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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보고서는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33-1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및 공장신축과 관련
하여 김상수 외 4인이 국비지원을 받아 의뢰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이다.

2.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23일부터 2018년 7월 27일(현장조사 1일)까지이며, 조사면적은
19,942㎡이다.

3. 현장조사는 2018년 7월 24일에 착수・완료하였다.

4. 본문에 삽입된 유적 위치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5,000 지형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지역 현황도 및 세부 현황도는 사업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 등을 판형에 맞추어 축소・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5. (재)역사문화재연구원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
2016-22호(2016.04.22.))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규정 제15조 지표조사보고서
의 공개에 따라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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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사명
화성 어은리 533-1번지 일원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사업시행자인 김상수외 4인은 화성 어은리 533-1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및 공장신축부지를 조성하
고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및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의 근거로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로 국비지원을 (재)한국매장
문화재협회에 신청하여 우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12조(건설공사의 문화재보호)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제6조 제1항(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파악하고, 확인된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의 지표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공사구간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유존여부를 파
악하기 위한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조사는 사전조
사(현장답사 및 문헌조사), 현장조사, 조사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하여, 그 결과
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조사 내용
과 현지 조사지역을 도보로 답사하여 육안으로 관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고고학적 환경과 자연지
리적 환경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사업대상 지역 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공장신축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
경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조사지역 위치 및 범위
- 조사지역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28-13, 528-17, 532-3, 532-8, 533-1, 산66-2,
산66-9번지
- 조사면적 : 19,942㎡(공장부지 : 15,567㎡, 도로부지 : 4,375㎡)

□ 조사기간
2018년 7월 23일~2018년 7월 27일(실조사일 수 1일)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분석 및 보고서 작성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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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단 구성

○ 책임조사원

:

이 종 안 (재단법인 역사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조

원

:

김 민 정 (재단법인 역사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준조사원

:

신 의 주 (재단법인 역사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사

□ 사업시행자
김상수 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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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의 환경

1. 화성시의 자연・지리적 환경1)
화성시는 지리적으로 경기도의 서남부
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용인시, 서쪽은
서해에 면하여 있으며 남쪽은 오산시・평
택시, 북쪽은 수원시・안산시와 접하고
있다. 수리적인 위치는 동경 126° 3
4′~127° 10′이며, 북위 37° 00′~ 37°
22′이며. 동–서간의 최대거리는 57.1km,
남–북간은 35.3km에 달한다. 화성시의
총 면적은 약 688.3㎢로 경기도 전체면
적의 6.8%를 차지하며, 경기도내 시・군

도면 1. 조사지역 행정구역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넓은 자치단체에 해
당한다.
화성시는 광주산맥(廣州山脈)과 그 남쪽의 차령산맥(車嶺山脈) 사이에 위치하며, 서쪽
으로는 서해와 접해 있다. 따라서 화성시의 지세는 크게 한반도의 지형적 특징과 광주산
맥과 차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입지적 특징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징을 보인다. 즉, 시역의 동북쪽으로는 비교적 높은 산세를 이루고 있으나 서쪽
으로 향하면서 중앙지역은 저산성 구릉지대가, 해안과 접해 있는 서쪽으로는 평야지대를
이루면서 고도가 낮아진다. 화성시에는 광주산맥이 북부로 뻗은 수리산(修理山, 475m)이
안양시와의 경계에 솟아있고, 그 여맥이 북부와 동부에 칠보산(七寶山, 239m)・태행산
(太行山, 292m)・태봉산(泰封山, 236m)・무봉산(舞峰山, 215m) 등 구릉성 산지를 형성
한다.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수원 광교산(光敎山, 582m)에서 발원하여 남서류(南西流)하는 황
구지천(黃口池川)을 비롯하여 오산천(烏山川), 발안천(發安川), 반월천(半月川), 관리천(官
里川), 동화천(棟化川), 남양천(南陽川) 등이 있는데 이들 하천을 중심으로 충적지를 이룬
다.
화성시의 토양분포를 고도와 지역에 따라 종합해보면, 해면 가까이 고도 10m 까지는 염
기성을 포함하는 갯벌(干潟地)토양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회색의 충적토양으로 염기
성이 강하고 배수성이 좋지 않다. 하천유역, 내륙 평탄지 및 곡간지 토양은 고도
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6,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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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m 사이의 저평지에 발달한 충적토이며, 저구릉지 및 산록지 토양은 적황색의 토
양으로 고도 40~150m 지대에 널리 발달하고 있다. 고도 200m 이상인 산악지 토양대에
서는 주로 토층이 얇은 암쇄토(岩碎土)가 분포한다. 또한 남서부 해안지대와 도서들은 편
암, 북서부는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이루어지고, 북부와 동부지역에는 반상변성질 편마암
과 호상편마암이 나타난다.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 분포지형도ㆍ퇴적양식도ㆍ모암(모재)도(흙토람 : soil.rda.go.kr참조)

