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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가. 조 사 명
청주 지동동(812-4번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건립부지 내 문화재 국비지원 지표조사

나. 조사경위
사업시행자인 박상엽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812-4번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
업소)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서를 흥덕구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신청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
령 제4조 제1항 및 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에 의거 문화재가 매장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사업면적이 30,000㎡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공사 등) 지표조사시
국비가 전액 지원됨”으로 보완요구를 협의 회신하였다.［문화예술과-4684(2018.02.21.)］
이 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부지(면적:2,019㎡)가 국비지원 지표조사 대상임을 확인하고,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국비지원지표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서는 우리 연구원에 해당부지(면적: 2,019㎡)에 대한 지표조사를 협의 및 의뢰하였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2018년 03월 06일에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
다.

다. 사업대상지역 및 범위
조사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812-4번지 일원
사업대상면적 :2,019㎡

라. 조사기간 : 2018. 03. 06. ~ 2018. 03. 12.
(사전조사 0.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0.1일, 보고서작성 0.1일)

마.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이규근 (호서문화유산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김경호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사 원 : 소동영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1팀장)
준 조 사 원 : 김진희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바. 조사의뢰기관(인) :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 박상엽

이번 지표조사에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는 김경호 책임아래 소동영ㆍ김진희가 진행하였고, 보고서
작업은 소동영ㆍ김진희가 작성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의 전체적인 교열은 이규근ㆍ김경호가 수정ㆍ
가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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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의 환경
가. 자연 ㆍ 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812-4번지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이 속한 청주시는 서울 동남방 128㎞지점에 위치한 중부권의 내륙도시이다. 청주시의 수
리적 위치는 동쪽 끝이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로 동경 127°16′20″, 북위 36°35′55″, 서쪽 끝
은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로 동경 127°16′40″, 북위 36°38′15″, 남쪽 끝은 상당구 문의면 후
곡리로 동경 127°30′30″, 북위 36°24′30″, 북쪽 끝은 청원구 북이면 옥수리로 동경 127°3
4′00″, 북위 36°46′35″로, 동서 간과 남북간의 거리는 각각 44.2㎞, 41.7㎞ 이다. 인구는
2014년 3월 기준 837,617명이다. 동쪽으로는 좌구산(657m)을 경계로 증평군과 접하고 국사봉
(586.7m), 피반령(547m)을 경계로 보은군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조천과 구릉성산지를 경계로 충남
천안시와, 남쪽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북쪽으로는 보강천과 불당산
(264.4m), 서림산(345m)을 경계로 진천군 등에 접해 있다.
청주시의 지형은 동남쪽에는 소백산맥이, 북서쪽에 차령산맥이 뻗어 있어 이들이 천연의 지리구
역할을 하고, 서쪽으로는 구릉지 및 평야가 펼쳐져 있다. 동쪽은 노령산맥의 남하로 비교적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상당구 미원면의 미동산(545m), 상당구 낭성면의 선도산(546m), 선두산
(527m) 등이 있으며, 남쪽은 상당구 문의면 작두산(430m), 서원구 현도면의 구봉산(370m) 등이 자
리잡고 있다. 그러나 북서쪽은 차령산맥의 저산지가 남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 낮은 구릉지를 이
루면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작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수계는 분수계인 한남금북정맥을 경계로 남한강과 금강이 흐른다. 상당산맥을 중심으
로 동쪽으로는 남한강이, 서쪽으로는 금강이 흐른다. 미원방향으로 가는 32번 도로변에 있는 상당
구 낭성면의 머구미재가 바로 분수령이다. 충청북도 최대 곡창인 미호평야는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
이 만들어 놓은 넓은 충적지이다. 남한강 지류인 달천의 상류에 속하는 미원천 변에도 비교적 양호
한 충적지가 발달해 있다.
청주시의 금강수계는 금강의 중류에 속하고 평지를 흐르기 때문에 유량이 풍부한 편이고, 남한강
수계는 상류의 평지가 좁은 곳을 흐르기 때문에 하천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편이다.
청주시의 서쪽 충적대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미호천은 음성군 부용산 남쪽 사면에서 발원하여 진
천군을 거쳐 세종시 연동면 합강리에서 금강 본류에 합류하고 있으며 미호천 주변으로 넓은 평야지
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주시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무심천은 상당구 낭성
면의 국절봉(546m)에서 발원하여 남서류하다가 상당구 남일면 남일면에서 급한 곡류를 이루며 북쪽
으로 흐름을 변경하여 시가지를 지나 북서쪽 흥덕구 원평동의 작천[까치네]에서 미호천과 합류한
다. 무심천의 흐름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발달한 청주평야는 대부분 범람원으로 비옥한 충적평
야이다. 대부분의 평지는 시가지화하였고 농경지로는 남쪽의 대머리평야, 무심천 하류지역의 오창
평야, 미호천 왼쪽 연안의 신대평야 등이 남아 있다. 무심천을 경계로 청주시의 행정구역은 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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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원구, 상당구와 청원구로 분할되어 있다. 이 밖의 하천으로 무심천과 미호천의 지류인 미평
천, 명암천, 율량천, 석남천 등이 있다.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대륙성기후로 내륙부에 위치하고 있어 한서의 차가 크다. 겨울은
춥고 길며, 여름은 고온다우(高溫多雨)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때로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농
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연평균 기온은 12.7℃, 1월 평균기온 0.4℃, 8월 평균기온 25.2℃
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387.6㎜이다.
시의 동쪽 배후지를 형성하고 있는 산지는 노령산맥의 지맥으로 증평군 좌구산(座龜山, 667m)에
서 분기하였으며, 상당산성(上黨山城)· 선두산(仙頭山)· 관봉(冠峰)· 태봉(胎峰)의 순으로 솟아
있다. 시의 서쪽은 파랑상(坡浪狀)의 구릉지가 잇따르고 있는 준평원이며, 충청북도 최대의 곡창지
대인 미호평야가 펼쳐져 있다. 미호평야는 청주시의와 세종시 등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수량이 풍부
하고 경지정리 및 관계시설이 잘 되어있어 쌀 산지로서 곡창지대를 형성한다. 청주평야는 무심천
하류를 중심으로 발달된 범람원의 곡저평야이다.
청주시의 교통편은 국도가 청주~조치원, 청주~충주, 청주~신탄진, 청주~보은 간에 연결되어 있
고, 지방도는 청주~진천, 가덕~미원, 강내~옥산~증평, 청주~옥산, 남일~신탄진 간을 달리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달리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에
는 청주 인터체인지가, 중부고속도로에는 서청주 인터체인지가 있다. 충북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어
청주역과 오근장역이 있으나 여객수송의 역할은 크지 않다. 시외고속버스는 청주~서울, 청주~부산,
청주~대구, 청주~광주, 청주~동서울 간의 노선을 연결하고 있는데, 여객수송이 기장 많은 노선은
청주~서울 노선과 청주~동서울 노선이다.
청주지역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인 편마암류와 곳곳에 잔류되어 있는 흑운모 편마암류, 이들을
관입하고 있는 충적층이 대별된다1). 토양은 사질토양인 낙동-화봉토양군, 식양질 내지 사양질 토
양인 신흥-함찬 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사촌-상주 토양군, 식질 토양인 화동-극락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예산-오산 토양군, 사양질 토양인 삼각-외산 토양군 등 6개 토양군으로 구별된다.
청주시 외곽의 옛 지질은 크게 화성암과 변성퇴적암, 그리고 충적층으로 나누어진다. 형성시대
순으로 열거를 하면, 우선 캠브리아기의 백봉리층군에 속하는 미동산층이 미동산-국사봉-피반령을
잇는 북동-남서로 연결되는 산릉을 이룬다. 운교리층은 미동산층의 서쪽에서 넓게 분포하고, 동쪽
에서 대상으로 분포하는 층으로 미동산층과는 정합적이다. 미원면 북동부 끝부분에는 오도뷔스기
후기의 옥천누층군의 최상부인 황강리층이 하부의 문주리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청주시 서북
부 강외면과 옥산면 등지의 끝부분에 분포하는 시대 미상의 편마암이 있으며, 편마암과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서부 지역 곳곳에 분포하는 시대 미상의 복운모편암이 있다. 청주 서부 지역에 넓게 분
포하는 일명 청주화강암이라고 하는 쥐라기의 반상화강암이 있고 그 서쪽에 분포하는 쥐라기의 흑
운모화강암이 있다.

