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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본 보고서는 (재)혜안문화재연구원이 신원개발 주식회사의 의뢰로 실시한 화성 금곡동
516번지 외 6필지 의료시설(요양병원)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의 결과를
기술한 지표조사 보고서이다.
2. 현장조사는 2018년 05월 11일 조사일수 1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면적은
29,477㎡이다.
3. 본문의 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발행 지도를 이용하였다.
4. 조사지역의 세부 문화재 현황은 사업 시행사 측에서 제공한 수치지형도에 수록하였다.
5. 조사지역 주변 1㎞내 문화재 현황과 관련하여 유적의 위치 및 내용, 첨부된 사진은 문
화재청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을 참조하였다.
6. 본 보고서에 반영된 유적의 분포 범위 및 위치는 지표상에 확인된 유물 및 유구를 중심
으로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
7. (재)혜안문화재연구원은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 동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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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화성 금곡동 516번지 외 6필지 의료시설(요양병원)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 사업시행사인 신원개발 주식회사는 경기도 화성시 금곡동 516번지 일원에 의료시설
(요양병원) 신축을 예정 중에 있다. 이에 사업계획을 검토한 화성시청 교육문화국 문화유
산과에서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사업시행 전 해당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화성시장(문
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통보를 받은 신원개발 주식회사는 해당부지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및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에 의거 국비지원 대상
에 해당함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2018년 4월 (재)혜안문화재연구원과 조
사기관 선정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국비지원 지표조사를 신청하였다.
신청을 받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2018년 5월 본 연구원에 지표조사 국비지원 회신(한문협 2018-0349호)을 통보하였
다.
회신을 받은 본 연구원에서는 신원개발 주식회사와 국비지원 지표조사 협약을 체결
(2018년 05월)한 후 2018년 05월 11일 실조사 1일의 일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 경기도 화성시 금곡동 516번지 일원

▣ 조사면적
- 2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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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18년 05월 08일 ~ 2018년 05월 14일(실조사일수 1일)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2일, 보고서 작성 1일)

▣ 조사의뢰기관
- 신원개발 주식회사

▣ 조사단 구성
조사단장/책임조사원 : 김 도 훈(혜안문화재연구원장)
조
준

2

사
조

원 : 김 신 래(혜안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사

원 : 김 희 정(혜안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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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위성사진(출처 : 다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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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 및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화성시는 경기도 남서지역에 위치하며, 동서간의 최대거리는 57.1㎞, 남북간은 35.5㎞
에 달하며, 면적은 689,733,560㎡이다. 화성시의 수리적 위치는 경위도상 동경 126°3
3′~127°09′와 북위 37°02′~37°17′에 해당한다. 동으로는 용인시, 서로는 서해에 면하여
있으며, 북으로는 수원시·안산시, 남으로는 오산시·평택시와 접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와 고속전철을 비롯한 각종 도로망이 통과하고, 평택항과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도 30~60㎞ 이내에 위치하여 수도권의 전이와 확산에 용이하여 동탄·태안·봉담·발안·
향남지구등 주거중심의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화성시의 산지는 남북방향의 칠보산(293m)을 통해 수리산(475m)과 광교산(582m)으로
부터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북동쪽인 비봉면과 봉담읍 일대에 300m에 가까운 소
규모 산군(山群)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용인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동탄면의
동쪽 경계부에는 무봉산(255.8m)을 중심으로 화성산(171.4m), 왕배산(150.4m) 등이 비
교적 산세를 깊게 하면서 용인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의 주요 산지는 북부에 해
당하는 매송면의 칠보산과 북중앙부에 있는 봉담읍의 삼보산(268m)과 건달산(336m), 정
남면의 서봉산(249m)과 태봉산(224m), 비봉면의 태행산(292m), 남양동의 무봉산(185m)
등이 중앙부의 구릉성 산지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산지들은 서해의 남양만을 향해 뻗
어가면서 꽃당산(105m), 천덕산(133m), 오두산(141m)과 같은 소규모 고립성 구릉을 이
룬다. 이러한 동고서저의 지세와는 달리 한반도 전체로 보면, 화성시는 한반도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낮고 편평한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지역은 하천의
침식과 사면 발달에 따른 삭평작용과 하천과 해양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넓은 평탄
면 위에 저산성 산지와 소규모 고립성 산지가 드문드문 분포하는 전형적인 준평원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하천은 황구지천·오산천·발안천·관리천·동화천·남양천 등이 있다. 이 중 시의 동부
를 남류하는 황구지천은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정남면·양감면을 지나 남류하면서 진위천
에 합류되어 아산호로 유입되며, 오산천은 용인시 구성면 동백리에서 발원하여 동탄면과
오산시를 관통하여 진위천에 합수된다. 봉담면의 태봉산·건달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시를
남서류하는 발안천은 남양호로 흘러가고, 시의 북부를 흐르는 반월천과 동화천은 군자만

1)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 『華城市史Ⅰ:자연환경과 인문환경』.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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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입된다.
화성시의 지체구조 분류에 따르면 선캠브리아기에 형성된 이후, 수억 년 이상의 오랜
지질시대를 지나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경기육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화성시의 지
질은 대부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인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남양동 일부에 시대미상의 각섬암이 분포하고 남양동 전체에 걸쳐 중생대 쥬라
기의 화강암이 분포하며, 마도면과 송산면 경계부에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이 일부 분포
한다. 경기육괴를 형성하는 기반암의 변성작용이 적어도 3회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알려
져 있어 화성시에 넓게 분포하는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도 동일한 변성작용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면 2] 조사지역 지질도(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선캄브리아기 변성암은 생성시기와 암질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송산
면과 서신면 일대에는 서산층군이, 규암층을 포함하는 춘천누층군은 매송면, 봉담읍, 팔
탄면, 우정읍, 장안면 지역에, 경기변성암복합체는 태안읍, 동탄면, 정남면, 향남읍, 양감
면 일대에 분포한다. 그리고 비봉면, 팔탄면, 마도면, 서신면에는 관입기원변성암체가 나
타난다. 경기변성암복합체는 시생대에서 중기원생대에 걸쳐 발생한 고도의 다변성 작용
과 고기 화성활동 및 구조운동을 맞은 변성암으로 경기육괴의 최하부 기반암을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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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양은 주로 해안지 토양, 내륙지 및 곡간지 토양, 저구릉성 및 산록지 토양 등으로 삼
분할 수 있다. 해안지 토양은 고도 10m 이하의 해안지대에 분포하며, 논농사 지대나 회
색의 충적토양으로 염기성이 강하고 배수성이 좋지 않다. 내륙 평탄지 및 곡간지 토양은
고도 10~40m 사이의 저평지에 발달한 충적토로 논농사의 최적지이다. 저구릉지 및 산
록 토양은 적황갈색의 토양으로 고도 40~150m 지대에 잘 발달한다. 대부분 적황색, 황
갈색, 갈색으로 양토, 사양토, 사질 식양토 및 자갈이 섞인 식토로 입자가 비교적 큰 편
이며, 대부분 밭이나 과수원지대로 이용된다. 화성시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토양은 저구
릉지 및 산록지 토양이다.