2. 화성시의 고고・역사적 환경
1) 고고학적 환경
화성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1969년 화성시 관내에서 외날찍개2)가 수습되었고, 반
월면 대야미리유적(현재는 안산시에 편입)3)에서는 긁개와 밀개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구석기 유적의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고토양층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화성
서신면 장외리, 향남읍 동오리 유적4)에서 석기가 확인되었으며, 봉담읍 당하리・왕림
2) 공수진, 1989 「선상유적」, 『화성군의 역사와 민속』,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3) 이융조・하문식, 1988, 『판교~구리・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 경기도박물관, 1999,『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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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5), 향남읍 구문천리6)에서 고토양층과 뗀석기가 확인되었고, 감배산 유적7)에서는 고토
양층과 타제석기가 출토되었다. 화성 장안리 유적8)과 반월동9), 우정읍 쌍봉산10)에서도
고토양층이 확인되고 박편이 출토되어 구석기 유적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된다. 그리고 화성 동탄 신도시 확장사업부지 내의 오산리 유적에서 2개의 구석기 유물
포함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유적에서는 후기 구석기시대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주먹도끼 ・찍개 ・여러면석기 등의 대형 연모류와 긁개 ・밀개 ・홈날 등 잔손질된 연
모 등 총 6,200여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11).
신석기시대 유적인 제부리 패총을 비롯한 도서해안지역12)과 동탄면 동학산 유적13)에서
어골문과 단사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고, 화성 가재리 유적에서 주거
지 1기와 야외 노지 1기가 조사된 바 있다14). 한편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하여 조사된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26기. 야외노지 1기. 수혈
유구 4기 등이 확인되어 이 지역에 대규모 취락유적 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15).
이처럼 최근 화성을 포함한 안산과 시흥 등 서해안 주변의 저평한 구릉지 일대에서 신석
기시대 취락유적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화성시 일원에는 이러한 지형
요건을 갖춘 곳이 많기 때문에 향후 보다 많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
다.
청동기시대 내지 초기철기시대에는 마한(馬韓) 54국에 속하는 몇 개의 소국들이 화성지역
에 터 잡아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志』, 『後漢書』 등에 따르면, 마한 54국 가운데
수원지방과 관련 있는 소국은 원양국(爰襄國)・상외국(桑外國)・모수국(牟水國)으로 태안・봉
담・남양・마도・송산・서신・팔탄 일대는 원양국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16). 그
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화성시 전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가 확인되고 있는데, 정남면 제기리・귀래리・망월리・관항리, 봉담읍 수기리, 병점동과 송
산동 등지에서 확인되었다17). 그리고 청동기시대 생활유적으로는 천천리 유적18), 기안동 고
금산 유적19), 석우리 동학산 유적20), 화산 유적21), 반송리 유적22), 감배산 유적23), 반월동
5)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 2000,『 華城 堂下里 Ⅰ遺蹟』.
6) 檀國大學校博物館, 19995,『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7) 경기대학교박물관, 2006,『화성 감배산 유적』.
8) 水原大學校博物館, 2008,『華城 長安里 遺蹟』.
9)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2007,『華城 半月洞 遺蹟』.
10) 水原大學校博物館, 2005,「화성 우정읍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부지 시굴조사 약보고서」.
11) 김재선, 2010, 화성 오산리 구석기 유적, 2010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 발표회, 중부고고학회.
12) 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13) 경기문화재연구원, 2007, 『華城 東鶴山 遺蹟』.
14)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華城 佳才里 原三國 土器 窯址』.
15)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華城 靑園里ㆍ石橋里 遺蹟』.
16) 李丙燾, 1976,『 韓國古代史硏究』, 歷史學會.
17)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 고인돌』.
18) 한신대학교박물관, 2006,『 華城 泉川里 靑銅器時代 聚』.
19) 서울大學校博物館, 2002,『 華城 古琴山 遺蹟』.
2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 東鶴山 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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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24), 방축리・행정리・도이리 유적25) 등이 있다. 특히, 동학산 유적에서는 청동기시
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친 환호(環壕)와 주거지, 수혈유구(竪穴遺構), 화덕자리 등의 유구
와 반원형 석도, 무문토기 등 다량의 청동기시대 유물이 수습되었고, 반월동 유적의 청
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마제석착과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26) 또한 동화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토광묘가 조사되기도 하였다27).
삼국시대의 유적은 분묘에서 주거 및 생산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특
히 우정읍 운평리・한각리 일원28)을 비롯해 봉담읍 당하리・왕림리・마하리 일대에는 대
규모 백제유적군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감배산 백제 석곽묘29), 마하리 고분군30),
당하리 주거 및 생산유적31), 왕림리 주거유적32), 발안리 마을유적33), 석우리 먹실 유
적34), 오산 가수동 저습지 유적35)과 가장동 유적36), 반송리 행장골 유적37) 등이 알려져
있다. 반월동 유적38)에서는 백제시기의 원형수혈과 함께 경작층이 확인되었고, 감배산
유적39)에서는 ‘呂’자형 주거지와 말각방형 주거지, 장안리 유적40)에서는 제철관련 유구
가 확인되었다.
고려~조선시대의 유적은 수원과 화성 일대의 거점에 해당하는 수원 고읍성(古邑城)41)
을 비롯하여, 융・건릉(隆・健陵; 사적 제206호), 용주사, 독산성(禿山城)42) 등 저명한
유적들이 분포한다. 또한 반송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43)과 반송리 중세유적44)에서 주거
지가, 행장골 유적45)에서는 목탄요와 석곽묘・토광묘가 확인되었으며, 동학산46)에서는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한신대학교박물관, 2002,『 花山古墳群』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華城 盤松里 中世遺蹟– 동탄택지개발지구내 15지점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2007, 앞의 책.
京畿文化財硏究院, 2008,『 화성 향남택지개발지구내 방축리・행정리・도이리 유적』.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2007, 앞의 책.
기호문화재연구원, 2008,『 華城 桐化里 遺蹟』.
경기도박물관, 1999, 앞의 책.
경기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湖巖美術館, 1998,『 華城 馬霞里 古墳群』.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 2000, 앞의 책.
崇實大學校博物館, 2004,『 華城 旺林里 遺蹟』.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 發安里 遺蹟』.
畿甸文化財硏究院, 2009,『 石隅里 먹실 遺蹟』.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烏山 佳水洞 遺蹟』.
畿甸文化財硏究院, 2008,『 烏山 佳長洞 遺蹟』.
京畿文化財硏究院・韓國土地公社, 2006,『 華城 盤松里 행장골 遺蹟』.
忠南大學校 百濟硏究所, 2007, 앞의 책.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華城 半月里 속반달이 遺蹟–신영통 현대타운2, 3단지 건설동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水原大學校博物館, 2008, 앞의 책.
한신대학교박물관, 2000,『 水原 古邑城』.
한신대학교박물관, 1999,『 독산산성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독성산성 내부를 중심으로– 』.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華城 盤松里 靑銅器時代 聚』.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앞의 책.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앞의 책.
畿甸文化財硏究院, 2004,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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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분묘와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구문천리 유적47)에서는 숯가마와 주거지, 분묘
가 조사되었고, 하가등리 유적48)에서도 목탄요와 분묘가, 와우리 유적49)과 봉담 동화리
유적50)에서는 대규모의 조선시대 분묘가 확인되었다.