1) 남기창, 1990,「지형과 지질」,『청원군지』, 청원군지 간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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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 근세지형도(19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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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 지질도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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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과 주변 고지도(대동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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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및 주변 위성사진(http://map.naver.com)

나. 고고·역사적 환경

청주시는 금강의 최대 지류인 미호천의 하류지역으로 미호천은 주변에 병천천 ․ 보강천 ․ 무심천 ․
초평천․작천 등의 소지류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천의 주변으로 해발 50~150m의 낮은 구릉성 산지와
충적지인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리적 환
경을 갖추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갖춘 청주는 많은 고고학적 유적이 산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미호천 유역의 하류지역인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고학적 조사는 198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지표조사2)가 이루어져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유물들이 보고되었으며, 1998
년에는 『청주시 문화유적 분포지도3)』와 2000년에는 『청원군 문화유적 분포지도4)』가 작성되어
전반적인 문화유적의 분포양상이 밝혀졌다.
먼저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청주 개신동유적5), 명암동유적6), 율량동유적7), 봉명동유적8), 소
2)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0, 『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 1983, 『中原文化圈遺蹟 情密地表調査報告書(淸原郡)』.
3)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8, 『문화유적 분포지도-청주시-』.
4)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0, 『문화유적 분포지도-청원군-』.
5) 李隆助, 1976, ｢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전통유물의 몇 예｣, 백산학보 20, 백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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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유적9), 각리10), 남촌리11), 연제리12), 만수리13), 진천 장관리14), 송두리15), 상신리16), 신정
리17)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소로리 유적에서는 중기~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르는 3개의 문화층과 토
탄층이 확인되었다. 1지층에서는 몸돌 ․ 격지 등이 출토되고, 2지층에서는 석기제작터 및 주먹대패 ․
긁개 ․ 몸돌 ․ 격지 ․ 망치돌 ․ 찍개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3지층에서는 마줏날긁개 ․ 밀개 등이 출토되었
으며, 특히 토탄층은 빙하기의 토탄층으로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최초로 확인되어 학술적 가치가 매
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청원 쌍청리유적18)과 상당산성 남문밖유적19), 청주 사천동 유적20)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쌍청리유적의 주거지에서는 연속된 압인무늬가 특징적이며, 독특한 기형의 토기
가 출토되어 이른바‘금강식토기’로 분류되고 있어 주목된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비교적 많이 조사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내곡동유적21), 향정 ․ 외
북동유적22), 송절동유적23), 궁평리유적,24) 내수리유적25), 청원 황탄리유적26), 봉명동유적27), 송
대리유적28), 용암유적29), 비하동유적,30) 가경동유적31), 강서동유적32), 용정동 유적33), 대율리․마
6)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0, 『牛岩山地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p.64.
7) 충북대학교박물관, 1980, ｢우암산 일대의 선사유적｣, 우암산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8) 이융조․홍미영, 1999, 「淸州 鳳鳴洞遺蹟 Ⅰ地區 發掘調査槪報」, 『年報8』, 충북대학교 박물관.
9) 李隆助 ․ 禹鍾允, 1998, 淸原 小魯里 舊石器遺蹟, 忠北大學校博物館.
10) 우종윤 외, 1997, 『청원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선사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
11) 우종윤 외, 1997, 앞의 책.
12) 박진우, 1993, 『미호천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국립청주박물관.
13)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청원 만수리 구석기유적』-5․6․7․8․9지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9, 『청원 만수리 구석기유적(12지점)』.
, 2009, 『청원 만수리 구석기유적(14지점)』.
14) 이융조 외, 2002, 『진천 장관리 유적(Ⅰ)』,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5) 이융조 외, 2006, 『진천-진천IC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 내 진천 송두리 구석기유적Ⅰ』, 중원문화재연구원
16)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1, 『문화유적 분포지도-진천군-』.
17)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1, 앞의 책.
18) 申鍾煥, 1993, 淸原 雙淸里 住居址, 國立淸州博物館 學術調査報告 第 3冊.
19)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 1997, 上黨山城-西將臺 및 南門外 遺蹟址 調査報告, 硏究叢書 第 14冊.
20)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청주 사천동 유적』.
21) 車勇杰, 1986, ｢淸州 內谷洞遺蹟 發掘調査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調査
報告 第 19冊.
22) 尹武炳, 1986, ｢淸州 香亭 ․ 外北洞遺蹟 發掘調査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調査報告 第 19冊.
23)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청주 송절동유적.
24) 李隆助 外, 1994, 淸原 宮坪里遺蹟, 忠北大學校 先史文化硏究所 硏究叢書 4.
25) 國立文化財硏究所, 1995, 先史遺蹟 發掘調査報告書-산청 강루리 ․ 청원 내수리.
26)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硏究所, 1997, 淸原 黃灘里遺蹟 發掘調査 略報告書.
27) 忠北大學校博物館, 1999, 淸州 鳳鳴洞遺蹟 發掘調査 略報告書.
28)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淸原 梧倉遺蹟, 學術調査報告 第 79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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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풍정리 유적34), 쌍청리 유적35), 학소리 유적36), 사천동 장애인스포츠센터 부지 유적37)등을
들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대부분 주거지로 내부에 위석식 노지를 갖춘 세
장방형 ․ 장방형 주거지에서 가운데 타원형구덩이를 가지고 있는 송국리형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다
양함과 연속성을 갖추고 있어 주목된다.
이밖에 지표조사로 확인된 유적으로는 다락리, 장동리, 신촌리, 학평리 등의 고인돌 유적과 율량
동, 쌍청리, 국사리, 정중리, 은곡리 등의 선돌유적이 있으며, 이 일대의 여러 곳에서 무문토기와
청동기시대 관련 유물이 수습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조사된 유적 가운데에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은 가경동 유적에서 적석목관묘가 확인
되었고, 최근 비하동 일대에서 점토대토기가 지표상에서 수습됨에 따라 유적이 추가로 분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된 쌍청리 유적
에서는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토기가 출토되었다38). 오창 제
2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에서 조사된 주성리 유적에서는 토광묘내에서 흑도장경호, 다뉴세문경, 동
사(銅鉈)가 출토되었다39). 이 밖에 청주 비하동 일대에서 점토대토기가 지표상에서 수습된 바 있
으며, 가경4지구 유적에서는 확실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토 중 원형점토대토기를 비롯하여
두형토기 등이 확인됨40)에 따라 청주․청원 일대의 구릉지 및 미호천과 그 지류 주변의 충적지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원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청주 송절동 유적41), 봉명동 유적42), 신봉동 유적43), 가경4지구 유
적44), 명암동 유적45), 용담동 유적46), 산남동 유적47), 분평동 유적48), 미평동 유적49), 청원 오창

