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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이번 조사는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앞서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파괴될
유적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지표조사는 조사 대상지역 내 유적의 매장이
나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시‧발굴조사의 필요여부를 파악하여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인 보존‧보호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에 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정문화재나 매장문화재의 확인을 통해 문화유적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아람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83-6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
하고자 (재)호남문화재연구원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원은 조사단
을 구성하고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83-6번지 일대
4. 조사면적：24,811㎡
5. 조사기간：2018년

7월 18일 ∼ 2018년

7월 24일

1) 기초자료조사：2018. 7. 18 ~ 2018. 7. 19.
2) 현 지
3) 보고서

6.

조 사：2018. 7. 20.
작성：2018.

7. 21 ∼ 2018. 7. 24.

조사단구성
조 사 단 장 ： 윤덕향(호남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장명엽(호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 사 원 ： 이진희(호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준조사원

선재식(호남문화재연구원 연구원)

7. 사업시행기관 : 주식회사 아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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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방법
지표조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대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생활유적, 매장유
적, 관방유적 등 고고분야 유적, 역사분야와 자연문화재 등 모든 문화유적 자료를 대상으로
삼았다. 현지조사에 앞서 기존의 문헌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정리한 후 유적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예비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분포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현지를 직
접 답사하여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새로운 유적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였
다. 현지조사는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유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표상에 노출
된 유구나 유물 등을 확인하고, 지형적인 입지 조건상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검토되는 지
역에 대해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들과 접촉을 통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문
화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였고, 고유지명 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유적의 존재 가
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면서 현지에서 누락된
유적이나 자료를 보완하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9. 보고서 작성방법
1) 보고서에 등재하는 유적은 조성사업 부지의 인접한 곳에서 새롭게 확인된 유적과 주
변유적을 포함시켰다.
2) 유적의 명칭은 행정구역명과 유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명명하였다.
3) 조사내용은 소재지, 시대, 유적현황, 참고문헌, 비고 순으로 기술하였으며, 확인된 유
적은 표로 정리하였다.
4)