2) 역사적 환경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수원・화성지역은 한강유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그 지배국도 백제, 고구려, 신라 등으로 여러 번 바뀌었다. 우선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한
백제는 고이왕 때 고대국가체제를 정비한 후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는데, 그 과
정에서 한강 이남의 지역들이 단계적으로 백제의 영역적 지배 속에 포함 되었다. 하지만
475년 고구려의 공략에 의해 백제는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되었고, 백제와 신라의 동맹으
로 한강하류지역을 재탈환하기 이전까지는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
나 이 시기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포함한 이남지역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단면조차 살펴볼 수 없다. 이후 5세기 중
엽에 들어서 백제는 일시적으로 한강유역을 회복하였지만,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화성지역은 신라의 지배에 놓이게 된다. 한강 유역의 주도권을 진흥왕대 이
후 신라가 차지하게 되면서 수원・화성지역은 통일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신라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한 후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교통하게 되
는데, 당항성에 관한 위치 비정에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재 화성시 남양반도 및 평택
시 서부 해안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51). 신라는 신문왕 5년(685)에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토를 9주(州) 5소경(小京)제로 편제하였다. 9주 가운데 한산주(漢山州)
는 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도의 대부분 지역, 강원도와 충북 일부, 그리고 평안남도와 충청
남도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가장 넓은 행정구역에 해당하며,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중시
되었다. 이 때 수원지역은 한산주의 수성군(水城郡)・쌍부현(雙阜縣)・용성현(龍城縣)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수원・화성 지역에는 수성군과 쌍부현의 일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성군은 『三國史記』에 의하면 본래 고구려 매홀군(買忽郡)이었는데,
경덕왕 때 그 이름을 수성군(水城郡)으로 바꾸었다고 한다52).
통일신라시대에 수성군으로 불렸던 수원・화성지역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태
조 23년(940)에 전국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개편과정에서 수주(水州)로 승
격되었다. 그리고 성종 2년(983)에 행정구역 정리를 통해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양주
(陽州)가 목(牧)으로 승격되면서 수주도 그 관할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47)
48)
49)
50)
51)
52)