2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淸州 龍岩遺蹟, 學術調査報告 第 74冊.
30) 韓國考古學會, 1974, ｢淸原 飛下里 出土 一括遺物｣, 考古學 3.
中原文化財硏究院, 2006, 淸州 飛下洞遺蹟, 調査報告叢書 第 26冊.
, 2008, 청주 비하동 유적Ⅱ
31)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청주 가경동 청주 문화방송 신축부지 가경동유적, 조사보고총서 36책.
32)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청주 강서(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청주 강서동유적.
3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청원 용암유적』.
34) 中央文化財硏究院, 2005, 『淸原 大栗里․馬山里․楓井里 遺蹟』.
35)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 『淸原 雙淸里 靑銅器時代 遺蹟』.
36)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淸原 鶴巢里․場垈里 遺蹟』.
37)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4,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훈련장 건립사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38) 中原文化財硏究院, 2012, 『淸原 鶴巢里 遺蹟』.
39) 中原文化財硏究院, 2011,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0)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2, 『淸州 佳景4地區 遺蹟』.
41) 차용걸 외, 1993, 『청주 송절동 고분군』, 충북대학교 박물관.
42)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2, 『淸州 鳳鳴洞遺蹟(Ⅰ)-Ⅰ地區 調査 報告』.
, 2004, 『淸州 鳳鳴洞遺蹟(Ⅲ)-Ⅳ地區 調査 報告②』.
, 2005, 『淸州 鳳鳴洞遺蹟(Ⅱ)-Ⅳ地區 調査 報告①』.
43) 이융조․차용걸, 1983,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1982년도 조사』, 충북대학교 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0,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1990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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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50), 주성리 유적51), 상평리 유적52), 남촌리 유적53), 청주 용암동 유적54), 문의 미천리 유
적55), 정북동토성56), 부모산성57), 우암산성 원삼국시대 토광묘58), 원평동 유적59) 등이 있다.
이들 유적은 대부분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으로 청주지역에서 마한에서 백제로의 이행과정을 잘 보
여주고 있는 유적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주 신봉동 유적은 7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
의 토광묘, 석곽묘60), 횡혈식 석실분, 화장묘 등이 확인되었는데, 2,500여 점의 출토유물 중 백제
의 전형적인 토기와 마구류가 다량 출토되어 백제 고분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현재 충북지역은 삼국시대의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접경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관방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청원군 부용면 일원에는 1개 면에 10여개의 산성이 밀집하고 있으
며, 고구려 산성인 남성곡산성이 발굴조사 되어 고구려가 금강유역까지 진출했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관방유적으로 지금까지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들로는 먼저 청주시의 정북동 토
성61), 우암산토성62), 부모산성63), 상당산성64), 청주읍성65)과 청원군의 남성곡산 성66), 부용면 소
44) 車勇杰 外, 2002, 『淸州 佳景4地區 遺蹟(Ⅰ)』, 忠北大學校 博物館.
禹鍾允 外, 2004, 『淸州 佳景4地區 遺蹟(Ⅱ)』, 忠北大學校 博物館.
45) 國立淸州博物館, 2000, 『淸州 明岩洞 遺蹟(Ⅰ)-1998年度 發掘調査報告書-』.
, 2001, 『淸州 明岩洞 遺蹟(Ⅱ)-1999年度 試掘 및 發掘調査報告書-』.
46) 國立淸州博物館, 2001, 『淸州 龍覃洞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47)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 『淸州 山南洞 古墳遺蹟』.
, 2006, 『淸州 山南洞 42-6番地 遺蹟』.
48)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 『淸州 粉坪洞 遺蹟』.
49) 中央文化財硏究院, 2010, 『淸州 米坪洞 195-1番地 遺蹟』.
50) 앞의 주29) 참조.
5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청원 주성리 유적』.
52) 金秉模, 1986, 「淸原 上平里 遺蹟 發掘調査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53)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0, 『청원 남촌리 유적』.
54) 中央文化財硏究院, 2005, 앞의 책.
55) 國立文化財硏究所, 1995, 『淸原 米川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56) 車勇杰 外, 1999, 淸州 井北洞 土城Ⅰ-1997年度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硏究叢書 第 7冊.
車勇杰 外, 2002, 淸州 井北洞 土城Ⅱ-2000年度 發掘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硏究叢書 第 33冊.
57) 車勇杰 外, 1999, 淸州 父母山城 地表調査報告書, 中原文化硏究叢書 第 11冊.
58) (財)湖西文化遺産硏究院, 2013, 「청주 우암산성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59)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4, 「청주 원평동유적 완료 약보고서」
60)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3, 「청주 신봉동고분군 7차 학술 발굴용역 약보고서」
61)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1999, 『淸州 井北洞 土城Ⅰ-1997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 2002, 『淸州 井北洞 土城Ⅱ-2000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62) 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3, 『청주 우암산성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63) 車勇杰 外, 1999, 『淸州 父母山城-地表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청주 부모산성-북문지․수구부 일원 1․2차 발굴조사 보고서』.
64)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2, 『上黨山城 地表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湖西文化硏究所, 1997, 『上黨山城 -西將臺 및 南門外 遺蹟址 發掘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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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성67), 낭비성68), 구라산성69), 양성산성70), 저산성71) 등이 있다.
역사시대에 이르러 청주 지역은 삼한시대의 마한 국읍 세력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
력들은 토착적인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토착적인 단위 정치체로
성장하였다. 청주 송절동과 봉명동의 대규모 토광묘 유적이 바로 그것으로 낙랑문화의 영향을 받으
면서 토차 세력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에 먼저 진출한 세력은 백제로 『三國史記』에 언급된 문헌자료와 함
께 신봉동고분군과 같은 고고학적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세기 경에 이르면 청주의 토착
세력들은 백제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가운데 거의 반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 지배권을 유지하
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제는 청주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상당현(上黨縣)을 설치하였다.72) 이
무렵에 조성된 여러 성터들은 삼국의 각축장이었던 청주지역을 포함한 충북지역의 중요한 유적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것은 정북동토성과 우암산의 산성, 부모산성 등과 청원지역에 산재하는 여러 백
제유적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부용면 지역에서 고구려유적이 발굴조사 됨으로서 고구려가 금
강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 청주지역에 진출한 국가는 신라이다. 청주지역은 충북지방에서 백제의 마
지막 보루로 남아 있다가 아마도 진흥왕 이후 신라의 비약적인 영토 확장이라는 대세 속에서 6세기
경에 청주지역은 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상당구 문의면 지역에 신라가 진
출하여 474년 이곳에 양산산성을 축조하고 있는 사실73)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양산산성 인근
에 자리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고분군이 5∼6세기에 해당하는 신라의 석곽묘임이 밝혀져74) 이러
한 판단을 뒷받침 한다.
통일신라시대의 청주지역은 신문왕 5년(685) 5소경의 하나인 서원소경이 설치됨으로서 정치 ․ 문
화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 때 평지의 도시성과 동쪽에 인접한 우암산성, 상당산성 등
을 축조하여 그 중심부가 방어도시 성격을 농후하게 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대도시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덕왕 18년(759)에는 서원경으로 개칭하였으며 혜공왕 6년(770)에는 왕이 친히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1999, 『上黨山城』.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上黨山城-城壁補修區間內 試․發掘調査報告書』.
65) 淸州大學校 博物館, 2001, 『淸州邑城․南石橋』.
66) 車勇杰 外, 2004, 『淸州 南城谷 高句麗遺蹟』, 忠北大學校 博物館.
中原文化財硏究院, 2006, 『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
67) 車勇杰 外, 2005, 『淸原 芙江面地域 山城』, 中原文化財硏究院.
68) 車勇杰 外, 2005, 『淸原 狼臂城』, 中原文化硏究所.
69) 車勇杰 外, 2001, 『淸原 謳羅山城』,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70) 車勇杰 外, 2001, 『淸原 壤城山城』,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 2005, 『淸原 壤城山城 圓池 發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71) 車勇杰 外, 1999, 『淸原 猪山城』,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72)『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淸州牧 建置沿革.
73) 車勇杰 外, 1999, 앞의 책.
74)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 1999, 『淸州 井北洞 土城Ⅰ-1997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 2002, 『淸州 井北洞 土城Ⅱ-2000年度 發掘調査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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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경에 행차한 일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후삼국에 있어 청주지역은 태봉과 후백제의 변경지역으로 중요 쟁패지역이 되었다. 청주의 호족
들은 처음에는 궁예의 세력기반이었지만 점차 왕건의 세력이 커지자 분열되었다. 그리하여 청주 호
족들은 크게 친궁예 세력과 친왕건 세력으로 분열․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후삼국이 고려에 의해 통
일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이들 청주 세력은 점차 고려정부에 흡수되거나 토착향리층으로 변하여
더 이상 고려의 중앙정부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고려
광종때 만들어진 ｢용두사지철당간(국보 제 41호)｣에 의하면, 김, 손, 경, 한씨 등 10여명의 시주자
명단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한, 이, 김, 곽, 손, 경 등 모두 12개의 토성세력이 존재한 사실과 깊
은 관련이 있다.75) 따라서 고려초기의 청주지방은 이들 토성세력들이 연합하여 지배하던 호족연합
적인 지배체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청주지역은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어지게 된다. 고려 태조 23년
(940)에 지금의 명칭인 청주로 이름을 고쳤고, 이어 성종 2년(983)에 외관을 파견하면서 전국에 12
목을 설치할 때 청주목은 그 중 하나였다. 또 성종 14년(996)에 10道를 두게 됨에 따라 청주는 중
원도(中原道)에 속하게 되었다. 현종 3년(1012)에 경성 이외의 지방을 5도 양계로 개편하였고, 현
종 9년(1018)에 8목을 둘 때 다시 청주목이 되었다. 결국 현재의 지명인 청주라는 지명은 고려 건
국 초에 불려진 이래 그 행정구역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고려시대 청주목에 소속되어 있던 군현은 연산군(燕山郡: 지금의 청원군 문의면)과 목주군(木州
郡: 지금의 천안시 목천)의 2개군과 진주(鎭州: 진천군), 전의(全義: 세종시 전의면), 청주, 도안
(道安: 증평군 도안면), 청당(靑塘: 괴산군 청안면), 연기(燕岐: 연기군,현 세종시), 회인(懷人:
보은군 회남․회북면)의 7개 현이고, 1개의 영지사부관(領知事府: 공주)와 홍주(洪州: 홍성군), 천
안의 2개 지사군(知事郡), 그리고 2명의 현령관(縣令官)이 관할하였다. 그 밖에 속현은 청천현(靑
川縣: 괴산군 청천면)이고, 향은 2곳이 배속되어 주안향(周岸鄕:대전 동면)과 덕평향(德坪鄕: 전의
군)이며, 소는 초자소(椒子所: 청원군 초정)와 배음소(背陰所)의 2곳이고, 부곡은 오근부곡(吳根部
曲: 청주시 오근장동), 석곡부곡(錫谷部曲: 청주시 석곡동), 조풍부곡(調豊部曲: 괴산군 청안면),
한신부곡(閒身部曲: 괴산군 청안면)의 4곳이 있었다.
조선 건국초 청주지역은 이성계에 우호적이던 경복흥과 개국 1등 공신이었던 정총(西原君), 정탁
(定社功臣), 3등 공신 한상경(西原府院君) 등을 배출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 태종대
에 들어와 태종 8年(1408)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감사겸목제를 시행하였을 때 도관찰사가 머무는
본영이 되어 충청도에서 으뜸이 되는 고을이 되었다. 이후 청주에는 충청감사가 목사를 겸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 3품의 목사, 종 5품의 판관, 종 6품의 교수가 각각 1인이 있었다. 세종 31
年(1449) 감사겸목제가 잠시 부활된 적이 있었다. 이후 世祖 때에는 감사겸목제를 없애고 지방의
행정체계와 군사편제를 하나로 묶어 국방과 치안을 일원화시킨 진관체제가 성립하였다. 세조 원년
(1455) 군익도를 정할 때 청주도는 중익에 청주, 진천, 문의, 연기, 회인, 보은, 청안을, 좌익에
옥천, 황간, 영동, 청산을, 우익에 천안, 온양, 전의, 평택, 아산, 목천, 직산을 배정하였다. 그

