑛, 2004, 益山 慕縣洞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2) 崔完奎·趙仙榮·朴祥善, 2005, 益山 信洞里遺蹟-5·6·7地區-,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3) 崔完奎·李永德, 2001, 益山 栗村里 墳丘墓,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4)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5, 群長産業團地 進入道路 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略報告書.
25) 湖南文化財硏究院, 2004, 益山 源水里 遺蹟.
26)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익산 팔봉동유적.
27)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익산 구평리Ⅰ·Ⅱ·Ⅳ, 연동리Ⅰ, 용기리Ⅰ·Ⅱ유적.
28) 湖南文化財硏究員, 2012,『益山 長善里․漁梁里 遺蹟.
29)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4,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시․발굴조사 부분완료 약보고서.
30)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4, 주 29)의 전게서.
31)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4, 주 29)의 전게서
3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4, 주 29)의 전게서
33)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4, 주 29)의 전게서
34)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14, 주 29)의 전게서
35) 전북문화재연구원, 2016, 금강(Ⅱ)지구 익산2-2공구 토목공사 구역 내문화재 발굴조사(4차) 약보고서.
36) 李健茂·申光燮, 1994, ｢益山 石泉里 甕棺墓에 대하여｣, 考古學誌第6輯, 韓國考古美術硏究所.
37) 金善基, 1986, ｢先史遺蹟｣, 益山郡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38) 權相烈·金在弘·劉香美, 2002, 益山 華山里 新德遺蹟, 國立全州博物館.
39)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4, 益山 熊浦 곰개나루 觀光地 文化財 試(發)掘調査報告書.
40) 崔完奎·趙圭宅·趙仙榮·朴祥善·玉昌旻, 2007, 群長 産業團地 進入道路(大田-群山間) 工事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41)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益山 松鶴洞遺蹟.
42) 湖南文化財硏究院, 2002, 益山 間村里 遺蹟.
43) 湖南文化財硏究員, 2011,『益山 慕縣洞 2가遺蹟Ⅱ.
44)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2, 益山 新洞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保健所新築敷地.
45) 湖南文化財硏究院, 2007, 益山 射德遺蹟Ⅰ,Ⅱ.
46) 湖南文化財硏究院, 2004, ｢益山 長新里 遺蹟｣, 金堤 大東里遺蹟.
47)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주 27)의 전게서.
48)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74,「益山 彌勒寺址 東塔址 및 西塔調査報告書｣, 馬韓․百濟文化創刊號 附錄.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74,「彌勒寺址 東塔址 二次發掘報告書｣, 馬韓․百濟文化第2輯 附錄.
國立夫餘文化財硏究所, 1992, 益山 彌勒寺址 東塔址 基壇 및 下部調査報告書.
國立夫餘文化財硏究所, 1992, 彌勒寺址發掘調査報告書Ⅱ-本文篇.
國立夫餘文化財硏究所, 2001, 彌勒寺址 西塔周邊 發掘調査報告書.
49) 三國史記 武王條의 창건연기설화 내용을 보면 ｢一日王與夫人, 欲幸師子寺, 至龍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
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 問塡池事, 以神力一夜頹山塡池爲平地, 乃法像 彌勒三會, 殿塔
廊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國史云王興寺〕眞平王遣百工助之, 至今存其寺,〔三國史云, 是法王之子, 而比傳之獨女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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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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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郭遺蹟에는 王宮里 遺蹟50), 益山土城, 猪土城, 郎山山城51) 등이 있다.
益山土城은 報德城, 五金山城이라 불리우며,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백제 때에 토성으로 축조되고 그 뒤 석축으로 개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벽은 산경사면을
이용한 內托技法으로 처리하여 판축하였다. 郎山山城은 미륵산 북쪽으로 약 4㎞ 지점인 해발
162m의 낭산 정상부에 있으며, 길이 약 870m의 돌로 만든 산성이다. 이 외에 미륵사지를 중
심으로 仙人峰山城, 龍華山城, 唐峙山城, 天壺山城, 鶴峴山成 등이 자리잡고 있다.
墳墓遺蹟은 新木里遺蹟52)에서 조사된 三國時代 甕棺墓와 熊浦里53), 笠店里54), 城南里55),
源水里56), 雙陵57), 射德, 金城里58), 光岩里59), 용기리60), 東龍里61) 등의 遺蹟이 있다. 新木
里遺蹟의 百濟甕棺墓는 승문이 타날된 적갈색연질의 장란형토기를 합구시킨 것이다. 길이는
78㎝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119㎝, 너비 67㎝이다.
약 60여 기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熊浦里 百濟古墳群은 1986년도 益山郡文化財地表調査
시에 발견되었다. 이에 1987년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에서 2기를 조사하여 많은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28기를 조사하였는데, 그 유형은 竪穴式石槨墳 8
기, 橫口式石槨墳 12기, 橫穴式石室墳 1기, 그리고 수혈식석곽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소형석곽
7기가 발견되었다. 횡구식석곽분 12기 가운데 8기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이며, 4기는 고려시
대의 횡구식석곽분이다. 웅포리고분군은 일정한 범위 내에 다양한 묘제가 복합적으로 축조되어
있어 고분 상호간의 변화과정을 살피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笠店里 百濟古墳群은 1986년도에 우연히 발견되어 文化財硏究所 주관으로 실시한 발굴조사
에서 8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이후 1998년도에 모두 13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입점리 고
분군에 대한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삼국시대 석축묘는 모두 19기이다. 이를 유