中央文化財硏究院, 2004,『 華城 求文川里遺蹟』.
中央文化財硏究院, 2004,『 華城 下加等里遺蹟』.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華城 臥牛里 遺蹟1』.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 峰潭 桐化里遺蹟』.
경기도박물관, 1999,『 平澤 關防遺蹟(Ⅰ) 精密地表調査報告書』.
『三國史記』卷35 志4 地理條, ‘新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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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기 화성지역은 행정구역상 두 지역으로 구분되었는데 남양만의 북쪽지역인 남양
면・서신면・마도면 등은 대부분의 고려시기 동안 당성군(唐城郡)이었고, 동남쪽의 팔탄
면・우정면・장안면 지역은 쌍부현(雙阜縣)에 해당한다53). 현재의 남양면 일대였던 남양
부는 태조 23년에 당성군(唐城郡)으로 변경되었고, 현종 9년(1018) 수주의 속군이 되었
다가 후에 인주(仁州)의 속군으로 이속되었으며, 명종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충렬왕 16년(1290) 화성출신의 홍다구(洪茶丘)가 정동행성우승(征東行省右丞)이 되었으므
로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되었고 다시 강녕도호부(江寧都護府)・익주목(益州牧)으로
승격을 거듭하였다. 충선왕 2년(1310) 전국의 모든 목을 폐지할 때 다시 남양부(南陽府)
로 고쳤으며, 그 뒤로는 계속 남양으로 불렸다. 쌍부현은 수주의 속현으로 시종 양광도
(陽廣道)에 속하였다. 쌍부는 본래 육포(陸浦)라고 했으며, 현종 9년(1018) 군현제를 정
비할 때 수주의 속현이 되었다. 쌍부현에 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으며, 고려 말기까지
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채 수원의 속현으로 남았다가 폐현(廢縣)되었다. 조선이 개국
한 후 8도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양만 지역은 태조 3년(1394) 양광도에 속해있던
것을 경기좌도에 편입하였으며, 태종 13년(1413) 8도제가 시행될 때 수원과 남양이 모두
도호부(都護府)가 되었다. 도호부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태종 6년(1406) 지방
행정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목(牧)의 아래, 군(郡)의 위에 두어지는 지방행정 단위로 자
리 잡았다. 수원도호부에는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정3품의 부사가 파견되어 지방행정
을 총괄하였다. 세종 6년(1424) 수원도호부에 속했던 청호역(菁好驛)을 진위현에 이속시
켰다가 세종 20년(1438) 다시 수원도호부에 옮겨왔다. 세조 1년(1455) 군익도(軍翼道)의
체제 개편에 따라 수원도호부는 부평도(富平道)의 좌익(左翼)으로 편입되었고, 세조 3년
(1457) 군사제도의 완비에 따라 진(鎭)이 설치됨과 동시에 판관(判官)・교수(敎授) 1명씩
을 두어 수령인 부사를 보좌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수원부는 400년 가까이 행정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다가 조선 후
기 정조 13년(1789) 7월 이후에 단행된 신읍치의 이전을 통한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큰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정조 17년(1793) 1월에는 수원을 화성(華城)으로 개호하
고 유수부(留守府)로 승격시켰다. 화성유수부는 다른 유수부에 비해 전결(田結)과 전결에
서 수납한 세액 등 경제적 기반도 월등히 우세하였고, 정조의 정치적・군사적 개혁과 상
공업・농업 진흥정책으로 정조의 왕권강화와 개혁왕정을 상징하였으며, 조선 후기 특별
행정도시로 행정・군사상 그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다.
조선 후기까지 큰 행정구역 변화 없이 유지되던 지방제도는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
의 침입과 문호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정부에 대한 일본의 내정개혁요구가 가중되는
가운데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고종 32년(1895) 5월 8일에 지방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
53) 지금 이 두 지역은 붙어 있지만, 고려시기에는 바다로 가로 막혀 별개의 지역이었다. 오늘날 남양과 쌍부
의 경계가 없어진 것은 두 지역 사이에 있던 바다를 모두 간척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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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목・군・현을 모두 군으로 조정하고, 전국의 8도를 23개의 부(府)로 나누어 총
337개의 군을 부의 관할 하에 두도록 하였다. 이른바 을미개혁(乙未改革)으로 개성・강
화・화성・광주・춘천의 각 유수부는 폐지되고, 수원과 남양은 군이 되어 인천부에 소속
되었다.
1910년 8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여 식민지로 편입한 일본은 이듬해 4월 1일 경기도
령 제3호에 따라 경성부에 군・면제를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행정변천을 도모하였다. 이
어서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 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 명
칭・위치・관할구역’을 공포하고, 이듬해 3월 1일에 시행하였다. 이 때 도의 관할구역과
부・군의 명칭 및 위치・관할구역이 대폭 정리되었는데,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지방행정
구역의 명칭・규모는 기본적으로 이때에 이루어진 것이 많다. 경기도의 군・면 통폐합은
대체로 1916년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된다. 1931년 4월 1일에는 수원면이 수원읍으로 승
격되고, 1936년 10월 1일에는 수원읍의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함에 따라 고등・서둔・지
소・동리・영화 등 5개리와 안용면의 평리・세리 등 2개의 리를 수원읍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일형면과 의왕면을 합하여 일왕면으로 개칭함으로써 일제강점시기에 수원군의 관
할 읍면은 1읍 19면 체제를 유지하였다. 1945년 8월 15일 민족해방을 맞았으나, 이 해
11월 2일부터 발효된 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제 식민지시대에 제정되어 그 효력을
갖고 있던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 즉 도제・부제・읍면제 및 동 시행법칙등 지방행정에
관한 제법령이 그 효력을 지속함에 따라 행정구역도 일제 식민지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다.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하여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
되면서 수원읍을 제외한 수원군 지역은 화성군으로 행정명이 개칭되는 동시에 음덕면을
남양면으로 개호하였다. 1960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하여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되면서 화성군은 1읍 18개의 면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화성시는 시・군간
구역 조정과 인구의 증감 등 여러 행정요인으로 인해 꾸준히 구역조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군청사가 오산시에서 남양면으로 이전되었고, 화성군은 2001년 3월 21일
도농복합의 화성시로 승격되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2003년에는 우정면이 읍으
로 승격, 2006년에는 태안읍이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가배동, 화산동으로 분동되었으
며 2007년에는 향남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동탄 신도시가 새로 조
성되면서 동탄면의 일부가 동탄동으로 분리되고 2014년에 남양동이 남양읍으로 전환되
어 10동 4읍 10면으로 편제되어 있다54).

54) 화성시 홈페이지 통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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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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요람(靑邱要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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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및 주변 근대지형도(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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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지형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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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지표조사 대상지역은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33-1번지 일원이며, 사업시행자인 김상수외 4인
이 공장부지 및 공장 진・출입로를 조성하고자 실시한 조사이다. 조사지역의 수리적 중심좌표는
북위 37°05′13.76″・동경 126°50′44.98″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면적은 19,942㎡이다.
사전조사 결과 조사지역 외곽 1㎞ 이내에서 확인되는 문화재는 수혈유구 및 건물지, 주거지, 유
물산포지 등이 있다. 조사지역의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지역 현황
위치

지번

지목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33-1번지 일원

답・전・임

대상면적(㎡)

19,942

현장조사는 2018년 7월 24일 실시・완료하였으며, 조사는 지표조사지역을 비롯하여 그 주변일
대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직접 육안으로 세밀하게 관찰하였다. 사전조사와 현장조사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55)
조사지역 주변의 문화재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주로 『문화유적분포지도- 화성시』56) 및 문화재
GIS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등을 참고하였다. 조사지역 주변에 위치하는
문화재 분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5,000 지형도에 주변 문화재의 위치를 표기하였다.[도
면 7, 표 2]

1) 조사지역 주변 1㎞ 이내 문화재 현황
(1)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6-3지역[도면 7-①]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 시

대 : 역사시대미상

○ 성

격 : 고분

○ 이격거리 : 약 686m
○ 내

용 : 조사지역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구간으로, 시점은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일원의

서평택 JCT, 종점은 시흥시 월곳 JCT 500m 전 까지로 노선은 평택-화성-안산-시흥시로 이어지
고 있다. 조사지역은 저구릉지대를 비롯하여 간척지, 논 경작지, 시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5) 문화재청 GIS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56) 화성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6,『文化遺蹟分布地圖-華城市』 토지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25집.

