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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공주 도신리 산3-6번지 일원 국비지원[복권기금]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지역 : 충남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산3-6, 9-1번지

□ 조사면적 : 2,375㎡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13일 ~ 2018년 11월 19일
* 사전조사 0.1일, 현장조사 1일, 정리․분석 및 보고서 작성 0.2일

□ 조사기관 : (재)비전문화유산연구원

□ 조사의뢰 : 농업회사법인(주)에스씨에프

□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 정 종 태(비전문화유산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이 건 일(비전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
- 조 사 원 : 이 상 섭(비전문화유산연구원 조사2팀장)
- 준 조 사 원 : 장 재 혁(비전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조사경위 및 경과
농업회사법인㈜에스씨에프는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산3-6번지외 1필지 일대 2,375㎡
부지에 버섯재배사 및 진입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건설행위는 사업예정지역
에 대한 지형훼손을 수반하고, 지상 또는 지하에 산재한 각종 문화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
고, 매장문화재를 보호․조사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에스씨에프는 2018년 10월에 해당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개발행위 허
가신청을 진행하였다. 이에 공주시 문화재과에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사업예정부지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부존여부를 확
인토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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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에스씨에프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계획하였다. 정부에서는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에 앞서 시행되는 지
표조사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에스씨에프는 2018년 11월 초순에 국비지원 지표조사를 本 (재)비전문화유산연구원
에 의뢰하였다. 본 연구원에서는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협의
를 거쳐 2018년 11월 13일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의 일정으로 금번 국비지원(복권
기금) 문화재 지표조사(면적 : 2,375㎡)를 실시하게 되었다.
□ 조사방법
본조사는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육상 지표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지
역 내 지표에 노출된 선사ㆍ역사시대의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
는 것을 말하며, 역사ㆍ민속ㆍ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내용을 포
함하였다. 그리고 조사범위는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부지를 기준으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도 함께 진행하였다. 따라서 지표조사는 다음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 사전조사
사업예정부지의 경계에서부터 300m, 500m 및 1,000m 내외 지역의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를 파악한다. 또한 기 보고된 각종
보고서 및 역사서, 각종 지리지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을 파
악하고 조사방법 및 일정을 수립하였다.
2) 현지조사
사전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와 제공된 설계도면을 준비하여 직접현장에 나가 지표답
사 및 탐문조사를 통하여 유구 및 유물산포 여부를 확인하고, 민속ㆍ지명 등에 대한 탐
문조사도 진행하였다.
3) 정리 및 분석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여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
립하였다.
4) 보고서 작성
정리 및 분석이 완료된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및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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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의 환경 및 배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공주시는 충청남도의 동
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연기
군·세종시·대전광역시와 접하고, 서쪽은 예산
군·청양군과 접해있다. 남쪽으로는 논산시·계룡
시·부여군과 접해있으며, 북쪽으로는 아산시·천
안시와 접해있다. 수리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공주시의 동쪽 끝은 반포면 봉암리로 동경
127˚17´39˝이며, 서쪽 끝은 신풍면에 위치한
국사봉으로 동경 126˚53´05˝이다. 남쪽 끝은
탄천면 화정리 아랫가절 마을의 남쪽으로 북위
36˚16´20˝이며, 북쪽 끝은 유구읍 탑곡리의 봉

