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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본 보고서는 (재)고운문화재연구원이 (주)조은빌리지의 의뢰로 실시한 ‘세종 내판리(산
39-2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곡리 산39-2임(林)외 2필지이며, 사업부지 주변에
2.
‘세종 용호리 유물산포지4’와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발굴조사지역’이 위치한다. 지표조
사 대상면적은 29,736㎡이다.
3. 조사기간은 2018년 06월 12일부터 2018년 06월 18일(현장조사 1일) 까지이며, 현장조
사는 2018년 06월 14일에 착수・완료하였다.
4. 본문의 지형도는 국립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에서 발행한 수치지형도를 이용
하였고, 이를 도판에 맞추어 편집하였다.
5. 본문의 고지도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에서 발췌하였다.
6. 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단면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이다.
7. (재)고운문화재연구원은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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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세종 내판리(산39-2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사업시행자인 (주)조은빌리지(대표 : 윤수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
리 산39-2번지 일원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를 제출하였다. 이에 세종시에서는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를 회신했는데, 주택
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신청지역은 주변에 유물산포지(세종 용호리 유물산포
지4)와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발굴조사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사업대상지
역 내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검토되었다. 이에「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
이에 (주)조은빌리지에서는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부존여부를 확인함
과 동시에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추후 사업범위에 대한 관련법
령에 근거한 문화유산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재)고운문화재연구원에 국비지원 문화
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신청 및 협의를 완료한 후 지표조사에 착수하였다.2)

3.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39-2번지 외 2필지
(중심지역 좌표 : 북위 36° 32′ 40.29″・동경 127° 19′ 30.78″)
○ 조사면적 : 29,736㎡

4. 조사기간
2018년 06월 12일 ∼ 2018년 06월 18일(현장조사 : 1일)
- 사전조사 : 2018. 06. 12.
- 현장조사 : 2018. 06. 14.
1) 사업계획승인(대지조성사업)신청서 추가 보완 안내(건축과-30289호 ; 2018. 06. 08-내판리 산
39-2 외, 조은빌리지 윤수중-지표조사).
2) 한문협 2018-0448호(2018. 06. 11.) ; 지표조사 국비지원 회신(세종 내판리 산39-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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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018. 06. 15. ∼ 2018. 06. 18.

5. 조사단구성
조사단장및
책임조사원

: 김경범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장)

조

: 오운형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사

원

준 조 사 원

: 임현묵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2팀장)

6. 사업시행자
(주)조은빌리지(대표 : 윤수중)

문화재 지표조사는 일차적으로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 대
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단
이 도보로 기존에 보고된 유적을 확인하고,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유적을 확인하는데 주력하였다.
보고서의 작성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임현묵이 원고를 작성하였다. 도면과 사진
의 기록 및 편집은 임현묵의 주도로 길선종(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도왔으며, 이를 오운형이 검토・수정하여 김경범이 최종 교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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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의 환경
1. 세종시의 자연・지리적 환경3)
세종특별자치시는 한반도의 중부권
내륙도시로 충청남도 동북부에 위치한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리적 위치는
북쪽 끝이 소정면 대곡리로 북위 36°
43′ 09″・동경 127° 10′ 34″이며, 남쪽
끝이 금남면 용포리로 북위 36° 27′ 5
3″・동경 127° 16′ 43″이다. 서쪽 끝은
전의면 금사리로 북위 36° 36′ 39″・동
경 127° 10′ 03″ 이며, 동쪽 끝은 금남
면 부용리로 북위 36° 30′ 39″・동경
127° 20′ 59″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형은 평면 형태
는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긴 형태를

도면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도두
( 피디아 : doopedia.co.kr)
(● : 조사지역)

하고 있어 남부와 북부의 지형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치원읍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은 대체로 저위평탄지역(低位平坦地域)으로 되어 있으나 북쪽의 전의면과 전동
면 지역은 차령산맥이 지나면서 운주산(460m), 금성산(424m), 국사봉(403m)등과
같은 높은 산지형(山地形)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오랫동안 침식이
이루어져 저산성 구릉지로 되어 있으며 하천들이 가로지르고 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연동면 내판리는 면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연동면
응암리, 서쪽으로는 연동면 문주리, 남쪽으로는 연동면 명학리, 북쪽으로는 연동면
노송리에 접하고 있으며, 출동산(148.9m) 북쪽 가지능선 동쪽사면부와 바로 동쪽에
자리한 평야지대 및 구릉 일부를 포함한다. [도면 1]
세종특별자치시의 수계는 금강, 조천천, 그리고 미호천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하
천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넓은 곡창지대(穀倉地帶)를 이루고 있다. 금
남면에서 발원한 삼성천은 북류하여 금강에 합류하며, 전의면에서 발원한 오천이
남동류하여 충청북도 진천・음성군에서 발원하여 흘러 들어온 미호천과 합쳐져서
남류하다가 금강에 유입된다. 금강은 군의 남부를 서류하여 공주시로 흘러가는데,
한반도 중부의 중요한 내륙 수운으로서 수심이 깊고 수량도 풍부하여 부강리까지

3)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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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선박이 드나들었다. 금강의 주요 지류로는 병천천, 미호천, 대교천, 용수
천, 정안천 등이 있는데, 그 중 미호천은 진천군 광혜원・무제산 등과 음성군 가엽
산 등지에서 흘러오는 지류가 만나 청주분지 등 곡창지대를 끼고 충청남도 연기군
까지 흘러 금강 상류에 합류한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내판리 서쪽으로 미호천이 자리하고 있다. 증평군에서 발원한
미호천은 청주시를 지나 조치원에서 조천천과 합류한 후 문주리 서쪽을 북-남방향
으로 가로질러 연기면 세종리에서 금강과 합수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에 해당되는 각종 변성암류와 중생대 쥬라
기의 대보화강암 및 이들을 부정합으로 피복한 신생대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기군의 북부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는 지금부터
약 8억년 이상 된 암석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서산층군에 해당되는 편마암 · 편암 ·
대리암 등과 흑운모 내지 화강암으로 약 1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인데, 구성암
은 주로 흑운모 · 화강암 · 각섬석이다. 대보화강암은 연기군의 남부에 주로 분포되
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세종특별자치시의 북측 반은 변성암류가 분포되어 있
고, 남측 반은 화강암류가 분포되어 있다. 한국의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고지기층에 속하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도면 2]
① 분포지형

② 퇴적양식

③ 토양모재도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 ①분포지형・②퇴적양식・③토양모재도(http://soil.rd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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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편은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지
나가고, 서쪽으로 호남고속도로와 논산-천안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대전-유
성 연결도로가 지나가며, 남-북으로 국도 1호선이 지나간다. 대전 유성지역-행정복
합도시-청주 오송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30.7㎞)를 운영하며, 조
치원읍 상리에 조치원공용버스터미널이, 나성동에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에서 떨어져 있는 내
륙에 위치함으로써 내륙성기후의 특징을 보이므로 중부내륙형에 속한다. 지형 상
분지지형이며, 주변에 세종보, 금강, 호수공원 등의 영향으로 봄, 가을, 초겨울에 안
개가 자주 나타나는 편이다. 기온은 1월 평균기온 -6.0℃, 8월 평균기온 30.8℃이
고 연평균 강수량은 1,400㎜이다.