- 14 -

우선, 화성시 구간은 고속도로 예정노선의 상당
부분이 저구릉지대로 지나가고 있으며 안산시 구
간은 노선의 절반이상이 반월공단을 관통하고,
나머지 노선도 대부분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지역
으로 지나가고 있다. 시흥시 구간도 개간된 논이
나 기존의 영동고속도로와 접하여 노선이 이동하
고 있다.
조사결과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역 32
개소와 조사지역 인접유적 8개소를 확인하였다.
이중 유물산포지는 모두 18개소이며, 14개소는 유적분포 가능지역이다. 유물산포지 18개소는 유
물 수습양상,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발 20~60m정도의 완만한 구릉지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보아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유적분포 가능지역은 비록 지표상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유물산포지와 지형적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존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
라서 18개소의 유물산포지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6-2지역[도면 7-➁]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 시

대 : 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약 130m
○ 내

용 : 조사지역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구간으로, 시점은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일원의 서
평택 JCT, 종점은 시흥시 월곳 JCT 500m 전 까
지로 노선은 평택-화성-안산-시흥시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지역은 저구릉지대를 비롯하여 간척지,
논 경작지, 시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화성시 구간은 고속도로 예정노선의 상당부분이
저구릉지대로 지나가고 있으며 안산시 구간은 노
선의 절반이상이 반월공단을 관통하고, 나머지 노
선도 대부분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지나가고 있다. 시흥시 구간도 개간된 논이나 기존의
영동고속도로와 접하여 노선이 이동하고 있다.
조사결과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역 32개소와 조사지역 인접유적 8개소를 확인하였다.
이중 유물산포지는 모두 18개소이며, 14개소는 유적분포 가능지역이다. 유물산포지 18개소는 유
물 수습양상,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발 20~60m정도의 완만한 구릉지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보아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유적분포 가능지역은 비록 지표상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유물산포지와 지형적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존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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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18개소의 유물산포지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3)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6-1지역[도면 7-➂]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 시

대 : -

○ 성

격 :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역

○ 이격거리 : 약 110m
○ 내

용 : 조사지역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구간으로, 시점은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일원의 서
평택 JCT, 종점은 시흥시 월곳 JCT 500m 전 까
지로 노선은 평택-화성-안산-시흥시로 이어지고
있다. 조사지역은 저구릉지대를 비롯하여 간척지,
논 경작지, 시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화성시 구간은 고속도로 예정노선의 상당부분이
저구릉지대로 지나가고 있으며 안산시 구간은 노
선의 절반이상이 반월공단을 관통하고, 나머지 노
선도 대부분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지나가고 있다. 시흥시 구간도 개간된 논이나 기존의
영동고속도로와 접하여 노선이 이동하고 있다.
조사결과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역 32개소와 조사지역 인접유적 8개소를 확인하였다.
이중 유물산포지는 모두 18개소이며, 14개소는 유적분포 가능지역이다. 유물산포지 18개소는 유
물 수습양상,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발 20~60m정도의 완만한 구릉지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보아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유적분포 가능지역은 비록 지표상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유물산포지와 지형적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
라서 18개소의 유물산포지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4)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5지역 [도면 7-➃]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 시

대 : 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약 810m
○ 내

용 : 조사지역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구간으로, 시점은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일원의

서평택 JCT, 종점은 시흥시 월곳 JCT 500m 전 까지로 노선은 평택-화성-안산-시흥시로 이어지
고 있다. 조사지역은 저구릉지대를 비롯하여 간척지, 논 경작지, 시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화성시 구간은 고속도로 예정노선의 상당부분이 저구릉지대로 지나가고 있으며 안산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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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노선의 절반이상이 반월공단을 관통하고, 나
머지 노선도 대부분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으
로 지나가고 있다. 시흥시 구간도 개간된 논이나
기존의 영동고속도로와 접하여 노선이 이동하고
있다.
조사결과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역 32
개소와 조사지역 인접유적 8개소를 확인하였다.
이중 유물산포지는 모두 18개소이며, 14개소는
유적분포 가능지역이다. 유물산포지 18개소는 유
물 수습양상,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발 20~60m정도의 완만한 구릉지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보아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유적분포 가능지역은 비록 지표상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유물산포지와 지형적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존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
라서 18개소의 유물산포지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5)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4지역[도면 7-➄]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 시

대 : 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약 890m
○ 내

용 : 조사지역은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구간으로, 시점은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일원의
서평택 JCT, 종점은 시흥시 월곳 JCT 500m 전
까지로 노선은 평택-화성-안산-시흥시로 이어지
고 있다. 조사지역은 저구릉지대를 비롯하여 간척
지, 논 경작지, 시가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
선, 화성시 구간은 고속도로 예정노선의 상당부분
이 저구릉지대로 지나가고 있으며 안산시 구간은
노선의 절반이상이 반월공단을 관통하고, 나머지
노선도 대부분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지나가고 있다. 시흥시 구간도 개간된 논이나 기존
의 영동고속도로와 접하여 노선이 이동하고 있다.
조사결과 유물산포지 및 유적분포 가능지역 32개소와 조사지역 인접유적 8개소를 확인하였다.
이중 유물산포지는 모두 18개소이며, 14개소는 유적분포 가능지역이다. 유물산포지 18개소는 유
물 수습양상,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발 20~60m정도의 완만한 구릉지라는 지형적 조건으로 보아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유적분포 가능지역은 비록 지표상에서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유물산포지와 지형적 조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적의 존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
라서 18개소의 유물산포지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유적분포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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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06,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6)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4,9지역 내 유적 - 독정리 유적[도면 7-➅]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일대
○ 시