【도면 1】 조사지역의 행정·지리적 위치

수산으로 북위 36˚40´06˝이다.
공주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공주는 차령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
어 주로 산지지형이 발달해 있고, 부가적으로 소규모 분지지형도 다수 형성되어 있다. 산
지지형은 주로 시의 북부와 남동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북부 쪽은 차령산맥이 북
동에서 서남향으로 뻗어 내려 무성산(614m)·금계산(574m)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동
부 쪽은 천황봉(846.1m)을 최고봉으로 하는 계룡산지가 남북으로 뻗어 평균 해발 400m
이상의 고지대를 이루고 있다. 분지지형은 공주시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데,
월성산(313m)를 최고봉으로 하여 대체로 해발 200m 미만의 구릉성산지인 공산·주미산·
봉황산·연미산·취리산 등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그 내부에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다.
한편, 공주지역의 수계는 공주를 관통하는 금강 본류와 이에 합류하는 정안천 수계, 유
구천 수계로 크게 구분되며, 이외에도 대교천·제민천·혈저천 등의 소하천들이 각각 발달
해 있다. 금강은 본래 전북 장수에서 발원하는 감입곡류를 이루며 북으로 흐르는데, 충남
연기군에 이르러서는 미호천과 합류하면서 유로를 바꾸어 남서방향으로 흐른다. 이곳부터

1) 자연·지리적 환경은 주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① 百濟文化開發硏究員, 1988,『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2輯 公州郡篇, 陶文社.
➁ 百濟文化開發硏究員, 1988, 『忠南의 文化遺蹟』2輯 –公州郡篇-.
➂ 韓南大學校 忠淸文化硏究所, 1993, 『錦江誌』上, 忠淸南道.
➃ 公州市誌編纂委員會, 2002, 『公州市誌 上·下』, 대문사.
➄ 忠淸南道·公州大學校博物館, 2009, 『文化遺蹟分布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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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곡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대체로 유로가 직선 형태를 띠게 된다. 공주지역 일원에
서 금강으로 유입되는 정안천·유구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들은 남북방향의 구조곡을 따라
금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금강과는 직교하는 방향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대하천인 금강
이 관류함에도 불구하고 평야지대는 거의 발달되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도면 2】 조사지역 일대의 수계현황도

공주지역의 지질환경을 살펴보면, 주로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운모편암과 편마암이 중
심을 이룬다. 운모편암은 주로 흑운모 편암이고, 편마암은 화강암질 편마암, 호상편마암
및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모편암은 주로 봉화대에서 금학동·오곡동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편마암은 공주시 전역에 분포하는데, 특히 금강 북부에 넓게 분
포하고 있다. 이들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에 ‘공주층군’이라 불리는 퇴적암류에 부정합으
로 덮이고, 부정합면을 따라 2차적으로 단층이 발달하게 되었다. 공주층군은 의당면 청룡
리 부근에서 금강변을 따라 남서쪽으로 뻗어 이인면 만수리를 지나 청양군 청남면 청소
리 부근까지 분포한다. 공주분지에 퇴적된 이들 퇴적암류는 모두 육성기원 쇄설성 퇴적
암으로 분지의 가장자리에는 역암과 각력암이 분포하고 중심부로 향하면서 역질 사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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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이 우세해진다. 이후 공주층군의 형성시기 혹은 그 직후에 공주분지 서북단 일대에
서 안산암의 관입 또는 분출되었으며, 동부에서는 반암류가 남북방향을 따라 관입하였다.
그 후 오랜 침식작용으로 신생대 제4기 층적층이 퇴적되어 현재의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
다.
공주지역의 기후는 중위도 상에 위치하고 있어 대체로 온난다습한 기후지역에 속하고
기후 구분상으로 중부 서안형과 남부 서안형의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주시의 경계
까지만 해도 북쪽은 아산만에서 약 42km, 서쪽은 천수만에서 약 40km 이상 떨어져 있
어 내륙적인 기후의 특색이 나타난다. 공주시의 계절별 평균기온을 살펴보면 봄철은 11.3
˚C로 대도시를 제외한 인근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23.3˚C로 인근
의 부여(23.8˚C)나 대전(24.3˚C)보다도 낮은 편이다. 가을철 평균기온 역시 약 12.1˚C로
대전(13.8˚C)이나 부여(13.4˚C)보다도 낮게 나타난다. 한편, 충남지역의 겨울기온은 –1.5˚
C∼0.5˚C 정도인데, 공주의 평균 기온은 약 1˚C 정도로 주변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공주지역의 연평균 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여름철에 전체의 약 73.5%가 집중되어 있
으며, 봄철은 약 15%, 가을철은 9%, 겨울철은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의 연평균 강수량은 여름에 50∼60% 집중되는 것에 비교해보면 공주의
여름철 강수량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하여 약 10% 이상 더 내리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겨울강수량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하여 적게 내리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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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토양 퇴적 분포도

