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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조사명
- 화성 동화리 245-23 근린생활시설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 이번 조사지역은 지표조사 해당면적인 30,00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작은 면적(2,299㎡)
이나 사업부지 주변으로 유물산포지와 발굴유적들이 고루 분포하고 있어 사업부지 또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됨.
사업시행자는 이번 사업부지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고자 하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부지 내 유적의 부존여부와 문화재 파괴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재)국방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함에
따라 이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됨.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45-23번지 일원

○ 조사면적
- 2,299㎡

○ 조사기간
- 2018년 8월 24일 ~ 2018년 8월 28일 (총 3일간)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분석 및 보고서작성 1일)

○ 조사단 구성
- 조사단장 겸 책임조사원 : 이 재 (국방문화재연구원장)
- 조 사 원 : 곽경인 (국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 원 : 이 철 (국방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조사 의뢰기관
- 이주영 외 2인

1

<지도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지도(1:20,000)

2

<지도 2> 조사지역의 동여도 (○ : 조사지역)

3

<지도 3> 1919년 지도상의 조사지역 (S=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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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ㆍ지리적 환경1)
화성시는 수도권권역 설정상 서부해안권이자 남부임해권으로 설정되어 대중국 교역을 위한
서해안 개발의 전초기지로서 유리한 입지에 있다. 인접 도시로는 동쪽으로는 용인시와 오산시,
서쪽으로는 안산시 대부도, 남쪽은 평택시, 북쪽은 안산시와 수원시가 접해있다.
지형은 동고서저의 형태로 산지와 곳곳의 평야, 그리고 서해안 바닷가에 펼쳐진 갯벌로 이루
어져있다. 산지는 대부분 300m 미만의 얕은 구릉성 산지로 오산시와 접한 건달산(建達山,
328m)에서 태행산(292m)을 거쳐 청명산(淸明山, 154m)으로 이어진다. 동쪽에 위치한 무봉산
(舞鳳山, 255m)은 용인시와 경계를 이룬다.
하천은 동탄 신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오산천(烏山川)을 비롯하여 오산시ㆍ평택시와 경
계를 이루는 황구지천(黃口池川)ㆍ발안천(發安川)ㆍ진위천(振威川), 화성시의 북쪽에 흐르는
자안천 등이 있다. 이들 하천 주변에는 평야와 호수가 발달해 있다. 특히 시의 서쪽 만에 화옹
방조제를 세워 자안천부터 방조제까지 화성호라는 인공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방조제로
인해 수위가 낮아진 갯벌은 대부분 염전으로 쓰이거나 개간을 통해 농지로 쓰이고 있다.
해안은 사빈(砂濱)과 해안사구(海岸砂丘)가 발달해 있다. 사빈은 대부분 해수욕장으로 쓰이
며 해안사구는 주로 섬에 형성되어 있는데 방풍림이 있어 휴식지로 활용되고 있다. 부속도서는
총 41개가 있는데 유인도는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뿐이다. 도서의 주위에는 갯벌이 펼쳐져 있다.
교통은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으로 나누어진다. 육상교통은 서해안, 제2서해안, 봉담-동탄간,
평택-화성간, 경부고속도로가 화성시를 지나가고 있고 해상교통은 전곡항, 궁평항 등을 통해
각 도서로 나갈 수 있다.
기후는 온난한 남부지방에서 대륙성의 북부지방으로 옮아가는 전이지대에 있어 온난습윤하며
서해에 연하고 있어 겨울기온이 연안을 따라 낮다. 그리고 바다와 호수의 영향으로 안개가 잦
은 편이다. 연평균기온은 11~12℃이며 강수량은 해안이 1,152㎜, 내륙이 1,267㎜이다.
이번 조사지역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위치한 농경지다. 동측으로는 와우중학교로 진입하
는 도로와 연해 있고 서측은 봉담-동탄고속도로와 근접해 있으며 주변은 고층아파트와 단독주
택 및 밭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다. 현재 조사지역 전역은 유실수가 식재된 상태로 수종은 매실
나무, 앵두나무, 보리수가 있다. 조사지역은 일제시대 지도에서도 확인되듯 논으로 사용된 곳으
로 이후 주변개발과 더불어 밭으로 개간되다 지금은 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1)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화성시사』Ⅰ, 3쪽.