2. 세종시의 고고・역사적 환경
1) 고고학적 환경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고고학적 환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내에서
발굴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인 양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구석기시
대 유적으로 지표조사 당시 송담 2리 유물 산포지, 종촌리 도림이 마을 유물산포지
등 12곳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의 수습4)되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추정된다.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구역 내 Ⅰ-2구역의
32지점, 종촌리 도림이 마을이 있다. 여기서는 세석인 석핵, 긁개, 찌르개, 뚜르개,
격지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5)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구석기시대 유적과 마찬가지로 확인된 예가 많지 않다. 연
기 대평리 유적6), 연기 석삼리 유적7)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존재가 확인되어
신석기문화에 대한 단초가 마련되었다.
청동기시대가 되면 이 지역 유적의 수는 급속히 증가한다. 연기군 동면 청송리
등의 무문토기 산포지, 서면 봉암리의 동과・세형동검 출토지8), 금남면 장재리, 박
산리, 봉기리, 석교리, 신촌리와 남면 월산리, 동면 송용리 등지의 지석묘9) 등이 확
4) 충청문화재연구원・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공사, 2006,『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고고분야-』.
5) 朴性姬・吳珍錫, 2010,『行政中心複合都市 文化財 試・發掘調査(1-2區域)報告書』, 韓國考古環境
硏究所・韓國土地公私.
6) (재)忠淸南道歷史文化硏究院, 2012,『行政中心複合都市敷地 內 3-1-C地點 燕岐 大平里 遺蹟』.
7)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1,『연기 석삼리 돌삼골유적』.
8) 金載元, 1964,「扶餘·慶州·燕岐出土 靑銅遺物」,『震檀學報』25·26·27합호.

- 5 -

인되었다.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당암리 유적10)와 연기군 남면 송원리11)・연기리
유적12),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유적 A∼C지점13)에 평면형태가 (세)장방형 또는 방
형이고, 내부시설로써 위석식 노지, 주초석 기둥배치 둥을 갖춘 주거지가 확인되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렬토기, 삼각만입석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장기면 당
암리에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위석식 노지가 있는 가락동식 주거지와 원형 및
방형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은 연기군 남면 월산리 유적14)에서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동
면 응암리 유적15)에서는 주거지 35기와 토기가마・수혈유구・환호 등과 함께 마형
대구가 출토되었다. 응암리 유적과 인접한 동면 용호리 유적에서는 주구토광묘와
수혈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송담리 유적에서도 주구토광묘가 확인되었는데, 유물은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시루, 개배 등의 토기와 철모, 철도자, 철부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연기 대평리 유적・연기 석삼리 유적16)・공주 제천리 감나무골 유적17)
등에서도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대부분 평면형태 방형의 4주식이며, 내부에는 점토
로 만든 부뚜막 시설이 확인된다.
백제시대 유적은 나성리 유적18)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송원리 유적19)을 중심
으로 송담리 유적20), 석삼리 유적21) 등지에서 석실분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당암리
가소골・막음골 유적, 당암리 소골 유적에서 백제시대 토광묘, 석곽묘, 옹관묘 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연기군과 인접한 청원 남성골 유적22)에서는 5C경의 고구려 목책
성곽과 관련된 유구들이 조사되었으며, 이보다 앞선 한성백제기의 유구도 확인되어
관련 유구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송원리 유적에서 토기가마가, 연기 대평리 유적23)에서는 주
거지 등의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 인근의 공주 공산성내에서 건물지가 확인되었으
9) 남면향도지발간위원회·조치원문화원, 2004,『南面鄕土誌』.
10)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행복도시 3-1-A지역 연기 대평리 유적』.
, 2013,『연기 장재리 유적』.
11)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연기 송담리・송원리 유적』.
12)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연기 연기리 유적』.
13)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내 3-1-A지점 연기 대평리 유적』.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내 3-1-B지점 연기 대평리 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 내 3-1-C지점 연기 대평리 유적』.
14) 충청문화재연구원, 2006,『연기 월산리 유적』.
15) 충북대학교박물관, 2010,『연기 응암리 가마골 유적(B지구)』.
16)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학연구지역 4-1・2생활권(3-2지점) 연기 석
삼리 유적 지도위원회의 자료집』.
17) 金載元, 1964, 앞의 논문, 각주6.
18)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연기 나성리 유적』.
19) 남면향도지발간위원회・조치원문화원, 2004, 앞의 책, 각주7.
20) 남면향도지발간위원회・조치원문화원, 2004, 앞의 책, 각주7.
21)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앞의 보고서, 각주 9.
22)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淸原 南城谷 高句麗 遺蹟』.
23)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각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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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주 정지산에서 화장묘, 공주 수촌리 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석곽묘가 조사
된 바 있다. 신관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1기와 토기요지 1기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송담리・송원리 유적 등지에서 석곽묘와 토광묘가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당암리 가소골 유적에서 토광묘가 확인된다. 고려∼조선시대에는 주
거와 무덤 등 다양한 유구가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중・
근세시대 역사의 모습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연기지역에는 관방유적(關防遺跡)이 많이 남아있다. 호서(湖西)의 내륙지역(內陸地
域)에 해당되는 이 지역은 고대삼국(古代三國)의 접경지역(接境地域)이었고, 특히
백제(百濟)의 도읍지(都邑地)(공주)와 이웃하였던 관계로 관방유적의 분포가 조밀하
다. 전의지역 백제산성은 널리 알려진 유적이며, 당산성 등은 백제의 남천후(南遷
後)도읍지 방비(防備)와 관련 있는 성곽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에 이르러 이전
(以前)의 산성을 확대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운주산성(雲住山城)이 그 대표적인 예이
다. 그 외에 전의면의 이성산성(李城山城), 읍내산성(邑內山城), 고려산성(高麗山城),
송성(松城), 증토산성(甑土山城)이 있고 남면의 진의리 토성재, 서면 와촌리(瓦村里)
기와말 토성배, 남면 보통리 당산성(唐山城)등이 밀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
러한 현상은 삼국시대 이래 연기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짐
작케 한다.
연기지역에는 위에서 소개한 유적 외에 요지(窯址)도 다수 발견되었다. 거의 분청
사기와 백자요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약간의 야철지(冶鐵址)와 토기요지(土器窯
址)가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전의면 금사리(金沙里)요지군·달전리(達田里)요지
군, 전동면 평말 백자요지(白磁窯址)・증말 분청요지(粉靑窯址), 서면 양진터 요지
군・도담말 분청요지가 있으며, 야철지는 전의면 양지촌 야철지와 금남면 장재리
길재 야철지가 알려져 있다. 월산리 유적이 위치한 남면일대 및 연기지역에는 미호
천과 저산성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분묘군, 요지, 토기산포지, 관방유적 등 다양한
형태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세종시 전동면 송곡리 주변에서 조사된 유적은 300m 이내에
‘세종 보덕리 하소골 성재(보덕리토성)’이 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 당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성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서쪽 벽면쪽 일부에
만 토성벽처럼 남아 있으며, 관련유물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주민들의 전
언에 따르면 구릉의 정상부에서 산자락에 걸쳐 토성이 자리했다는 증언이 있어 토
성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1㎞ 거리에는 ‘철도종합선로 구축사업 예정부지 내 유물산포지13’과 ‘세종 신안리
머지미 토기산포지1’이 있다. ‘철도종합선로 구축사업 예정부지 내 유물산포지13’은
청주시 흥덕구 강외면 오송읍 상봉리에 위치하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지형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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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퇴적양상이 양호하게 남아있고,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 도・자기편
이 산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세종 신안리 머지미 토기산포지1’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당시 조사 내용에 따
르면 지표상에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토기를 굽던 자리가 있었다고 하였고, 주변 지역에서 선 조사되었던
원삼국시대 토기산포지가 확인된 예가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원삼국시대 관련
유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24)