[도면 3] 조사지역 토양분포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화성시의 기후는 중위도 지역대의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를 특징으로 보이며, 지
역상 태평양의 해양성과 중국 연해주와 시베리아의 대륙성 기후의 점이대에 속한다. 따
라서 계절풍의 영향이 크며 겨울에는 한랭건조하고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특징이 뚜렷하
여 연교차가 심하다. 이러한 특징은 기후대 구분상 여름철에는 온난다습기후구(Cf)로부터
겨울철에는 소우한랭기후구(Dw)에 속하며, 우리나라 소기후로는 중부서안형(DMW)에 속
한다. 연평균 기온은 11.7℃로 평균 연교차는 27.3℃이며 1월에 가장 낮아 –2.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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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높아 24.9℃를 기록한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화성시 금곡동 516번지 일원은 본래 동탄면 금곡리었으나 2018년
동탄면이 폐지되면서 금곡동으로 전환되었다.2) 조사지역 남쪽으로는 오산시와 접하고 있
고, 북쪽으로는 봉담-동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동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는 1
호선 철도(오산대역)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의 산지는 서북쪽에 필봉산(144m)
을 정점으로 하는 산줄기가 북-남 방향으로 뻗어 있고 수계는 동쪽에 신갈 저수지로부터
발원하는 오산천이 남으로 흐르는 가운데, 하천운동에 의해 형성된 충적대지가 광할하게
펼쳐져 있다.3)