형별로 대별하면 竪穴式石槨墳 11기, 橫口式石槨墳 1기, 횡혈식석실분 7기이다. 입점리 고분
군은 수혈식석곽분을 사용했던 재지세력과 석실분은 사용하는 외부세력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입점리 86-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제유물과 중국제청자 등과 고
50) 國立夫餘文化財硏究所, 2001, 王宮里發掘中間報告Ⅲ.
51)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3, 益山의 先史와 古代文化.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益山 朗山山城.
52) 崔完奎·趙圭宅·趙仙榮·朴祥善·玉昌旻, 2007, 群長 産業團地 進入道路(大田-群山間) 工事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53) 金三龍·金善基, 1988, ｢益山 熊浦里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馬韓·百濟文化第11輯,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崔完奎, 1995, 益山 熊浦里 百濟古墳群-1992, 1993年度 發掘調査-, 百濟文化開發硏究院·圓光大學校博物館.
54) 文化財硏究所, 1989, 益山 笠店里 古墳 發掘調査報告書.
崔完奎·李永德, 2001, 益山 笠店里 百濟古墳群,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55) 崔完奎·金鍾文, 1997, 益山 城南里 百濟古墳群, 圓光大學校博物館.
56) 崔完奎, 1990, ｢全北地方 錦江河口의 百濟石室墳｣, 이재용박사환력기념논총 韓國史學論叢.
57) 谷井濟一, 1920, ｢益山 雙陵｣, 大正六年度調査報告, 朝鮮總督府.
崔完奎, 2003, ｢益山地域의 百濟古墳｣, 益山의 先史와 古代文化,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58)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5, ｢益山 金城里遺蹟｣, 群長産業團地 進入道路 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略 報告書.
59)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益山 光岩里 遺蹟.
60)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주 27)의 전게서.
61)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 고속국도 제25호선 논산-전주간 확장구간내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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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조는 당시 백제사회의 지방통치라는 정치체계와 맞물려 시사되는 바가 크다.
城南里古墳群에서는 橫穴式石室墳 13기를 포함하여 총 24기의 百濟石築墓가 조사되었다. 橫
穴式石室墳은 판석재의 석재를 이용하여 네면벽과 바닥․천장을 모두 조립하였다. 고분들은 모
두 6세기 중반 이후에 조성된 사비유형의 橫穴式石室墳으로 주변의 雙陵, 源水里의 유적에서
조사된 석실분과 같은 유형의 것이다.
사적 87호로 지정된 雙陵은 익산시 석왕동의 왕뫼라 불리는 구릉 위에 동서로 약 150m의
간격을 두고 대왕묘와 소왕묘가 자리하는데,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묘라고 전해온다. 1917
년 日人학자 谷井濟一에 의해 발굴조사 된 결과, 그 구조는 扶餘 陵山里 古墳群과 같은 유형의
횡혈식석실분으로 밝혀졌다. 또한 석실의 규모나 구조와 내부시설, 목관 및 장식도 능산리 고
분과 비교되고 있어 피장자는 무왕과 그 왕비의 능으로 비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
다62). 쌍릉에서 출토된 유물은 木棺63), 陶製盌, 玉製裝身具, 齒牙 3점 등이며, 왕비릉에서는
鍍金棺飾鈫具片, 棺釘, 金銅透彫金具 등이다.
최근에 발굴된 熊浦里, 笠店里, 金城里64) 등 금강유역의 유적에서는 竪穴式·橫口式·橫穴式
등의 다양한 百濟 石築墓가 조사된 반면, 내륙에 위치한 城南里, 源水里, 雙陵, 光岩里 등지의
유적들에서는 사비시기의 橫穴式石室墳만 확인되고 있어 百濟 武王과 관련된 중앙세력과 이
지역의 정치적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生活遺蹟으로는 信洞里遺蹟65)에서 주거지 및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 信洞里遺蹟에서는 10
여 기의 建物址 및 住居址를 비롯하여 竪穴遺構, 土壙墓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건물
지는‘大壁建物址’라 불리는 것으로 공주 및 부여 이외의 지역으로는 처음 조사된 것이다. 내
부에서는 백제평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 또는 6각형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부뚜막과 주공 등의 내부시설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深鉢形土器, 長頸壺, 壺形土器
등이 있다. 竪穴遺構는 평면형태로는 圓形과 橢圓形으로 나뉘어지며, 단면형태에 따라서는 복
주머니형, 원통형, 역제형 등이 있다. 내부에서는 蓋杯, 高杯, 三足土器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
한 수혈유구는 최근에 조사된 華山里 新德, 間村里, 源水里, 射德, 金城里, 杯山, 富松洞
181-14番地, 光岩里66)등의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폭 넓게 확인되고 있어 그 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富松洞242-73番地遺蹟에서는 1기의 百濟時代 住居址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이고, 내부시설로 화덕과 排煙施設을 갖추고 있다. 남쪽에 출입시설이 있으며, 유물은 打捺文
土器片과 石器가 출토되었다. 최근에 조사된 塔里67)에서는 지상식건물지, 소성유구, 구상유구,
도로유구 등 1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이는 인접한 王宮里遺蹟의 도성축조와 관련되었을
62) 崔完奎, 2001, ｢益山地域의 百濟古墳과 武王陵｣, 馬韓·百濟文化第16輯,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63) 목관은 복원이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목관제작에 사용된 목재는 高野 槇(こうやまき)이라 불리는 금
송인데, 칩엽수의 일종으로 일본 기주지방에서 九州지방까지 분포하고 있다. 1과1속1종으로 일본에서만 산출 되는 수종이다.
물에 강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64)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2005, 주 58)의 전게서.
65) 崔完奎·趙仙榮·朴祥善, 2005, 益山 信洞里遺蹟-5·6·地區-,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66)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益山 光岩里 遺蹟,
67) 전북문화재연구원, 2016, 금강(Ⅱ)지구 익산2-2공구 토목공사 구역 내문화재 발굴조사(3차) 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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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統一新羅時代 遺蹟은 益山 彌勒山城68)과