2) 역사적 환경(歷史的 環境)
연기현은 본래 백제의 두잉지현(豆仍只縣)으로서 신라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서 연산군 영현으로 삼았다. 연산군은 현재의 충북 문의에 해당되는데 이 지역은
신라시대에는 웅천주(公州)의 관할 하에 있었다. 웅천주 일대는 기본적으로 백제의
고토(故土)로서, 통일신라 말기 지속적인 가뭄과 경제난 속에서 옛 백제인들의 불만
이 사회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덕왕 14년(822),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일으킨 반란이다. 당시 반란을 주도하는 사람은 중앙 출신의 지방관
들이지만 지방의 토호세력과 일반 농민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 반란은 곧 중앙
정부의 대규모 토벌군이 도착하면서 진압당했지만, 통일신라 후기까지 계속되는 민
란은 이후 후삼국시대라는 새로운 분열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통일신라 말기 후백제가 흥기할 무렵, 공주 일대는 지방 호족에 의해 다스려지는
형편이었다. 그러다가 905년 공주장군 홍기가 궁예에 항복하면서 공주는 궁예의 휘
하에 있었다가, 918년 왕건이 등극하면서 궁예의 심복 이흔암이 휘하의 웅주를 포
함한 10여 주현을 갖고 후백제에 귀부하였다. 이후 925년 유금필이 연산진과 임존
군을 격파하면서 이 지역을 고려가 일시 탈환하였지만, 928년에 다시 후백제가 차
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려 초기, 태조 왕건은 이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향・소・부곡을 많이 설치하였다. 명학소의 북쪽에 자리한
연기현의 연천소와 토흥부곡 외에 청류부곡과 양화부곡, 그리고 덕평향과 대부향이
그러한데 명종 6년(1176) 명학소의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키자 이 지역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민란의 규모는 엄청나서 예산과 충주까지 세력을 확장했으
며 이듬해 정부는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키고, 현령과 현위를 파견하는 조건
으로 농민군과 타협했다. 하지만 농민군은 명종 7년(1177) 2월 정부의 불공평한 처

24) 백제문화재연구원・공주대학교박물관, 1999,『忠南地域의 文化遺蹟』第12輯, 燕岐郡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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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불만을 품고 재봉기하였으며, 정부 역시 회유책을 버리고 본격적인 토벌작전
을 감행하였다. 이어 명종 2년(1172)에 파견되었던 연기 감무를 폐지하고, 목천 감
무로 하여금 연기현까지 다스리게 하니 이것이 조선 태종 6년(1406)까지 이어졌다.
조선 초기 연기현은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중앙으로부터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
다. 그러다가 태종 6년(1406)에 목주와 연기를 나누어 연기현에도 감무를 두었고,
태종 13년(1413) 감무를 현감으로 바꿈에 따라 현감이 파견되었다. 이듬해에는 전
의와 연기를 합쳐 전기라 고쳐 부르고 전기 현감이 파견되었으며, 그 치소는 연기
현이 아닌 전의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태종 16년(1416), 다시 전의와
연기가 분리되어 각각 현감이 파견되면서 후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말선초의 지방제도 개편을 거쳐 완성된 8도제가 실시되었을 당시 연기현은 행
정적으로 충청도 관찰사의 관할하에 있었다. 그중에서도 청주목 관할 하에 있었으
며, 연기현감은 충청도 청주진 중익 병마단련판관을 겸하였다. 하지만 세조 3년
(1457), 지방 주요 지역에 거진을 설치하고 주변의 여러 진을 거진 중심으로 편성
하는 진관체제가 실시되면서 연기군은 청주진관이 아닌 공주진관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기현감은 절제도위를 겸직하면서 첨절제사를 겸하는 공주목사의 지휘
를 받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각종 지도를 보면, 고려 때부터 수로의 요지로 활용되던 나리진에 더해
연기현 동쪽으로 동진도 확인되어 금강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872년에 만들어진 조선후기 지방지도를 보면 남쪽의 연천소(燕川所)
부근에 이전에 없던 물줄기가 생기는 등 유로의 변동이 눈에 띄는데, 이 역시 당대
인들이 수로를 활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 지도 안의 동진
점(東津店)을 비롯한 읍내장과 여러 점(店)들은 이 시기 연기군 일대의 상업적 면모
를 잘 보여주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05년 5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
정・공포됨에 따라 2012년 6월 30일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종전의 충청남
도 연기군 일원, 공주시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원이 합쳐져서 2012년 7월 1일
1읍 9면 14동으로 조정된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61㎢)과 공주시(77㎢), 청원군 일부(272㎢)를 흡수한
465.23㎢로, 서울 면적의 77% 수준이다. 행정구역은 1읍(邑), 9면(面), 14동(洞)으
로 이뤄진다. 공주시 의당면과 장기면을 통합해 장군면으로, 공주시 반포면은 연기
군 금남면에 흡수되어 금남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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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및 주변 고지도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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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및 주변 고지도 ; 광여도(187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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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및 주변 근대지형도(191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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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지역의 환경과 주변의 문화재 현황
1) 조사지역의 환경
(1) 위치 및 연혁
조사지역의 행정적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39-2번지 외 2필지
이며, 중심지역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6° 32′ 40.29″・동경 127° 19′ 30.78″이다.
내판리의 북쪽으로는 연동면 노송리, 동쪽으로는 연동면 응암리, 남쪽으로는 연동
면 명학리, 서쪽으로는 연동면 문주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도면 1, 사진 1]

사진 1. 조사지역 및 주변 위성사진(http://map.naver.com)
내판리의 연혁을 보면, 본래 연기군 동이면의 지역으로서 ‘너더리’ 안쪽에 자리하
여 안너더리, 내판, 판교라고 불렀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이 이루어지면
서 상판리, 외판리, 외송리 일부를 병합하여 ‘내판리’라 하여 연기군 동면에 편입하
였다. 2012년 6월 연기군이 폐지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세종특별
자치시 연동면에 편입하였다.
지형은 곡부평야지대로 내판리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출동산(148.9m)의 북쪽 가
지능선 동쪽사면부와 바로 동쪽에 자리한 평야지대 및 구릉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내판리와 관련된 하천은 없으며 마을 서쪽에 자리한 문주리 서쪽으로 미호천이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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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향으로 곡류한다.
내판리 내 존재하는 문화재는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5・
6・7지점 유적’이 있다.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5・6・7지
점 유적’의 경우 고려시대 석곽묘, 조선시대 주거지, 건물지, 수혈유구, 분묘, 구상
유구 등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가 확인・조사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통은 내판리 중앙으로 경부선과 예양리에서 명학리로 가는 청연로(591번 지방
도)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관통하고 있다.