75)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淸州牧條. ‘本州土姓十二, 韓、李、金、郭、孫、慶、宋、高、俊、楊、東方、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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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세조 3년(1457)에 다시 진관체제를 정비할
때 청주진은 진천, 문의, 회인, 보은, 청산,
황간, 영동, 옥천, 청안을 제진으로 거느리도
록 하였다. 이로서 청주는 충청권의 행정․군사
의 중심지로 기능이 강화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청주는 몇 차례의 행정구역의
개편을 맞게 된다. 고종 7년(1870) 청주는 서
원현에서 청주목으로 복구되었다가, 고종 33년
(1896)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청주는 청주군
으로 개칭되면서 공주부에 소속되었다. 그에
따라 공주부 관찰사가 관할하는 27개 군의 하
나로서 청주군에는 군수가 파견되었다.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성립된 신내각에서는 일본의 압
제 하에 추진된 개혁의 반발로 옛 제도로의 복
귀를 행하였다. 이때 전국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변경되었다. 사상 최초로 충정북도란
행정구역이 등장하게 되었고, 청주는 공주부에
서 나와 충주와 함께 산하의 1등 군수 관할지
[도면 4] 청주읍성도(구례 운조루 소장 청주읍성도 묘사도)

역으로 편제되었다.

융희 2년(1908) 충주에 있던 관찰부를 청주로 이관하여 현 중앙공원 안에 있는 옛 관아를 청사로
사용하였고, 이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에 의거 府, 郡, 面을 통합하였는데, 청주군은 청
주면, 사주면, 북일면, 북이면,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남이면, 강서면, 강내면, 강외면, 옥산
면, 오창면, 가덕면, 용흥면, 부용면, 양성면, 현도면으로 개편되었고, 1920년과 1935년 두 번에
걸쳐 사주면의 일부를 편입하여 1931년 청주읍이 생겨났다.
해방직후인 1946년에 청주읍이 청주부로 승격된 후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청주시로 개
편되면서 청주시에 편입하지 못한 나머지 면은 청원군으로 분리되었다. 1963년 1월 사주면의 16개
리를 병합하였으며, 1983년 청원군 강서면 전 지역과 청원군 낭성면 산성리 등 3개리를, 1987년 청
원군 북일면 주중리 등 14개리를 편입시켰고, 이어 1995년 상당구와 흥덕구 등 2개 구로 구분한 이
래 현재 79개 법정 동을 관할하고 있다.
청원군은 1988년 12월 보은군 회남면 일부, 엽북면 일부 등을 청원군 문의면으로 편입했고, 1989
년 1월 낭성면 성대리가 미원면으로 편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4개면 266개리로 되었다. 이후
1990년 7월 남일면 장암․지북․운동․월오․평촌, 남이면 장성리, 북일면 주성․외하․외평․외남․오동․정북․정
상․정하․주중리가 청주시에 편입되었고, 다시 1995년 3월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일원이 부용면으
로, 강외면 심중리 일원이 충남 연기군 전동면(현 세종시 전동면)으로 편입되었다. 2000년대에 들
어와서 북일면이 내수읍으로 승격 및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 1월 강외면이 오송읍으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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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2년 7월로 부용면이 폐지되어 세종시로 편입되었으며, 부용면 외천리를
남이면 편입 및 부용외천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1일 청원군을 통합하여 현재 4구(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2읍 8
면 39동의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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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유적 분포도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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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가.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1) 조사지역 내 문화재 현황
(1) 지정문화재

: 없음

(2) 비지정문화재 : 없음

2)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이격거리 500m 이내)
(1) 지정문화재

: 없음

(2) 비지정문화재 : 5개소

현장조사에 앞서 사업진행으로 인한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에 대한 직, 간접 영향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와 고지도 및 정밀지도와『문화재통합 GIS 인트라넷시스템』등을 참고하여 조사지
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사업부지와 그 주변의 이격거리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을 보완하여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조사결과,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에서는 지정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지역 경계
로부터 주변 500m 이내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는 분포하지 않았으나, 주변의 이격거리
500m 이내로 비지정문화재 5개소가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 사업대상지역의 내와 주변의 비지정문화재 5개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76).

[표 1]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주변 500m 이내)
이격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유적시대

유적분류

거리

비고

(m)
1

청주 지동동 마동제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마래골

조선

2

서촌동 유물산포지Ⅰ7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고려
∼
조선

76) 문화재 GIS 종합정보망(http://gis.cha.go.kr)

- 16 -

113

유물산포지

240

문화유적
분포지도

3

청주 서촌동유적③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서촌동 614-1번지 외

조선

286

문화유적
분포지도

4

청주 서촌동 종의군사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안그미 마을

조선

298

문화유적
분포지도

5

청주 서촌동
숙의남평문씨단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안그미 마을

현대

307

문화유적
분포지도

유물산포지

① 청주 지동동 마동제방 (淸州 池東洞 馬洞堤防)
마동제방은『輿地圖書』청주목 제언조에 의하면 '在州西二十里周圍八百三十四尺水深四尺'이라 기
록되어 있다. 현재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 2] 청주 지동동 마동제방 과거(左)와 현재(2018)

② 서촌동 유물산포지Ⅰ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에서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에 이르는 청주국도대체우 회도로(휴암-오
동) 건설공사 실시설계 구간에 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의 고고ㆍ역사유적과 6
개의 민속유적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적들 가운데 서촌동유물산포지ⅠㆍⅡㆍⅢㆍⅣ와 서촌동 유적
추정지, 내곡동 유물산포지 등 6개의 유적은 앞으로 (주)수성엔지니어링에서 작성한 청주국도대체
우회도로(휴암-오동) 건설공사 실시설계대로 공사가 시행될 경우, 공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들 유
적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비교1안과 비교2안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도로노
선에 포함된 유적은 시굴조사가 필요치 않으나 잘 보존하여야 하며, 향후 다른 목적의 공사가 이루
어진다면 이에 대한 시굴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연 묘소와 이균 묘소는 비
교1ㆍ2안 노선에 모두 포함되므로 이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이성연 송덕비와 평산신씨 효열비
는 도로공사 노선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듯하나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지 현재로서
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비석들은 노선에 포함될 경우 주민들과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를 이
전하여야 할 것이다.
77) 청주대학교박물관, 2004,『청주 국도대체 우회도로(휴암-오동)건설공사 실시설계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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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민속유적과 지명조사 결과는 공사지역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피는데
참고가 될 것이나 도로건설 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3] 서촌동 유물산포지Ⅰ 과거(左)와 현재(2018)

③ 서촌동 유물산포지③(淸州 西村洞遺蹟③)
서촌동 내거마을과 지동동의 마래마을을 이어주는 소로의 오른쪽에 해당한다. 「從義書祠宇」라
는 사당옆 밭과 이 밭에서 남쪽으로 5m 떨어진 밭에서 고려토기조각, 조선시대 분청사기조각, 백자
조각 등이 수습되었다.