등이 조사되었다. 彌勒山에 위치한 彌勒山城은 彌

勒寺址에 인접하여 있으며, 箕準城69)으로도 불린다. 동문지 주변의 체성을 보면 성벽의 폭은
840~890cm의 규모인데, 始築 이후 2차에 걸친 改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門址에서도 始
築 이후 2차에 걸친 改築 痕迹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門樓의 정확한 구조나 규모 등은 확인
되지 않았다. 甕城은 방형의 형태를 보이는 편문옹성의 형태이며, 水口址는 대부분 유실되었으
나 開口式의 형태를 보이며, 대형할석을 가공하여 축조하였다. 유물은 銘文瓦를 비롯한 암·수
평기와, 토기, 자기류가 출토되었다. 삼국시대의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출토유물에서 삼
국시대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출토되고 있다.
高麗時代 유적은 信洞里, 原水里, 月谷70), 長新里의 석곽묘와 光岩里, 長新里, 內長71), 모현
동, 학동에서 토광묘가 조사되었고, 주거유적은 五龍里, 고산 중발유적에서 조사되었다.
朝鮮時代 遺蹟은 金城里, 八峰洞, 光岩里, 富松洞 富坪, 長新里, 慕縣洞, 信洞里, 源水里, 信
洞, 墨洞, 鶴洞 등에서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생산유적은 金城里, 長新里, 源水里 안골, 彌勒寺
址, 龜坪里에서 기와가마와 옹기가마가 조사되었다.

68) 金善基·趙相美, 2001, 益山 彌勒山城 東門址周邊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博物館, 2004,『彌勒山城 建物址 및 南門址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69)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箕子朝鮮의 準王이 처음으로 쌓았다고 하는 俗傳에 의한 것이다.
70) 湖南文化財硏究院,, 2004, 益山 源水里 遺蹟,
71) 湖南文化財硏究院, 2004, 益山 慕縣洞 2街 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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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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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문헌조사72)
※ 용동면은 1986년 면분리 되기전에 용안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용안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한다.