2. 고고·역사적 환경
1) 고고학적 환경
화성시 일대는 1990년대 이후부터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한 구제발굴조사가 활발
하게 진행되어 전반적인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황파악과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 유적 및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고고·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1969년 외날찍개가 발견4)된 이후 반월면 대야미리 유적5)에서
긁개·밀개 등이 확인되었다. 향남읍 구문천리6), 봉담음 당하리·왕림리7)에서는 고토양층
과 뗀석기가 확인되었으며, 향남면 동오리에서는 찍개, 송산면 고포리 어섬·서신면 장외
리에서는 다각면석기가 채집되었다.8) 태안읍 배양리9), 송산리 유적, 안녕리 유적10)에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으며, 우정읍 쌍봉 유적11)에서도 고토양층이 확인되고 박편이 출토
되었다. 또한 감배산 유적12), 기안리 유적13), 장안리 유적14)에서 고토양층이, 동탄2지구
내 오산리·청계리 유적15), 방교리 유적16)에서도 중기~후기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이 조사
2) http://www.hscity.go.kr/(화성시청).
3) 한신대학교박물관, 2011, 『화성 금곡리382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4)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1989, ｢선사유적｣,『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5) 충북대학교박물관, 1988,『판교~구리ㆍ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
6) 단국대학교박물관, 1995,『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 숭실대학교박물관ㆍ서울대학교박물관, 2000,『화성 당하리Ⅰ 유적』.
8) 경기도박물관, 2000,『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Ⅰ』.
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화성 풍성아파트 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0)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화성 태안(3) 택지개발예정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1) 수원대학교박물관, 2005,『화성 우정읍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12) 경기대학교박물관, 2006,『화성 감배산 유적』.
13)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a),『화성 기안리 유적-풍성아파트 건립부지내 유적 시ㆍ발굴조사보고서』.
14) 수원대학교박물관, 2008,『화성 장안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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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최근 천천리 유적17)에서는 석영제 박편석기, 긁개 등이 조사되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제부리 패총18)에서 어골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편, 동학산유
적19)과 동탄면 반송리 취락유적20)에서는 어골문과 단사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장안리 유적21)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과 수혈유구가 1기, 화산리 유적22)에서
는 빗살무늬토기편, 가재리 유적23)에서 주거지와 야외노지가 각 1기씩 조사되었다. 최근
보고된 향남 2지구 유적24)에서는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고, 석교리·청원리 유적25)에서
주거지 26기, 야외노지 1기 등과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은 크게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유적으로는 고
금산 유적26)에서 세장방형주거지 2기와 원형점토대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또한 송산동 유
적과 화산동 유적27), 천천리 청동기시대 취락28), 반송리 유적29)과 반송리 청동기시대 취
락30), 반송리 행장골 유적31), 석우리 유적32), 반월동 유적33), 동학산 유적34), 수영리 유
적35), 장안리 유적36), 방축리 유적37), 북양동 유적38), 남양동 유적39), 정문리 유적40),
금의리 유적41), 쌍송리 유적42), 율암리 유적43) 등 다양하다. 동학산 유적에서는 주거지
1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2구역내 화성 오산리․청계리유적 Ⅰ~Ⅲ』.
1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화성 오산리ㆍ방교리 유적』.
17) 서해문화재연구원, 2014, 「화성 매송면 천천리 38-3번지 제2종 근린생활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
사 약식보고서」.
18) 경기도박물관, 2000, 앞의 책.
19)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a), 『화성 반송리 청동기시대 취락』.
20)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a), 『화성 반송리 청동기시대 취락』.
21) 수원대학교박물관, 2008, 앞의 책.
22) 한신대학교박물관, 2003(a), 우정-장안간 도로 확ㆍ포장공자 구간내 조암ㆍ화산리유적 시굴조사 결과보
고서』.
23)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b), 『화성 가재리 원삼국 토기 요지』.
24)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화성 향남 2지구 유적』.
25)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화성 청원리ㆍ석교리 유적』.
26)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화성 고금산 유적』.
27)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화성 화산동 유적』.
28) 한신대학교박물관, 2006, 『천천리 청동기시대 취락』.
2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a), 『화성 반송리 중세유적』.
30)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a), 앞의 책.
3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b), 『화성 반송리 행장골유적』.
32)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b), 『화성 석우리 먹실유적』.
3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화성 반월동 유적』.
34)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c), 『화성 동학산 유적』.
35)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봉담 수영리 유적』.
36) 수원대학교박물관, 2008, 앞의 책.
37)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화성 향남택지개발지구내 방축리ㆍ행정리ㆍ도이리 유적』.
3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화성 북양동 유적』.
39)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화성 남양동 유적』.
40)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화성 정문리 유적』.
41)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화성 금의리 유적』.
42) 기호문화재연구원, 2012, 『화성 쌍송리 유적』.
43)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3, 「화성 율암리 산46-11번지 건축예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
보고서」.
한울문화재연구원, 2014, 『화성 율암리 산46-58번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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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와 환호 4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반송리 유적에서는 송국리식 주거리를 비롯한 12기
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계향리 유적44)에서는 능선 정상부 사면에서 말각장방형주거지
1기와 세장방형주거지 4기가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 공렬＋구순각목토기와 이단병식·유
병식석검, 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분묘유적은 화성시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병점동, 능동, 송산동, 봉담읍의 수기리·분천리, 향남읍 동오리, 정남면 관항리·귀래리·제
기리·망월리, 동탄면 반송리 등의 지석묘가 대표적이며45), 동화리 유적46)에서는 토광묘
내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에 주로 출토되는 삼각만입유공석촉 2점이 발견되었다.
삼한~삼국시대에 이르는 취락유적으로 고금산 유적47), 당하리Ⅰ·당하리Ⅱ 유적48), 왕
림리 유적49), 감배산 유적50) 등이 있으며, 발안리 유적51)에서는 수혈주거지 55기를 비롯
한 다양한 생활유구가 조사되었다. 그 중 석우리 먹실 유적52)에서는 주거지 17기, 수혈
유구 132기를 및 삼국시대 경작유구가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청계리 유적53)에서는 주거
지 116기, 수혈 115기 등이 확인되어 일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취락이라 할 수 있다.
제철관련 유적으로는 기안리 유적54)·장안리 유적55)이 있으며, 토기생산 관련 유적으로는
왕림리 유적과 당하리Ⅰ유적에서 수혈유구와 공방지가 조사되었고, 가재리 유적56)에서는
3세기 중엽에 조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마 4기와 공방지 등이 확인되었
다. 또한 송산동 농경유적57)에서는 수전과 수로 및 보(洑)시설이 확인되었다. 분묘유적으
로는 마하리 고분군58)에서 한성백제시기의 목관묘 14기·목관묘 1기·석곽묘 49기·석실분
1기가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백곡리 고분59), 황계리 유적60), 화산 고분군61), 길성리 고
분군62), 왕림리 노리재골 유적63) 등이 조사되었으며, 최근에는 요리64)에서 분구묘·목곽
44) 기호문화재연구원, 2014, 『화성 계향리 유적』.
45) 한신대학교박물관, 1995 ,『화성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화성시』.
46) 기호문화재연구원, 2008, 『화성 동화리 유적』.
47)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앞의 책.
48) 숭실대학교박물관ㆍ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앞의 책.
숭실대학교박물관ㆍ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화성 당하리Ⅱ 유적』.
49) 숭실대학교박물관, 2004, 『화성 왕림리 유적』.
50) 경기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5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d), 『화성 발안리 마을 유적』.
52)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b), 앞의 책.
53)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화성 청계리 유적Ⅰ~Ⅷ』.
54)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a), 앞의 책.
국립중앙박물관, 2014, 『화성 기안동 제철유적 –홍익대학교 실습부지 내 학술발굴조사보고서-』.
55) 수원대학교박물관, 2008, 앞의 책.
56)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b), 앞의 책.
57) 한신대학교박물관, 2009, 『화성 송산동 농경유적』.
58) 숭실대학교박물관ㆍ서울대학교박물관, 2004, 『화성 마하리 고분군』.
5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화성 백곡리 고분』.
60) 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61) 한신대학교박물관, 2002, 『화산고분군』.
62) 한신대학교박물관, 2003(b), 『길성리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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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등이 확인되었다. 성곽 유적으로 길성리 토성65), 당성66), 태봉산성, 한각리성, 운평리
성, 소근산성 등이 있다.67)
고려~조선시대 주거유적으로 수영리 유적68)에서 고려시대 주거지 13기가 확인되었고,
화성 청계지구69)에서는 고려시대 기와가마 및 조선시대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오
산리 미륵동 유적70)에서는 건물지 14동, 우물 4기, 아궁이시설 1기, 조선시대 도로유구
1기, 석렬유구 1기, 적석유구 22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둔대리 유적71), 천천리
유적72), 반송리Ⅱ 유적73), 동학산 유적74), 하저리 유적75), 야목리 유적76) 등이 있으며,
남양동 유적77)에서는 조선시대 주거지 110기가 확인되었다. 분묘유적으로는 반송리 행장
골 유적78)에서 통일신라시대 석실묘와 석곽묘를 비롯한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
등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방축리 유적79)과 동화리 유적80), 와우리 유적81), 오산리 자라
뫼 유적82)에서는 고려시대 토광묘 및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또한 장지리 유적83)과 팔곡
리·둔대리 유적84)에서도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가 확인되었다. 그밖에도 반월리
유적85), 왕림리 유적86), 당하리Ⅱ 유적87), 구문천리 유적88), 하가등리 유적89), 반월동
유적90), 수영리 유적91), 북양동 유적92), 남양동 유적93), 율암리 유적94), 계향동 유적95)
63) 한신대학교박물관, 2011, 『화성 왕림리 노리재골Ⅱ 백제유적』.
64)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 「화성 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F․H지점) 문화유적 발굴조사 3차 약보고서」.
65) 한신대학교박물관, 2003(b), 앞의 책.
한신대학교박물관, 2010, 『화성 길성리토성Ⅰ』.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화성 길성리토성』.
66) 한양대학교박물관 · 화성군, 1998, 『당성 -1차발굴조사보고서』.
한양대학교박물관 · 화성군, 2001, 『당성 -2차발굴조사보고서』.
67) 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6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앞의 책.
69)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앞의 책.
7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화성 오산리·청계리유적Ⅲ』.
71)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1996, 『화성 건건리ㆍ팔곡리ㆍ둔대리유적』.
72) 한신대학교박물관, 2006, 『천천리 청동기시대 취락』.
73)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a), 앞의 책.
74)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c), 앞의 책.
7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화성 하저리 유적』.
76) 국방문화재연구원, 2010, 『화성 매송 야목리 유적』.
77)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앞의 책.
7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b), 앞의 책.
79)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앞의 책.
80) 기호문화재연구원, 2008, 앞의 책.
81)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화성 와우리 유적』.
82)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앞의 책.
8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화성 장지리 유적』.
84)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1996, 앞의 책.
85) 한신대학교박물관, 2001(b), 『경기남부의 조선시대 유적』.
86) 숭실대학교박물관, 2004, 앞의 책.
87) 숭실대학원ㆍ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앞의 책.
88)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a), 『화성 구문천리 유적』.
89)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b), 『화성 하가등리 유적』.
9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화성 반월동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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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에서 조선시대 토광묘와 회곽묘 등이 확인되었다.