유적의

위치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지형도와

수치지도를

결합하여

표기하였

으며, 조사지역의 범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세부 지형도를 첨가하였다. 세부지형도에는 유
적의 좌표점과 도엽번호를 명기하였다.
5) 사업구역의 경우 네이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표시하였고, 세부적인 사진을 첨부하였
다.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적의 경우 전경과 근경을 기준으로 하였다.
6) 주변유적의 이격거리는 사업범위의 경계지점부터 해당유적까지의 거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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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의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광주광역시는 한반도의 남서부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는 전라남도 화순군, 서쪽으로는 함평군, 남쪽으로는 나주시, 북쪽으로는 장성군과 담양군
이 접해 있다. 수리적으로는 동경 126°38′35″~127°00′34″와 북위 35°03′13″~35°15′33″ 사
이에 위치한다. 동-서간 34.3㎞, 남-북간 23.1㎞로 전체 면적은 501.24㎢이고, 행정구역으
로는 5개구, 93개동, 201개 법정동이 있다.
광주광역시의 지형은 동쪽으로 무등산(1,187m)을 비롯한 그 지맥과 지봉이 발달하여 화
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북부와 서남부에는 성진산(349m), 망산(270m), 석문산
(227m), 복룡산(227m)과 같은 비교적 낮은 산들이 장성군, 함평군과 접해 있다. 따라서 지
형은 대체로 동쪽이 높고 중앙부와 남서쪽은 낮다. 또한 시가지가 만연산·소룡봉·분적산·정
광산·덕봉산·장원봉·월각산 등에 감싸여 있어 분지상을 이룬다.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은 30~50m 정도의 낮은 구릉지대와 강안을 중심으로 발달한 충적지로 되어 있다. 충적지
는 현재의 하상과 거의 동일한 고도로 그 중심부로는 영산강과 황룡강, 극락강이 관통하고
있다. 특히, 영산강은 하상수계가 매우 높고 본류의 사행도가 큰 편이어서 범람이 빈번하
다2). 극락강은 시 중앙부를, 황룡강은 광산구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관류하며, 시 남쪽의 서
창평야 부근에서 합류한다. 극락강은 영산강 중류지역에 해당하며, 곡류가 심하여 주변지역
에 자연제방과 범람원 및 우각호 등이 발달되어 있다. 이 밖에도 무등산에서 발원하여 광
주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광주천과 동계천·서방천·용봉천·석곡천 등이 시역을 흐르고 있다.
지질구조는 동쪽 무등산 일대의 중생대 백악기의 화순산암이 대규모로 분포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주로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흑운모화강암(광주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흑운
모화강암은 지하로 10m 이상 심층풍화를 받은 상태이며 화산암류에 의해 관입되고 있다.
이 화강암은 조립질내지는 중립질의 입상조직을 보이며 장석의 색조은 회백색이 우세하고
유색광물로는 흑운모를 함유하나 각섬석도 함께 산출된다. 또한 북동-남서방향으로 이어지
는 대규모 대상의 저반으로 옥천습곡대와 평행하게 분포한다. 그리고 북서쪽 일대에는 흑운
모화강암에 의해 관입당한 선캠브리아기의 화강암질편마암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며 장성군
과 담양군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과 그 지류인 극락강, 황룡강, 지석천, 광주천 유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강승삼, 1980, 「한국하천 지형의 변화-영산강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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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의 위치(일제강점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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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9 -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역에는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비옥한 충적층이 화강암질편마암과 흑운모화강암을 부정합
으로 피복하고 있다3).
한편 광주광역시의 기후는 위도상의 다른 지역에 비해 대륙성기후의 성격이 강하며, 기후
구분상 남부내륙형과 남부서해안형의 점이지대에 속하여 온난 다습한 특성을 보인다. 연 평
균기온은 14.2°C 이며, 8월 평균기온이 28.1°C이고, 겨울에는 시베리아기단에서 발원하는
한랭 건조한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1월 평균기온이 0.5°C로 춥고 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평균 상대습도는 69%, 바람은 평균풍속 2.2m/s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573,1㎜로 강수량
의 60%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겨울에는 10% 정도가 내린다(2010년 12월
현재4). 특히 무등산의 지형적 영향을 강하게 받아 남부의 다른 지역보다 눈과 서리가 많고
지형성 강우의 특성을 보인다. 식생은 상록할엽수의 자생이 가능하나 북가시나무 등은 자생
하기 않고 녹나무․차나무 등 몇몇 수종이 자생할 뿐이다. 전체적으로는 난대림과 온대림이
혼생하는 혼합림이 탁월하게 분포한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동쪽으로는 담양군과 화순군, 서쪽으로는 광산구, 남쪽으로는 서구와
동구, 북쪽으로는 담양군과 장성군에 접하고 있다. 동경 127°01'∼126°50', 북위 36°06'∼
35°15'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20.30㎢, 인구는 44만 6316명(2015년 현재)이다. 행정
구역으로는 27개 행정동(41개 법정동)이 있다. 구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에 위치해 있다. 북구의 동쪽은 비교적 높은 산악지대이며 서쪽은 영산강과 이어지는 평야
지대를 이룬다. 무등산을 경계로 전라남도 화순군과 담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쪽
으로는 광주천, 서쪽으로는 영산강을 끼고 있다. 북구의 지형은 백두대간에서 서남쪽으로
휘감아 뻗은 호남정맥의 중간쯤에 우뚝 솟아있는 무등산 자락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상 천왕
봉(1187m)에서 왼쪽으로 내린 능선은 장원봉(368m)을 지나 작고개를 거쳐 문화동의 동쪽
울타리인 대봉(300m)을 만난다. 오른쪽으로 뻗어 내린 자락은 버성골로 이어진다. 이 사이
에 덕봉산(422m)으로 내린 능선이 있다. 장원봉이나 덕봉산 사이에는 무등산 장군봉에서
흘러내려 4수원지로 들어가는 석곡천이 있고 덕봉산 능선과 버성골 사이에는 원효계곡으로
광주호로 이어지는 증암강이 있다. 대봉 산줄기는 도동고개를 넘어 월각산(삼각산, 274m)
을 거쳐 생룡동의 대포리봉(250m)으로 이어진다. 대포리봉에서 이어진 능선은 우치공원 뒷
산인 잘산봉(171m)에서 고도가 낮아져 동림동 대마산에 이르러 영산강과 만난다. 대봉자락
에서 발원한 서방천(두암천), 삼각산에서 나온 오치천, 잘산봉에서 흘러온 용봉천 등은 남류
하여 무등경기장 서편에서 광주천과 만난다5).
3) 홍승호·윤욱, 1986, 『송정도폭 지질보고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원종관 외, 1989, 『지리학원론』, 우성문화사.
김규봉 외, 1990, 『광주 도폭 지질보고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 광주광역시, 2011, 『2010년도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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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역사적 환경
광주광역시에 대한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는 1970년대 말 송암동 주거지6) 발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고고학적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까지 조사된 유적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광주 산월동유적7), 매월동유적8), 치평동유적9)이 있다. 치평동
유적에서는 원삼국시대 문화층 아래에서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매월동유적에서
는 뗀석기가 발견된 바 있으며 산월동에서도 뗀석기 11점이 수습되어 광주지역에도 구석기
시대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용두 2주택건설 사업지구 내10)와 소촌동 유
적Ⅰ11)에서도 찍개 등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효천 택지개발 2지구 노대동유적12)에서 영산강유역의 내륙지역에서
는 처음으로 수혈과 돌무지가 확인되었고, 봉계리식토기인 사격자문토기, 점열문토기, 이중
구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광주 첨단산업단지(2단계) 내 신촌유적13)에서 타제석촉
이 출토되었다14).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지석묘와 주거지가 주를 이룬다. 지석묘는 지금까지 49개군
328기가 확인되었다15). 지석묘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는 1978년 충효동지석묘 6기에 대
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편이 출토되었다16). 1996년에는 풍암택
지개발지구에 포함된 풍암동 풍암지석묘 1기와 금호동 망월지석묘 1기가 발굴조사 되었는
데, 2기 모두 매장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석 하부에서 적석만 노출되었다17). 또
한 광주도심철도 이설사업 구간 내에 포함된 매월동 동산지석묘 가군에서 지석묘 4기와 석
곽 7기가 조사되었는데 석검, 석촉, 석착 등의 석기와 점토대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매월
동 동산지석묘 나군에서는 지석묘 5기와 1기의 석곽이 조사되었는데 석촉, 석도, 무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18). 신창동에서는 지석묘 1기와 석관묘 4기가 조사되었고19), 수완지구 성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6991)
6) 최몽룡, 1979, 「광주 송암동 주거지 발굴조사 보고서」, 『광주 송암동 주거지·충효동 지석묘』, 전남대학교박물관.
7) 조선대학교박물관, 1995, 『광주 산월·뚝뫼·포산유적』.
8) 이기길, 1997, 「광주 매월동 동산유적」, 『광주 치평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9) 이기길 외, 1997, 『광주 치평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10) 전남대학교박물관, 2010, 『광주 용두동유적』.
11) 김경칠·김진영, 2007, 「전라남도 지방 경찰청사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 『보성 거석리 구주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12)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노대동·행암동유적』.
1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신촌유적』.
14) 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화전유적』.
15) 이영문, 1996, 「전남의 지석묘」, 『전남의 고대 묘제』, 목포대학교박물관.
16) 최몽룡, 1979, 「광주 충효동 지석묘 발굴조사 보고서」, 『광주 송암동 주거지·충효동 지석묘』, 전남대학교박물관.
17) 임영진·서현주, 1999, 『광주 풍암동·금호동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
18) 임영진·조진선·양해웅, 2002, 『광주 매월동 동산 지석묘』, 전남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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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적에서 지석묘 2기, 석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20).