5

2. 고고ㆍ역사적 환경
가. 고고학적 환경
화성시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구문천리, 동오리, 구포리, 매곡리 등에 분포해 있다. 유적은 얕
은 구릉이나 섬, 해안에 입지하며 몸돌, 찍개, 긁개 등이 출토되었다.2)
신석기시대 유적은 제부리 조개무지와 석교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조개무지는 대부분 굴껍질
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이는 60m에 달한다. 출토유물은 빗살무늬토기가 30여점 수습되었다.3)
석교리 유적에서는 움집터 26기가 확인되었다. 집터는 해발 20~30m 구릉에 위치하며 원형과
사각형으로 이뤄졌다. 유물은 탄화된 도토리, 갈돌,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4)
청동기시대 유적은 병점리, 송산리, 수기리 등에서 고인돌이 확인되었으며 동학산, 남양동, 쌍
송리 등에서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고인돌은 개석식과 바둑판식이 혼재되어 있으며 크기는 170
㎝에서 400㎝까지 달하고 대부분 낮은 구릉의 평탄면에 위치한다. 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문공
렬토기와 삼각만입촉, 유혈구석검 등이 출토되었고5) 특히 동학산에서는 거푸집이 발굴되었다.6)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발안리, 당하리, 기안리 고금산, 기안리 제철유적, 가재리 토기가마 등이
조사되었다. 발안리, 당하리, 기안리 고금산에서는 집터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발안리에서는 대
규모로 집터 59동, 수혈유구 250기, 구상유구 72기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
문토기가 주를 이룬다. 경질무문토기 기종은 아가리가 짧게 밖으로 기울어졌고 밑이 평평하며
몸통이 긴 발과 옹, 시루 등이 출토되었고 타날문토기는 몸통보다 목이 훨씬 좁고 밑이 둥근
호와 옹이 나왔다.7)
삼국시대 유적은 관방유적과 고분이 대표적이다. 관방유적은 운평리성, 한각리성, 청명산성,
오두산성, 길성리봉수, 소근산성, 태봉산성, 당성 등이 있다. 이 중 당성은 사적 217호로 서신면
상안리 산32번지에 위치한다. 해발 165m인 구봉산 정상부와 동쪽 계곡 및 서남쪽 능선에 걸쳐
성벽이 구축되어 있다. 북쪽에 화량진성ㆍ해운산봉수, 서쪽으로 염불산봉수, 남쪽으로 백곡리산
성ㆍ청명산성이 한눈에 들어온다. 당성은 신라에서는 이 성을 당항성(唐項城)이라 하였는데 서
해를 건너 중국과 교통하는 출입구 역할을 한 곳이었다. 신라는 상주와 삼년산성을 거쳐 이곳
에 이르는 길을 당은포로(唐恩浦路)라 하였다.8) 고분은 백곡리, 요리, 안녕동, 왕림리, 마하리
등에서 고분군의 형태로 조사되었다. 마하리 고분군은 사적 제451호로 원삼국~삼국시대에 이
2)
3)
4)
5)
6)
7)
8)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5,『화성시사』Ⅱ, 114~116쪽.
경기도박물관, 2000,『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Ⅰ-화성군 해안지역-』, 56~61쪽.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화성 청원리ㆍ석교리 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화성 남양동 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 2007,『화성 동학산 유적』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24~125쪽.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6,『문화유적분포지도-화성시-』,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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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많은 고분이 확인되었다. 고분은 태봉산 남서쪽 산중턱부터 1㎞에 이르는 구간까지 밀집
분포한다. 백제고분은 모두 66기가 발굴되었으며 3~5세기로 편년된다.9)
고려시대 유적은 관방유적으로 수원고읍성을 비롯하여 창고산성, 화량진성 등이 있고 가재리,
신리, 왕림리, 쌍학리 등에서 토기가마가 확인된다. 쌍학리에서는 격자타날된 옹과 동이, 매병
저부편 등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 유적은 크게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과 발굴조사 된 유적으로 나뉜다. 지표상의 유적
은 능, 불교ㆍ유교건축, 민묘, 노거수 등이 있다. 능은 건릉(建陵)과 융릉(隆陵)이 있다. 건릉은
정조(正祖)와 효의왕후(孝懿王后)의 합장릉이고, 융릉은 사도세자(思悼世子)와 혜경궁(惠慶宮)
홍씨의 합장릉인데 둘 다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불교건축은 용주사, 흥법사, 보덕사, 만의사,
봉림사 등이 있으며 유교건축은 안곡서원, 명고서원지 등이 있다. 발굴조사된 유적은 남양동,
가재리, 방축리, 쌍송리 유적 등이 있다. 남양동 유적은 주거지 100여기가 조사된 곳으로 국화
문과 우점문이 인화된 분청자와 죽절굽의 백자들이 출토되었다. 쌍송리 유적에서는 토광묘 38
기가 조사되었다.

나. 역사적 환경
화성시는 예부터 경기서남부의 육ㆍ해상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화성시에 대한 명확한 옛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삼국사기』에 수성군(水城郡)이 고구려 지
배하의 매홀군(買忽郡)이었다는 기록과 당은군(唐恩郡)이 원래 고구려의 당성군(唐城郡)을 개
칭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10) 829년(흥덕왕 4)에 당은군은 당성진(唐城鎭)으로 바뀌었다. 이
일대는 내륙에서 해안으로 다수의 성곽이 포진해 있었는데 가장 내륙에 위치한 남양리성(南陽
里城)의 경우 서해로 흐르는 남양천과 접해 있으며 화양진성(化梁鎭城), 당성은 만(灣)이 시작
되는 해상교통로 상에 위치한다. 청명산성(淸明山城)과 백곡리(白谷里)산성은 남양만의 해안에
서 청명산 서쪽 고개를 통해 당성 방향으로 나가는 교통로 상에 해당한다.11)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940년(태조 23) 수성군은 수주(水州)로 승격되었으며, 983년(성
종 2) 12목이 설치될 때 처음으로 외관이 파견되었고 양주(楊洲)가 목(牧)으로 승격되면서 수
주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1018년(현종 9)에 지방관제 정비를 통해 지수주사(知水州事)가 되고
1171년(명종 1)에 양광주도(楊廣州道)에 속하게 되었다. 대몽항쟁기인 1271년(원종 12) 몽고
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위의 책, 221쪽.
10) 三國史記 卷第35 雜志4 地理2
고전연구실 옮김, 2000,『新編 三國史記』下, 신서원, 177쪽.
‘水城郡本高句麗買忽郡景德王改名今水州唐恩郡本高句麗唐城郡景德王改名今復故領縣二.’
11) 경기도박물관, 2000,『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Ⅰ』, 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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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대부도(大阜島)를 약탈하자 섬사람들이 난을 일으켰고 이를 부사 안열(安悅)이 평정하자
공로로 수주를 수원도호부로 승격시켰다.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이 침입하였을 때 수원부
가 가장 먼저 항복했다는 이유로 군으로 강등 당했다.
수원도호부는 강등되었다가 복구되는 과정을 몇 차례에 걸쳐 1535년(중종 30) 이후로 계속
수원도호부로 남았다. 당시 수원도호부의 경역은『세종실록』지리지의 경우, 용인까지 17리, 쌍
부ㆍ팔라곶(八羅串)까지 55리, 남쪽으로 평택현 유지두(酉只頭)까지 65리, 북쪽 과천까지 21리
로 기록하고 있다.12) 정조가 1789년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고, 1794년 성역이 시작되어 화성
유수부(華城留守府)가 설치되면서 수원도호부는 그 위상이 한층 올라갔다. 초대 유수는 정조의
측근인 채제공이 맡았다. 화성에는 장용외영의 본부를 두고 용인, 안산 등 인근 병력을 이속시
켜 국왕의 군권을 보다 강하게 하였다. 정조의 화성 정책은 행정구역과 인구, 향촌사회의 구조
등에 있어 양적ㆍ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남양부 또한 수원부와 마찬가지로 강등과
복구를 반복하였다. 남양부는 남양만의 주요 포구를 포함하고 있어 상업과 해상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1895년 을미개혁으로 수원부와 남양부는 군으로 되어 인천부에 속하였다가 1914년 군면 통
폐합에 따라 남양군이 사라지고 수원군으로 통합되었다. 해방이 되고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
되면서 수원군지역은 화성군으로 개칭되었다. 2001년 화성군은 시로 승격되었고 현재 4읍 9면
13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世宗莊憲大王實錄 券第一百四十八 地理志
‘(중략) 四境,東距龍仁十七里,西距雙阜八羅串五十五里,南距忠淸道平澤縣西只頭六十五里,北距果川二十一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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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이 문화재 현황은 기 조사된 문화재를 조사지역 내와 주변으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가. 조사지역 내 문화재
1) 지정문화재 : 해당사항 없음
2) 비지정문화재 : 해당사항 없음
나. 조사지역 주변 500m 문화재
1) 지정문화재 : 해당사항 없음
2) 비지정문화재
번
조사기관
호