2) 역사적 환경

화성지역은 삼국시대 이전에는 마한(馬韓)의 영역에 속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후한서
(後漢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 기록되어 있는 마한 54국 가운데 원양국(爰襄國),
상외국(桑外國), 모수국(牟水國) 등으로 추측되는데, 이병도는 원양국을 현재의 화성시 남
양읍·비봉면 지역으로, 모수국은 현재의 수원시, 상의국은 현재의 화성시 우정읍과 장안
면 일대의 지역으로 추정하였다.96)
삼국시대 화성지역을 장악한 것은 백제-고구려-신라 순이었는데, 백제가 가장 먼저 그
리고 장기간에 걸쳐 화성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의해 장수왕
63년(475)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고구려 매홀군(買忽郡)과 당성군(唐城郡)에 통속
되었다. 그 이후 551년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맺은 나제동맹에 의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2년 뒤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하면서 이 지역
에 신주(新州)를 설치함에 따라 화성지역이 신라에 소속되었다. 화성지역은 중국으로 나
아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당항성이 있는 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 요충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통합한 신라는 신문왕 5년(685) 영토의 효
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시 영역을 9주(州) 5소경(小京)제로 편제하는데, 지금의 경기도
일대와 대동강 이남의 황해도가 포함된 지역에 한산주(漢山州)를 설치하였다. 이 때 수
원·화성 지역에는 한산주의 수성군(水城郡)과 쌍부현(雙阜縣)의 일부가 설치되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수성군은 본래 고구려의 매홀군이었는데, 경덕왕 16년(757) 수성군(水城
郡)97)으로, 당성군은 당은군(唐恩郡)이 되었다. 당은군은 흥덕왕 4년(829년)에는 다시 당
성진(唐城鎭)이 되었다.
고려시대 화성지역은 태조 23년(940) 수주(水州)로 승격되었으며, 성종 2년(983) 12목
이 설치될 때 양주(楊州)가 목(牧)으로 승격되면서 수주는 그 관할 하에 들어갔다. 성종
10년(991) 수주는 한남(漢南), 수성(隋城) 등 별호로 불리게 되었으며, 성종 14년(995)에
는 지방제도 개편 때 수주(水州)와 당성군으로 바꿨다. 그리고 현종 9년(1018)에 다시 수
주지사(水州知事)로 개편·복구되었다. 문종 23년(1069) 경기가 52개 주현으로 확장되면
91)
92)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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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앞의 책.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앞의 책.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앞의 책.
한울문화재연구원, 2014, 앞의 책.
기호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책.
이병도, 1992,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三國史記』, 卷35 志4 地理條, ‘新羅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

서 당시 양광도에 소속되어 있는 수주는 잠시 경기에 속하였으나, 예종 1년(1106)에는
양광충청주군(楊廣忠淸州郡)에 내속되었고, 명종 1년(1171)에는 다시 양광주군(楊廣州郡)
에 속하게 되었다. 원종 12년(1271)에는 수주부사 안열의 공으로 수주가 수원도호부(水
原都護府)로 승격되었고, 충렬왕 34년(1308) 수주목(水州牧)으로 승격되었으나, 충선왕 2
년(1310) 전국의 모든 목을 폐지하는 조치와 함께 수원부로 강등되었다. 한편 공민왕 11
년(1362) 홍건적이 침입하여 양광도 주군에 항복을 권유할 때, 수원부가 가장 먼저 항복
했다는 이유로 다시 수원군으로 강등되었다가 이후 다시 수원부로 승격되었다. 화성지역
을 포함한 경기도가 도(道)로서 확립된 것은 고려 말인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서였
다. 이 때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었는데, 양광도에 속해있던 남양부는 경기좌도에 새로
편입되는 대신, 수원부는 1390년이래로 양광도에 그대로 내속해서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의 5도 양계 체제는 점차 8도 체제로 정비되었다. 태조 2
년(1393)에는 양계를 제외한 각 도의 계수관(界苜官)을 정했는데, 수원부는 충청도에 이
속되었다가 이듬해에는 다시 양광도의 수원이 광주와 함께 경기도로 귀속되었다. 그리고
광주부, 수원부를 경기좌도에 소속·개편시킨 뒤 태종 13년(1413)에는 경기 좌·우도를 경
기도로 개칭하고 감영을 설치하였으며, 세종 말년에는 감영을 광주로 옮기게 되었다. 같
은 해 수원부는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로 개칭되었다. 세조 2년(1456) 수원도호부에 진
(鎭)이 설치됨과 동시에 판관(判官)과 교수 1명씩을 두어 수령인 부사를 보좌하도록 하였
다. 그 뒤 중종 21년(1526)에는 부내에서 부모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군
으로 강등되고, 진도 혁파되었으나 중종 30년(1535) 다시 수원도호부로 복귀되었다. 한
편 남양은 태종 13년(1413) 호부가 된 이래 200여 년간 변동이 없다가, 인조 22년
(1644)에 역적인 형의 고향이라 하여 현이 되었으나, 효종 4년(1653)에 또 다시 도호부
로 복구되었고, 2년 뒤에 노비가 주인을 죽인 강상죄가 발생하여 다시 현으로 강등되었
다. 그러나 1674년에는 또다시 도호부로 복구되었다.
화성지역은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 정조 이후 크게 주목 받기 시작했다. 정조 13년
(1789) 생부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묘소를 양주(楊州)에서 수원 화산(華山)으로 이장하였
다. 이에 따라 읍치를 현재의 팔달산 기슭으로 옮겼으며, 정조 17년(1793)에는 현륭원(顯
隆園)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원을 화성(華城)으로 개호하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
켰다. 당시 신도시 ,화성은 기존의 개성, 강화, 광주와 더불어 수도 한양을 동서남북에서
호위하는 4유수부체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화성유수부에는 정2품의 유수 2명을
두었는데, 하나는 경기관찰사를 겸하고 나머지 하나는 전관유수로서 장용외사(壯勇外使)
및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하도록 하였다. 유수부로의 승격과 그에 따른 직제 개편
에서 정조가 화성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조는 나아가 이곳으
로 천도할 목적으로 화성을 3년에 걸쳐 축조하였다. 1794년 화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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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곽과 신도시 건설을 주관·총괄할 총리에는 초대 유수를 지낸 영중추부사 채제공을
임명하고, 수원부사를 거쳐 훈련대장으로 재임하던 조심태를 수원유수 겸 감동당상(監董
堂上)에 임명하였다. 화성 축조에는 계획 당시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조를
비롯한 조정의 열정과 정약용(丁若鏞) 등에 의해 개발된 거중기 등에 힘입어 정조 20년
(1796) 2년 7개월 만에 완료되었다. 실제로 천도는 실행되지 못했으나, 화성에는 정조가
재위기간 중 매년 현륭원에 행차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행궁을 조성하였으며, 그
주변에 경제적으로 도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조영되었다.
고종 32년(1895)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수원과 남양은 군이 되었으며, 수원은 다음해
에 경기도 관찰부의 소재지가 되었다. 1913년에는 수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남양
은 1896년에 4등군이 되었으나, 1914년에 이르러 영흥면, 대부면이 부평군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수원군에 병합되었다. 1931년 수원면이 읍(邑)으로 승격하고,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었으며, 외곽의 수원군은 화성군으로 분할되는 동시에 음덕면을 남양면
으로 개호하였다. 1960년에는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되면서 화성군은 1읍 18면으로
개편되었다.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되었으며, 1970년 화성군청이 오산읍 원
동으로 이전하였다. 이어서 1976년 반월도시개발 지원사업소는 반월지구 출장소로 승격
되었으며, 1983년 반월면의 월암, 초평 2개 구역을 시흥군 의왕읍에 넘겨주지만 반월출
장소는 1986년 1월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1989년에는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화
성군으로부터 분할 독립되었고, 1995년 반월면(半月面)이 안산시·수원시·군포시에 분리,
편입되었다. 1998년 봉담면이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2001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하
면서,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승격하였다. 2003년 우정면이 우정읍으로 승격되고, 2006년
태안읍을 폐지하고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으로 전환 설치하
였다. 2007년 향남면을 향남읍으로 승격하고, 동탄동을 신설하였다. 2008년엔 동탄2동
을, 2009년엔 동탄3동을 설치하였다. 2014년 남양동이 남양읍으로 전환되었으며, 2015
년 화성시 조례 제965호에 의해 동탄면에서 동탄면, 동탄4동(14통)으로 분동하였다. 이
후 2018년 동탄면 폐지 및 새솔동, 동탄5동, 동탄6동, 금곡동 등을 설치하여 화성시는
현재 4읍 9면 13동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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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고지도에서의 조사지역(대동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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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고지도에서의 조사지역(광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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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근세지도에서의 조사지역(1910년대 조선총독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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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본 지표조사는 문헌조사, 사전조사, 현장조사, 자료의 정리 및 검토, 조사내용 종합 및
조사단 의견 설정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시지, 각종 지리지 기존 조사보고서와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을 이
용하여 사업구역 내 문화재와 사업구역 주변 1km 이내 문화재를 확인하였고, 사업지역
주변의 사회·민속 조사 및 지명유래 분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현장조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조사대상지를 중심
으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면밀히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사진촬영과 현장노트 및 지
도기재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였다. 현지조사 진행 도중에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는 지점
에 대해서는 지형도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였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지
역 주변 문화재 가운데, 사업구역에 영향을 받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
사도 병행하였다. 이는 조사지역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가 이번 사업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을 직·간접적인 영향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1. 조사지역 주변 1km 내 문화재 현황
금번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반경 1km 이내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는 모두 30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을 이용하여 1:25,000 지형도에 위치를 표시하였
다.
확인된 주변 문화재의 세부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
1-11 )
1)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98)(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시