대 : 역사시대미상, 조선시대

○ 성

격 : 건물지, 주거지, 수혈유구

○ 이격거리 : 약 910m
○ 내

용 : 조사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금의리 일대로 독정리 유적은 해발 40m
의 낮은 구릉의 남사면과 동사면, 경사면 하단부
의 평탄지를 포함하고, 금의리 유적은 해발 50m
의 낮은 구릉의 사면과 구릉사이의 완만한 곡부를
포함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주거지 3동・수혈유구 1기,
시대미상의 건물지 1동・토광묘 1기 등 총 6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분청사기 접시,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참고문헌]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3,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4,9지역내 유적

(7) 제2서해안고속도로(1, 5지역)구간내 유적 - 5지역[도면 7-➆]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18-1 일원
○ 시

대 : 역사시대미상

○ 성

격 : 수혈유구, 민묘

○ 이격거리 : 약 519m
○ 내

용 : 조사대상지역은 전체 구간 중 1지

역과 5지역으로 1지역은 기존 고속도로에서 남서
쪽에 위치하며 서평택 JCT 예정부지로 계획된 곳
이다. 5지역은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일원으로 지
형은 야트막한 언덕의 동쪽 사면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1지역에서는 별다른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5지역에서는 민묘 2기와 수혈유
구 1기가 확인 되었다.
[참고문헌]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평택-시흥간 고속도로건설사업 1・5지역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 약보고서

(8) 화성어은리절골사지 [도면 7-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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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77-1
○ 시

대 : 조선시대

○ 성

격 : 사지

○ 이격거리 : 약 670m
○ 내

용 : 어은리 소남산 북쪽의 계곡 안부에 위

치한다. 이 사지는 경기도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유적의 전체 면적은 300여 평으로 그다지
넓지 않으며 주변에도 부속건물이 입지할 만한 공간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지의 남쪽에는 한 변
의 길이가 1.5m 가량 되는 방형의 구덩이가 남아 있
는데 절의 우물로 전해진다. 동네에는 옛날에 절이
있었으나 빈대가 많아 폐사하였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절골사지 및 주변에는 주로 기와편들이 확인되었으며, ‘堂’자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채집되었다
고 하며 채집유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 소규모의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2000,『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Ⅰ

(9) 사랑리 유물산포지2 [도면 7-➈]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멱우리
○ 시

대 : 고려시대, 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약 647m
○ 내

용 : 안중-조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

간은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1구간은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포승면 홍원리구간, 2구간은 화
성시 장안면 장안리~우정면 멱우리에 해당한다.
본 보고서는 2구간에 대한 보고서이다. 조사지
역은 도로가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
변유적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유적을 찾는데 주
안점을 두었다.
조사결과, 장안리 유물산포지, 사랑리 유물산
포지2, 사랑리 유물산포지3, 조암리 유물산포지1, 조암리 유물산포지2, 조암리 유물산포지3, 조암
리 유물산포지4, 멱우리 유물산포지1, 멱우리 유물산포지2, 멱우리 유물산포지4가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안중~조암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0) 사랑리 유물산포지3[도면 7-➉]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멱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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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대 : 고려시대, 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약 880m
○ 내

용 : 안중-조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은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1구간은 평택시 안
중읍 성해리~포승면 홍원리구간, 2구간은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우정면 멱우리에 해당한다. 본 보
고서는 2구간에 대한 보고서이다. 조사지역은 도
로가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유적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유적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
다.
조사결과, 장안리 유물산포지, 사랑리 유물산포
지2, 사랑리 유물산포지3, 조암리 유물산포지1, 조암리 유물산포지2, 조암리 유물산포지3, 조암리
유물산포지4, 멱우리 유물산포지1, 멱우리 유물산포지2, 멱우리 유물산포지4가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세종대학교박물관, 2003, 안중~조암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표 2.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번
호

유 적 명

소 재 지

시 대

종 류

이격
거리

1

평택-시흥간고속도로
(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6-3지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시대미상

고분

약
686m

2

평택-시흥간고속도로
(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6-2지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조선시대

유물
산포지

약
130m

3

평택-시흥간고속도로
(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6-1지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

유물
산포지

약
110m

4

평택-시흥간고속도로
(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5지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조선시대

유물
산포지

약
810m

5

평택-시흥간고속도로
(가칭: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 4지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조선시대

유물
산포지

약
890m

6

평택-시흥간고속도로 4,9지역 내 유적 독정리 유적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일대

시대미상
조선

건물지
주거지
수혈유구

약
910m

7

제2서해안고속도로
(1, 5지역)구간내 유적 - 5지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18-1 일원

시대미상

수혈유구
민묘

약
519m

8

화성어은리절골사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산77-1

조선

사지

약
670m

9

사랑리 유물산포지2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멱우리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약
647m

10

사랑리 유물산포지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멱우리

고려,
조선

유물
산포지

약
8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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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문화재 분포현황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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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역사분야
1) 조사방법
조사의 진행은 먼저 현장조사 실시 이전에 사전조사를 통해 조사지역과 관련된 문헌자료 및 주
변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조사지역에 대한 지형의 변화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근세지도와 현재의 지형도・지질도・토양지형도 등의 관련지도를 검토하였다.
현장조사는 전체 19,942㎡에 대하여 사전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조사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조사지역 내 유구・유물 등 고고자료의 분포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된 조사내
용은 그 현황을 기록・분포범위를 지도에 표기하였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사지역 주변 1km 범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업구역의 북서쪽 진입도로부지를 포함한 일부지역은 원지형이 대부분 훼손되어 평
탄지를 이루거나 일부 복토를 진행하여 묘목 등이 심어져 있다. 그리고 사업구역 남쪽에 위치한
구릉은 기존 공장부지와 경계지역에 맞물려 일부 지형이 훼손되었으나 원지형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릉 남동사면에서 조선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죽절굽의 백자 저부편 및
기와편 등이 지표에서 확인되었다.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유적의 존재 유
무에 따라 보존대책을 제시하였다.