2) 조사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
조사지역 주변 1㎞이내에 위치하는 문화재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주로『한국지명
유래집-충청편』25)과 문화재 GIS인트라넷시스템26) 등을 참고하였다. 사전조사 결
과, 조사지역 주변 1㎞ 이내에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5・
6・7지점 유적’,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2구역) 내 세종 명학리 유적’,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Ⅰ・Ⅱ・Ⅲ구역 유적’,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3・4・6・7・9’, ‘세종 응암리 유적’, ‘연기
남면-동면간 도로확장구간 내 Ⅱ구간 유적’ 등 14개소의 유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조사지역 주변에 위치하는 문화재 분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25,000 지
형도에 주변의 문화재를 조사지역 외곽 3.0㎞까지 표시하였으며, 조사지역 주변 1
㎞이내의 유적에 대해 세부정보와 사진을 명시하였다. 이들 유적에 대한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26) 문화재청 GIS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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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문화재 분포현황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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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번 호

유

1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7지점 유적

2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6지점 유적

3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Ⅰ구역 유적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4

5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5지점 유적

6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Ⅱ구역 유적

7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2구역) 내 세종 명학리 유적

8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Ⅲ구역 유적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3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9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6

12

세종 응암리 유적(구. 연기 응암리 유적)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7

14

연기 남면-동면간 도로확장구간 내 Ⅱ구간 유적

15

세종 응암리 노곡 백제토기 출토지(구. 연기 응암리 노곡 백제토기 출토지)

16

세종 응암리 노곡 건물지(구. 연기 응암리 노곡 건물지)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8

18

세종 합강리 유적(구. 연기 용호리 유적)

19

연기 남면-동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도로부지 내 Ⅱ지역 유적

20

연기 남면-동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도로부지 내 용호리 유적(합강리 유적)

21

세종 다솜리 임흥 묘소(구. 연기 용호리 임흥 묘소)

22

세종 다솜리 임난수 묘(구. 연기 용호리 임난수 묘)

23
24

적

명

행정중심복합도시 의료복지지역 생활권5-1・2・3(시굴4-2지점) 내 94・98
유적 (94지점 추가 시굴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의료복지지역 생활권5-1・2・3(시굴4-2지점) 내 94・98
유적 및 94지점 추가 시굴조사 유적 (발굴94-1지점)

25

행복도시∼오송역 광역교통시설(1단계) 건설공사 및 토쥐장부지 내 문주리유적1

26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사업구간 내 문주리유적1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 사업구간 내 문주리유적2

28

행복도시∼오송역 광역교통시설(1단계) 건설공사 및 토쥐장부지 내 문주리유적2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2

30

연동면 송용리 마애여래입상

31

세종 응암리 노국 고분군(구. 연기 응암리 노국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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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종 응암리 노곡 절이골 고분군

33

세종 응암리 절이골 사지(구. 연기 응암리 절이골 사지)

34

세종 응암리 새말 유물산포지②(구. 연기 응암리 새말 유물산포지②)

35

연기 남면-동면간 도로확장구간 내 Ⅲ구간 유적

36

연기 남면-동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도로부지 내 응암리 추가유적

37

세종 응암리 새터 유물산포지(구. 연기 응암리 새터 유물산포지)

38

세종 명학리 홍보 묘소 및 신도비(구. 연기 명학리 홍보 묘소 및 신도비)

39

세종 명학리 명학 유물산포지②(구. 연기 명학리 명학 유물산포지②)

40

세종 명학리 명학 유물산포지①(구. 연기 명학리 명학 유물산포지①)

41

행정중심복합도시 의료복지지역 생활권5-1・2・3(시굴4-2지점) 내 94・98
유적 (발굴98-1지점)

42

연기 남면-동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도로부지 내 용호리 유적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월산리 황골고분군

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5

45

세종 노송리 유적존재가능지역

46

세종 송용리 유물산포지②(구. 연기 송용리 유물산포지②)

47

세종 송용리 송룡 고인돌(구. 연기 송용리 송룡 고인돌)

48

세종 송용리 유물산포지①(구. 연기 송용리 유물산포지①)

49

세종 송용리 육영재(구. 연기 송용리 육영재

50

세종 노송리 토기산포지(구. 연기 노송리 토기산포지)

표 1.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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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7지점 유적[도면 6-①, 사진 2]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및 내판리 일원
○ 시

대 : 고려∼조선시대

○ 성

격 : 생활유적/분묘유적/건물지

○ 이격거리 : 76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15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이

다.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로 출동산(148.9m)에서 북쪽으로 뻗은 가지능
선에 해당하며, 완만한 구릉지 및 경작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조사는 편의상 7개의 지
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고려시대 석곽묘 1기, 조선시대 주거지 26기, 건
물지 3기, 수혈유구 20기, 분묘 5기, 구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고려시대 석곽
묘에서 편병과 청동완이 출토되었고, 조선시대 유구에서는 분청자, 백자 등이 출토된 것
으로 보고되었다.
○ 참고문헌 :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세종 내판리 유적』.

(2)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6지점 유적[도면 6-②, 사진 3]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및 내판리 일원
○ 시

대 : 조선시대

○ 성

격 : 생활유적

○ 이격거리 : 233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15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지

역으로 조사 내용은 (1)과 같다.
○ 참고문헌 :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세종 내판리 유적』.

(3)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Ⅰ구역 유적[도면 6-③, 사진 4]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원
○ 시

대 : 고려∼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85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10 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 내 예정지역으로 조사 당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명학리 일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조사결과 고려 ∼ 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어 , 해당 지역에 이와 관련한 유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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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
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4[도면 6-④, 사진 5]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 시

대 : 구석기∼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308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06년 (재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

한 지역이다 . 조사 당시 서원・정려와 같은 유교관련 유적, 분묘유적, 보호수 등 지
상에 조성된 문화재 71개소(민간신앙관련 유적 포함)와 유물산포지 등 매장문화재
126개소가 확인되었으며, 향측사진 판독연구를 통해 매몰 자연제방・하도 주변유적
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등 저습지 유적 11개소 등 총
208개소의 유적을 확인하였다고 보고되었다.
○ 참고문헌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

(5)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5지점 유적[도면 6-⑤, 사진 6]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및 내판리 일원
○ 시

대 : 조선시대

○ 성

격 : 생활유적/분묘유적

○ 이격거리 : 488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15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지

역으로 조사 내용은 (1)과 같다.
○ 참고문헌 : (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세종 내판리 유적』.

(6)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Ⅱ구역 유적[도면 6-⑥, 사진 7]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원
○ 시

대 : 고려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203m
○ 내

용 : 85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10 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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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다 .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 내 예정지역으로 조사 당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명학리 일원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조사결과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어 , 해당 지역에 이와 관련한 유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참고문헌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
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7)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2구역) 내 세종 명학리 유적[도면 6-⑦, 사진 8]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원
○ 시

대 : 철기∼원삼국시대

○ 성

격 : 구상유구(환호)

○ 이격거리 : 513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15년 (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 조사 당시 구릉 정상부를 둘러싼 환호 형태의 구상유구가 확인되
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 또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원삼국시대 연질
토기편 3점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참고문헌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5,『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2구역)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세종 명학리 유적』.