문화재명

위치
(GPS)

면적
(㎡)

문화재
성격

조사단
의견

비고
(이격거리)

①

토지
박물관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1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청동기 ․
238-31일원
약 34,520 조선시대 양향 없음 사진 6
(N37°12′58″/E126°58′02″)
유물산포지
(150m)

②

토지
박물관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7일원
(N37°12′58″/E126°58′09″)

③

토지
박물관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3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조선시대
242-6일원
약 14,850
사진 8
양향
없음
유물산포지
(N37°12′43″/E126°58′06″)
(140m)

④

중앙 화성 봉담 동화리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3
조선시대 양향 없음
문화재
중학교부지 내
약 11,510
사진9
(N37°13′08″/E126°58′56″)
유물산포지 (발굴완료)
(170m)
연구원 시굴대상지역 1

⑤

중앙 화성 봉담 동화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문화재
중학교부지 내
85답 일원
(N37°13′04″/E126°57′53″)
연구원 시굴대상지역 2

화성 봉담읍
한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리
⑥ 문화유산
151전 일원
다세대주택부지 내
(N37°13′06″/E126°57′58″)
연구원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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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920

약 3,680

조선시대
영향 없음
유물산포지

지도 1 · 4,
사진 7
(255m)

지도 1 · 4,
조선시대 양향 없음
사진 10
유물산포지 (발굴완료)
(5m)

청동기 ․
지도 1 · 4,
초기철기 ․ 양향 없음
약 9,300
사진 11
조선시대 (발굴완료)
(120m)
주거지

번
조사기관
호

문화재명

위치
(GPS)

면적
(㎡)

문화재
성격

조사단
의견

비고
(이격거리)

⑦

세종대
박물관

화성 와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유적

⑧

․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1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고려~
238-121 일원
약 30,890 조선시대 양향 없음 사진 12
(N37°13′04″/E126°58′03″)
유물산포지
(115m)

․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2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조선시대
227임 일원
약 30,720
양향 없음 사진 13
유물산포지
(N37°13′08″/E126°58′08″)
(335m)

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양향 없음 지도 1 · 4,
221-8전 일원
약 25,640 유물산포지
(발굴완료) (160m)
(N37°12′52″/E126°58′01″)

화성 봉담
한국
동화지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⑩ 문화유산 도시개발사업부지
227임
연구원 내 표본조사대상지 (N37°13′09″/E126°58′01″)
2․3․4

조선시대
양향 없음
유물산포지

지도 1 · 4,
사진 14
(260m)

⑪

기전
문화재
연구원

⑫

기전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화성 봉담 동화리
조선시대 양향 없음
문화재
603
약 27,900
사진 16
주거지 (발굴완료)
유적(1구역)
(N37°12′58″/E126°57′39″)
연구원
(245m)

⑬

⑭

한국
문화재
보호재단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유물산포지 2

65,670

화성 와우리
유물산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04일원
(N37°12′56″/E126°57′36″)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28
(N37°12′49″/E126°57′52″)

서수원-오산기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평택 고속도로구간
문화재
635
내 와우리 유적
(N37°12′44″/E126°57′54″)
연구원
N구역

약 4,660

고려~
양향 없음 지도 1 · 4,
조선시대
사진 15
유물산포지 (발굴완료) (380m)

22,768

통일신라~
지도 1 · 4,
조선시대 양향 없음
(260m)
유물산포지

약 1,220

와적유구, 양향 없음
지도 1 · 4,
수혈유구,
(440m)
(발굴완료)
소성유구

위 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1 (지도 1 · 4, 사진 6)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
면적 : 약 34,520㎥
문화재 성격 : 청동기 ․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150m
이 유물산포지는 이번 조사지역 북동쪽에 위치한 와우중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동화