[사진 4] 서촌동 유물산포지③ 과거(左)와 현재(2018)

④ 청주 서촌동 종의군사우(淸州 西村洞 從義君祠宇)
조선 제2대 定宗의 제5자로 全州李氏 從義君派의 시조인 從義君 李貴生의 사당. 청주시 서촌동 안
그미마을 앞산에 西向으로 위치. 정면 3칸·옆면 1칸반의 겹처마 맞배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반칸의
앞퇴를 두고 마루를 깔았 다. 소슬삼문을 세우고 돌과 시멘트를 배합하여 담장을 두르고 기와를 얹
었다. 외삼문 밖 오른쪽에는 사우의 중수 및 문중 현창사업에 공헌한 李鉉洙(1895∼1980)와 李性淵
의 공적비가 있다.
李鉉洙의 공적비는 종의군의 묘소를 경기도 高陽郡 彌阿里에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鶴天里 뒷
산으로 이장하는 등 문중 현창사업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1992년 3월 문중에서 세웠다. 방형대석
위에 높이 149cm·폭 53.5cm·두께 24cm의 烏石碑身을 세우고 가첨석을 얹었다. 비제는 '全州李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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錦谷鉉洙崇祖惇功績碑'이며, 비문은 종의군파 종친회장 李大淵이 짓고 글씨는 총무이사 李柄敦이
썼다.
李性淵의 공적비는 1985년 단청보수 및 1991년 외삼문 건립을 주도하는 등 문중현창사업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1992년 3월 문중에서 세웠다. 방형대석 위에 높이 130cm·폭 46cm·두께 19.5cm의 烏
石碑身을 세우고 가첨석을 얹었다. 碑題는 '全州李公性淵崇祖紀績碑'이며, 비문은 유도회충청북도
본부위원장 金禹鉉이 짓고 글씨는 종의군파 종친회장 李大淵이 썼다.

[사진 5] 청주 서촌동

종의군사우 과거(左)와 현재(2018)

⑤ 청주 서촌동 숙의남평문씨단소(淸州 西村洞 淑儀南平文氏壇所)
全州李氏 從義君派의 시조인 從義君 李貴生의 生母인 조선 제2대 定宗의 제4嬪 南平文氏의 壇所.
청주시 서촌동 從義君祠宇 오른쪽 평지에 위치. 壇碑는 방형대석 위에 높이 130cm·폭 44cm·두께
21cm의 烏石碑身을 세 우고 가첨석을 얹었으며, 주위에는 보호용 화강암 난간을 둘렀다. 碑題는 '
淑儀南平文氏神之壇'이며, 뒷면에 묘소를 잃어버려 그 대신 단소를 세운 내력을 적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으로 구성된 제단시설을 갖추었다.
淑義 南平文氏는 조선 제2대 정종의 제4빈으로 종의군의 어머니이다. 그녀의 묘소는 일찍이 失
傅되어 경기도 豊德郡 郡中面 光德山에 단소를 세웠는데, 남북분단 이후 왕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고심하다가 1998년 3월에 현재 위치에 다시 단소를 세웠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壇碑 뒷면에 18대
손 李大淵이 국한문 혼용체로 記文을 새겼다.

[사진 6] 청주 서촌동 숙의남평문씨단소 과거(左)와 현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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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 수치지형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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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고 ․ 역사 분야
이번

조사는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812-4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에 대한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 흥덕
구 지동동 812-4번지에 해당된다. 조사면
적은 2,019㎡이다.
이번 조사대상지역으로의 접근은 서청주
IC 청주역 방면으로 2.3㎞정도 이동하여

[사진 7] 조사지역 전경(서→동)

강촌로 대전 보은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1
㎞정도 이동하면 (주)지텍이 나오는데, 이 공장이 자리한 북동쪽 능선 사면부에 해당되는 경작지
일부가 이번 조사지역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지역인 지동동은 청주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큰 못이 있어서 못골, 목골, 지동
이라 하였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원리, 지서리, 신기리, 비하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지동리라 해서 강서면에 편입된 후 1983년 2월 청주시 강서1동에 청주시 편입되었다.
이번 지표조사는 현지조사에 앞서 1920년대 제작된 1:50,000 지형도를 참조, 과거지형을 파악하
고 현재 지형도와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지형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문화재통합 GIS 인
트라넷시스템』등의 자료를 이용, 조사대상지역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들을 검토한 후 조사
지역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조사는 사업대상지역을 중심
으로 반경 50m 내외에 해당되는 능선과 사면부 일대, 경작지에 대한 육안조사 및 지형분석 등을 통
해 매장유구의 분포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조사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겼
다.
조사지역은 부모산(해발232.6m)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여러 갈래의 가지능선 중 능선 사면
부에서 말단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조사지역을 포함한 주변 일대로는 조립식공장과 민가, 계단식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조성과정으로 인해 상당부분 지형변화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
다.
현지조사 및 사전조사 결과 조사지역은 근세 지형도 및 위성사진 등과 비교하며, 근대 조성된 계
단식 경작지 등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발생된 상태이며, 원지형은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양호
하지는 않다. 이번 조사지역 내 서쪽 구릉 사면부 대부분은 묘목밭으로, 동쪽 사면부는 경작지 등
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조사지역은 묘목밭 및 경작지 조성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지형변화가 발생된 상태
이나, 조사지역을 포함한 그 주변 경작지와 능선사면부 전반에 걸쳐 암키와, 수키와, 자기편, 토기
편 등의 유물이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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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이번 지표조사대상지역은 지형적인 입지 및 조사지역을 포함한 그 주변으로 확인되
는 유물의 산포밀도 등을 토대로 볼 때 시기상 조선시대와 관련성이 깊은 생활유구가 잔존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단식 경작지 조성과정에서 상당부분 지형훼손이 발생된 점
또한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지표조사대상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확인된 전체 청주 지동동유물산포지Ⅰ의 면적 9,117㎡중 이번 사업대상범위에 포
함되는 면적 2,019㎡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매장유구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표본조사가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회 ․ 민속 ․ 지명유래 분야78)
민속유적 및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사업대상부지가 위치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일원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지역의 주변에 위치한 지명을 살펴봄으로써 이 지
역의 역사·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1) 흥덕구(興德區)
흥덕구는 북동쪽으로 청원군 오창면, 북쪽 및 북서쪽은 청원군 옥산면, 서쪽은 강내면, 남쪽은
청원군 남이면, 남동쪽은 청원군 남일면, 동쪽은 청주시 상당구와 접하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 사주면·강서면이 되었고, 1920년·1937년·1963년 세 차례에 걸쳐 사주면이 완전히 청주
시에 편입되었으며, 1983년 강서면 일원이 청주시에 편입되었다. 이들 지역이 현재의 흥덕구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3년과 그 이후에 강내면,남일면, 남이면 일부 지역도 편입하였다. 1989년
서부출장소 관할이 되었고, 1995년 흥덕구로 승격되었다. 서부출장소가 구로 승격될 때, 청주시 운
천동에 있는 흥덕사지(흥덕사지)의 으름을 따서 흥덕구가 되었다. 1990년 다시 관할구역을 확장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자연환경은 대체로 잔구성 산지가 산재한 저지대를 형성하며, 부모산(해발
78) 한글학회, 1989, 『한국지명총람』 충북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
음성군, 1993, 『우리고장의 인물』.
음성군지편찬위원회, 1979, 『음성군지』.
음성군지편찬위원회, 1993, 『음성군지』.
음성문화원, 2000, 『음성의 문화재』.
음성문화원·음성향토문화연구회, 1998, 『음성지명지』.
음성문화원·음성향토문화연구회, 2002, 『음성민속지』.
음성문화원·음성향토문화연구회, 2004, 『음성의 금석문』.
음성문화원·음성향토문화연구회, 2005, 『음성의 구비문학』.
음성군·청주대학교 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음성군-.
정음사, 1974, 『한국민담선』.
충청북도, 1983, 『민담 민요집』.
한글학회, 1989, 『한국지명총람』 3 –충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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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m), 척산(해발 208m)등이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상당구의 낭성면에서 발원하는 무심천이 구
의 동단에서 북동쪽으로 청원구와 경계를 이루며 북류하여 금강 상류인 미호천과 합류하여, 미호천
연안에는 충청북도 최대의 곡창지대인 미호평야가 펼쳐져 있다.
(1) 지동동(池東洞)

【마을개관】
지동동은 시의 서부에 있으며 청주군 서강내 일상면의 지역으로서 큰 못이 있으므로 '못골', 목골
', 지동(池東)이라 하였다고 한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동원리(東園里)·지서리(池西
里)·신기리(新基里)·비하동(飛下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지동리(池東里)라 해서 강서면에 편입
된 후 1983년 2월 청주시 강서1동에 청주시 편입되었다.