(8)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Ⅲ구역 유적[도면 6-⑧, 사진 9]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원
○ 시

대 : 고려∼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519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10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

역으로 조사 내용은 (3)과 같다.
○ 참고문헌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
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3[도면 6-⑨, 사진 10]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 시

대 : 고려∼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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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거리 : 716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06년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로 조사 내용은 (4)과 같다.
○ 참고문헌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9[도면 6-⑩, 사진 11]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 시

대 : 고려∼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801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06년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로 조사 내용은 (4)과 같다.
○ 참고문헌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6[도면 6-⑪, 사진 12]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 시

대 : 선사(구석기/중석기)∼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871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06년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로 조사 내용은 (4)과 같다.
○ 참고문헌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

(12) 세종 응암리 유적[도면 6-⑫, 사진 13]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 712-2임(林)
○ 시

대 : 선사∼조선시대

○ 성

격 : 생활유적/분묘유적

○ 이격거리 : 932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04 년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지

역으로 2004년 당시 명칭은 ‘연기 응암리 유적 ’이다 . 조사 당시 미호천이 금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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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일대에서 선사유적과 역사시대 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문화유적이 확인되는 지역이다. 확인된 유적은 주거지, 토광묘, 주구토광묘, 도랑
유구,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주거지, 미상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 확인
된 대형의 토광묘에서 수습된 환두대도를 비롯한 중요 유물로 미루어볼 때 연기・
청주지역 일대 백제시대 지방 세력집단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
단하였다.
○ 참고문헌 : 공주대학교박물관, 2004,『응암리・용호리 유적』.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7[도면 6-⑬, 사진 14]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 시

대 : 고려∼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921m
○ 내

용 : 조사지역은 2006년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로 조사 내용은 (4)과 같다.
○ 참고문헌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산 지표조사』.

(14) 연기 남면-동면간 도로확장구간 내 Ⅱ구간 유적[도면 6-⑭, 사진 15]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81-7번지 외
○ 시

대 : 시대미상

○ 성

격 : 생활유적

○ 이격거리 : 998m
○ 내

용 : 조사지역은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2003년에 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 사업구간에서 실시한 조사구역은 총 4개 구간으로 Ⅱ 구간에서 방형
의 수혈주거지로 추정되는데 유구의 일부만 노출되어 구체적인 성격이나 형태
는 알 수 없으며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참고문헌 : 공주대학교박물관, 2003,『연기 남면-동면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15) 세종 응암리 노곡 백제토기 출토지[도면 6-⑮, 사진 16]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 산42임(林)
○ 시

대 : 백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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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1.2㎞
○ 내

용 : 조사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세종 응암리 노곡 백제토기 출토

지’로 명명된 지역이다. 세종시 출범 이전에는 ‘연기 응암리 노곡 백제토기 출토지’
로 명명하였다. 조사 당시 응암리 2구 노곡마을의 북쪽에 자리한 야산지대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회색의 항아리
가 노출되었다고 한다. 조사단은 이 회색 항아리에 대해서 원저단경호의 기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유물출토지 주변에서 유구의 형상을 추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따라 일대에서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유구는 토광묘나 주거지
같은 일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의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형과 입지조건, 주민의 전언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시대와 관련된 유적
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참고문헌 :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2004,『문화유적분포지도-연기군』.

(16) 세종 다솜리 임난수 묘[도면 6-㉒, 사진 17]
○ 소 재 지 : 세종시 연동면 다솜리 산28임(林)
○ 시

대 : 고려시대

○ 성

격 : 분묘유적

○ 이격거리 : 1.1㎞
○ 내

용 : 조사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연기 용호리 임난수 묘 ’로 명명

된 지역이다. 세종시 출범 후 ‘세종 다솜리 임난수 묘’로 변경・명명되었다. 전서공
(典書公) 임난수(林蘭秀)는 고려 말기의 무신으로 부안 임씨(扶安 林氏)의 중시조이
다. 임난수의 묘소는 전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인석 2기와 양석(羊石, 무덤
앞에 세운 양 모양의 석물) 2기, 호등(무덤의 주변이나 묘도를 밝히기 위한 등잔을
수납할 수 있는 석조물) 4기가 있으며, 근래에 세워진 문인석이 2기 있다.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으며 중앙에 계단이 있다. 숙종 19년(1693년)에 개립(改立)한
묘비가 있는데, 높이 155㎝, 너비 38㎝, 두께 17㎝이다.
○ 참고문헌 : 연기군지편찬위원회, 1988,『연기군지』.
조치원문화원, 1997,『燕岐人物誌』.
문화관광부・한국향토사연구전구협의회, 2001,『금강변의 600년 터전,
세거리』-한국의 전통마을 23,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진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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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일련
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종류

이격
거리

도면번
호

1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
지(1, 3구역) 내 7지점 유적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및 내판리 일원

고려∼
조선시대

생활유적
분묘유적
건물지

76m

6-①

2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
지(1, 3구역) 내 6지점 유적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및 내판리 일원

조선시대

생활유적

233m

6-②

3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 내 Ⅰ구역 유적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원

고려∼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85m

6-③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
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4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구석기∼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308m

6-④

5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
지(1, 3구역) 내 5지점 유적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및 내판리 일원

조선시대

생활유적
분묘유적

488m

6-⑤

6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 내 Ⅱ구역 유적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원

고려시대

유물산포지

203m

6-⑥

7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
지(2구역) 내 세종 명학리 유
적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원

철기∼
원삼국시대

구상유구
(환호)

513m

6-⑦

8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 내 Ⅲ구역 유적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원

고려∼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519m

6-⑧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
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3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고려∼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716m

6-⑨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
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9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고려∼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801m

6-⑩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
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6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선사∼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871m

6-⑪

12

세종 응암리 유적
(구. 연기 응암리 유적)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 712-2임(林)

선사∼
조선시대

생활유적
분묘유적

932m

6-⑫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
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7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일원

고려∼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921m

6-⑬

14

연기 남면-동면간 도로확장구
간 내 Ⅱ구간 유적

세종시 연동면
용호리 81-7번지 외

시대미상

생활유적

998m

6-⑭

15

세종 응암리 노곡 백제토기 출
토지(구. 연기 응암리 노곡 백
제토기 출토지)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 산42임(林)

백제시대

유물산포지

1.2㎞

6-⑮

16

세종 다솜리 임난수 묘
(구. 연기 용호리 임난수 묘)

세종시 연동면
다솜리 산28임(林)

고려시대

분묘유적

1.1㎞

6-㉒

표 2.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 24 -

사진 2.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7지점 유적

사진 3.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6지점 유적(항공촬영)

사진 4.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Ⅰ구역 유적(항공촬영)

사진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
리 유물산포지4(항공촬영)

사진 6.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5지점 유적(항공촬영)

사진 7.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Ⅱ구역 유적(항공촬영)