용안현(龍安縣)
高麗史志 卷第十一
咸悅縣本百濟甘勿阿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爲臨陂郡領縣. 高麗初, 來屬. 明宗六年, 置監務.
別號咸羅.【忠肅王八年, 縣之道乃山銀所人伯顔夫介, 在元有功於本國, 陞所, 爲龍安縣. 恭讓王三
年, 以全州屬縣豐儲, 與之.

世宗實錄地理志151권, 전라도 전주부 용안현
龍安縣: 本高麗咸悅縣之道乃山銀所, 至忠肅王八年辛酉, 【元 英宗 至治元年。】 以土人伯顔夫
斤在元有功於本國, 陞爲龍安縣。 恭讓王三年辛未, 【大明 太祖 洪武二十四年。】 以全州屬縣豐
儲來屬。 本朝太宗九年己丑, 合咸悅縣、安悅監務, 十七年丙申, 復分爲二縣。 大川, 金頭浦。
【在縣東二里。】 四境, 東距礪山十二里, 西距咸悅三里, 南距益山十二里, 北距忠淸道林川七里。
戶一百九十, 口六百六十二。 軍丁, 侍衛軍二, 鎭軍十三, 船軍一百二十五, 德成倉守護軍三。 土
姓四, 張、趙、朴、南宮; 來接亡姓一, 崔; 續姓五, 林、金、 【豐儲縣來。】朴、 【務安縣
來。】李、兪。 【不知來處, 皆鄕吏。】 厥土肥塉半之, 墾田一千九百九十一結。 【水田七分之
二】 土宜五穀, 桑、麻、苧。 土貢, 狐皮、黃毛。 藥材, 天門冬、蓮子、鯉膽。 烽火一處, 縣東
廣頭院。 【西準咸悅 所伊方, 北準忠淸道 恩津、江京。】
大東地志卷11 기록 중
本咸悅縣地道乃山銀所 一云倉山所 忠肅王八年陞龍安縣 以土人伯顏夫介在元有功於本國 恭讓
王三年以全州屬縣豊堤來屬 本朝 太宗九年合咸悅縣爲安悅縣監務十三年改縣監十六年析爲二縣
號邑 七城
員官 監務 兼全州鎭管兵馬節制都尉 一員
古邑 豊堤 東五里今堂下里本全州屬縣恭讓王三年來屬○邑號豊城
坊面 縣內 終三 東面 初三終十 南面 初三終十 北面 初三終十○倉山所東十
城池 邑城 周四千二百四十尺共五池一

72) 고려사 및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등의 원전 기록 중에서 일부를 발취해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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烽燧 廣頭院 東十三里
倉庫 邑倉 ○得成倉 在金頭浦國初築倉城全州南原等十九邑田稅漕至京師成宗十八年分移干咸悅
聖堂倉沃溝羣山倉