10

리와 와우리 경계도로인 동화역말길에서 와우중학교로 진입하는 도로를 따라 직진하면 된다.
산포지는 중앙에 와우중학교가 들어서 있고 주변은 밭과 공장지대이다. 이곳에서 수습된 유물
은 무문토기편과 조선시대 기와편, 분청자편 등이다. 입지상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이 존재할 가
능성이 있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150m 이격되어 있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6,『문화유적분포지도-화성시』

② 화성 동호리 유물산포지 2 (지도 1 · 4, 사진 7)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7번지 일원
면적 : 약 3,920㎡
문화재 성격 :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255m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 북동쪽 와우중학교 동쪽에 있는 농장 내 밭 지역에 해당한다. 동화리
동화역말길에서 낭내기길로 직진하면 와우중하교 후문이 나오는데 유물산포지는 이 후문 길 건너
농장 내 구릉 정상부의 평평한 밭 일대이다.
수습유물로는 조선시대 기와편과 분청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유물로 보아 당시의 건물지가 매장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255m 이격되어 있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6,『문화유적분포지도-화성시』

③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3 (지도 1 · 5, 사진 8)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42-6번지 일원
면적 : 약 14,850㎡
문화재 성격 :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140m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 남쪽 동화역말길 건너 와우리 아파트단지에 해당한다. 산포지 서
측으로는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연접해 있다. 예전 이곳은 경작지였으나 지금은 아파트공사가
진행 중이다. 유물로는 와편과 백자편, 분청자편이 수습되었었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140m 이격되어 있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6,『문화유적분포지도-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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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성 봉담 동화리 중학교부지 내 시굴대상지역 1 (지도 1 · 4, 사진 9)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3번지
면적 : 약 11,5170㎡
문화재 성격 :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170m
이 시굴대상지역은 조사지역 북동쪽에 위치한 와우중학교에 해당한다. 동화역말길에서 와우중학
교로 진입하는 도로를 따라 직진하면 된다. 이곳은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1’과 중첩된 지역이기
도 하다. 중학교가 조성되기 전, 이곳은 구릉의 남서사면부에 형성된 밭 경작지였으며, 유물로는
조선시대 도기편과 자기편들이 다수 확인된 곳이다.
이 시굴대상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170m 이격되어 있고,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학교가 건립
되어 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화성 봉담 동화리 중학교부지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⑤ 화성 봉담 동화리 중학교부지 내 시굴대상지역 2 (지도 1 · 4, 사진 10)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85답 일원
면적 : 약 3,680㎡
문화재 성격 :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5m
이 시굴대상지역은 조사지역 동쪽 와우리 중학교 진입도로에 해당한다. 이곳은 도로가 조
성되기 전 논 경작지였으며, 2006년 지표조사에서 와우리 중학교부지와 더불어 시굴대상
지역으로 확인된 곳이다. 지금은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이 시굴대상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5m 근접해 있으나 이미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도로가 조
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화성 봉담 동화리 중학교부지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⑥ 화성 봉담읍 동화리 다세대주택부지 내 유적 (지도 1 · 4, 사진 11)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51전 일원
면적 : 약 9,300㎡
문화재 성격 : 청동기 ․ 초기철기 ․ 조선시대 주거지
이격거리 : 120m
이 유적은 조사지역 북동쪽에 위치한 밭 경작지에 해당한다. 와우중학교 후문으로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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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내기길로 직진하면 학교 남쪽과 연접한 경작지 일대이다. 이곳은 2008년 시굴조사가 실시되
었고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가마공방
지, 기와가마터, 시대미상의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조사지역으로부터 120m 이격되어 있고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
은 없겠다.
□ 참고문헌 :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08, 『화성 봉담읍 동화리 다세대 주택부지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⑦ 화성 와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부지 내 유적 (지도 1 · 4)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21-8전 일원
면적 : 약 25,640㎡
문화재 성격 :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160m
이 유적은 조사지역 남쪽 와우리 아파트공사부지에 해당한다. 서쪽으로는 봉담-동탄간 고속
도로와 연접하며 이 유적은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3’과 중첩된 지역이기도 하다. 2009년 지
표조사 당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고 유물로는 회색 연질토기조각, 회청색 인화문 토기조각,
회색 격자문 토기조각, 분청사기조각, 청자조각, 갈색 기와조각 등이 수습되었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160m 이격되어 있고 이미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아
파트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세종대학교 박물관, 2009,『화성 와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⑧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1 (지도 1 · 4, 사진 12)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121번지 일원
면적 : 약 30,890㎡
문화재 성격 :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115m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 동쪽 저구릉에 해당한다. 산포지는 동화리 동화역말길과 연접해
있으며 북동쪽은 산지이며 남서쪽은 주택과 상가 및 경작지로 조성되어 있다.
산지인 북동쪽은 원지형이 잔존해 있고 남서쪽은 가옥과 경작지 조성으로 인해 일부 원지형
이 훼손되었으나 안정된 퇴적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유물로는 고려~조선시대 토기편과 도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115m 이격되어 있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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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2 (지도 1 · 4, 사진 13)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7임
면적 : 약 30,720㎡
문화재 성격 :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335m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 동쪽 저구릉상에 위치하며 ‘북촌말 유물산포지1’과 동서로 마주 바
라보고 있다. 동화리 동화역말길과 남쪽이 연접해 있는 이곳은 원지형이 잘 남아있는 얕은 구
릉지대로 현재 산포지 내부에는 분묘들이 수십 기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능선사면부 및 말단부에서 조선시대 자기편이 수습되었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335m 이격되어 있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⑩ 화성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표본조사대상지 2 ․ 3 ․ 4 (지도 1 · 4, 사진 14)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7임 일원
면적 : 65,657㎡
문화재 성격 :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260m
이 표본대상지는 모두 3곳으로 이번 조사지역 북동쪽에 위치한다. 이 3곳은 2015년 화성 봉
담 동화지구 지표조사 당시 동화지구 조사지역에 포함된 유물산포지들이다. 표본대상지 2는 ‘화
성 동화리 유물산포지2’에 해당하는 곳이고, 표본대상지 3은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1’에 해당되며, 표본대상지 4는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2’에 해당된다.
이 표본대상지들이 모두 산포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표본조사가 시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260m 이격되어 있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화성 봉담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⑪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유물산포지 2 (지도 1 · 4, 사진 15)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04 일원
면적 : 약 4,660㎡
문화재 성격 :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3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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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물산포지는 이번 조사지역 서쪽에 위치한다. 2000년 봉담지구 지표조사 당시 확인된 3
개소의 유물산포지 중 한곳이다.
현재 이곳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380m 이격되어 있고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재)기전문화재연구원, 2000,『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⑫ 화성 봉담 동화리 유적(1구역) (지도 1 · 4, 사진 16)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03번지
면적 : 약 27,900㎡
문화재 성격 : 조선시대 주거지
이격거리 : 245m
이 유물산포지는 이번 조사지역 서쪽 아파트단지로, 2000년 봉담지구 지표조사 당시 확인된
‘유물산포지2’를 시․발굴조사한 곳이다. 조사결과, 이 1구역에서는 조선시대 소성유구 1기, 주거
지 2기, 수혈 1기, 집석유구 4기, 석렬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현재 이곳은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245m 이격되어 있고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재)기전문화재연구원, 2007,『화성 봉담 동화리유적-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시발굴조사보고서 』