사진 8.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2구역)
내 세종 명학리 유적(항공촬영)

사진 9.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Ⅲ구역 유적(항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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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3(항공촬영)

사진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9(항공촬영)

사진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6(항공촬영)

사진 13. 세종 응암리 유적
(구. 연기 응암리 유적-항공촬영)

사진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부지
내 용호리 유물산포지7(항공촬영)

사진 15. 연기 남면-동면간 도로확장구간 내
Ⅱ구간 유적(항공촬영)

사진 16. 세종 응암리 노곡 백제토기 출토지
(구. 연기 응암리 노곡 백제토기 출토지-항공촬영)

사진 17. 세종 다솜리 임난수 묘
(구. 연기 용호리 임난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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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고고・역사분야
1) 조사개요
조사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39-2번지 외 2필지로 사업시행
자인 (주)조은빌리지(대표 : 윤수중)에서 추진 중인 대지조성사업부지에 대한 국비
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조사대상지역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6° 32′ 40.29″・
동경 127° 19′ 30.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면적은 29,736㎡이다.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
서를 회신했는데,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신청지역 주변에 유물산포지(세
종 용호리 유물산포지4)와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발굴조사지역’과 인접한 지
역으로, 사업대상지역 내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검토되었
다. 이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주)조은빌리지에서는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부존여부를 확인함
과 동시에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추후 사업범위에 대한 관련법
령에 근거한 문화유산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재)고운문화재연구원에 국비지원 문화
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신청 및 협의를 완료한 후 지표조사에 착수하였다.
현장조사는 2018년 06월 14일에 실시・완료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역을 포함한 주
변 외곽 50m 이내의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직접 육안으로 세밀하게 관찰하였
다.
금번 조사대상지역의 지적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계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조사면적)

산39-2

임(林)

32,651

22,580

253-3

전(田)

4,410

4,410

336

전(田)

2,746

2,746

39,807

29,736

3필지

표 3. 조사대상지역 지적 현황

(면적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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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조사지역 원경(항공촬영, 북→남)

사진 19. 조사지역 원경(항공촬영,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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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39-2번지 외 2필지에 해당하
며, 조사지역을 포함한 지형은 출동산(148.9m) 북쪽 가지능선의 말단의 북쪽사면부
에 해당하며 구릉능선부와 사면부, 사면 서쪽의 밭경작지를 포함한다.
조사대상지역으로 가는 길은 조치원 외곽도로를 지나 상리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다리를 건너 서평삼거리에서 우회전한다. 우회전하면 조치원읍과 부강면을 잇는 청
연로(591번 지방도)가 나오는데, 서평삼거리에서 청연로를 타고 약 2.5㎞정도 직진
하면 미호교가 나오는데 미호교를 지나 나오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약 500m
정도 직진하면 미꾸지삼거리가 나온다. 미꾸지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약 3.2㎞정도
직진하면 내판리로 들어가는 고가도로 진입로가 나오는데, 진입로를 타고 1.4㎞정도
직진하면 정면으로 내판리 산39-2번지 외 2필지에 해당하는 조사지역이 나온다.
조사대상지역은 해발 50m∼82m 정도의 능선정상부를 포함한 비교적 경사가 급
한 산지비탈면과 그와 접한 밭경작지에 해당하며, 산지비탈면은 소나무와 잡목이
식재되어 있고, 조사지역 서쪽의 밭경작지는 형질변경으로 삭평되어 있는 상태이
다.[사진 18∼19]
지표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조사대상지역
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조사된 유적을 확인하고 민속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유물 수습 및 지형 확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사로서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 및 주변 문화재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을 도보로 답사하면서 유물이나 유구의 존재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에 대한 사진촬영 및 GPS 위치정보를 기록하면
서 주변 지형을 탐색하였다.
셋째,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정리로 문헌 및 주변문화재 조사자료 등 기초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기술한 후, 유적의 존재유무에 따라 보존대책을 제시하
였다.
지표조사는 위의 단계에 따라 먼저 조사대상지역을 답사한 후, 조사지역 외곽
50m 범위까지 확대하여 유구 및 유물의 분포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사지
역 외곽 1km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주변 유적에 대한 확인 및 사진촬영을 실시하
였다.
지표조사의 진행은 1918년에 제작된 1:50,000 근대 지형도를 통하여 국토개발
이전의 조사대상지역의 지형을 살피고, 최근에 제작된 1:25,000 지형도 및 1:5,000
수치지형도・지적도 등을 통하여 현재 조사지역 주변의 지형상황을 파악하였다.
조사단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원지형의 보존상태, 지형지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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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유적 분포현황, 유물산포도, 유구노출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
였다.

3) 조사내용
지표조사의 진행은 전체적인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세종
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39-2번지 외 2필지를 조사한 후, 조사지역 외곽으로
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북쪽・동쪽・남쪽・서쪽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를 구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 내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사업시행자인 (주)조은빌리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지조성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로 출동산(148.9m) 북쪽 가지능선 말단부의
정상부 및 사면부와 이와 접한 밭경작지에 해당한다. 지표조사 결과를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지적 상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39-2번지 외 2필지에
해당하며, 조사면적은 29,736㎡이다.
조사지역의 북쪽은 출동산(148.9m) 북쪽 가지능선 말단부의 북쪽사면부와 이와
접한 밭경작지가 자리한다. 북쪽사면부는 경사가 비교적 급하며 현재 소나무 및 잡
목이 식재되어 있다. 사면부의 중앙에 분묘가 2단으로 조성되어 총 2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1단에는 이미 이장된 이장묘 1기가 확인되었고, 2단부에는 분묘 1기가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밭경작지는 북쪽사면부 서쪽으로 구릉과 인접하여 자리한
다. 조사 결과 이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삭평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진 20∼21]
동쪽은 출동산 북쪽 가지능선 말단부의 동쪽사면부로 경사가 비교적 급하며 현재
소나무 및 잡목이 식재되어 있다. 동쪽사면부 중앙에는 분묘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사진 22∼23]
남쪽은 출동산 북쪽 가지능선에서 말단부로 이어지는 능선정상부와 곡부지역으로
경사가 비교적 급하며 현재 소나무 및 잡목이 식재되어 있다.[사진 24∼25]
서쪽은 출동산 북쪽 가지능선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의 능선정상부와 서쪽사면
부로 경사가 비교적 급하며 현재 소나무 및 잡목이 식재되어 있다. 능선정상부를
중심으로 서쪽에 분묘 3기가 위치하고 있다.[사진 26∼27]
현지조사 결과, 조사지역은 출동산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가지능선 말단부의 정상
부와 북쪽사면부 및 서쪽 밭경작지에 해당한다. 지형상 대부분은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사지역의 서쪽은 형질변경으로 인해 훼손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현재 조사
지역 내에서 확인된 유구 및 유물은 없으나 일부지역은 묘역이 조성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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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지표 상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주변의
입지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유적의 잔존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묘역이 위치하고 있는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분묘유구가 잔
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시행 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사
(면적 : 741㎡)를 실시하여 유구 및 유물의 부존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도면 7. 조사지역 내 유적분포가능지역(입회조사 범위) 현황도(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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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조사지역 북쪽 전경①(동→서)