【자연마을】
강당골(講堂-):‘강당골’은 못골과 비하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군봉 밑이 된다. 예전에 이
골짜기에‘강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강당’이 있는 마을은‘강당말’이라고 한
다.
▣ 강당골방죽(講堂-):‘강당골방죽’은 부모산 아래 강당골에 있는 방죽이다. ‘강당골’에 있는
방죽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고락골/고락동(古樂洞)/동원리:‘고락골’은 못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고락골’은 ‘고라
골’로부터 변형된 것이다.‘고라골’의 제2음절에‘ㄱ’이 첨가된 어형이‘고락골’인 셈이다. 지
역에 따라‘고라골’,‘고락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라골’은‘고라’와‘골’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잇다.‘고라’는‘골(깊은구멍)’과 관련되는
어형이다.‘고라’는‘골’에 조음소‘-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말’이‘마라’로 변하
고 ‘살’이‘사라’로 변하듯이,‘골’도‘고라’로 변할 수 있다.‘고라골’에 대해‘골골’이라
는 지명이 존재하므로‘골’과‘고라’의 관계는 부정할 수 없다.
‘고라골’의 후행요소‘골’은‘골짜기’의 뜻이다. 그러니‘고라골’은 본래‘깊은 구렁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깊은 구렁이 있는 골기로는‘고라골’보다‘고라실’이 더 일반적으로 쓰
인다.‘실’은‘골(谷)’과 같은 의미의 단어여서‘고라골’과‘고라실’은 동일한 의미의 지명이
다.
‘고라골’과‘고라실’은 지역에 따라서는‘고래골’과‘고래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고라
골’,‘고라실’,‘고래골’‘고래실’등은 골짜기의 바닥이 깊고 물이 흔한 것이 특징이다. 바닥
에 깊은 구렁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고라골’,‘고라실’은 골짜기 이름
뿐만 아니라 들이나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골짜기 이름이 들이나 마을 이름으로 전용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고락골’도 마을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고락동’은‘古樂洞’으로 쓴
다.‘고락골’의‘고락’을 한자‘古樂’으로 오인하고‘골’을 ‘洞’으로 바꾼 한자 지명에 불과
하다.
‘동원리’는‘동원’과‘리(里)’로 분석된다.‘동원’은 아주 흔한 마을 이름이다.‘東園’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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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
▣ 금말량:‘금말량’은 부모산 상봉에서 내려오는 큰 산줄기이다.‘금’과‘말량’으로 나누어 이
해할 수 있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소‘금’은 대체로‘큰’,‘넓은’의미를 띤다.‘금골’,‘금바
우’등의‘금’과 같은 것이다.‘말량’은‘마루(산꼭대기)’의 방언이다.‘꽃말량’,‘큰말양’에
서 보듯‘말량’으로 나타나기도한다.‘금말양’은‘크고 넓은 산마루’로 해석된다.
▣ 꼬꿀렝이:‘꼬꿀렝이’는 약샘골방죽 밑에 있는 논이다. 지형이 굽어 꼬불꼬불하게 생겨서 붙여
진 이름이다.
▣ 느더리:‘느더리’는 마래골에 있는 들이다.‘느더리’는‘너더리’의 변형이고,‘너더리’는
‘너드리’의 변형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너드리’는‘널드리’로 소급한다.‘널드리’는‘널
들’에 접미사‘-이’가 결합된 어형이다.‘널들’은‘넓은 들’로 해석된다. 그러니‘너드리’를
비롯하여‘너더리’,‘느더리’도‘넓은 들’로 해석된다. 들이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당아래(堂-):‘당아래’는 고락동 입구 길 건너에 있는 야산이다. 서낭당 아래 지역이어서 붙여
진 이름이다.
▣ 돌팍재(1):‘돌팍재’는 못골에서 새텃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돌팍’과‘재’로 분석하여 이
해할 수 있다.‘돌팍’은‘돌멩이’의 방언이다.‘재’는‘고개’의 뜻이다. 그러니‘돌팍재’는
‘돌이 많은 고개’로 해석된다. 지금도 이 고개에는 돌이 많다. 돌이 많은 고개는‘돌재’,‘돌고
개’ 또는‘돌팍고개’로 표현하기도 한다.‘돌팍재’,‘돌팍고개’보다‘돌재’,‘돌고개’가 훨
씬 널리 쓰인다.
▣ 돌팍재(2):‘돌팍재’는 돌팍재가 있는 산이다.‘돌팍재’는 본래 고개 이름이나 여기서는 산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고개가 있는 산을 그 고개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른것이다.
▣ 돌팍재들:‘돌팍재들’은 돌팍재 뒤에 있는 들이다.
▣ 떡배:‘떡배’는 마래골에 있는 들이다.‘떡바위’의 준말로 추정된다.‘떡’을‘덕’의 된소리
어형으로 보아‘떡바위’는‘덕바위’의 변형으로 추정된다.‘덕바위’는‘큰바위’로 해석해 볼
수 있다.‘큰 바위’가 있는 들이어서 바위 이름을 삼아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전국에‘떡바위’또는‘떡바우’라는 지명이 아주 흔하다. 이들에는‘떡을 찧는 바위’,‘덕을 본
바위’,‘떡처럼 납작하게 생긴 바위’,‘떡 벌어진 바위’등의 유래설이 결부되어 있다.
▣ 똥게들/띄게들:‘뜽게들’은 못골 앞에 있는 들이다.‘띄게들’이라고도 한다.
‘뜽게’나‘띄게’는‘등겨’의 방언이며,‘들’은‘野 ’의 뜻이다. 그러니‘뜽게들’이나‘띄게
들’은‘등겨가 많이 나는 들’로 해석된다. 들이 메말라서 벼를 수확한 것을 찧으면 등겨만 난다
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마래골:‘마래골’은 새텃말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마래골’은‘마라골’의 변형이며,‘마라
골’은‘말골’의 변형이다.‘말골’의‘말’에 조음소‘-아’가 개재되어‘마라골’이 되고,‘마
라골’에‘ㅣ’가 첨가되어‘마래골’이 된 것이다.‘말골＞다라골＞다래골’,‘살골＞사라골＞사
래골’등의 변천 과정과 일치한다.전국에‘말골’이라는 지명이 넓게 분포한다.‘말골’에 대해서
는 ‘말’을‘馬’로 이해하고 ‘전에 마방이 있던 골짜기’,‘말처럼 생긴 골짜기’,‘역마를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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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골짜기’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유래설은 인정할 수 없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
타나는‘말’은 대체로‘큰’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말고개’,‘말바위’등의‘말’이 바로 그
러한 것이다.‘말골’의‘말’도‘큰’으로 이해되어‘말골’은‘큰 골짜기’로 해석된다. 골짜기
의 규모가 커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실제 이 골짜기는 대단히 크고 넓다.
‘말골’이‘큰 골짜기’로 해석된다면‘마라골’,‘마래골’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말
골’,‘마라골’,‘마래골’은 본래 골짜기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 전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여
기서의‘마래골’도 그러한 것이다. 큰 골짜기에 마을이 생기자 골짜기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삼은 예이다.
▣ 마래방죽:‘마래방죽’은 마래골에 있는 방죽이다.‘마래’와‘방죽’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
다.‘마래’는‘말’로까지 소급한다.‘말’에 조음소‘-아’가 개재되어‘마라’로 변하고‘마
라’에‘ㅣ’가 첨가되어‘마래’가 된 것이다. 전국에‘말방죽’,‘마라방죽’도 존재하므로
‘말’과‘마라’및‘마래’의 관계가 분명해진다. 지명의 선행요소로서의‘말’은 대체로‘큰’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말방죽’은‘큰 방죽’으로 해석된다. 아울러‘마래방죽’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마래’는‘마래방죽’을 비롯하여‘바래골’,‘마래산’,‘마래샘’,‘마래재’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 예에서의‘마래’도‘큰’의 의미로 해석된다.
▣ 말개뚝:‘말개뚝’은 새텃말 앞에 있는 둑이다.‘말개’와‘뚝’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말개’의‘말’은‘큰’의 의미이며,‘개’는‘물이 드나드는 곳’을 가리킨다.‘뚝’은‘둑’의
된소리 어형이다. 그러니‘말개뚝’은‘큰 개가 있는 둑’으로 해석된다.
▣ 망개:‘망개’는 마래골에 있는 들이다.‘망개’의‘개’는 ‘물이 드나드는곳’이나,‘망’의
어원은 알 수 없다.‘망개’는 본래 개 이름이나 여기서는 들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개가 있는 들
을 그개 이름을 따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 멍석바위:‘멍석바위’는 장군봉에서 서쪽 200m 지점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의 모양이 멍석처럼
넓고 평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국에는‘멍석바위’가 많은데 멍석처럼 넓게 생긴 것이 공통점
이다.
▣ 못골/목골/지동(池東):‘못골’은 지동동을 가리킨다.‘목골’이리고도 하는데 이는‘못골’로
부터 변한 어형이다.‘못골’의‘못’은 ‘방죽’을 가리키고,‘골’은‘골짜기’또는‘마을’의
뜻이다. 따라서‘못골’은‘방죽이 있는 골짜기 또는 마을’로 해석된다. 골짜기 또는 마을에 큰
방죽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지동’은‘池東’으로,‘방죽의 동쪽’이라는 뜻이다. 방죽은 구
체적으로‘약샘골방죽’이 아닌가 한다.‘약샘골방죽’에서 보면 이 마을이 동쪽에 위치한다.
▣ 사실:‘사실’은 작은목골 너머에 있는 들이다.‘사’와‘실’로 나누어 이해할수 있다.‘사’
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사이’나‘새’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한다. 특히,‘사실’에 대해
‘새실’이라는 지명이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어서‘새’와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새’는 ‘新’,‘間’,‘鳥’등의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사실’
의 ‘사’를 어떤 의미의‘새’와 연계해서 해석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실’이‘골짜기’
를 뜻하기에‘사’는‘間’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지명의 의미상 어울릴 듯하다. 그렇다면‘사
실’은‘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서의‘사실’은 골짜기 이름이 아니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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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골짜기이름으로써 그 골짜기에 형성된 들의 이름을 삼은 경우라고 볼 수 있
다.
▣ 산지당:‘산지당’은 약샘골방죽 위에 있던‘산신당(山神堂)’이다. 지금은 없어졌다.‘산지
당’은‘산제당(山祭堂)’의 변형이다.
▣ 삼성촌(三姓村):‘삼성촌’은 현재 중부고속도로 굴다리 밑이 된다.‘고씨(高氏)’,‘이씨(李
氏)’,‘장씨(張氏)의 삼성(三姓)이 살던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지금은 마을이 없어
졌다.
▣ 새텃말/신기(新基):‘새텃말’은 고락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새로 조성된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새로 생긴 마을은‘새터’만으로 족한데,‘마을’임을 강조하기 위해‘새터’에
‘말’을 첨가하여‘새텃말’이라 한 것이다. 전국에‘새터’또는‘새텃말’이라는 지명이 아주 많
다.‘신기(新基)’는 ‘새텃말’의 ‘새터’를 한자로 바꾼 지명이다.
▣ 소랫재:‘소랫재’는 새텃말 앞에 있는 작은 고개이다.‘소랫재’는‘소래’와‘재’사이에 사
이시옷이 개재된 어형이다.‘소래재’는‘소라재’로 소급하며,‘소라재’는‘솔재’로 소급한다.
‘솔재’에 조음소‘-아’가 개재된 어형이‘소라재’이고,소라재’의‘ㅣ’첨가 어형이‘소래재’
인 것이다.‘솔재’의‘솔’은 ‘솔다[猍]’의 어간이다.‘재’는‘고개’의 뜻이다. 그러니‘솔
재’는‘좁은고개’로 해석된다. 아울러 ‘소라재’,‘소래재’,‘소랫재’등도 ‘좁은고개’로 해
석된다. 실제‘소랫재’는 산잔등이 있는 좁은 고개이다.
▣ 송말:‘송말’은 못골에 있는 버덩(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들)이다. 예전
에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이 사라진 후 거친 들로 변하였다. 이 지역에 소나무가 많아서 ‘송말’이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러나‘송말’은‘속말’의 변형일 가능성도 있어 다른 각도에서
그 유래를 살필 필요가 있다.‘송말’이‘속말’의 변형이라면 마을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붙
여진 이름일 것이다. 실제 마을이 막다른 골짜기에 위치한다.
‘송말’이 소나무가 울창한 마을이건, 안으로 쑥 들어온 마을이건 마을 이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을 이름이 아니라 버덩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마을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가 버
덩으로 변하자 마을 이름으로 버덩을 이름 삼았기 때문이다.
▣ 송말개:‘송말개’는 새텃말 앞에 있는 도랑이다.‘송’과‘말개’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송’은‘속[內]’의 변형으로 추정된다.‘말개’는‘큰 개(물이 드나드는 곳)’이다.‘말개
뚝’,‘큰말개’의‘말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속말개’즉‘송말개’는‘안쪽으로 들어와 있
는 큰 개’로 해석된다.
▣ 싸리고개:‘싸리고개’는 마래방죽 위에 있는 고개이다. 휴암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주
변에 싸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안들:‘안들’은 새텃말 안쪽에 있는 들이다. 마을 안에 있는 들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애기바위/애금바위/모녀바위(母女-):‘애기바위’는 무보산 서쪽 기슭에 있는 바위이다.‘장자
늪’ 전설에서 며느리와 그 자식이 변한 바위라고 한다.‘애금바위’,‘모녀바위’라고도 한다.
‘애기바위’는 바위가 아기처럼 작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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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금바위’는‘애금’과‘바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애금’의 어원은 알 수 없
다. 따라서‘애금바위’의 유래도 밝히기 어렵다. 바위의 모양이 병풍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
다면‘병풍바위’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모녀바위’는 마치 바위가‘어머니’와‘딸’이 다
정하게 함께 있는 것처럼 모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 약샘(藥-)/약삼(藥-)/옻샴:‘약샘’은 약샘골방죽 위에 있던 샘이다.‘약샴’으로 발음하기도
하며 또‘옻샴’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없어졌고 그 자리에 농업용 샘을팠다.‘약샘’은 샘물이 피
부병이나 위장병 등에 특효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옻샴’은 ‘옻샘’의 방언이다.‘옻샘’은
샘물이 피부병 중에서도 특히 옻 치료에효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전국에‘약샘’및‘옻샘’
이라는 샘이 대단히 많은데 모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약샘’은 지역에 따라‘약
새미’,‘약새암’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약샘골(藥-):‘약샘골’은 약샘이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약샘’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다. 전국에 ‘약샘골’이라는 골짜기가 많다.
▣ 약샘골방죽(藥-):‘약샘골방죽’은 약샘골에 있는 방죽이다.‘약샘골’에 있는 방죽이어서 붙여
진 이름이다.
▣ 오성촌(五姓村):‘오성촌’은 못골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다섯 집에‘고씨’,‘오씨’,‘전
씨’,‘정씨’,‘김씨’의 오성(五姓)이 살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옻나무골:‘옻나무골’은 새텃말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옻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
름이다. 전국에‘옻나무골’이라는 골짜기가 대단히 많다. 모두 골짜기주변에 옻나무가 많아서 생
겨난 이름이다.
▣ 왕재(王-):‘왕재’는 왕재봉에 있던 큰 고개이다. 청주와 옥산을 연결하는 큰 고개였다고 한
다. ‘왕재’의‘왕’은 ‘王’인데, 지명의 선행요소로 나오면 대체로‘큰’으로 해석된다.‘재’
는 ‘고개’의 뜻이다. 그러니‘왕재’는‘큰 고개’로 해석된다.
▣ 왕재봉(王-峰):‘왕재봉’은 고락골 뒤에 있는 산이다.‘왕재’와 ‘봉’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왕재’는‘큰 고개’라는 뜻이고‘봉’은‘峰’이니,‘왕재봉’은‘큰 고개가 있는 산’으
로 해석된다.
▣ 위못골/큰못골:‘위못골’은 못골 위에 있는 지역이다.‘큰못골’이라고도 한다.‘위못골’은
‘못골’위에 있는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이고,‘큰못골’은 못골 가운데 규모가 큰 골짜기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 위못골방죽/큰못골방죽/송말방죽:‘위못골방죽’은 위못골에 있는 방죽이다.‘큰못골방죽’,
‘송말방죽’이라고도 한다.‘위못골’에 있는 방죽이어서‘위못골방죽’이라 한 것이고,‘큰못
골’에 있는 방죽이어서‘큰못골방죽’이라 한 것이며,‘송말’에있는 방죽이어서‘송말방죽’이라
한 것이다.
▣ 임금샴:‘임금샴’은 약샘골방죽 밑에 있던 샘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이 샘에서임금이 났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나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임금님이 마실 수 있을만큼 좋은 물이 솟아 나와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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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목골/지서(池西):‘작은목골’은 못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지서(池西)’라고도 한다.
‘작은목골’은‘목골’중 작은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지서(池西)’는 방죽의 서쪽이라는
뜻이다.
▣ 잔솔밭:‘잔솔밭’은 못골 위 부모산 아래의 지역이다.‘잔솔(어린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장군봉(將軍峰):‘장군봉’은 지동 동쪽에 있는 봉우리이다.‘將軍峰’으로 쓴다. 산의 모양이
장군처럼 크고 위용이 넘쳐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국에는‘장군봉’이라는 산이 많다. 그 유래를
장군처럼 크고 위용이 넘쳐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하나,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의 명당이 있
어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는 지역이 더 많다. 이 외에도‘어느 장군이 살았던 산’,‘장군이 태어
난 산’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명의 선행요소로서의‘장군’은‘큰’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
다.‘장군봉’의‘장군’뿐만 아니라 ‘장군바위’,‘장군들’등의‘장군’도 그러한 예이다.
▣ 잿말:‘잿말’은 금말량 끝에 있던 마을이다.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다.‘잿말’은 마을이 기와
집만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그렇다면‘잿말’은‘기왓말’의 변형으로 보아
야 한다.‘기왓말’은‘기와’와‘말’이 사이시옷을 매개로 연결된 어형이다. 전국에서‘기왓말’
이라는 마을이 몇 군데 확인되는데, 대부분‘기와를 굽던 마을’로 해석한다.‘잿말’은‘기왓말’
이‘지왓말’을 거친 다음 축약된 어형이다.‘잿’은 장음으로발음한다.‘재말’이라는 지명도 전
국에 흔한데, 이에도‘기와를 굽던 곳’이라는 유래설이 결부되어 있다. 그렇다면‘잿말’에 대하
여‘기와집만으로 조성된 마을’이라는 해석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그런데‘잿말’은‘기와를 굽던
마을’이라는 의미 이외에‘고개 밑에 조성된 마을’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잿말’은‘고개’를 뜻하는‘재’와‘마을’을 뜻하는‘말’이 사이시옷을 매개로 연결된
어형으로 보아야 한다.전국에는‘기와를 굽던 마을’이라는 의미의 ‘잿말’보다‘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잿말’이 훨씬 더 흔하다.
▣ 큰말개 ‘큰말개’는 새텃말 둑 안에 있는 도랑이다.‘큰’과‘말개’로 나누어이해할 수 있다.
‘말개’는‘큰 개(물이 드나드는 곳)’라는 뜻이다.‘말개뚝’,‘송말개’의‘말개’와 같은 것이
다. 여기에‘큰’이 덧붙은 어형은‘큰말개’이다. 따라서 그 의미는‘말개’와 같다.
▣ 텃논 ‘텃논’은 고락골 앞에 있는 논이다. 집터가 논으로 바뀐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할미샘/할미샴: ‘할미샘’은 새텃말 뒤쪽에 있는 샘이다.‘할미샴’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어
느 여자 노인이 호미로 판 샘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한다.‘새텃말’에서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농업용수로 이용한다.‘할미’와‘샘’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할미’
는‘한미’의 변형이다.‘한’은 하다[大,多]의 관형사형이고,‘미’는‘山’의 뜻이다. 그러니
‘한미’즉‘할미’는‘큰 산’으로 해석된다. 규모가 큰 산은‘큰산’이라는 지명 이외에‘한
미’,‘한산’,‘할미’,‘할미산’등으로 표현된다.‘할미’가‘큰 산’을 뜻하므로‘살미샘’은
‘큰 산에 있는 샘’으로 해석된다.‘할미’는 ‘할미샘’을 비롯하여‘할미골’,‘할미바위’,
‘할미성’,‘할미소’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 황답(荒畓):‘황답’은 마래골에 있는 논이다.‘황답’은‘荒畓(거친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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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번 조사는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812-4번지)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대한 국비지원 문
화재 지표조사이다.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812-4번지에 해당되며, 조사
면적은 2,019㎡이다.
사업시행자(박상엽씨)는 사업예정부지(면적:2,019㎡)가 국비지원 지표조사 대상임을 확인하고,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국비지원지표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서는 우
리 연구원에 해당부지(면적: 2,019㎡)에 대한 지표조사를 협의 및 의뢰하였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2018년 03월 06일에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이번 지표조사 지역의 주변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지역과 조사지역 내에서는 지정
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
는 분포하지 않았으나, 5개소의 비지정문화재가 확인되었다.