기 : 삼국~조선시대

해당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 일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오산천을 중심으로 A·B
구역은 오산천 동쪽, C·D구역은 오산천을 포함한 서쪽지역이다. 조사 당시 수도권 제2순

98) 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 2009,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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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고속도로 공사부지가 조사지역 상단의 중앙부근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었다.
한백매장문화재연구원(現한백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
과, A·B구역에서 3개소의 유물산포지와 3개소의 표본시굴지
역이 조사되었고, 수습유물로는 3개소의 유물산포지에서 삼
국~조선시대의 기와, 토기,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C·D구역
에서는 8개소의 유물산포지와 3개소의 표본시굴지역이 조사
되었고, 수습유물로는 삼국~조선시대의 토기, 자기, 석기 편
들이 수습되었다.
해당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세부 지점은 다음과 같다.

1-1 )
1-①)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물산포지1-A,B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6852번지 일원

-시

기 :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 778m

1-2 )
1-②)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물산포지2-A,B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3523번지 일원

-시

기 : 삼국~고려시대

-이격거리 : 1000m

1-3 )
1-③)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표본시굴구역2-A,B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74057번지 일대

-시

기 :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 952m

1-4 )
1-④)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표본시굴구역3-A,B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송리 66369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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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격거리 : 905m

1-5 )
1-⑤)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표본시굴구역5-C,D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1리 일대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격거리 : 554m

1-6 )
1-⑥)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표본시굴구역6-C,D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1리 일대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격거리 : 10m

1-7 )
1-⑦)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물산포지7-C,D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방교리·송리 일원

-시

기 :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 600m

1-8 )
1-⑧)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물산포지8-C,D구역(도면 8-◯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일원

-시

기 :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 692m

1-9 )
1-⑨)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물산포지9-C,D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일원

-시

기 :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 4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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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⑩)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물산포지10-C,D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77번지 일원

-시

기 :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 263m

1-11 )
1-⑪)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유물산포지11-C,D구역(도면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503번지 일원

-시

기 : 고려시대

-이격거리 : 120m

2) 오산 은계동 유물산포지99)(도면 -②)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산 1번지 일대

-시

기 :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 116m

해당 지역은 오산시 비상급수시설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구릉(73.4m)일대이다. 구릉의 남동쪽에는
근대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남서쪽에는 필봉
정상부와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다.
조사 결과, 이 일대에서 삼국시대 회청색 격자타
날문 토기편과 고려·조선시대 도기호편 등이 수습되
었다.

3) 오산 수청동 유물산포지100)(도면 -③)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산 41번지 일대

-시

기 :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 256m
99) 문화재 GIS 인트라넷시스템.
100) 세종대학교박물관·오산시, 2005,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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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화성초등학교 뒤편 구릉의 서사면 일
대이다. 이 구릉은 필봉산(해발144m)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려오는 지형으로서, 화성시 동탄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세종대학교박물관의 조사 결과, 유물은 밭과 소로
의 경계면에서 고려·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회
청색의 타날문 연질 도기호 편 및 회청색의 복합문
타날 암키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4) 화성 금곡리 유물산포지5101)(도면 -④)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87번지 일원

-시

기 : 삼국~고려시대

-이격거리 : 220m

해당 지역은 해발 144m의 필봉 정상부에서 남쪽
으로 약 1㎞ 가량 내려 온 해발 114.5m의 봉우리
정상부 일대로 서편의 오산 일대와 동편의 동탄면
일대가 훤히 조망되는 전망이 탁월한 지역이다.
조사 결과,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 시문된 연질토
기 동체편과 집선문이 타날 시문된 회백색 연질토
기 호류, 격자문과 사집선문이 시문된 기와류 등과
더불어 다량의 철복편을 채집되었으며, 채집한 유물과 입지로 볼 때 삼국시대와 고려시
대의 관방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5) 화성 금곡리 유물산포지102)(도면 -⑤)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503번지 일원

-시

기 : 고려시대

-이격거리 : 334m

101) 문화재 GIS 인트라넷시스템.
102) (재)한성문화재연구원, 2015, 『오산세교~지방도 317호선 연결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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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서고동저의 형태로, 조사지역 내 산
지는 해발 74m로 낮은 편이며 산지 동사면의 곡간
부는 동남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곡리의 산사면
말단부 부터 오산천 사이에는 해발 23~26m의 소규
모 평탄지가 오산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
어 있다.
(재)한성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
지역에서 유물산포지와 공사지역이 중첩된 지점에서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었고, 기타 지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유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
였다.