⑬ 화성 와우리 유물산포지 (지도 1 · 4)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28번지
면적 : 22,768㎡
문화재 성격 : 통일신라~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 260m
이 유물산포지는 이번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한다. 동쪽은 봉담-동탄 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산
포지 동쪽의 군도 30호선 주변으로는 수원 고읍성의 흔적이 일부 잔존해 있다. 산포지 내에서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확인되었고 현재 이곳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으로부터 260m 이격되어 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은 없겠다.
□ 참고문헌 :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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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구간 내 와우리 유적 N구역 (지도 1 · 4)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35번지
면적 : 약 1,220㎡
문화재 성격 : 와적유구, 수혈유구, 소성유구
이격거리 : 440m
이 유적은 2007년 발굴조사가 실시된 곳으로 이번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한다. 이 와우리 유
적 내 N구역은 당시 조사지역인 와우리 유적 북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해발 60m 내외의 완
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던 곳이며 현재 동쪽으로는 봉담-동탄간 고속도로와 연접해 있다.
조사결과 이곳에서 와적유구 1기, 수혈유구 2기, 소성유구 1기 등 총 4기와 기타 20여개의
소형 주혈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조사지역으로부터 440m 이격되어 있고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
은 없겠다.
□ 참고문헌 : (재)기호문화재연구원, 2007,『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구간 내 와우리유적1 발굴조사 약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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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조사지역 및 주변 500m 이내의 문화재 분포지도 (1: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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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 고고분야
이 역사 ·고고분야는 우리 조사단이 새로이 확인한 문화재를 기술한 것이다.

※ 조사지역 현황 및 조사결과
이번 조사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45-23번지 일대로 면적은 2,299㎡이다. 조
사지역으로부터 북동쪽 약 2.5km 지점에는 황구지천이 흐르고 황구지천 내에는 해발 약
80~140m 내외의 저구릉 산지가 둘러싸여 있으며 그 저구릉 산지 주위로는 아파트단지와 농경
지 및 학교, 공장지대들이 들어서 있다.
조사지역은 서쪽으로는 봉담-동탄간 고속도로와 연해 있고 북쪽으로는 와우중학교가 있으며
동쪽은 와우중학교로 진입하는 도로와 근접해 있다. 이처럼 조사지역은 고속도로와 학교 진입
도로 사이에 있는 작은 면적의 농경지로, 현재 내부는 앵두나무와 매실나무, 보리수 등의 유실
수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이다.
일제시대나 1970년대 지도(지도 3 ․ 6 참조)에 의하면 조사지역은 동화리 ‘역말’이라는 곳의 논
농사 지역이었으며 수년 전 부터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장 내부는 과실나무 식재를 위
해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이랑인 두둑에는 흑색 필름으로 멀칭을 해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 과
정에서 조사지역의 원지형은 많이 훼손되었고 정밀지표조사에서도 아무런 유물이나 유구도 확인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조사지역 내에서 유구나 유적의 존재확인은 희박해 보인다.

가. 역사분야
1) 조사지역 내 문화재
- 조사지역 내에서 역사분야 신규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음.

2) 조사지역 주변 500m 이내의 문화재
- 조사지역 주변에서 역사분야 신규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음.

나. 고고분야
1) 조사지역 내 문화재
- 조사지역 내에서 고고분야 신규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음.