사진 1. 조사지역 및 주변 위성사진(포털검색 :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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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1) 조사지역 [도면 8~9, 사진 2~20]
조사지역은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33-1번지 일원이며, 사업범위 면적은 총 19,942㎡이다. 사
업시행자인 김상수외 4인은 화성 어은리 533-1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및 공장신축부지를 조성하고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및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의 근거로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로 국비지원을 (재)한국매장문화재
협회에 신청하여 우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지역은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조암IC를 빠져나와 포승 향남로를 따라 2.65km를 직진 후 멱
우교차로에서 좌회전, 다시 우정교차로에서 장안면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어은3리(기린골)방면으로 좌회전 후 100m 가량 직진한 뒤에 우회전 하여 500m
정도 길을 따라가면 대성중공업이 보이는데, 조사지역은 그 안쪽의 경작지와 구릉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남서쪽에 위치한 대남산(해발고도 90.1m)의 북동사면 및 말단부인 평탄지역을 포함
한 가지능선으로 해발 50~58m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3km에 발안천이 흐
른다. 발안천은 화성시 봉담읍・팔탄면・향남읍・장안면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지방2급 하
천이다.
조사지역은 근대지형도[도면 5참조]와 비교했을 때 지형상의 많은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주
변지역으로 공장부지 신축 및 경작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원지형이 삭평되거나 복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지역은 북서-남동의 진입도로 부지에서 북동-남서 도로부지를 포함한
지역(1구역)과 남쪽의 구릉 일원(2구역)으로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된다.
1구역은 해발 23m~33m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기존 도로보다 낮은 평탄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공사장비 진출입로가 가설되어 있는 상태로 주변에 토목공사 자재가
쌓여있다. 북서-남동쪽 도로개설부지를 따라 북동-남서쪽 도로부지까지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
고 있으나 대부분 원지형은 삭평되었고 풍화암반이 노출되거나 일부 복토하여 묘목이 이식되어
있다. 원지형은 완전히 삭평된 상태로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구역은 해발 40~50m에 해당하는 구릉일원으로 북서 및 북동 사면을 이루는 완경사면을 형성
하고 있다. 조사지역 남동쪽 경계지역에 기 설립된 공장신축 과정에서 원지형이 일부 훼손되었다.
훼손구간은 기존 공장신축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며, 단면상에 일부 원지형이
남아있고 지표에서 조선시대 자기편 및 기와편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사업구역중 원지형이 남아있는 2구역의 면적은 8,041㎡로 파악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훼
손은 이루어졌으나 단면상에 층위양상 및 노출된 유물로 보아 표본조사를 진행하여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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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지표조사구역 내 사업신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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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지표조사구역 내 유적분포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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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 서편 원경(서-동)

사진 3. 조사지역 북편 원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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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지역 남편 경계 원경(서-동)

사진 5. 조사지역 동편 원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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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1구역 동편 전경(북동-남서)

사진 7. 1구역 북편 전경(북-남)

사진 8. 1구역 도로부지 세부사진(북서-남동)

사진 9. 1구역 세부사진 1

사진 10. 1구역 세부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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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2구역 북편 전경(북동-남서)

사진 12. 2구역 절단면(1구역과의 경계면, 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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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2구역 서편 전경(북동-남서)

사진 14. 2구역 남편 전경(동-서)

사진 15. 2구역 세부사진

사진 16. 2구역 출토 유물

사진 17. 2구역 내 일부 훼손구간

사진 18. 2구역 내 일부 훼손구간 절단면

사진 19. 2구역 구릉지대 세부사진 1

사진 20. 2구역 구릉지대 세부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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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민속분야
1) 지명분야
□ 장안면57)
시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면이다. 10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위쪽에는 화성호(華城湖)가 있고,
아래에는 남양호와 아산만이 있다. 현재의 장안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 장안면(長
安面)과 초장면(草長面)을 통합한 것이다. 장안면에 대한 기록은『화성지』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옛 마정면(磨井面)을 장안면에 합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 이전에 있던 화방면
(禾方面)의 일부도 장안면에 합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장안면 지역은 마정면・화
방면 그리고 초장면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옛 마정면 지역은 지금의 장안면 북쪽 석포리 일대이
었고, 옛 화방면 지역은 지금의 장안면 중간부분인 어은리(漁隱里)・수촌리 일대였던 것으로 추정
된다. 『호구총수』에 화방면의 관할 동으로 어은동리(漁隱洞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의 장안면 남쪽 지역인 덕다리・사랑리・독정리・사곡리・노진리・장안리 일대는 모두 옛 초
장면의 관할지역이었다. 『해동여지도』 이전의 고지도들은 현재의 장안면 위치에 마정면・화방
면・초장면 이외에 마정면과 화방면 사이에 목장면(牧場面)이 표시되어 있다. 이 목장면은 『호구
총수』나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오류인지, 실제로 그런 지명이 존재하였는
지 분명하지 않다.
장안면이라는 이름은 장안리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화성지』에 장안면 관할동으로 장내
리(場內里)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 장내리는 예전에 말을 사고파는 마장(馬場)이 서서, 마장리로
부르다가 장내리로 후에 다시 장안리(長安里)로 바뀌었다고 한다.