용안고(龍安考)기록 중
용안은 본래 고려 때 함열현이 도내산은소(은의생산지)였는데 고려 충숙왕 8년 이고장 사람
백안부개가 원나라에 있으면서 본국에 공이 있어 용안현으로 승격되었다. 공양왕 3년(1391)
에 는 전주에 속했던 풍저현이 용안현에 딸리게 되었다. 조선 태종 9년(1409)에 함열현과 합
하여 안열현이라 하고 감무(작은 현의원)를 두었었는데 그 13년에는 현감으로 승격시켰다. 태
종 16년(1416)에는 다시 용안현과 함열현으로 나누어졌고 고종 32년(1895)에는 군이 되었
으며 1913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익산군·함열군·여산군과 통합하여, 익산군이 되었
다. 그 후 1970년 8월 용동출장소가 분리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34권 기록 중
용안현(龍安縣) 동으로 여산군(礪山郡) 경계에 이르기까지 16리, 남으로 익산군(益山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2리, 서로 함열현(咸悅縣) 경계이 이르기까지, 4리, 북으로 충청도 임천군
(林川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0리임, 서울과의 거리 4백 48리이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래 고려 함열현의 도내산은소(道乃山銀所)이이었는데(창산소(倉山所)
라고도 한다.) 충숙왕(忠肅王) 8년에 이 고장 사람 백안부개(伯顏夫介)가 원(元)나라에 있으
면서, 본국에 공이 있었다 하여 지금 이름으로 기치어 현으로 승격시켰고, 공양왕 3년 전주의
속현 풍저(豊儲)를 가져다 붙였다.(저(儲 )는 제(堤)라도 한다.) 본조 태종 9년에 함열현을 합
치어 안열감무(安悅監務)를 만들었고, 13년에 전례에 따라 현감으로 고쳤으며, 16년에 다시
갈라서 두 현으로 만들었다.
군명(君名) 칠성(七城)·도내산
성곽(城郭) 읍성 : 돌로 쌓았는데, 주위가 4천2백40척, 높이 11척이고, 안에 샘 11개, 작은
못 한 개가 있다.
봉수(烽燧) 광두원산 봉수(廣頭院山烽燧) : 현의 동쪽 13리에 있는데, 서쪽으로 함열현 소방
봉(所方峯)에 응하고, 북쪽으로 충청도 은진현(恩津縣) 강경산(江景山)에 응한다.
창고(倉庫) 득성창(得成倉) : 금두포에 있다. 옛날에는 덕성창(德城倉)이라고 일컬었는데,
물길이 막혀서 함열현으로 옮겼다가, 성종(成宗) 13년에 이 고을로 다시 옮기고, 지금 이름으
로 고치어 본현 및 전주(全州)·임실(任實)·남원(南原)·임피(臨陂)·김제(金堤)·장수(長
水)·운봉(雲峯)·익산(益山)·만경(萬頃)·여산(礪山)·금산(錦山)·진산(珍山)·태인(泰
仁)·용안(龍安)·옥구(沃溝)·진안(鎭安)·고산(高山)·무주(茂朱) 등, 관거의 전지 부세를
여기서 받아들여 수로로 서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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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위치 및 좌표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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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구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1) 사업구역 문화재 현황
행정구역상 사업구역은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산 32-1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28,000㎡이다. 산림경영계획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조사지역은 2003년에 화실리
유물산포지 1로 보고73)된 산포지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은 해발 24m 내외의 구릉지대이며, 현재 소나무 및 잡목이 식재되어 있다. 조사지
역의 동쪽으로는 흥왕제와 계단식 경작지가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폐가와 계단식 경작지
가 위치해 있다. 남쪽으로는 동-서로 개설된 양신길과 태양광발전시설, 인삼밭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흥왕골이라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조사지역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완만하게 뻗어내린 구릉지대로 동쪽부분에 남-북으로 연결
되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 또한, 조사지역 중앙부에는 양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조사지역은 대부분 소나무 숲으로 지표상에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는 상태이다. 조사지역에
는 경주김씨 문중묘역이 시설되어 있다. 묘역 주변으로 적갈색풍화암반층이 노출되어 있다. 노
출된 지표면에서 원삼국시대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편,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편, 조선
시대 분청자기편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은 전체적으로 해발 24m 내외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형이며,
일부 묘역 주변에서 원삼국~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확인되었다.

2) 주변 문화재 현황74)
조사결과 사업구역 주변 1㎞ 이내에는 화실리 유물산포지1(사업구역내 해당), 화배리 무문
토기산포지(동쪽으로 약 450m 이격), 양촌리 유물산포지2(남서쪽으로 약 900m 이격), 흥왕
리 유물산포지(북쪽으로 약 1㎞ 이격)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실리 유물산포지1 (도면 6~7, 사진 1~11)
□ 위

치 :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산32-1

□ 시

대 : 청동기~삼국시대

□ 이격거리 : 조사지역에 해당됨
□ 현

황 : 용안면 화배리 함박재마을 앞 삼거리에서 화실리 와동마을로 향하는 서남향

도로를 따라 약 500m 정도 가다보면 북쪽으로 해발 24m의 나지막한 구릉이 위치한다. 구릉
73)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 -문화재조사-』.
74) 익산시·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8, 『문화유적분포지도 -익산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 -문화재조사-』.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intranet.gis-heritage.go.kr).
사업구역에서 반경 1㎞ 이내에 있는 주변 문화재 현황만 기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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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흥왕골과 외동골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에 흥왕제가 있다. 현재 일부 밭으로 개간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구릉 전체가 송림으로 덮여 있다. 유물은 구릉 전면에서 무문토기
편 및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 참고문헌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 -문화
재조사-』.
□ 좌표 : N36°05′47.54″, E127°00′37.54″

(2) 화배리 무문토기산포지 (사진 12)
□ 위

치 :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263-5

□ 시

대 : 청동기시대

□ 이격거리 : 동쪽으로 약 450m 이격
□ 현

황 : 화배리 신화동 갱명산 북측으로 해발 36.4m의 갱명산 지맥이다. 남동측에 신

화동으로 가는 소로와 북동측에 온수동 방면으로 가는 소로 사이에 위치하며, 구릉에는 '慶州
金氏翼煥之墓' 외에 민묘와 개간한 밭, 북측사면으로는 묘목이 있다. 유물은 무문토기편이 수
습되었다.
□ 참고문헌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益山市』.
□ 좌표 : N36°05′47.54″, E127°00′37.54″