사진 21. 조사지역 북쪽(입회조사지역1)
전경②(북동→남서)

사진 22. 조사지역 동쪽 전경①(동→서)

사진 23. 조사지역 동쪽(입회조사지역2)
전경②(동→서)

사진 24. 조사지역 남쪽 전경①(북→남)

사진 25. 조사지역 남쪽 전경②(동→서)

사진 26. 조사지역 서쪽 전경①(남→북)

사진 27. 조사지역 서쪽 전경②(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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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지형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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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편의상 북쪽・동쪽・남쪽・서쪽의 순
으로 살펴보았다.
조사지역 외곽 북쪽은 밭경작지와 전원주택단지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형질변
경으로 인해 원지형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진 28∼29]
조사지역 외곽 동쪽은 LED생산공장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형질변경으로 인해
원지형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진 30∼31]
조사지역 외곽 남쪽은 출동산 북쪽 가지능선의 구릉정상부와 크고 작은 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원지형이 잘 남아있는 상태이다.[사진 32∼33]
조사지역 외곽 서쪽은 도로가 개설되면서 상당부분 삭평이 이루어진 상태로 원지
형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진 34∼35]
현지조사 결과,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지역 중 북쪽・동쪽・서쪽은 밭경작지
와 전원주택단지 조성, 도로 개설, LED생산공장단지 조성으로 인해 원지형이 훼손
된 상태이다.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지역 중 남쪽의 경우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아 원지형이 잘 남아있는 상태이나, 지형 상 경사가 급하고 곡부가 잘 발달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번 대지조성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중 북쪽・동쪽・서쪽은 이
미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원지형이 대부분 훼손된 만큼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
다고 판단된다. 남쪽은 원지형이 대체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나, 경사가 급하고 곡부
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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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북쪽 전경①(북동→남서)

사진 29.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북쪽 전경②(남동→북서)

사진 30.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동쪽 전경①(서→동)

사진 31.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동쪽 전경②(북→남)

사진 32.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남쪽 전경①(남→북)

사진 33.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남쪽 전경②(동→서)

사진 34.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서쪽 전경①(북→남)

사진 35.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서쪽 전경②(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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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사업대상지역(대지조성사업) 실측평면도(1:3,000)

도면 10. 사업대상지역(대지조성사업) 지적용지도(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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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사업대상지역(대지조성사업) 공사계획평면도(1:3,000)

도면 12. 사업대상지역(대지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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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민속분야

1) 지명분야27)

(1) 연동면(燕東面)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1읍 9면 14동의 하나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시 출범
에 따라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으로 변경되었다. 본래
연기군의 동쪽이 되므로 동이면이라 하여 양인, 인동, 송리, 송담, 송산, 용곡, 외송,
신대, 노산, 상송, 웅동, 상판, 외판, 내판, 노곡, 문주의 16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
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일면의 이현, 용호, 용계, 용연, 합강, 소지, 생지, 용당,
명학, 신촌, 내대, 부동, 성동, 응암, 고정, 봉무, 갈산, 갈호의 18개리와 충청북도
청주군 서강내이상면의 인천동을 병합하여 예양, 송룡, 노송, 내판, 문주, 용호, 합
강, 명학, 응암, 갈산의 10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 2012년 6월 연기군이 폐지되
면서 동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으로 출범하였다.

(2) 내판리(內板里)
① 연혁
본래 연기군 동이면의 지역으로서 너더리 안쪽이 된다고 하여 안너더리, 내판, 판
교라고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판리, 외판리, 외송리 일부를 병합하
여 ‘내판리’라고 하고, 연기군 동면에 편입되었다. 2012년 6월 연기군이 폐지되고, 동
년 7월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에 편입되었다.

② 자연마을
○ 가장골 : 내판 동쪽에 있는 마을로, 초등학교가 있다. 행정구역이 연기군 동
면일 당시 면사무소가 있었다. 현재는 연동면사무소가 위치한다.
○ 내판수도[수청굴] : 내판리와 명학리 사이에 있는 기차 터널로 1908년 철도
를 놓을 때 완성하였다. 터널에서 맑은 물이 나온다고 한다.
○ 내판역 : 내판리에 있는 역(驛)으로 1922년 면민의 진정에 의해 내판 간이역
으로 되었다가 해방 후에 내판역이 되었다.

27) 한글학회, 1974,『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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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더리 : 내판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앞에 널로 놓은 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 다복골 : 가장골 옆 남쪽에 있는 마을.
○ 바깥너더리[새말, 외판] : 너더리 바깥쪽에 새로 생긴 마을.
○ 상판[웃너더리] : 너더리 위쪽에 있는 마을.
○ 연못골[연지동] : 새말 동쪽 너머에 있는 마을로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2) 민속분야
금번 조사에서는 조사지역이 속해 있는 내판리에 대한 민속조사를 직접적으로 실
시하지 못했다. 이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공동체적인 민간신앙・민요・전설 및 개별
민속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겠지만, 이에 대한 조사보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한국지명유래집』28)에 채록된 연동면의 산천과 자연마을・지형에 대한 전승 및
지명유래가 있어 옮겨적고자 한다.
한편, 점차 도시화 되면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과 민속을 기록으로나마 보전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1) 가마골
군의 동면 응암리(鷹岩里)에 있는 마을로, 가마의 치알(햇빛을 가리는 천막)처럼
서방(西方)의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가마봉이라
는 산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는데, 가마봉의 가마는 고대사회의 신인(神人) 내
지 무격(巫覡)에 해당하는 가마[神]를 의미하므로 가마봉은 신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달박골
군의 내판리 가장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가운데에 조그만 내가 있는데,
달이 이 내를 따라 뜨고 져서 ‘달 밝은 곳(달밝골)’이라 한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동면지』에 의하면 가면극에 종사하는 광대들이 사는 탈박골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탈박’은 가면의 우리말이다.

(3) 수청골
군의 동면 내판리와 명학리 사이의 산지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의 수렁이 매
28)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10,『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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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깊어서 수만 평의 논에 물을 댈 수 있었다고 한다.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고자
이곳을 매립하여 둑을 쌓자, 이를 본 사람들이 “가래장치 셋을 꽂아도 땅에 닿지
않는 수렁을 메우겠다니 결국 왜놈들이 실패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는 이야
기가 있을 정도로 물이 흔한 곳이었다고 한다. “수청골 논 3마지기만 있으며 딸을
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마을의 논은 기름지다고 한다.