둘째. 이번 조사대상지역은 부모산(해발 232.6m)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려오는 여러 갈래의 가지
능선 중 북쪽 능선 사면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셋째. 현지조사 및 사전조사 결과 조사지역은 근세 지형도 및 위성사진 등과 비교하며, 근대 조
성된 계단식 경작지 등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발생된 상태이며, 원지형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양호하지는 않다. 이번 조사지역 내 서쪽 구릉 사면부 대부분은 묘목밭으로, 동쪽 사면부는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넷째. 현지조사 결과 조사지역은 계단식 경작지 조성으로 인해 상당부분 지형변화가 발생된 상태
이나, 조사지역을 포함한 그 주변 경작지와 능선 사면부 전반에 걸쳐 암키와, 수키와, 자기편, 토
기편 등의 유물이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지표조사대상지역은 지형적인 여건 및 조사지역을 포함한 그 주변으로 확인되
는 유물의 산포밀도 등을 토대로 볼 때 시기상 조선시대와 관련성이 깊은 생활유구가 잔존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대 계단식 경작지 등의 조성으로 인해 상당부분 지형훼손이
발생된 점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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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지표조사대상지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형변화가 발생된 상태이나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도면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청주 지동동유물
산포지Ⅰ의 면적 9,117㎡ 중 이번 사업대상범위에 포함되는 2,019㎡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매장
유구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표본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8. 03.