(3) 양촌리 유물산포지2
□ 위

치 :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89-1

□ 시

대 : 삼국~조선시대

□ 이격거리 : 남서쪽으로 약 900m 이격
□ 현

황 : 양촌리 유물산포지 2는 삼담리 오미·고창마을에서 용동면으로 가는 도로의

동측에 위치한다. 주변에는 화실리·양촌리 유물산포지1이 분포하고 금강으로 유입되는 산북
천과 인접해 있다. 현재 이곳은 양촌마을의 가옥과 민묘가 조성되어 있고, 대부분 밭과 논으로
경작되고 있어 그 훼손 정도가 심한 편이다. 이 일대에서는 다량의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토기편
과 조선시대 회색토기들이 수습되었다. 따라서 이곳 또한 화실리 유물산포지, 양촌리 유물산포
지1과 함께 삼국시대 유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益山市』.
□ 좌표 : N36°05′29.54″, E126°59′51.95″

(4) 흥왕리 유물산포지
□ 위

치 :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946-14

□ 시

대 : 청동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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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거리 : 북쪽으로 약 900m 이격
□ 현

황 : 지방도 718호선에서 신왕마을 진입로를 따라 500m 정도 들어가면 소로 좌

측으로 하림양계장이 보인다. 유물산포지는 양계장의 북쪽에 있는 구릉과 양계장 주변 일부에
해당한다. 해발 23m의 야트막한 구릉으로 북쪽으로 두 갈래의 능선과 그 사이의 계곡부에 해
당한다. 사면은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있으며, 계곡부는 계단식 논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밭으로 경작되는 부분에서 무문토기편 및 회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 다양하게 수습되었다. 양계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 능선의 남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유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지금은 양계장이 들어서면서 삭평되어 원지형을 찾기 어
렵다.
□ 참고문헌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 -문화
재조사-』.
□ 좌표 : N36°06′32.17″, E127°00′40.29″

3. 고고·역사 분야
조사지역은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산32-1번지 일원이며, 조사결과 주변에서는 새
롭게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적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용동면 일대는 1998년에 제작된 문화유적분포지도 및 2003년에 조사된
호남고속철도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고창리 무문토기산포지, 대조리 무문토기산포
지, 송방산 유물산포지, 양촌리 유물산포지 1, 양촌리 유물산포지 2, 칠목리 유물산포지, 화배
리 무문토기산포지, 화실리 유물산포지(백제토기), 화실리 유물산포지 2, 화실리 유물산포지
1, 효열정문, 흥왕리 유물산포지 12곳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된 유물산포지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에 해당되며,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이루
어진 유적은 없는 상태이다.