2) 민속분야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구성동에 대한 민속조사를 직접적으로 실시하지 못
했다. 구성동에 전해져 내려오는 공동체적인 민간신앙・민요・전설・개별 민속들이 전해져 내려오
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조사보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점차 도시화되면서 사라져가는 우
리 전통 민속이 기록으로나마 보존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57) 한글학회, 1993,『한국지명총람18(경기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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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유적분포예상지 내 유물출토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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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금번 조사는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33-1번지 일원이며, 사업범위 면적은 총 19,942㎡이다.
사업시행자인 김상수외 4인은 화성 어은리 533-1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및 공장신축부지를 조성하고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및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
차 등)의 근거로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로 국비지원을 (재)한국매장문
화재연구원에 신청하여 우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현장조사는 도보로 이동하면서 지표상
에서 유구와 유물의 흔적을 확인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원지형의 훼손 및
잔존여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1.조사지역은 근대지형도[도면 5참조]와 비교했을 때 지형상의 많은 변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주변지역으로 공장부지 신축 및 경작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원지형이 삭평되거나 복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지역은 북서-남동의 진입도로 부지에서 북동-남서 도로부지를 포함한
지역(1구역)과 남쪽의 구릉 일원(2구역)으로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된다.

2. 1구역은 해발 23m~33m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기존 도로보다 낮은 평탄지역을 이루고 있으
며, 기존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공사장비 진출입로가 가설되어 있는 상태로 주변에 토목공사 자재
가 쌓여있다. 북서-남동쪽 도로개설부지를 따라 북동-남서쪽 도로부지까지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
루고 있으나 대부분 원지형은 삭평되었고 풍화암반이 노출되거나 일부 복토하여 묘목이 이식되어
있다. 원지형은 완전히 삭평된 상태로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2구역은 해발 40~50m에 해당하는 구릉일원으로 북서 및 북동 사면을 이루는 완경사면을
형성하고 있다. 조사지역 남동쪽 경계지역에 기 설립된 공장신축 과정에서 원지형이 일부 훼손되
었다. 훼손구간은 기존 공장신축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며, 단면상에 일부 원지
형이 남아있고 지표에서 조선시대 자기편 및 기와편이 노출되었다.

4. 따라서 사업구역중 원지형이 남아있는 2구역의 면적은 8,041㎡로 파악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훼손은 이루어졌으나 단면상에 층위양상 및 노출된 유물로 보아 표본조사를 진행하여 매장문화재
의 유존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지표조사의 특성상 지표면에 드러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
표상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 진행시 유구 및 유물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이나 전문
기관에 통보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걸쳐야 할 것이다.

- 33 -

표 3. 지표조사 현황
총 면적

19,942

(면적단위 : ㎡)
발굴조사면적

보존면적

사업시행

입회조사

분포확인

면

면

조사면적

시굴조사

표본조사

정밀조사

・

・

8,041

・

적

11,901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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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존

이전보존

해당사항 없음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

사 업 명

업

사업지역

내

면

용

적

사업시행자

지
조사기관

표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33-1번지 일원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기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33-1번지 일원
전체사업면적

19,942㎡

지표조사면적

19,942㎡

기관명

김상수 외 4인

고고, 역사분야

(재)역사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민속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
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

고고・역사
분야

연락처

010-8907-2142
이종안

조사원 이하 김민정/신의주

민속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분야

원

없음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지상문화재

과

공장 부지 및 공장 진・출입로
조성

비지정문화재

사
결

3,179,000

지정문화재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조

사업목적

2018년 7월 23일 ~ 2018년 7월 27일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분석 및 보고서 작성 3일)

조사기간

사

2018~2019

매장문화재
건축물
민속자료

☑유적 있음

□유적 없음

기존

없음

신규

없음

기존

없음

신규

유적분포예상지 1개소

기존

없음

신규

없음

기존

없음

신규

없음

조사지역은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33-1번지 일원으로 사업지행자인 김상수氏가
공장 부지 및 공장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실시한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지표조사결과 사업구역중 원지형이 남아있는 2구역의 면적은 8,041㎡로 파
악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훼손은 이루어졌으나 단면상에 층위양상 및 노출된
유물로 보아 표본조사를 진행하여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사기관
종합 의견

발굴조사면적
총 면적

사업시행
면적

입회조사
면적

19,942

11,901

・

분포확인
조사면적

・

보존면적

시굴
조사

표본
조사

정밀
조사

・

8,041

・

일부
보존

이전
보존

해당사항 없음

[지표조사현황(면적단위 :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기관명 : (재)역사문화재연구원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유적
연
번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시대

종류

구분
기 신
존

1

어은리
유적
추정지1

화성시
어은리
66-2번지
일원

8,041

조선

유물
산포지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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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견
의견구분

표본조사

조사면적
(㎡)

8,041

비고
사유
유물은
확인되었으
나 조사구역
남동쪽
경계지역에
기 설립된
공장으로
원지형
일부훼손

지표조사보고 제2018-04책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533-1번지 일원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인
발
편
발
주

쇄
행
집
행
소

:
:
:
:
:

2018년 7월 27일
2018년 7월 27일
(재)역사문화재연구원
(재)역사문화재연구원
(170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51,
2층(중동)
TEL. 031-282-2100
FA×. 031-282-2121
(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