주거지로는 송암동에서 1기, 원산리에서 1기가 조사되었는데, 송암동 주거지는 나지막한
야산에 위치한 것으로 평명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약 4.3m이다. 주거지의 중앙에는
2개의 기둥구멍과 함께 장타원형 구덩이가 있으며 유단석부, 반월형석도편, 무문토기편 등
이 출토되었다21). 연제동 외촌유적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 10기, 수혈 4기, 토광묘 3기, 구
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22).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성덕, 장자, 신완과 수문유적에서
장방형 주거지 3기, 송국리형 주거지 53기, 수혈 46기, 토광묘 9기, 구상유구 2기 등이 조
사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열토기, 반월형석도, 어
망추, 방추차, 이단병식석검, 무문토기, 유구석부, 흑도장경호, 호형토기, 삼각만입촉, 석촉,
석검 등이 있다23). 하남 2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하남동과 산정동유적에서 장방형 주거지 2
기가 확인되었다24). 관동유적25)에서는 방형의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었고 석촉 1점이 발
견되었다. 노대동 신기유적26)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고 무문토기, 석촉, 석
도, 연석, 흑요석 등이 출토되었다. 만호유적27)에서 구 2기, 수혈 1기가 확인되었고 무문토
기, 석도,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금곡유적A에서는 주거지 7기가 조사되었는데, 이중에서
4기는 송국리형 주거지로 확인되었으며, 금곡유적 B에서도 2기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
되었다28). 또한 산정유적A에서도 주거지 23기와 수혈 18기가 확인되었다29). 이외에도 운암
동에서 갈돌과 토기 등이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되었으며, 우치동의 토제어망추, 무문토기
편, 우각형파수, 돌끌, 삼각형석촉, 숫돌 등30)과 유덕동의 세형동검편, 귀소동에서는 무문토
기편, 어망추, 돌끌 등이 수습되었다31). 동림동유적에서는 이중구연단사면문에 구순각목이
시문된 토기와, 고무래, 자귀자루 등이 출토된 저습지 유구가 조사되었다32).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적인 신창동유적은 1963년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에 의해 53기의 합구식 옹관이 조사되었고, 평저장경호의 토기류, 청동제 검파두식, 편평합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광주 신창동 지석묘』.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성덕유적』.
최몽룡, 1979, 「광주 충효동 지석묘 발굴조사 보고서」, 『광주 송암동주거지·충효동지석묘』, 전남대학교박물관.
이영철·이승용·최영주, 2005, 『광주 외촌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성덕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수문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하남동유적Ⅲ』.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산정동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관동유적」, 『광주 기곡·관동유적』.
최성락·정일·김문국, 2008, 『광주 노대동 신기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만호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금곡유적B」, 『광주 용강·용곡·금곡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산정유적A」, 『광주 산정·기용유적』.
이영문, 1979, 『전남 어린이 대공원 지표조사 보고서』, 향토문화개발협의회.
김학휘, 1988, 「지석강유역의 고고학적 유물」, 『향토문화연구』1, 한국향토사전국협의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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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부, 유경식석촉, 철편 등이 출토되었다33). 이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토기요지, 구상
유구, 주거지, 저습지, 분묘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특히 저습지에서는 칠기를 포함한 다량
의 목제유물과 압착된 벼껍질층이 확인되어 당시의 농경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획득하였
다34). 이외에 토기요지와 구상유구, 환호, 분묘 등이 조사되어 당시의 생활전반을 알 수 있
는 선사시대 최대의 농경복합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35). 또한 운남동유적36)에서는 옹관묘
4기와 고려시대 기와가마터가 발굴조사 되었다. 옹관묘는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사용한 횡치
합구식 옹관으로 신창동 옹관묘와 함께 영산강 상류지역의 묘제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오룡동에서는 수혈주거지 24기와 구상유구 3기, 숯가마 1기가 발굴조사 되었으
며37), 상무 1택지 개발지구 내의 치평동에서는 구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고38), 산월동 뚝뫼
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39). 일곡동40)에서는 수혈주거지 4기가
확인되었으며 쌍촌동41)에서는 79기의 대규모 주거유적이 확인되었다. 용봉동42)에서도 쌍촌
동 주거지와 비슷한 시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또한 수완지구 장자유적에서 옹관묘 3기
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삼각형점토대토기를 대옹으로 점토대가 부착되지 않은 옹형토기를
소옹으로 이용하고 있다43). 용두동유적에서는 수혈 1기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에서 점토대토
기 1점이 출토되었다44). 관동유적45)에서는 토광묘에서 원형점토대토기 2점이 출토되었으
며, 금곡유적B46)에서는 옹관묘 3기가 조사되었는데, 타원형의 수혈을 굴착한 후 옹관을 안
치한 형태로 단옹식, 합구식, 삼옹식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물은 호형토기, 옹형토기, 발
형토기, 토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벽진동 월산유적에서는 수혈 3기와 다수의 타원
형 구덩이,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유물들이 혼재된 유물포함층이 조사되었다47).
33) 김원용, 1964, 『신창리옹관묘지』,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1.
34) 국립광주박물관, 2009,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 출토 식물과 동물』.
35) 조현종·장제근, 1993, 『신창동유적-제1차 발굴조사 개보』,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종·신상효·장제근, 1997,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Ⅰ』,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종·신상효·선재명·신경숙, 2001,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Ⅱ』, 국립광주박물관.
신상효·최상종·윤효남, 2001,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Ⅲ』,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종·신상효·선재명·신경숙, 2002,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Ⅳ』,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종·신상효·이종철, 2003,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Ⅴ』, 국립광주박물관.
송의정․ 최상종․윤효남, 2004, 『광주 신창동 분묘유적』,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종․박영만 편, 2009,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 출토 식물과 동물』.
36) 조현종·신상효·장제근, 1997, 『광주 운남동유적』, 국립광주박물관.
37) 최성락·이정호·이영철, 1995, 『광주 오룡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38) 전남대학교박물관, 1997, 『광주 치평동유적』.
39) 조선대학교박물관, 1995, 『광주 산월·뚝뫼·포산 유적』.
40) 목포대학교박물관, 1994, 『광주 일곡동유적』.
41) 전남대학교박물관, 1999, 『광주 쌍촌동유적』.
42)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1998, 『광주 용봉동유적』.
4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장자유적」, 『광주 성덕유적』.
44) 전남대학교박물관, 2010, 『광주 용두동유적』.
45)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관동유적」, 『광주 기곡·관동유적』.
4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금곡유적B」, 『광주 용강·용곡·금곡유적』.
47) 최성락·이정호·한옥민, 1998, 『광주 벽진동 월산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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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림동유적에서는 경질무문토기가 확인되는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48).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고분과 주거지, 토기요지 등을 들 수 있다. 고분은 주구묘, 토광묘,
석실분 등이 있는데 장고분이 대표적이다. 장고분은 전남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월계
동 1․2호분49)과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한 명화동고분50)이 있다. 월계동 장고분 2기
와 명화동고분은 모두 원부에서 석실이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분주토기편이 출토되어 한․일
관계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월계동 장고분과 인접한 쌍암동에서는 지상형 석
실을 갖춘 대형고분이 발굴조사 되었는데 기대, 원저광구호, 유공광구호, 고배, 개배, 동경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51). 원산리에서는 석곽묘가 발굴되어 삼국시대 고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52) 산월동 포산에서는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유공광구호 등이 출토되었다53).
용두동유적에서는 석실분 49기가 확인되었다54). 하남 2택지 개발지구 내에서도 제형의 분
구묘 20여기가 확인되었다55). 용강유적에서는 봉분이 삭평된 원형고분 4기가 발굴되었으
며, 용곡유적B에서는 성토부가 모두 유실된 고분 6기가 조사되었는데, 매장시설은 4기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토광묘가 단독으로 대상부 중앙에 안치된 양상이다. 금곡유적A에서는
주구만 잔존하는 평면형태가 방형 또는 제형으로 추정되는 고분 2와 토광묘 2기가 조사되
었으며, 금곡유적B에서는 고분 3기가 조사되었다56). 그리고 각화동고분57)이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운림동, 청풍동, 금곡동, 충효동, 연제동에서는 늦은 시기의 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로는 월전동 유적에서는 수혈 2기, 지상건물지 7기, 방형 이형유구 1기, 구상유구 등
이 발굴조사 되었다58). 풍암동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2기의 수혈주거지가 발굴조사 되었고59),
향등유적에서 주거지 30기가 조사되었다60). 또한 세동유적에서는 주거지 10기가 확인되었는
데 대부분 방형계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다61). 외촌유적에서는 주거지 9기, 수혈 4기, 토광
묘 1기, 구상유구 2기, 지상건물지 1기, 시대미상의 수혈과 가마 1기와 유기물퇴적층 내에서