4. 민속 분야
(1) 지명 및 지명유래75)
용동면(龍東面) - 익산시 14동, 1읍, 14면 중 하나이다. 1970년 7월 용안면에서 용동 출
장소를 두었고, 1986년 3월 용동면으로 승격하였다76).
본래 용안군(龍安郡)의 지역으로서 용안 군청이 있었으므로 군내면(郡內面)이라 하여 송천
75) 柳在泳, 1993, 『전북전래지명총람』, 민음사.
한글학회, 2003, 『한국 지명 총람 12(전북편·상)』.
益山市史編纂委員會, 2001, 『익산시사(上卷)』.
76) 지명유래는 본래 용동면 지역이었다가 1970년 용동출장소로 변환되면서 용동면(1986년)으로 승격되었기에 기존의 용안면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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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川), 용산(龍山), 덕동(德洞), 연동(蓮洞), 성치(城峙), 상서(上西), 하동(下洞), 상동(上
洞), 화동(花洞), 교동(校洞), 성동(城洞), 하신(下新), 용흥(龍興), 중신(中新), 상신(上新),
자라(者羅), 교항(橋項), 창리(昌里), 구호(九湖)의 19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북면(北面)의 법성(法聖), 순풍(順豊), 을동(乙洞), 산양(山陽), 석우(石隅), 궁지
(弓芝), 궁항(弓項), 석동(石洞), 신리(新里), 은입산(銀入山), 난포(蘭浦), 용두(龍頭), 송곡
(松谷), 장동(長洞), 이가(二佳)의 15개 동리와 일동면(一東面)의 문한(文汗), 운교(雲橋), 구
산(九山), 농소(農所), 두무(斗舞), 당하(堂下), 용성(龍城), 대조(大鳥), 비야(肥也), 신왕(新
旺), 사결(寺結)의 11개 동리와 이동면(二東面)의 흥왕(興旺), 돈다(敦多), 와동(瓦洞), 신화
(新花), 화배(花盃), 무동(武洞), 고창(古倉), 점촌(店村), 화실(花實), 연화(蓮花)의10개 동리
와 남면(南面)의 학동(學洞), 칠목(七牧), 화정(花亭), 안대(安大), 송산(松山), 웅동(熊洞), 입
산(笠山), 동지(冬至)의 8개 동리와 함열군(咸悅郡) 북이면(北二面)의 성당(聖堂), 부곡(富谷)
의 각 일부와 같은 군 동일면(東一面)의 수산리(水山里) 일부와 같은 군 동삼면(東三面)의 중
정리(中亭里) 일부와 여산군(礪山郡) 북일면(北一面)의 금지리(金池里), 두무리(斗舞里) 일부
를 병합하여 용안군의 이름을 따라 용안면이라 하여 익산군에 편입되어 법성, 석동, 난포, 용
두, 덕룡, 교동, 중신, 창리, 구산, 용성, 대조, 흥왕, 화배, 화실, 칠목, 송산, 동지산의 17개 리
로 개편 관할하였는데, 1970년 7월 군 조례에 의하여 용동출장소를 두어 흥왕, 구산, 용성, 대
조, 화실, 화배의 6개 리를 관할하게 하였다. 동쪽은 망성면, 남쪽은 낭산면과 함열면, 서쪽은
성당면, 북쪽은 망성면과 금강을 건너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과 세도면에 닿아 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 통합 익산시로 바뀌었으며, 익산시 용안면으로 되었다.

흥왕리(興旺里)〔흥왕〕【리】본래 용안군 이동면의 지역으로서 일어나 왕성하라는 뜻으로
흥왕이라 하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돈다리, 와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흥왕리라 해서 익산군 용안면에 편입되고, 1970년 용동출장소 관할로, 이후 1995년 익산시
용안면 관할로 바뀌었다.
각수-교【다리】각수보에 있는 다리.
각수-보【보】각씨번지 남쪽에 있는 보.
각씨-번지【마을】흥왕 서쪽에 있는 마을.
다-산(多山)【마을】→부정리.
돈다-산(敦多山)【마을】→돛대산.
돈-산(敦山)【마을】돈다산 동쪽을 이루는 마을. 송정, 장자, 부정리로 이루어짐.
돛대-산〔돈다산〕【마을】흥왕 서쪽에 있는 마을. 뒷산에서 보면 돛대가 보였다 함. 돈산과
다산으로 이루어짐.
떡국-논【논】송정리 남쪽에 있는 논. 떡국 한 그릇으로 얻었다고 함.
만두구-논【논】수랭이 남쪽에 있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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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거리-재【밭】봉강리에 있는 밭. 배의 닻을 올렸다 함.
봉강-리【마을】돈다산 서남쪽을 이루는 마을.
부정-리(浮艇里)〔다산〕【마을】돈산 서쪽에 있는 마을. 배가 뜨던 곳임.
세테-논【논】송정리 동남쪽에 있는 논.
송정-리(松亭里)【마을】돈산 남쪽에 있는 마을. 솔이 많았음.
수랭-이【논】장자동 남쪽 수렁이 많은 논.
오얏-골【골】와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와-동(瓦洞)【마을】흥왕 동남쪽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많았음.
용안-역(龍安驛)【역】흥왕 서북쪽에 있는 기차 역.
장자-동【마을】돈산 동쪽에 있는 마을.
장천-수【들】흥왕 동쪽에 있는 들.
쪽-다리【다리】돈다산 남쪽에 있는 다리.
흥-왕(興旺)【마을】→흥왕리.
흥왕-교【다리】각씨번지 남서쪽에 있는 다리.
흥왕-방죽【못】장천수 동쪽에 있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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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견