2) 조사지역 주변 500m 이내의 문화재
- 조사지역 주변에서 고고분야 신규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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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조사지역 세부도(1:1,600)

<지도 6> 1970년 지도상의 조사지역 (1: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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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속 및 지명유래
가. 민속분야
<화성의 민속놀이>
① 용 줄다리기
음력 1월 보름에 줄다리기를 하는데 정월 초승부터 볏짚을 추렴한다. 볏짚은 마을의 공터에
모아두며 60~80㎝ 길이에 한 자 이상 굵기의 줄로 공동 줄꼬기를 한다. 줄이 완성되면 물을
뿌려 끊어지지 않게 한다. 줄다리기는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두 번을 한다. 두 번 다 비길 경
우 세 번을 해서 승부를 본다. 서쪽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② 배 관련놀이
서해안 마을에는 배 만들기가 아직도 전해진다. 요즘은 바가지나 수수깡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돛과 키가 있는 목선을 만든다. 목선은 포구 갯가에서 띄워 배가 멀리 그리고 빠르게 나가
는 내기를 하였다. 어른들의 유동선 내리기와 배 끌어올리기도 흉내 낸다고 한다.

③ 허재비놀이
제웅버리기는 액막이인데 정월 대보름 전날 짚으로 30~50㎝ 정도의 사람 모양인 허재비를
만든다. 그 해 운수가 좋지 않거나 삼재막이를 할 때 집안에서 주로 하였다. 허재비의 배가 가
슴에 동전을 꽂아 거리에 버리면 아이들은 허재비를 놀리며 돈을 빼고 버리거나 태운다.

<설화>
① 송충이를 깨문 정조대왕
조선시대 22대 왕인 정조대왕은 효심이 깊었다. 그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는 수원으로 자주 행차하셨으며 묘소 주변 화산과 수원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친히 하
사금을 주셨다. 지금의 노송지대, 융릉과 건릉 주변에 소나무가 많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느 해인가 송충이가 많이 늘어나 심어 놓은 소나무를 다 갉아 먹어 자꾸 산림이 황폐해졌
다. 정조대왕은 백성들에게 상금까지 내려가며 송충이를 잡았으나 워낙 왕성하게 번창을 해 소
용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님은 친히 화산에 오시어 나무에 붙어 있는 송충이를 손으로 잡고서는 “네가 아
무리 미물이라지만 우리 아버님 묘소에 정성들여 가꾸어 놓은 나무들을 갉아 먹어서야 되겠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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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라고 호통을 치곤 그 징그러운 송충이를 입에 넣고 씹었다.
순간 소나무에 붙어 있던 송충이들이 일제히 땅으로 떨어져 죽었다. 그리곤 그 뒤부터는 화산
에 송충이들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먹기도 했다. 어린 소나무의 속껍질을 벗겨내
면 그 나무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사실을 안 정조대왕은 어린이들을 잡아다 벌을 주는
대신 콩을 볶아 헝겊 주머니에 넣은 후 소나무에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소나무 껍질 대신 콩
볶은 것을 먹으며 놀라는 자상한 뜻이었던 것이다

② 과객 덕분에 살아난 능참봉
정조가 부친의 능을 관리하기 위해 능참봉을 두었는데 정조의 정성 덕에 참봉도 배부르게 살
았다. 어느날 과객이 참봉의 관상을 보더니 사흘 뒤에 오사(誤死)할 상이라 했다. 살 방법을 묻
자 과객은 사흘 뒤 저녁에 비가 오면 능 앞에 유지를 덮고 누워있으라 했다. 사흘 뒤 비가 오
자 정조는 묘가 잘 관리되는지 알아보라고 하곤 자객을 시켜 참봉이 방에서 자고 있으면 목을
베어오라고 하였다. 자객이 갔으나 참봉이 능 앞에 유지를 덮고 엎드려 있어 참봉은 목숨을 구
했다. 자객이 이 사실을 정조께 고하니 정조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수원의 능참봉에게 한
끼에 닭을 한 마리씩을 내리셨다고 한다.