(4) 엉고개
군의 동면 내판리에서 문주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왜장을 더 많이 죽여서 남편
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여인의 한의 울음소리라는 데
서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전승이 있다.
“조선시대 선조 때 고개 아래의 들판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임진왜
란이 일어났다. 왜군이 몰려오자 남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군에 들어갔으나, 남편
은 양평 싸움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남편의 전사 소식에 여인은 혼절까지 하
는 슬픔이 있었지만, 태기(胎氣)가 있어 자신을 위로하며 왜놈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렸다.
어느날 왜구들이 마을 가까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왜구와 싸웅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산속으로 피난을 떠났으나 여인은 피난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여인은 왜장에게 잡혀 잔인하게 희롱을 당하다 왜장의 칼이 맞아 죽었다.“

(5) 진고개
군의 동면 용호리의 상룡에서 부래미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 군
사들이 왜병과의 싸움에서 진 곳이라는 부현(負峴)이라는 의미에서 진고개라고 불
렀다고 하며, 이현(梨峴)으로도 불렀다고 한다. 이현은 물기가 많은 질은 고개라고
의미의 이현(泥峴)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

(6) 출동산[出東山, 出洞山, 칠동산]
군의 동면 용호리29)에 있는 산으로 서쪽에는 미호천이 흐르고 있다. ‘칠동산’으로
도 불린다. 연기읍 동쪽에 있는 빼어난 산이라는 뜻으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동면 소지울(소지) 북쪽에 있는 산으로 용호리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동이 튼다고
하여 출동산(出東山)이라 했다는 유래도 전한다. 산에 ‘장군영병출동형(將軍領兵出
洞形)’의 명당이 있어서 앞으로 일대에 큰 마을이 생길 것이라는 데서 출동산(出洞
山)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29) 현재는 연동면 다솜리와 명학리의 경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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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마바위
군의 동면 문주리 갈말 뒤 당산 중허리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 모양이 치마를 두
른 것 같은 형태인데, 이곳에 와서 홀아비가 백일 동안 앉아있으면 홀아비를 면한
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8) 치바위
군의 동면 용호리에 있는 바위이다. 옛날에 미호천이 이 바위 앞으로 흐르면서
바위를 치받고 흘러갔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일설에는 바위가 키[箕 :
아래위로 흔들어 곡식의 껍질을 골라내는 도구]같이 생겼다는 데에서 ‘기암(箕岩)’
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치’는 ‘키’의 지역 방언이다.

(9) 황우산
군의 동면 명학리(鳴鶴里)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의 남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다.
산세가 풍수지리상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데서 지명이 유
래했다고 한다. 이 산에는 금광이 있어서 일제강점기에 금을 많이 캤으나 후에 금
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근처의 원수산(元帥山)에서 전쟁을 하여 사람과
말이 죽어서 피를 흘려 금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산에는 부안 임씨(扶安 林
氏) 전서공(典書公) 임난수(林蘭秀) 어르신의 아들이자 공민왕의 사위인 사직공(司
直公)의 묘와 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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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금번 조사는 사업시행자인 (주)조은빌리지에서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39-2번지 외 2필지에 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
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고운문화재연구원에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
뢰하여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지역의 지리적인 좌표는 북위 36° 32′ 40.29″・동경 127° 19′ 30.78″
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9,736㎡이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출동산(148.9m)에서 북쪽으로 뻗어나온 가지능선 말단의 북쪽사
면부로 해발 50∼82m 정도의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지비탈면에 위치한다.[도면 6・8,
사진 18∼19]
2. 조사결과, 지표 상에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원지
형이 잘 남아 있어 유적의 잔존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변문화재 조사
현황에서 다수의 유물이 산포된 바 있다. 특히 묘역이 위치하고 있는 2개 지역(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분묘유구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유적분포가능지역 2개소(면적 : 741㎡)에 대해서
는 공사시행 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조사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총 면적

사업시행
면
적

입회조사
면
적

분포확인
조사면적

29,736

28,995

741

-

발굴조사면적
시굴
표본
정밀
조사
조사
조사
-

표 4. 지표조사 현황

-

-

보존면적
일부 이전
보존 보존
해당사항
없음

(면적단위 : ㎡)

한편 이번 조사는 지표상에 드러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표상에서 노출되지 않았거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혹시라도 공사 진행시 유구 및 유물이 드러날 경우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통보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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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
내용

지표
조사

조사
결과

세종 내판리(산39-2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사 업 명 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기간
사업지역 (30068)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산39-2번지 외 2필지
전체사업면적
29,736 ㎡
면
적
사업목적
대지조성사업 부지조성
지표조사면적
29,736 ㎡
(주)조은빌리지
044-868-8765
사업시행자
기관명
연락처
(대표 : 윤수중)
010-4441-0850
오운형
고고,역사분야 고운문화재
책임조사원
김경범
조사원 이하
연구원
임현묵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관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2018. 06. 12 ∼ 2018. 06. 18.
조사기간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보고서 5일)
조사비용
고고·역사
수중
3,619,000원 민속
원
원 고건
원
*계약금액기준
분야
분야
분야
축
지정문화재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7지점 유적(이격거리 : 76m), 연
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Ⅰ구역 유적(이격거리 : 85m),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Ⅱ구역 유적(이격거리 : 203m), 세종 명학일
반산업단지 조성부지(1, 3구역) 내 6지점 유적(이격거리 : 233m), 세종 용호리
주변문화재
유물산포지4(이격거리 : 308m),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1, 3구역) 내
조사결과 비지정문화재 5지점 유적(이격거리 : 488m), 세종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2구역) 내 세종
명학리 유적(이격거리 : 513m),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Ⅲ구
역 유적(이격거리 : 519m), 세종 용호리 유물산포지3(이격거리 : 716m), 세종
용호리 유물산포지9(이격거리 : 801m), 세종 용호리 유물산포지6(이격거리 :
871m), 세종 용호리 유물산포지7(이격거리 : 921m), 세종 응암리 유적(이격거리
: 932m), 연기 남면-동면간 도로확장구간 내 Ⅱ구간 유적(이격거리 : 998m)
사업부지내
■유적 있음
□유적 없음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지상문화재
신규
기존
매장문화재
신규
내판리 유적분포가능지 2개소
기존
건축물
신규
기존
민속자료
신규
조사결과, 지표 상에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원지형
이 잘 남아 있어 유적의 잔존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변문화재 조사
현황에서 다수의 유물이 산포된 바 있다. 특히 묘역이 위치하고 있는 2개 지역(유적분
포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분묘유구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유적분포가능지역 2개소(면적 : 741㎡)에 대해서
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관
종합 의견

[지표조사 현황]

(면적단위 : ㎡)

총 면적

사업시행
면
적

입회조사
면
적

분포확인
조사면적

29,736

28,995

741

·

발굴조사면적
표본
시굴
발굴
조사
조사
조사
·

·

·

보존면적
일부
이전
보존
보존
해당사항 없음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
합니다.
2018년 06월 18일
기관명 : (재)고운문화재연구원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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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
재명

⑦유적
③

④면적

소재지

(㎡)

⑤시대 ⑥종류

조사의견

구분
기존 신규

⑧의견

⑨조사

구분

면적(㎡)

세종시
연동면
1

-

내판리
산39-2

문화재
29,736

-

-

-

-

번지

입회
조사

131

시행

일부지역

세종시
연동면
2

-

내판리
253-3

문화재
29,736

-

-

-

번지

-

입회
조사
시행

일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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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⑪
⑩사유

조사결과, 지표 상
에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
았지만, 대체적으로
원지형이 잘 남아
있어 유적의 잔존가
능성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주
변문화재 조사현황
에서 다수의 유물이
산포된 바 있다. 특
히 묘역이 위치하고
있는 2개 지역(유적
분포가능지역)에 대
해서는 이와 관련된
분묘유구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
서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유적분포가
능지역 2개소(면적 :
741㎡)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입
회조사가 실시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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