4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Ⅱ』.
49) 임영진·조진선, 1994,『광주 월계동 장고분·쌍암동 고분』, 전남대학교박물관.
임영진, 1994, 「광주 월계동 장고분 2기」, 『한국고고학보』31, 한국고고학회.
50) 국립광주박물관, 1996, 『광주 명화동고분』.
국립광주박물관, 2012, 『광주 명화동고분』.
51) 임영진·조진선, 1994, 『광주 월계동 장고분·쌍암동 고분』, 전남대학교박물관.
52) 전남대학교박물관, 1979, 『광주 풍암동 주거지·충효동 지석묘』.
53) 조선대학교박물관, 1995, 『광주 산월·뚝뫼·포산유적』.
54) 전남대학교박물관, 2010, 『광주 용두동유적』.
55)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하남동유적 Ⅱ』.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산정동유적』.
5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용강·용곡·금곡유적』.
57) 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각화동 2호분』.
58) 전남대학교박물관, 1996, 『광주 월전동유적』.
59) 전남대학교박물관, 1997, 『광주 풍암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60) 김건수·이영철·이은정, 2004, 『광주 향등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61) 최성락·김경칠·김진영, 2006, 『광주 세동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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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4기가 확인되었다62). 수완택지개발지구 신완유적에서 주거지 7기, 수혈 21기, 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63). 동림동유적에서는 평면형태가 방형, 장방형의 주거지 87기와 수혈 114
기, 지상건물지 65기, 토광, 우물, 도로 등이 조사되었다64). 하남 2택지 개발지구 내에서 삼
국시대 분구묘를 비롯하여 주거지 400기가 확인되었다65). 용두동유적에서는 주거지 9기, 수
혈 1기, 토기가마 1기가 발굴되었다66). 기곡유적에서는 삼국시대 구, 수혈 등이 조사되었는
데 출토유물은 회청색경질의 고배, 직구소호, 유공광구소호편, 단경호, 장란형토기편 등이 확
인되었다67). 만호유적에서는 주거지 7기, 지상건물지 2기, 구 4기 등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의 기둥 배치방식은 사주식이 4기, 무주공식이 3기이며, 일부 주거지는 벽구 내에 소주공을
갖춘 경우도 있다. 출토유물은 장란형토기, 시루, 완, 발형토기, 주구토기, 완 등이다68). 선암
동유적에서는 주거지 312기, 분구묘 18기, 지상건물지 12기, 구 27기, 말목열 3군, 수혈 24
기가 조사되었다69). 광주 산정동 지실유적Ⅱ에서는 주거지 95기, 지상건물지 8기, 분구묘 3
기, 구 17기 등이 조사되었다70). 용강유적에서는 주거지 5기71), 용곡유적A에서는 주거지 16
기와 수혈 2기가 조사되었으며72), 금곡유적B에서도 주거지 4기가 확인되었다73). 또한 산정유
적C에서도 주거지 36기와 수혈,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다74). 토기요지는 광주 효천 2지구
주택건설부지 내의 행암동유적에서 22기가 조사되었다. 가마는 구릉 경사면에 축조한 지하식
등요이며, 내부구조도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유물은 호형토기, 개배, 고배, 완, 기대 파수부
발, 소호, 유공광구소호, 장경호, 삼족기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었다75).
삼국시대 이후의 유적으로 무등산의 무진고성이 2차에 걸쳐 발굴조사 되었으며76), 산월
동 뚝뫼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고77), 누문동과 금남로 지하철공사
구간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와 토기편이 수습되기도 하였다78). 광주 수완지구 내 장자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이영철·이승용·최영주, 2005, 『광주 외촌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신완유적」, 『광주 성덕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광주 동림동유적Ⅰ·Ⅱ·Ⅳ』.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광주 하남동유적Ⅲ』.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광주 산정동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 2010, 『광주 용두동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기곡유적」, 『광주 기곡·관동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만호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광주 선암동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광주 산정동 지실유적Ⅱ』.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용강유적」, 『광주 용강·용곡·금곡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용곡유적A」, 『광주 용강·용곡·금곡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금곡유적B」, 『광주 용강·용곡·금곡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산정유적C」, 『광주 산정·기용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행암동 토기가마』.
임영진, 1989, 『무진고성Ⅰ』, 전남대학교박물관.
임영진, 1990, 『무진고성Ⅱ』, 전남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1995, 『광주 산월·뚝뫼·포산유적』.
임영진 외, 1995, 「광주 누문동 통일신라 건물지 수습조사보고」, 『호남고고학보』2, 호남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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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에서는 조선시대 건물지 1기가 확인되었는데 정면 8칸, 측면 4칸으로 이루어져 있
다79). 용두동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석실분 4기, 고려시대 주거지 2기, 조선시대 건물지
2기가 조사되었다80). 산정유적B에서는 고려시대 L자형 수혈 9기가 확인되었다81). 무등산
충효동도요지에서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조사 되었고82), 금곡동에서는 조선시대 야철유
적이 발굴조사 되었다83). 그리고 광주읍성이 발굴조사 되었다84). 광주 빛고을 실버타운 2
단계 조성공사 구간인 노대동 신기유적2에서는 17~18세기의 기와가마가 조사되었다85). 광
주 신룡동 신촌에서는 고려시대의 수혈 1기가 조사되어 내부에서 호형토기가 출토되었
고86), 고룡동 창암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옹기가마 7기가 조사되었다87). 광주 승촌동유적에
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경작층이 확인되었다8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장자유적」, 『광주 성덕유적』.
전남대학교박물관, 2010, 『광주 용두동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광주 산정유적B」, 『광주 산정·기용유적』.
국립중앙박물관, 1992, 『광주 충효동요지-분청사기․백자가마 퇴적층 조사-』.
국립광주박물관, 1993, 『무등산 충효동가마터』.
국립광주박물관, 1993, 『무등산 금곡동 -조선시대 철 및 철기생산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읍성Ⅰ·Ⅱ』.
김진영․박영훈․송미진, 2010, 『광주 노대동 신기유적Ⅱ』, 전남문화재연구원.
태산문화유산연구원, 2010, 『호남고속철도 건설구간내 유적(광주 신룡동 신촌유물산포지)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2, 『광주 고룡동 창암유적』.
대한문화재연구원, 2012, 『광주 승촌동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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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이번 지표조사는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내 문화유적의 분포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83-6번지 일원이며,
조사면적은 총 24,811㎡이다. 현지조사는 사업대상지역 및 1㎞ 이내의 주변유적을 중심으
로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조사내용은 사업구역과 주변유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사업구역(도면 1~4, 사진 1~2)
사업예정부지는 나지막한 구릉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사면부와 말단평탄지에 해
당된다. 이곳의 동쪽으로는 아파트단지(광주 연제골드클레스)가 위치해 있으며, 서쪽과 남쪽
으로는 산업단지(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2지구)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조
사지역 사이에는 남-북 방향의 빛고을대로가 위치하는 등 주변지역 대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1) 광주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 ‘나’(도면 2~4, 사진 3~8)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425번지 일대
② 시