나. 지명유래13) (지도 7)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桐化里)>
봉담읍은 화성군 1읍 16면 중 하나의 면이였다. 본래 수원(화성)군의 지역으로서 삼봉산(군
산천)의 이름을 따서 삼봉면(三峯面)이라 하여 내동(內洞), 상동(上洞), 수영(水營), 분천(汾
川), 동화(桐化), 반현(半峴), 수기(水機), 방축(防築), 와우(臥牛)의 9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3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갈담면(葛潭面)의 당하(堂下), 석당(石堂), 유촌(柳村), 덕
촌(德村), 내곡(內谷), 하가등(下加等), 마하(馬霞), 왕림(旺林), 세곡(細谷), 덕우(德佑)의 10
개 동리를 병합하여 삼봉과 갈담의 이름을 따서 봉담면이라 하여 내리, 상리, 수영, 분천, 동화,
수기, 와우, 당하, 유리, 덕리, 하가등, 마하, 왕림, 세곡, 덕우의 15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비봉면의 상기리를 편입하여 현재 16개 리가
되었으며, 1998년 봉담읍으로 승격하였다. 동족은 태안면과 수원시, 남쪽은 정남면과 향남면,
서쪽은 팔탄면과 비봉면, 북쪽은 매송면에 닿는다.
동화리(桐化理)는 본래 삼봉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때 양재도찰방(良才道察訪)에 딸린 동화
13) 한글 학회, 1986, 『한국지명총람 18 (경기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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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同化驛)이 있었으므로 동화역, 역말 또는 역촌, 동화라 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새말, 반고개, 역말을 병합하여 동화리라 해서 봉담읍에 편입되었다.
① 수영리
본래 수원(화성)군 삼봉면의 지역으로 수영말 또는 수영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후촌, 뒤점골을 병합하여 수영리라 해서 봉담읍에 편입되었다. 고려 말엽 이 마을
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하여 ‘수영말’로 불려졌다.
② 긴등
현재 읍사무소가 위치한 마을로, 마을이 기다란 등성이 위에 자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③ 반고개
반현동 또는 방고개라고도 불리우며 역말(동화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④ 새말
동화리(역말) 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⑤ 기안리
본래 수원(화성)군 용복면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와우동을 병합하여
기안리라 해서 안령면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태안면에 편입되었다. 2006년에 태안읍이 해체
되면서 기안리(旗安里)와 배양리(培養里)가 합쳐지면서 기배동이 되었다. 기안리라는 이름은
정조가 사도세자를 현륭원(顯隆園, 현 융건릉)에 모시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마을에 기(旗)를
꽂게 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⑥ 해수동
기안말 남쪽에 있는 풀수골이라는 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⑦ 북촌말
와우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⑧ 남촌말
와우리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남촌동으로 불려지다가 조선조 정조대왕이 부왕인 사
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제사를 지낼 때에 이 마을에서 제청(祭聽)에 올릴 모를 가져갔다고 하여
지청재라고도 불렸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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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역말
동화리의 다른 이름으로 조선조 중엽부터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관으로 설치된 역(驛
이)이 있던 곳이다.
⑩ 분천리
본래 수원(화성)군 삼봉면의 지역으로서. 고려 때 분촌향(盆村鄕)이었으므로 분촌향, 분촌
또는 분천, 분화천이라 하였다.
⑪ 분촌
분천리의 다른 이름으로 마을 모양이 물을 담는 화분 같이 생겼다 하여 분촌(汾村)이라 불려
왔다고 전해진다.
⑫ 시내말
예전에 이 마을 앞으로 큰 시내가 흘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⑬ 와우리
본래 수원(화성)군 삼봉면의 지역으로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생김새가 마치 소가 누
워있는 모양과 흡사하여 와우말, 왜마루 또는 와우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
라 와우리라 해서 봉담면에 편입되었다.
⑭ 수기리
본래 수원(화성)군 삼봉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제22대 정조가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
산에 정할 때 이곳에 있는 금릉바위에서 쉬었으므로 쉬틀, 수틀 또는 수기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죽골을 병합하여 수기리라 해서 봉담면에 편입되었다.
⑮ 방축동
물을 막기 위하여 쌓은 둑을 방죽이라 하는데 이를 한자로 바꾸어 적을 때에 방축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 조선조 중엽 이곳에 방파제를 쌓았는데, 이 마을이 커다랗게 쌓은 방축 근처에
있다고 해서 방축머리 또는 방죽머리라고도 부른다.
⑯ 흥법사
수기리 34번지에 있는 절로 숙종 2년(1676)에 광봉선사가 창건하고, 1953년에 중건하였으
며 1977년에 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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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7> 조사지역 주변 지명지도(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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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1. 조사단 의견
조사지역의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사단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45-23번지 일대로, 조사면적은 2,299㎡이며
사업시행자는 이곳 사업부지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고자 한다.
2) 조사지역의 면적(2,299㎡)이 지표조사 해당면적인 30,000㎡에도 훨씬 못 미치는 면적임
에도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된 연유는 사업부지 주변으로 유물산포지와 시․발굴 유적들이 고루
분포해 있어 사업부지 또한 유적의 존재 가능성에 대비해 이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3) 조사지역의 주변 지형은 동쪽 약 2.5km 이격된 지점에는 황구지천이 흐르고 황구지천 내
에는 해발 약 80~140m 내외의 저구릉들이 둘러싸여 있다. 조사지역은 저구릉 산지에 둘러싸
인 농경지로 주변지역들은 도시개발로 인해 아파트단지나 IC가 조성되어 있거나 일부 밭과 논
지역, 학교 및 공장지대가 들어서 있다.
4) 조사지역은 서쪽으로는 봉담-동탄간 고속도로와 근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와우중학교로
진입하는 도로와 연해 있는 농경지로, 현재 조사지역 전역에는 매실나무와 앵두나무 및 보리수
등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다. 일제시대 지도나 1970년대 지도(지도 3 ․ 6 참조)에서도 확인되
듯 조사지역은 오래전부터 논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수년전부터 유실수를 심어 과수원으로 만든
곳이다. 지금의 과수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약 50cm정도 땅을 굴착해 고랑과 이랑을 만들었
고 높은 두둑(이랑)에는 잡초의 발아나 생육을 억제하고 우천 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
해 두꺼운 검은 비닐로 멀칭을 해놓았다. 이로 인해 조사지역의 원지형은 교란된 상태이며 현
장 지표조사에도 아무런 유물이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아 조사지역 내에서 유적의 가능성은 희
박해 보인다.
4) 조사지역 주변 500m 이내의 문화재로는 지정문화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비지정문화재로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1 ․ 2 ․ 3’ 과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1 ․ 2’ 등 총 14개소가
확인되었으나 모두 이격거리가 멀거나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사업부지 내 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진 않겠다.
이상의 조사된 내용을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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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지역 내 문화재 >

해당사항 없음
<조사지역 주변 500m 이내의 문화재>
번
조사기관
호

문화재명

위치
(GPS)

면적
(㎡)

문화재
성격

조사단
의견

비고
(이격거리)

①

토지
박물관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1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청동기 ․
238-31일원
약 34,520 조선시대 양향 없음 사진 6
(N37°12′58″/E126°58′02″)
유물산포지
(150m)

②

토지
박물관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7일원
(N37°12′58″/E126°58′09″)

③

토지
박물관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3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조선시대
242-6일원
약 14,850
사진 8
양향
없음
유물산포지
(N37°12′43″/E126°58′06″)
(140m)

④

지도 1 · 4,
중앙 화성 봉담 동화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조선시대 양향 없음
중학교부지 내
63
약 11,510
사진 9
문화재
유물산포지 (발굴완료)
(170m)
연구원 시굴대상지역 1 (N37°13′08″/E126°58′56″)