6) 화성 금곡리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지1103)(도면 -⑥)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507번지 일원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격거리 : 281m

해당 지역은 서고동저의 형태로, 조사지역 내 산
지는 해발 74m로 낮은 편이며 산지 동사면의 곡간
부는 동남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곡리의 산사면
말단부 부터 오산천 사이에는 해발 23~26m의 소규
모 평탄지가 오산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
어 있다.
(재)한성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
지역에서 유물산포지와 공사지역이 중첩된 지점에서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었고, 기타 지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유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
였다.

7) 화성 금곡리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지104)(도면 -⑦)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437번지 일원

-시

기 : 역사시대미상

103) (재)한성문화재연구원, 2015, 『오산세교~지방도 317호선 연결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04) (재)한성문화재연구원, 2015,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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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 232m

해당 지역은 서고동저의 형태로, 조사지역 내 산
지는 해발 74m로 낮은 편이며 산지 동사면의 곡간
부는 동남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곡리의 산사면
말단부 부터 오산천 사이에는 해발 23~26m의 소규
모 평탄지가 오산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
어 있다.
(재)한성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
지역에서 유물산포지와 공사지역이 중첩된 지점에서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었고, 기타 지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유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
였다.

8) 오산 내삼미동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지105)(도면 -⑧)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산5-1번지 일원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격거리 : 428

해당 지역은 서고동저의 형태로, 조사지역 내 산
지는 해발 74m로 낮은 편이며 산지 동사면의 곡간
부는 동남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곡리의 산사면
말단부 부터 오산천 사이에는 해발 23~26m의 소규
모 평탄지가 오산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
어 있다.
(재)한성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
지역에서 유물산포지와 공사지역이 중첩된 지점에서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었고, 기타 지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유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
였다.

105) (재)한성문화재연구원, 2015,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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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산 내삼미동 유물산포지106)(도면 -⑨)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산5-1번지 일원

-시

기 : 고려시대

-이격거리 : 446m

해당 지역은 서고동저의 형태로, 조사지역 내 산
지는 해발 74m로 낮은 편이며 산지 동사면의 곡간
부는 동남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곡리의 산사면
말단부 부터 오산천 사이에는 해발 23~26m의 소규
모 평탄지가 오산천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
어 있다.
(재)한성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
지역에서 유물산포지와 공사지역이 중첩된 지점에서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었고, 기타 지형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유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하
였다.

10) 오산 내삼미동 유물산포지4107)(도면 -⑩)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42-1번지 일원

-시

기 : 고려시대

-이격거리 : 398m

해당 지역은 오산대역 동북쪽의 남-북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구릉의 서사면에 해당된다. 조
사 당시 구릉 서사면 말단부는 계단식의 밭으로 이
용되고 있었고, 사면 중간부분에는 근래에 조성된
분묘가 위치하며, 구릉사면 말단부는 경작과 공장건
물 등에 의해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였다.
세종대학교의 조사 결과, 구릉의 사면 말단부와 소로에서 고려·조선시대의 자기 및 기
와편 등이 채집되었다.
106) (재)한성문화재연구원, 2015, 앞의 책.
107) 세종대학교박물관·오산시, 2005, 『오산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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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산 내삼미동 안삼미 성황당108)(도면 -⑪)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15-7번지

-시

기 : 근대/일제강점기~현대

-이격거리 : 521m

안삼미 마을 초입의 수령 150년 정도의 향나무다.
마을 공동으로 제를 지내지는 않지만, 오가는 주민들이 치
성을 드린다. 영험이 있다고 하여 인근 무당들이 기도를 하거
나 굿을 하기도 한다.

12) 오산 내삼미동 유적2109)(도면 -⑫)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15-4번지 일대

-시

기 : 청동기, 원삼국, 고려시대

-이격거리 : 460m

해당 유적은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조사를 통해 보
고되었다. 위치는 오산대역 동측의 동서 방향으로
발달한 설상의 구릉(해발 45.5m)일대에 해당되며,
조사 당시 구릉의 서쪽 사면 일대에는 근대의 분묘
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동쪽 사면과 말단부는 계단
식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구상유구
가 구릉의 정상부와 남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주거지에
서 무문토기편과 지석 등이 출토되었으며 제토과정 중에 원삼국시대 토기편과 고려시대
도기편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유적이 유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108) 세종대학교박물관·오산시, 2005, 앞의 책.
10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2차 지도위원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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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궐동천 도심하천복원사업 부지 내 유적110)(도면 -⑬)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궐동 궐동천 일원

-시

기 : 고려~조선시대

-이격거리 : 710m

해당 지역은 궐동천 일원으로 조사 당시 대부분
도로 및 주택 등으로 인해 원지형이 훼손되었다.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 4개 지점 중
4지점에서 유물산포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고려~조선시대 도기와 자기가 소량으로 채집되었
다.

14) 내삼미동 유물산포지1111)(도면 -⑭)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493-58답 일대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격거리 : 990m

해당 지역은 낮은 구릉과 계곡부, 그리고 저지대
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남편에 위치한 수청동은 가
옥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조사 당시 일부 지역은
제척구간으로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
에 있어 형질변경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 수청동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
어 비교적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 금암동에서 지정된 지석묘 7기, 추가로 1기, 조사
지구 바깥에서 1기를 확인하였고, 금암동에서 유물산포지 7개소, 내삼미동 3개소, 외삼미
동 1개소, 세교동에서 4개소 등 총 15개소의 유적을 확인하였다.

110)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앞의 책.
111) 경기문화재단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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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산 내삼미동 유적112)(도면 -⑮)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2번지 일대

-시

기 : 청동기~조선시대

-이격거리 : 744m

해당 지역은 오산대역 북동쪽에 위치한 구릉(해발
57m)일대로서, 유적의 지형은 대략 동서방향으로
발달한 야트막한 구릉(해발 42m~57m)으로 4개의
소구릉과 그 사이의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 결과, 유구는 청동
기시대~삼국, 고려, 조선의 것들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구상유구에서 무문토
기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고, 삼국시대의 주거지와 수혈유구에서는 타날문토기편을 비롯
하여 회청색경질 고배의 대각편과 구연부편, 회황색연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의 수혈유구에서는 자기, 도기, 기와 등이 수습되었다.

16) 오산 내삼미동 안삼미 음지말 웃우물113)(도면 -⑯)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155번지

-시

기 : 근대/일제강점기~현대

-이격거리 : 852m

필봉산 산제 후에 음지말 웃우물에서 우물고사를
지낸다. 우물 위에 시멘트로 보호각을 세웠다. 우물
뒤에는 오래 된 향나무가 있다. 현재는 고사했으나,
신목으로 모시고 고사 후에 폐백을 둘러놓는다. 예
전에는 식수로도 사용했으나, 지하수 개발로 수량이
줄었다고 한다. 현재는 산제사 때나 도토리묵 앙금
을 내릴 때만 사용하고, 농수로도 이용한다.

112) 기전문화재연구원, 2006,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4차 지도위원회의자료.
113) 문화재 GIS 인트라넷시스템.