대 : 구석기~조선시대

③ 유적현황 :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 ‘나’는 연제동 신촌마을 북쪽 구릉과 구릉 앞 충적
지에 해당된다. 지난 2005년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조성과정에서
보고되어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신촌
유적). 유적에서는 구석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사업예정부지 인접구간에서는 구릉(현 신촌마을)을 중심으로 구가
3~4중으로 돌아가고 있어 구의 성격이 환호일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신촌마을 북쪽 구릉을 중심으로 경질토기편이 수습되
었다. 신촌마을은 현재 가옥이 잔존하고 있으며, 마을길도 모두 시멘트 포
장이 이루어져 있어 직접적인 유물의 수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체적
인 지형을 고려했을 때 문화층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촌유적에서 확인된 유구(환호추정 구)가 신촌마을을 둘러싸듯 돌아
가고 있어 마을 앞 평탄지까지 유구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5년 지표조사에서 신촌유물산포지‘나’의 범위가 사업예정부지의 서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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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이번 현지조사와 지난 정밀발
굴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유물산포지의 범위가 사업예정부지까지 확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참고문헌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신촌유적』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사업예정부지 내 분포, 신촌유물산포지‘나’ 범위 확대

2) 광주 연제동 외촌유물산포지(도면 2~4, 사진 9~10)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83-6번지 일대
② 시

대 : 청동기~조선시대

③ 유적현황 : 연제동 외촌유물산포지는 연제동 외촌마을 북동쪽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곡
간지, 그리고 그 앞으로 펼쳐지는 충적지에 해당된다. 외촌유물산포지의
동쪽 일부 구간은 지난 2004년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광주 외촌유적, 2005), 서쪽부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
계 조성사업과정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광주 신촌유적, 2011).
이번 조사에서는 작물(벼)이 경작되고 있어 유물의 분포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변에 인접한 신촌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환호
로 추정되는 유구가 외촌유물산포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을 고려할 때 관련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참고문헌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광주 외촌유적』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사업예정부지 내 분포

이와 같이 사업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예정부지 내에 신촌유물산포지‘나’와 외촌유
물산포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물산포지의 일부 구간은 산업단지 조성과
정에서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환호로 추정되는 유구가 구릉(현 신촌마
을)을 중심으로 둘러싸듯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지조사와 신촌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참고했을 때 사업예정부지에도 이와 관련된 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사업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 시굴조사를 진행하여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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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예정부지(NAVER 위성사진)

도면 4.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예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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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전경(남동→북서)

사진 2. 광주 연제동 신축사업 예정부지 및 광주 신촌유적(발굴조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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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나’ 원경(동→서)

사진 4.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나’ 근경(남→북)

사진 5.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나’ 근경(신촌마을 내)

사진 6.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나’ 근경(신촌마을 내)

사진 7.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나’ 근경(북쪽 구릉부)

사진 8.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나’ 수습유물(북쪽 구릉부)

사진 9. 연제동 외촌유물산포지 원경(북→남)

사진 10. 연제동 외촌유물산포지 근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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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유적
1) 광주 신용동 신평 입석(도면 2, 사진 11~12)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산45-1
② 시

대 : 시대미상

③ 유적현황 : 마을 뒷산에 ‘선바위’라 부르는 입석이 있는데 뒷산 너머에 무지개가 뜰
때 바위 앞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인이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입석의 크기는 높이
160㎝, 너비 372㎝, 둘레 400㎝이다. 현재 공동주택(첨단 자이아파트) 근
린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입석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북구, 2004, 『광주북구지리지』.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이격거리 900m(주변유적) 유형문화재 거석기념물

2) 정윤길정려(도면 2, 사진 13~14)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75-7
② 시

대 : 조선시대

③ 유적현황 : 송월당 정윤길의 효행을 기린 정려로 1895년 건립되었다. 목조기와로서
소슬대문 형태이다. 정윤길 정려는 삼호정과 만석재의 대문을 겸하고 있
다. 정윤길(1723∼1802)은 문철공의 11대손이며, 오치에서 출생하였다.
177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국학관에 들어간 그는 학문과 효행이 탁월
하여 사헌부지평을 증직받았다.
④ 참고문헌 : 金井昊, 1991, 『光州洞沿革誌』, 韓國鄕土文化振興院.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이격거리 950m(주변유적) 정려, 유교건축

3) 정재요밀양박씨효열각(도면 2, 사진 15~16)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25-4
② 시

대 : 조선시대

③ 유적현황 : 鄭在堯의 처 密陽朴氏의 孝烈을 기린 정려로 1905년에 건립되었다. 효열
각은 목조기와집의 형태이다. 효열각 안에는 기우만이 쓴 정려기가 있다.
삼호재에서 좌측으로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현재 있는 건축물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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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양산지구 구획정리공사로 지반이 낮아져 침수될 우려가 있어 문중
에서 중건복원하였으며, 정윤길·정재요·숙부인 박씨 등 삼효열을 배향하였
다.
④ 참고문헌 : 金井昊, 1991, 『光州洞沿革誌』, 韓國鄕土文化振興院.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이격거리 900m(주변유적)

4) 광주 양산동 유적(도면 2, 사진 17~18)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98
② 시

대 : 삼국시대

③ 유적현황 : 양산동 유적은 광주광역시 제12지구 양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
어 2001년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시굴조사 되었다. 유적은 양지마을
앞에 있는 안산이라 불리는 작은 동산 남쪽 말단부에 해당된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의 경사면을 파내어 축
조한 수혈식이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332㎝, 너비 320㎝,
깊이 4∼20㎝ 내외이며 상당 부분이 유실되었다. 주거지 북벽 중앙부에서
노지로 추정되는 직경 80∼110㎝의 타원형 소토부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적갈색연질의 외반구연호 1점과 회청색경질 완 1점 등이 출토되었다
④ 참고문헌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광주광역시 제12지구 양산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이격거리 1,050m(주변유적)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 참고문헌 오기 정정
正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광주광역시 제12지구 양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誤 : (재)호남문화재연구원·도시공사, 2002,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지구 내 광주 향등유적』

5) 광주 연제동 고분(도면 2, 사진 19)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산 13-5
② 시

대 : 시대미상

③ 유적현황 : 신촌마을은 영산강을 끼고 있는 넓은 평야지대로 마을 앞으로는 나지막한
구릉이 동서로 뻗어 내리고 있다. 참고문헌에 따르며 고분은 마을 뒤편 대
나무 밭에 2기가 분포하고 있는데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방향은 북동남서이며 고분 주변 구릉에서는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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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북구, 2004, 『광주북구지리지』.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이격거리 50m(주변유적)