1. 종합고찰
금번 지표조사는 익산 용동면 흥왕리 산32-1번지 산림경영 계획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
사이다. 조사지역은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산32-1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28,000㎡에 해당된다. 이번 지표조사는 소나무 숲의 벌목 및 수종변경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향후 산림의 자원화를 위해 계획된 것이다.
조사지역은 2003년에 보고된 화실리 유물산포지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현재 해발 24m
내외의 구릉이다. 조사지역은 대부분 송림이 조성되어 있으며, 북쪽에 경주김씨 문중묘역이 위
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문중묘역으로 이용되는 주변지역의 지표에서 원삼국시대 적갈색연질타
날문토기편, 삼국시대 회청색경질타날문토기편, 조선시대 분청자기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은 전체적으로 송림으로 조림되어 있으며, 원지형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판
단된다.
지표조사 결과 조사지역의 주변으로 500m 이내에는 지정문화재 및 지표조사 결과 조사지역
은 지표상에서 매장문화재와 연관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지정문화재의 경우
500m 이내에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의 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문화유적은 화실리 유물산포지 1개소로 2003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 -문화재조사-』에서 보고되었으며, 사업부지 전
체인 28,000㎡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앞서 나무 식재 과정에서 입회조사가 실
시되어야 한다.

2) 사업구역 내 및 사업지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의 존
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주변유적은 사업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450~1㎞ 이내에 위치하는 유물산포지로서 청동기
시대~삼국시대에 해당되며, 해발 20~30m 내외의 저평한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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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유적 및 주변유적 현황(이격거리는 조사지역과 유적간의 최단거리 - 1㎞이내)
조사기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9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유적
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면적
(㎡)

유적성격

조사기관
의견

화실리 유물산포지1

용동면 흥왕리
산32-1

33,000

산포지

입회조사 사업부지에
해당됨

화배리 무문토기산포지

용동면 화배리
263-5

산포지

동쪽으로 약
450m 이격

양촌리 유물산포지2

용동면 화실리
89-1

산포지

흥왕리 유물산포지

용동면 대조리
946-14

산포지

비고

남서쪽으로
약 900m
이격
북쪽으로
약 900m
이격

2. 조사단의견
익산 용동면 흥왕리 산32-1번지 산림경영계획부지 국비지원 지표조사는 행정구역상 전라북
도 익산시 용동면 흥왕리 산32-1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28,000㎡이다. 사업시행에 앞서
김근환(개인)의 의뢰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장문화재의 부존여부와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이
를 토대로 향후 산림벌채 및 조림의 진행과 문화재의 보존 및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문
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은 해발 24m 내외의 구릉지대이며, 현재 송림이 조림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기존
2003년 조사에서 화실리 유물산포지1로 보고된 지역이다.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완만한 구릉
이며, 대부분 송림이 조림되어 있어서 원지형이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 북쪽
의 경주김씨 문중묘역 주변에서 원삼국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편, 회
청색경질타날문토기편, 분청자기편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사업의 목적이 산림 벌채 및 조림인 관계로 원지형 훼손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익산 용동면 흥왕리 산32-1번지(28,000㎡)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전
문가의 입회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표조사가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유적에 한정되어 지표상에 드러난 문화재에 대
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의 경우 공사 진행과정에서 유
구나 유물 등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사업시행 중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
화재와 관련된 것이 발견 될 경우에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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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고자료 (도면 · 사진)

● 도 면
도면 1. 익산시 및 조사지역 위치
도면 2. 조사지역 및 퇴적지형 현황도(흙토람 자료 편집이용)
도면 3. 조사지역 및 분포지형 현황도(흙토람 자료 편집이용)
도면 4. 조사지역 위치도(1918년 일제강점기 제작, 1:50,000)
도면 5. 조사지역 위치도(1:50,000)
도면 6.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7. 조사지역 위치 및 좌표도(1:5,000)
● 사 진
사진 1. 조사지역 전경(북에서)
사진 2. 조사지역 전경(동에서)
사진 3. 조사지역 전경(북서에서)
사진 4. 조사지역 전경(서에서)
사진 5. 조사지역 중앙부 근경
사진 6. 조사지역 남쪽 근경
사진 7. 조사지역 북쪽 근경
사진 8. 조사지역 북쪽 근경
사진 9. 조사지역 내 경주김씨 문중묘역
사진 10. 조사지역 내 수습유물 1
사진 11. 조사지역 내 수습유물 2
사진 12. 주변유적 - 화배리 무문토기산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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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전경(북에서)

사진 2. 조사지역 전경(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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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조사지역 전경(북서에서)

사진 4. 조사지역 전경(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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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조사지역 중앙부 근경

사진 6. 조사지역 남쪽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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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지역 북쪽 근경

사진 8. 조사지역 북쪽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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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지역 내 경주김씨 문중묘역

사진 10. 조사지역 내 수습유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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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지역 내 수습유물 2

사진 12. 주변유적 - 화배리 무문토기산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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