재단법인호서문화유산연구원장(인)

[표 2]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현황표 (단위 ㎡)
조사
기관

유적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전체

(주소)

면적(㎡)

유적성격

조사기관의견

조사필요
면적(㎡)

비고

(재)
호
서

충북

문

청주시

화
유
산

청주 지동동
1

유물산포지
Ⅰ

연

상당구
지동동

조선시대
9,117

생활유적

표본조사

(유물산포지)

812-4번지

2,019

금번 지표조사
대상범위 내

일원

구
원

합계

신규 : 9,117㎡

※ 금번 지표조사 대상지 내 표본조사 필요면적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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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사업대상지역 표본조사 필요범위도(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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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사진

[도면 8] 조사지역 내 사진촬영 지점

[사진 8] 조사지역 원경(남서-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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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지역 전경(남서-북서)

[사진 10] 조사지역 근경(사진촬영지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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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지역 서쪽 사면 근경(사진촬영지점②)

[사진 12] 조사지역 북쪽 사면 근경(사진촬영지점③)

- 34 -

[사진 13] 조사지역 북동쪽 사면 근경(사진촬영지점④)

[사진 14] 조사지역 북쪽 사면 근경(사진촬영지점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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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조사지역 동쪽 사면 근경(사진촬영지점⑥)

[사진 16] 조사지역 내 지표 노출유물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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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 업 명
사업지역

사업
내용

면

적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지표
조사
조사기간
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조사
결과

청주지동동(812-4)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812-4번지
전체사업면적
2,019㎡
지표조사면적

종합 의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여
사업목적

2,019㎡

기관명(인)

박상엽

고고, 역사분야

호서문화유산
연구원

민속분야
수중분야
고건축분야
자연문화재

･
･
･
･

연락처
책임조사원

당사의 이윤추구와 지역 경제활성
화 및 고용창출
043-220-3923

김경호

조사원 이하

책임조사원
･
조사원
책임조사원
･
조사원
책임조사원
･
조사원
책임조사원
･
조사원
2018년 03월 06일 ∼ 2018년 03월 12일

소동영
김진희,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
･

(사전조사 0.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0.1일, 보고서작성 0.1일)
고건
고고·역사
수중
2,068,000원 민속
0원
0원 축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지정문화재
없음 (500m 이내)
비지정
문화재

0원

청주 지동동 마동제방(113m), 서촌동 유물산포지Ⅰ(240m), 청주 서촌동유적③
(286m), 청주 서촌동 종의군사우(298m), 청주 서촌동 숙의남평문씨단소(307m)

사업부지 내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지상문화재
신규
기존
매장문화재
신규
기존
건축물
신규
기존
민속자료
신규

조사기관

사업기간

■ 유적 있음
･
･
청주 지동동유물산포지Ⅰ
･
･
･
･

현지조사결과 조사지역은 계단식 경작지 조성으로 인해 상당부분 지형변화가 발생된 상태
이나, 조사지역을 포함한 그 주변 경작지와 능선 사면부 전반에 걸쳐 암키와, 수키와, 자기
편, 토기편 등의 유물이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사대상지역은 지형변화
가 발생된 상태이나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전체 청주 지동동유물
산포지Ⅰ의 면적 9,117㎡ 중 이번 사업대상범위에 포함되는 2,019㎡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
매장유구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표본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03월

일

기관명 : (재)호서문화유산연구원장

충 북 도 지 사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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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단위 : ㎡)
①연번 ②문화재명 ③소재지

④면적
(㎡)

⑤시대

⑥종류

⑦유적구분
기존

조사의견

신규 ⑧의견구분 ⑨조사면적

충북
청주 지동동
1

유물산포지
Ⅰ

청주시
상당구
지동동

9,117

조선

매장

812-4번지
일원

계

· 신규 : 9,117㎡

○

표본조사

2,019

⑪비고
⑩사유

기와편 및
자기편, 토기편
등이 확인되고
있어 매장문화재
분포범위 및
정황성 파악이
필요함

지표
조사
대상
지역
포함

※ 금번 지표조사 대상지역 내 표본조사
필요면적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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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