6) 광주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 ‘가’(도면 2, 사진 20)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67-2번지 일대
② 시

대 : 구석기~조선시대

③ 유적현황 :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는 광주광역시 연제동과 신용동 경계지점의 구릉,
그리고 구릉에서 이어지는 충적지에 위치한다. 구릉의 동쪽은 해발 80m
정도의 낮은 야산이 자리하고, 서쪽으로는 영산강 본류가 흐른다. 유물산
포지의 길이가 1㎞를 넘기 때문에 곡간지 부분을 기준하여 신촌유물산포
지 ‘가’와 ‘나’로 구분하였다. 지난 2005년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조성과정에서 보고되어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신촌유적), 조사결과 구석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된 바 있다.
④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신촌유적』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이격거리 300m(주변유적)

7) 광주 연제동 신촌유적(도면 2, 사진 2·21)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684번지 일대
② 시

대 : 구석기~조선시대

③ 유적현황 : 광주 연제동 신촌유적은 지난 2005년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조성
과정에서 보고되어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신촌유적), 조사결과 구석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
된 바 있다. 신촌마을 인근에 해당하는 구릉의 하단부와 충적지상에서 후
기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 조기에 해당하는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중 타제석촉 1점은 제주 고산리 출토품과 흡사한 것으로 신석기시대 조기
에 편년되는 유물로 광주 지역에서는 출토 예가 드물다. 이 외 환호로 추
정되는 구가 조사되었는데, 구는 신촌마을이 자리한 구릉지대를 감싸고 돌
아가는 분포양상을 보여준다. 환호는 마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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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예가 많지 않은 유구로 이 시기 대부분의 환호
가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시설된 반면 신촌유적의 경우 구릉의 하단
부에 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참고문헌 :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신촌유적』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이격거리 100m(주변유적)

8) 광주 연제동 연제 느티나무(도면 2, 사진 22)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산 23
② 시

대 : 조선시대

③ 유적현황 : 마을 입구 모정 옆에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 2그루이다. 과거에는 나무 앞
에 제물을 차려 놓고 걸궁을 치면서 당산제를 지냈으나 1970년대부터 당
산제를 지내오고 있지 않다고 한다. 다만 정월에 걸궁을 칠 때면 당산나무
앞에서도 치면서 한 해의 풍요와 풍년을 기원한다고 한다. 한그루는 수고
24m, 흉고둘레 3.3m이며 수관발달사항은 동서방향 15.1m, 남북방향
16.2m이다. 다른 한그루는 수고 22.5m, 흉고둘레 3.1m이며 수관발달사
항은 동서방향 15m, 남북방향 22.9m이다.
④ 참고문헌 : 전남대학교박물관, 2004, 『광주광역시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이격거리 700m(주변유적)

9) 광주 연제동 외촌 유적(도면 2, 사진 23~24)
①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5-4번지 일대
② 시

대 : 청동기~삼국시대

③ 유적현황 : 연제동 외촌유적은 2004년 4월부터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되
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노지 등이 구릉지대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유적 남단에 저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삼국시대 유구는 구릉 능선부와 북
사면, 곡간지에서 확인되는데 주거지 8기, 토광묘 1기, 구상유구 2기, 수
혈 2기 등이다. 주거지의 후벽 길이 300∼800m 정도로 입지에 따라 규모
와 시간적 선후관계가 예상된다.

토광묘는 구릉 북사면에 등고선과 나란

한 동-서 방향이다. 구상유구 2기는 곡간지 상단에서 확인되었는데 내부
에서 뚜껑편과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저습지는 구릉에서 저지대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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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는 소계곡에 형성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다량의 토기류와 함께 가공
목제품과 박씨·가래씨·복숭아씨 등의 씨앗류 등이 출토되었으며 동쪽 상단
부에서는 방형 목조 우물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현재는 아
파트단지(연제1차대주피오레)와 상가가 들어서 있다.
④ 참고문헌 : (財)湖南文化財硏究院, 2005, 『광주 외촌유적』.
문화재 GIS 통합 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⑤ 비

고 : 이격거리 850m(주변유적)

사진 11. 광주 신용동 신평 입석

사진 12. 광주 신용동 신평 입석(현재 모습)

사진 13. 정윤길정려(정면)

사진 14. 정윤길정려(좌측면)

사진 15. 정재요밀양박씨효열각(정면)

사진 16. 정재요밀양박씨효열각(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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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광주 양산동유적(시굴조사, 2001년)

사진 18. 광주 양산동유적(현재 모습)

사진 19. 광주 연제동 고분

사진 20. 광주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 ‘가’

사진 21. 광주 신촌유적(발굴조사, 2008년)

사진 22. 광주 연제동 연제 느티나무

사진 23. 광주 외촌유적(발굴조사, 2004년)

사진 24. 광주 외촌유적(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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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혁 및 지명유래
1) 연혁