⑤

중앙 화성 봉담 동화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문화재
중학교부지 내
85답 일원
연구원 시굴대상지역 2 (N37°13′04″/E126°57′53″)

화성 봉담읍
한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리
⑥ 문화유산
151전 일원
다세대주택부지 내
(N37°13′06″/E126°57′58″)
연구원
유적

조선시대
약 3,920
영향 없음
유물산포지

지도 1 · 4,
사진 7
(255m)

약 3,680

지도 1 · 4,
조선시대 양향 없음
사진 10
유물산포지 (발굴완료)
(5m)

약 9,300

청동기 ․
지도 1 · 4,
초기철기 ․ 양향 없음
사진 11
조선시대 (발굴완료)
(120m)
주거지

⑦

세종대
박물관

화성 와우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부지 내 유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양향 없음 지도 1 · 4,
221-8전 일원
약 25,640 유물산포지
(160m)
(발굴완료)
(N37°12′52″/E126°58′01″)

⑧

․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1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고려~
238-121 일원
약 30,890 조선시대 양향 없음 사진 12
(N37°13′04″/E126°58′03″)
유물산포지
(115m)

⑨

․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2

지도 1 · 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조선시대
227임 일원
약 30,720
사진 13
양향
없음
유물산포지
(N37°13′08″/E126°58′08″)
(335m)

화성 봉담
한국
동화지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⑩ 문화유산 도시개발사업부지
227임
연구원 내 표본조사대상지 (N37°13′09″/E126°58′01″)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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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0

조선시대
양향 없음
유물산포지

지도 1 · 4,
사진 14
(260m)

번
조사기관
호

위치
(GPS)

문화재명

면적
(㎡)

문화재
성격

조사단
의견

비고
(이격거리)

기전
⑪ 문화재
연구원

화성 봉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04일원
택지개발지구 내
유물산포지 2 (N37°12′56″/E126°57′36″)

약 4,660

기전
⑫ 문화재
연구원

화성 봉담 동화리
유적(1구역)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03
(N37°12′58″/E126°57′39″)

약 27,900

한국
⑬ 문화재
보호재단

화성 와우리
유물산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28
(N37°12′49″/E126°57′52″)

22,768

통일신라~
지도 1 · 4,
조선시대 양향 없음
(260m)
유물산포지

약 1,220

와적유구, 양향 없음
지도 1 · 4,
수혈유구,
(440m)
소성유구 (발굴완료)

서수원-오산기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평택 고속도로구간
⑭ 문화재
동화리 635
내 와우리 유적
(N37°12′44″/E126°57′54″)
연구원
N구역

고려~
양향 없음 지도 1 · 4,
조선시대
사진 15
유물산포지 (발굴완료) (380m)
조선시대 양향 없음
주거지 (발굴완료)

지도 1 · 4,
사진 16
(245m)

2. 문화재 보존대책
위 조사내용을 문화재 보존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다시 요약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형보존 : 해당사항 없음
● 현상변경심의 : 해당사항 없음
● 이전복원 : 해당사항 없음
● 발굴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시굴조사 : 해당사항 없음
● 표본조사 : 해당사항 없음
● 입회확인조사 : 해당사항 없음

지표조사는 지상에 노출된 흔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발과정에서 조사단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유구나 유물이 발견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조사기관이나 관계기관
(경기도청, 화성시청, 문화재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화재조사를 시행
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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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사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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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의 위성사진 (출처 : 네이버)

<사진 2> 조사지역 전경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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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조사지역 내부 모습 (동→서)

<사진 4> 조사지역 내부 멀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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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조사지역 서쪽 전경 (북서→남동)

<사진 6>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1전경 (남동→북서)

31

<사진 7>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2 전경 (남서→남동)

<사진 8>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3 전경 (북→남)

32

<사진 9> 화성 봉담 동화리 중학교부지 내 시굴대상지역 1 전경 (남→북)

<사진 10> 화성 봉담 동화리 중학교부지 내 시굴대상지역 2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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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화성 봉담읍 동화리 다세대주택부지 내 유적 전경 (남→북)

<사진 12>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1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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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화성 동화리 북촌말 유물산포지 2 전경(남동→북서)

<사진 14> 화성 봉담 동화지구 내 표본조사대상지 3 전경 (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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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화성 봉담 택지개발지구 내 유물산포지 2 전경(북동→남서)

<사진 16> 화성 봉담 동화리 유적(1구역) 전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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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지역
면

적

사업시행자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45-23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조성

사업기간

2018년

(445-89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45-23번지
전체사업면적

2,299㎡

지표조사면적

2,299㎡

기관명
고고‧역사분야

사업목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조성

연락처

010-9183-4544

이주영 외 2인
국방문화재
연구원

책임조사원

이재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지표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관

2018. 8. 24. ~ 2018. 8. 28.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분석 및 보고서 작성 1일)

조사기간
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

고고·역사
분야

주변문화재 지정문화재
비지정
조사결과
문화재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지상문화재
조사
신규
결과
기존
매장문화재
신규
기존
건축물
신규
민속자료
조사기관
종합 의견

곽경인
이 철

조사원 이하

2,42,00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해당사항 없음
화성 동화리 유물산포지 1 ․ 2 ․ 3 외 11개소
□ 유적 없음
․
․
․
․
․
․

기존

․

신규

․

조사지역은 화성 동화리에 위치한 과수원 부지로, 이곳은 일제시대 전부터 논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수년 전 과수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지형이 훼손된 지역으로
현장조사 결과, 조사지역 내에서는 아무런 유물이나 유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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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8일

기관명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장 귀하

(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연
번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

유적구분
시대

조사의견

종류

비고
기존 신규 의견구분 조사면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