28

17) 오산 내삼미동 유물산포지1114)(도면 -⑰)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산21-1번지 일대

-시

기 : 청동기~조선시대

-이격거리 : 662m

해당 지역은 내삼미1동의 마을회관 동쪽에 남-북
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필봉(해발144m)의 정상부
와 서사면 일대이다. 조사 당시 필봉의 능선부는 현
재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서쪽사면에 근대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다. 서쪽 사면 말단부와 계곡부
는 계단식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세종대학교 박물관의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무
문토기편이 채집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 박물관의 조사 결과, 유물은 구릉 전체에서 채집
되었는데, 삼국시대의 회청색경질 타날문토기편과 고배편, 고려·조선시대의 도기편 및 기
와, 자기편 등이 다량 확인된 것을 보아,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관방유적
과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유적 및 생활유적이 각각 유존해 있을 가
능성이 높다.

18) 유물산포지115)(도면 -⑱)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격거리 : 589m

해당 지역은 금곡리의 주택건설 부지이다.
수원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
내에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114)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화성 동탄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오산시, 2005, 앞의 책.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6,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15) 수원대학교박물관, 2005, 『화성 동탄면 금곡리 주택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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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성 금곡리 산51-2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116)(도면 -⑲)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 51-2번지 일원

-시

기 : 삼국~조선시대, 역사시대미상

-이격거리 : 860m

해당 유적은 서경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필봉(해발144.1m)의 동쪽 능선의 끝
자락에 위치하는 해발 26~65m의 산지 지형이며,
크게 세 개의 능선과 그 사이에 생성된 골짜기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발굴조사 결과, 초기철기(삼국시대)와 통일신라기
의 3~7세기 유적과 고려시대 이후로 판단되는 유구
가 총 131기 확인되었다.

20) 금곡리 분묘군117)(도면 -⑳)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시

기 : 역사시대미상

-이격거리 : 961m

해당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본담읍에서 동탄면까
지의 동서축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서 오산시
양산동까지의 남북측을 중심으로 좌우 100m내이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의 지표조사
결과, 고고분야에서 유물산포지 8개소, 분묘유적 1
개소, 토기가마터 1개소 그리고 유적입지로 본 매장
문화재 분포가능지역은 7개소가 새로이 확인되었다.

116) (재)서경문화재연구원, 2014, 『화성 금곡리 유적』.
11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2002,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30

[도면 7] 조사지역 1㎞내 주변유적 분포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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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역 내 문화재 현황
금번 지표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금곡동 516번지 일원으로 조사지역의
전체 면적은 29,477㎡이다.
조사지역은 필봉산의 북동쪽줄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동쪽으로 약 430m 떨어져 오산
천이 남류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해발 약 140m의 필봉산 정상이 위치하고 있다.
본 사업구간에 속한 화성시 금곡동 516번지 일원은 오산 현충로와 금곡로가 만나는 사
거리에서 화성 통탄방면의 금곡로를 따라 약 900m 이동하면 나오는 산지 및 폐경작지로
남쪽으로는 삼지전자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금곡로 소로길과 인접한 논경
작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은 대부분 논경작지 및 산지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중소규모의 공장과 민가들이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다.
현장조사결과 조사지역의 북동쪽 지역은 자원재활용공장이 운영되었던 곳으로 2009년
에는 조사지역의 북쪽 중앙부까지 확장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과거 위성사진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지역은 자원재활용공장이 폐쇄된 후 단을 이룬 형태로 대지
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로 보아 원지형은 이미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 북서쪽에 위치한 산지임야 및 폐경작지는 과거 지형도 및 토양분포도 검토결
과 선상지/곡간지에 해당하는 지형으로 건물조성을 위한 절개 등이 이루어진 후 폐기되
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상태이다. 과거 위성사진 검토 시 이 지역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산지임야의 원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건물조성 및 경
작지 조성을 위해 원지형이 대부분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2 참조)
한편 조사지역의 남쪽에 해당되는 산지지역은 조사결과 정상부는 절개되어 묘목의 식
재 또는 경작을 위해 평탄지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능선의
사면은 이장 및 묘목 등의 이전을 위해 이미 장비길 및 구덩이 등의 조성으로 일부 훼손
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편 사면의 하단 단애면에서는 이미 풍화암반이 노출되어 확인
되고 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지역의 북동쪽 및 북
서쪽 지역은 이미 원지형이 대부분 유실되거나 지형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며, 남쪽의 산지지역의 경우 원지형이 일부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면의 하단에서 풍화
암반층이 노출되어 확인되고 있어 문화층이 잔존해 있을 퇴적층의 존재는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조사지역은 매장문화재의 부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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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사지역 과거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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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 과거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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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조사지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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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 민속분야 및 지명유래
1) 사회·민속분야118)
(1) 설화 및 전설

-운암들
아주 오랜 옛날, 오산천에 제방이 없어 장마만 지면 물이 범람하여 농사에 막대한 피
해가 있었다. 제방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고민하던 어느날 길을 지나던 어느 몸집
큰 과객이 금암리 어느 진사의 집에서 식객노릇을 하게 되어 며칠동안을 무위도식하며
지내다 신세갚음으로 오산천의 제방천을 쌓아 줄테니 큰 가래 하나와 통돼지 일곱 마리
와 술 일곱동이를 준비해 달라고 하였다.
진사는 어이가 없었으나 과객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수원에서 큰가래삽과 물프
레 나무를 베어 오산으로 왔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에 과객이 하루종일 낮잠을 자고는
저녁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였는데 과객은 큰 가래를 한 손으로 들고 개천의 흙과 모래를
떠서는 왼쪽에 쌓고 또 떠서는 오른쪽에 쌓으면서 통돼지와 술을 먹고 일을 계속하니 순
식간에 오산천 제방이 만들어졌다.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길을 떠났고 과객의 이름을 물었으나 말하지 않았다. 그런
데 과객이 오산을 떠나 화성군 동탄면 미륵뎅이를 지나 영천리를 가다 길 가운데 과객을
가로막는 나무 두 그루를 뿌래째 뽑아놓고 운암발목(雲岩拔 木)이라 써놓아 주민들이 그
제서야 그 과객의 이름이 운암인줄 알게 되었고, 그에 대 한 고마운 마음에 그때부터 오
산천변의 들을 "운암들"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 민속놀이

-금곡2리 신암마을 산신제
경기도 화성시 금곡2리 신암마을 주민들이 참나무에 지내는 산신제이다. 부정을 타지
않은 70세 이상의 할아버지를 당주로 선임하여 제를 지내며 소고기와 소의 간을 참나무
에 대고 왼쪽 방향으로 꼰 새끼줄로 칭칭감아 제를 지낸다. 옛날에는 소를 잡았고, 삼색
과일이나 북어 없이 지냈다고 한다. 또한 당주의 대문 밖에는 황토를 뿌리고 당주의 집

118)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 『화성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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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려서 부정탄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새우젓과 같은 비린 음식을 금할 만큼 엄
격했다고 한다.