(1) 광주광역시89)
광주가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은 마한의 54국으로 비정된 구사조단국(臼斯鳥旦國)과 불이
지국(不彌支國)을 들 수 있다. 구사조단국은 장성군 진원면 일대로, 불이지국은 나주 일대
로 보고 있다. 백제는 마한 54국의 하나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국현은 모두 147개소라 한
다. 전남지역의 군현은 오방(五方)의 하나인 남방(南方) 구화하성(久和下城)에 속하였는데
광주지역은 무진주(武珍州)이며, 직할 3현인 미동부리현(未冬夫里縣, 남평), 복룡현(伏龍縣,
나주일대), 굴지현(屈}支縣, 창평)을 통치하였으며 전남지역에 13군 42현이 있었다. 신라가
통일을 이룬 후 757년(경덕왕 16)에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현을 두었다. 전주
에 남원경(南原京)을 두었고, 전남지역은 남원경에 속한 무주(茂州{)이며 15군 32현을 관할
하였다.
고려 때인 940년(태조 23) 무진주를 광주로 개편하고 도독부를 두었다. 994년(성종 14)
에 관제개혁으로 인해 전국을 3경 4도호부 10도로 나누는 동시에 12주목을 12주절도사로
변경하였고, 해양도라 했으며 도호부를 안남(영암)에 설치하였고 광주에 자사(刺史)를 두었
다. 1005년(목종 8)에 자사 파견은 폐지되고 절도사에서 안무사로 지방관이 바뀌는 과정을
겪으면서 현종대에 현령이 파견된다. 1259년(고종 46)에는 권신 김익준의 외향이라 하여
익주(翼州)가 되기까지 광주의 행정구조는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이후 무진주로 고쳤다가
1310년(충선왕 2) 화평부로 변하였으며, 1362년(공민왕 11)에는 무진부(茂珍府)로 고쳤다
가, 1373년(공민왕 22)에 광주목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인 1430년(세종 12)에는 무진군(茂珍郡)으로 강등되었다가 1451년(문종 1)에 광
주목으로 복구되었다. 그리고 1481년(성종 12)에 또 다시 광산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501년
(연산군 7)에 복구되었다. 그 이후에도 1654년(인조 2)에 현으로 되었다가 1634년 복구되었
다. 또한 1701년(숙종 27)에 강등되었다가가 1707년에 복구되고, 1869년(고종 6)에 강등되
었다가 1871년에 복구되는 등 행정체계의 변화를 겪었으나, 군현의 영역 등은 별다른 변화
없이 조선말까지 유지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로 나뉘었을 때 나주부에 속했다. 이듬
해 다시 13도제를 실시하면서 전라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때, 광주가 남도의 관찰부로 승격
89)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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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이때부터 비로써 남도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 북구90)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면서 광주는 무진군, 광주목, 광산현, 광주로 여러 차례 강등과
승격을 반복하면서 변하였는데 북구에 속하는 지명으로는 상대곡면(청옥동), 석보면(충효
동), 황계면(신용동), 천곡면(서산동), 기례방면(북동), 보면(문화동), 석제면(효죽동), 삼소지
면(문화, 장운동), 우치면(우치동), 하대곡면(청옥동 북부), 경양면(효죽, 풍향동) 등이고 호수
는 2,461호였다. 1913년 12월 29일 반포된 조선 총독부령 제111호로 12개면이었던 북구지
역은 석곡면, 중치면, 본촌면, 서방면, 극락면 일부등으로 통·폐합되었으며 1935년 10월 1
일에 광주읍에서 광주부로 승격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1947년 8월 15일 "
정"이라는 명칭을 "동"으로 개칭하여 유정, 누문정, 북정, 임정을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주부를 광주시라 개
칭하고(1949. 7. 4. 법률 제32호), 1955년 7월 1일 행정구역 변경으로 석곡면의 일부인 화
암리, 청풍리, 망월면의 장등리, 운정리, 극락면의 운암리, 동림리가 광주시에 편입되었고
(1955. 6. 29. 법률 제361호), 1957년 담양군 남면 충의리, 충효리, 금곡리가 편입되었으며
(1957. 11. 6. 법률 제454호), 1961년 3월 10일 석곡출장소와 효죽동, 문화동, 서산동을 포
함하여 8개 출장소의 하나인 북부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60년 충효동을 분동하였으며,
1970년 시조례 348호에 의해 누문동과 우산동을 분동하고, 1973년 구제 실시에 따라 동구
와 서구로 분할 되면서 북구는 석곡출장소와 지산출장소가 24개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1979년 대통령령 제844호로 동구지역의 중흥동, 석곡출장소 관할지역인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서산동,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서구지역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태봉동,
동운동, 그리고 지산출장소 관할지역인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이상 19개동)을 관할지역으
로 한 광주시 북구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 지명유래91)
지명은 토지에 붙여진 명칭으로 단순한 기호가 아닌 의미의 결합체이다92). 지명은 객체
로서 장소가 가지는 특성과 명명의 주체인 인간의 환경 지각의 결과로서 생기는 의지, 감

90)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91)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지명유래집 전라·제주편 지명」(http://terms.naver.com)
한글학회, 1982, 『한국지명총람 13(전남편Ⅰ)』.
92) 정장호, 1997, 『지리학사전』, 경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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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세계관 등이 함축되어 있다93).
이번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83-6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지명유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삼국사기지리지』에 "노지(奴只 · 냇)였다가 무진주(武珍州 · 무들골)와 무주(武州)를 거쳐
940년(고려 태조 23) 처음 광주(光州)라고 칭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광
산)에 따르면 후백제 견훤 때부터 광주라 불렀으며, 현의 남쪽 2리에 있는 석서정(石犀亭)
기(記)에 이색(李穡, 1328~1396)이 '광지주(光之州)'라 언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80년대
부터 별칭으로 사용되는 '빛고을'은 이 기록에서부터 유래되었다.
고려 현종 때 해양현(海陽縣)이었고, 991년 주군의 별호를 정할 때 광산(光山)과 익양(翼
陽)이라 했다. 1259년 위사공신(衛社功臣) 김인준(金仁俊, ?~1268)의 외향이라 하여 익주
(翼州)라 했다. 광주목(光州牧)이었다가 강등될 때인 1340년 화평부(化平府), 1362년(고려
공민왕 11) 무진부(茂珍府), 1489년 광산현(光山縣)이라 칭했다. 조선 시대 들어 1440년(세
종 22) 경양 방죽이 축조되어 별칭으로 '경양(景陽)'도 쓰였다. 『대동여지도』에 광주읍성 북
쪽에 '고읍(古邑)' 표기가 보인다.
1895년 전국이 23부로 개편됨에 따라 나주부 관할 광주군이 되었다가 이듬해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전라남도 관찰부(觀察府)가 설치되었다. 1910년 관찰부를 도청(道廳)으로 개명
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광주군은 목포부 · 여수군 · 순천군 · 나주군을 포함
하는 23개 부 · 군의 중심지가 되었다. 광주군은 읍성을 중심으로 광주면을 포함하여 15개
면 152개 리를 관할하였고, 갈전면 일부와 대치면을 담양군으로 넘겼다. 1931년 광주읍으
로 승격되고, 1949년 광주시로 개칭되었다.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
되었고 1995년 광역시가 되었다. 현재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5개 구와 91개 행정
동, 201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2) 연제동
본래 석전면지역으로서 들 옆이 되므로 들메, 연못이 있으므로 연제, 연제메, 연지메라고
하였다. 연제동 연제마을 서편으로 대통골이 있었고, 연못 아래에는 못논골이 있었다. 마을
동남쪽에는 개금산(165m)이 있었으며, 외촌마을 동북쪽에는 장구봉, 동남쪽에는 외치골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촌리․외촌리의 각 일부와 천곡면의 봉산리 일부,
93) 정장호, 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초락명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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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계면의 용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연제리라 해서 본촌(지산)면에 편입되었다. 1957년 광주
시에 편입되고, 동(洞)제 실시에 따라 본촌동회의 관할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21일 건국
동의 관할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신촌마을
과거 신촌마을에는 45가구에 약 7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나 공동주택
신축사업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주민이 외부로 이주한 상태이다. 마을 인근으로는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마을의 조직으로는 동계(마을총회), 노인회, 부녀회, 청
년회 등이 있었다고 한다. 동계(마을총회)는 전 가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상부상조를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마을총회는 1년에 1차례 12월 25일~28일 사이에 개최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임시총회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2년 주기로 임원을 선출하고, 마을 대소사를
논의하며, 마을사업을 토론한다. 노인회는 20여 년 전에 결성되었으며, 20여명 회원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있다. 부녀회는 1970년대에 창립되었으며, 회원 20여 명이 친목도모
와 주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을의 공공건물로는 마을회관 겸 노인당 1동과 마
을입구에 있는 모정 1동(1978년 건축) 등이 있다. 그리고 이밖에 미송어린이집이 마을 내에
있다.

· 신촌〔마을〕 : 외촌의 북쪽에 새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신촌이라 하였음.
· 외촌〔마을〕 : 들메의 밭깥쪽이 되어 밭들메라고도 하며 연제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으나
2018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마을이 없어진 상태이다.
· 개금산〔산〕 : 현재 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을 말한다.
· 꽃밭둑〔들〕 : 신용동 신평마을과 연제동 신촌마을 앞에 펼쳐져 있는 들
· 대통골〔들〕 : 연제동 서쪽에 있는 들
· 못논골〔들〕 : 대통골 서쪽에 있는 들
· 연지메방죽〔못〕 : 신촌마을 인근에 있다
· 장구봉〔산〕 : 외촌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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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견
이 보고서는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이 주식회사 아람주택이 시행하는 광주 연제동 공동주
택 부지에 대해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이다.
이번 지표조사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83-6번지 일원이며, 조사
면적은 24,811㎡이다. 사업부지는 나지막한 구릉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사면부와
말단평탄지에 해당된다. 조사는 사업대상지역과 1㎞ 이내에 포함된 주변유적에 대해서 실
시하였으며, 고고·역사·민속·건축자료 등 모든 문화유적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를 통
해 확인된 유적은 유교건축 2개소, 거석기념물 1개소, 노거수 1개소, 유물산포지 3개소, 고
분 1개소, 발굴유적 3개소 등 총 11개소이다.
사업예정부지 주변으로는 신촌유물산포지‘나’와 외촌유물산포지가 위치해 있으며, 사업예
정부지 중 일부가 유물산포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두 곳의 유물산포지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구석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
구가 조사되었다(광주 신촌유적, 2011). 특히 사업예정부지 인접구간에서 구릉(현 신촌마을)
을 중심으로 구가 3~4중으로 돌아가고 있어 구의 성격이 환호일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지표조사 결과, 신촌마을 북쪽 구릉을 중심으로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전체적
인 지형을 고려할 때 문화층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촌유적에서
확인된 유구(환호추정 구)가 신촌마을을 둘러싸듯 돌아가고 있어 마을 앞에 위치한 평탄지
까지 유구가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자료를 참고할 때 사업예정부지의 서쪽과 남쪽 일부 구간이 각각 신촌유물산포지
‘나’와 외촌유물산포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이번 현지조사와 광주 신촌유
적 발굴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사업예정부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진행되기 전 사업예정부지(면적 24,811
㎡)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진행하여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 외의 주변 유적들은 사업대상지역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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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
번호

유

적

명

소

재

지

시 대

이격거리

조사단 의견

1

광주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 ‘나’

북구 연제동 425 외

구석기~조선

사업부지 포함

시굴조사
(면적 22,234㎡)

2

광주 연제동
외촌유물산포지

북구 연제동 583-6외

청동기~조선

사업부지 포함

시굴조사
(면적 2,577㎡)

3

광주 신용동
신평 입석

북구 신용동 산45-1

시대미상

900m 이격

주변유적
(유실됨)

북구 양산동 75-7

조선시대

950m 이격

주변유적

북구 양산동 125-4

조선시대

900m 이격

주변유적

4
5

정윤길정려
정재요밀양박씨효열각

6

광주 양산동 유적

북구 양산동 98

삼국시대

1,050m 이격

주변유적
(발굴조사 완료)

7

광주 연제동 고분

북구 연제동 산 13-5

시대미상

50m 이격

주변유적

북구 연제동 567-2 외

구석기~조선

450m 이격

주변유적

광주 연제동 신촌유적 북구 연제동 684번지 외

구석기~조선

100m 이격

주변유적
(발굴조사 완료)

조선시대

850m 이격

주변유적

청동기~삼국

870m 이격

주변유적
(발굴조사 완료)

8
9
10
11

광주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 ‘가’

광주 연제동
연제 느티나무

북구 연제동 산23번지

광주 연제동 외촌 유적 북구 연제동 55-4번지 외

계

시굴조사 대상유적 총 2개소(면적 24,811㎡)
* 신촌유물산포지‘나’(22,234㎡)+외촌유물산포지(2,577㎡) = 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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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 업 명
사업

사업지역

내용 면

적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사업기간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583-6번지 일대
전체사업면적

24,811㎡

지표조사면적

24,811㎡

기관명

㈜아람주택

사업목적

공동주택 신축사업

연락처

062-460-2613

고고,역사분야 호남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장명엽

조사원 이하

이진희, 선재식

민속분야 호남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장명엽

조사원 이하

이진희, 선재식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지표

고건축분야 호남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장명엽

조사원 이하

이진희, 선재식

조사

자연문화재 호남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장명엽

조사원 이하

이진희, 선재식

조사기간
조사비용
주변문화재

고고·역사
분야

2018년 7월 18일∼2018년 7월 24일
(사전조사 2일, 현장조사 1일, 보고서 작성 2일)
수중
3,443천원 민속
원
원 고건축
분야
분야
분야

원

지정문화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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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동 신평 입석, 정윤길정려, 정재요밀양박씨효열각, 양산동유적, 연제동 고분,
신촌유물산포지‘가’, 신촌유적, 연제동 연제 느티나무, 외촌유적 등 총 9개소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나’, 연제동 외촌유물산포지 등 총 2개소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나’, 연제동 외촌유물산포지 등 총 2개소

이번 지표조사 결과, 신촌마을 북쪽 구릉을 중심으로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
으며, 전체적인 지형을 고려할 때 문화층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지난 2008년 발굴조사 당시 신촌유적에서 확인된 유구(환호추정 구)
가 신촌마을을 둘러싸듯 돌아가고 있어 마을 앞에 위치한 평탄지까지 유구가 이
조사기관
종합 의견

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자료를 참고할 때 사업예정부지의 서쪽과 남쪽 일부 구간이 각각 신촌유
물산포지‘나’와 외촌유물산포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이번 현지
조사와 광주 신촌유적 발굴조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유물산포지의 범위는 사업
예정부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
업이 진행되기 전 사업예정부지(면적 24,811㎡)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진행하
여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
다.
2018년 7월 일
(재)호남문화재연구원장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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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연
번

1

2

유적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시대

종류
기존 신규 의견구분

연제동

연제동

신촌유물산포지‘나’ 425번지 외
연제동

연제동

외촌유물산포지 583-6번지 외

22,234

2,577

구석기~
조선
청동기~
조선

조사의견
조사면적
(㎡)

생활

○

없음 시굴조사

22,234

생활

○

없음 시굴조사

2,577

【별첨 1】 광주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내 문화재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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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유
사업부지
내 포함
사업부지
내 포함

없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