2) 지명유래119)
-동탄면
동탄면은 화성시의 동쪽 끝에 위치한 면으로 동서로는 경부고속도로가 면을 지나고 있
다. 동탄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옛 수원군의 동북면(東北面)과 어탄면(漁灘面)을 합
친 것이다.『동국여도』를 보면, 현재의 동탄면에 해당하는 곳에 동진면(東鎭面)·어탄면이
표시되어 있다. 동진면은 동북면의 다른 이름이다. 옛 동북면은 지금의 동탄면 북부지역을,
어탄면은 지금의 동탄면 남쪽 지역을 각각 관할하고 있었다.
동탄면은 2007년에 동탄동으로 행정 분리되었고120) 2007년 화성동탄 지구로 지정되다
가 2018년 1월에 폐지되었다.

-금곡리(금곡동)
마을 앞에 산이 있다. 산에서 금이 많이 난다 하여 금곡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자연마을
로는 도봉, 윗말, 가운데말 등이 있다. 도봉은 옛날 이 부락이 밀물과 썰물의 조수작용으
로 때때로 섬을 이루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윗말은 금곡리 마을 맨 위에 자리잡은 마
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으로 상촌이라고도 부른다. 가운데말은 금곡리 마을 중 가운데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으로 중촌이라고도 부른다.
금곡리는 본래 화성시 동탄면에 속해 있었으나 2018년 동탄면이 폐지되면서 금곡동으
로 행정 분리되었다.121)

119)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지명』 .
120) 현재 동탄동은 1동~6동으로 분리되어 있다.
121) http://www.hscity.go.kr/(화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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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금번 지표조사가 실시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금곡동 516번지 일원으로 신원개발 주
식회사는 이 지역에 대하여 의료시설(요양병원) 신축을 예정 중에 있다. 이에 (재)혜안문
화재연구원에서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전체 면
적은 29,477㎡이다.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지표조사의 조사단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구간에 속한 경기도 화성시 금곡동 516번지 일원은 오산 현충로와 금곡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화성 통탄방면의 금곡로를 따라 약 900m 이동하면 나오는 산지 및
폐경작지로 남쪽으로는 삼지전자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금곡로 소로길과
인접한 논경작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은 대부분 논경작지 및 산지임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중소규모의 공장과 민가들이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다.

2. 현장조사결과 조사지역의 북동쪽 지역은 자원재활용공장이 폐쇄된 후 단을 이룬 형
태로 대지정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원지형은 이미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
지역 북서쪽에 위치한 산지임야 및 폐경작지는 과거 지형도 및 위성사진 검토 결과
2000년대 이후 건물조성 및 경작지 조성을 위해 원지형이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보여진
다. 조사지역의 남쪽에 해당되는 산지지역은 조사결과 정상부는 절개되어 묘목의 식재
또는 경작을 위해 평탄지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능선의 사면
은 이장 및 묘목 등의 이전을 위해 장비길 및 구덩이 등의 조성으로 일부 훼손이 이루어
진 상태로 사면의 하단 단애면에서는 풍화암반이 노출되어 확인되고 있다.

3.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사지역의 북동쪽 및
북서쪽 지역은 이미 원지형이 대부분 유실되거나 지형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
여지며, 남쪽의 산지지역의 경우 원지형이 일부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면의 하단에서 풍
화암반층이 노출되어 확인되고 있어 문화층이 잔존해 있을 퇴적층의 존재는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매장문화재의 부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지표조사는 어디까지나 지형과 지상에 노출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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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위 문화재 외에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사업시행
자는 문화재청 등, 문화재 관련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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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지역
면

적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지표
조사
조사기간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화성 금곡동 516번지 외 6필지 의료시서(요양병원)

기간
경기도 화성시 금곡동 516번지 일원
전체사업면적
29,477㎡
사업
의료시설(요양병원)
지표조사면적
29,477㎡
신축
목적
연락처
기관명
신원개발 주식회사
031-723-8221
김신래
(재)혜안문화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김도훈 조사원 이하
재연구원
김희정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2018년 05월 08일 ~ 2018년 05월 14일(현장조사 1일)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2일, 보고서 작성 1일)
고고·역사
분야

지정문화재
비지정
조사결과
문화재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지상문화재
조사
신규
기존
결과
매장문화재
신규
기존+신규
기존
건축물
신규
기존
민속자료
신규
주변문화재

조사기관
종합의견

사업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3,751,00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없음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등 총 29개소
□ 유적 있음 ■ 유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본 사업구간에 속한 경기도 화성시 금곡동 516번지 일원은 오산 현충로와 금곡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화성 통탄방면의 금곡로를 따라 약 900m 이동하면 나오는 산지
및 폐경작지로 남쪽으로는 삼지전자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금곡로 소
로길과 인접한 논경작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은 대부분 논경작지 및
산지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중소규모의 공장과 민가들이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의 북동쪽 및 북서쪽 지역은 이미 원지형이 대부분 유실되거나
지형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남쪽의 산지지역의 경우 원지형이 일
부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면의 하단에서 풍화암반층이 노출되어 확인되고 있어 문화
층이 잔존해 있을 퇴적층의 존재는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매장문화재의 부존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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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5월

14일

기관명 :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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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

42

유적없음

-

면적
시대
(㎡)

-

-

유적구분
종류

-

기
존

신
규

-

-

조사의견
의견 조사
구분 면적(㎡)

-

-

비고
사유

-

-

Ⅵ. 사 진 자 료

<사진 3> 조사지역 전경1(남동→북서)

<사진 4> 조사지역 북동쪽 舊자원재활용공장 부지 전경

44

<사진 5> 조사지역 북쪽 중앙부 舊자원재활용공장 부지 절개면 전경

<사진 6> 조사지역 북서쪽 산지임야 및 폐경작지지역 폐건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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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지역 북서쪽 산지임야 및 폐경작지지역 폐건물 조성 절개면 전경

<사진 8> 조사지역 남쪽 산지지역 정상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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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지역 남쪽 산지지역 서쪽경계면 밭경작지 전경

<사진 10> 조사지역 남쪽 산지지역 중간부 단면 노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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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지역 남쪽 산지지역 중간부 구덩이 노출 전경

<사진 12> 조사지역 남쪽 산지지역 중간부 장비길 조성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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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조사지역 남쪽 산지지역 하단부 풍화암반 노출 전경

<사진 14>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 금곡로 소로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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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조사지역 동쪽 경계지역 금곡로 소로길 전경

<사진 16> 현장 조사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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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금곡동 516번지 외 6필지 의료시설(요양병원)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8. 05. 印刷
2018. 05. 發行
발행처 (재)혜안문화재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13, 702호(구갈동, 칼리지포인트)
Tel. 031-893-6940 / Fax. 031-893-6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