【도면 4】 조사지역 토양 지형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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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토양 모재도

【도면 6】 조사지역 토양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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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역사학적 배경
(구석기 시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주지역은 금강이라는 대하천이 관류하고 있어
충청지방의 문화·교류·물류 상의 거점지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인류활동의 흔적이 확인되어 왔는데, 공주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단연
석장리유적2)을 꼽을 수 있다. 석장리유적은 1964년에 조사되었는데, 50여 만 년 전의
초기 구석기시대부터 2∼3만 년 전의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르는 수십 만 년의 기간 동
안 형성된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석장리 유적은 남한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구석기시대
유적일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부정되었던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고히 입
증하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반포면 마암리의 용굴, 시목동,
소학동, 장기면 금암리 등지에서 다양한 구석기유물이 발견된 바 있어 일찍부터 삶의 터
전으로 적합한 환경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신석기시대 유적은 석장리유적 주변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산발적으로
수습된 적이 있고, 장원리유적3)에서 유물포함층만 확인되는 등 단편적인 양상을 보였으
나, 2006년 공주 신관동 관골유적4)에서 대천리식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관골유적에
서 조사된 주거지는 출입구가 부가된 장방형으로 충청내륙지방의 신석기시대 주거지형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시대 유적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많은 수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유적은 크게 분묘유적과 생활유적으로 구분된다. 분묘유적으로는 탄천면 남산리의 기반
식 지석묘 3기5), 장기면 당암리 석관묘 2기, 토광묘 2기6)를 비롯하여 산의리유적7), 분
강·지석리유적8), 송학리유적 등이 확인되었으며, 생활유적은 귀산리유적9), 태봉동유
적10), 장원리유적, 제천리유적11), 당암리유적, 안영리유적12), 장선리유적13)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생활유적의 주거지형태는 기존의 충청내륙지역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청동기시대 전기의 가락동유형 주거지, 중기의 송국리유형 주거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가락동유형의 주거지는 그 분포권이 제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제천리, 당

2) 손보기 외, 1993, 『석장리 선사 유적』, 한국선사문화연구소·충청남도 공주군.
3)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1, 『公州 長院里 遺蹟』.
4)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9, 『公州 新官洞 관골遺蹟』.
5) 공주대학교박물관·충청남도, 1988, 『공주시의 역사와 문화』.
6) 백제문화재연구원, 2014, 『公州 唐岩里·燕岐 松院里 遺蹟』.
7) 이남석, 1999, 『公州 山儀里遺蹟』, 공주대학교박물관.
8) 이남석, 1997, 『분강·저석리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
9) 이상엽·오규진, 2000, 『公州 貴山里遺蹟』, (재)충청문화재연구원.
10) 이남석, 2002, 『태봉동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
11)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공주 제천리 유적』.
12) 이남석·이현숙, 2002, 『公州 安永里遺蹟』, 공주대학교박물관.
13) 충남발전연구원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3, 『公州 長善里 土室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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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리 일대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대전지역의 둔산14), 노은동15), 궁동16), 신대동17), 용산
동18), 가오동유적19) 등지에서 확인된 유형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동기시
대 후기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장기면 봉안리유적, 의당면 수촌리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각각 토광묘와 적석목관묘를 묘제로 하는 분포유적이 조사되었고, 무덤 내부에서 다양한
청동유물과 옥류가 출토되었는데, 수촌리 유적에서는 주조품의 철가유물도 확인되었다.
(원삼국 시대) 문헌자료를 통해 공주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삼국시대에 이르
러서이다. 3세기 중엽 경 중국 晉代 陣壽가 편찬한 『三國志』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경
기·충청·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마한은 54개의 소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기록되어 있다. 마한 54개 소국 중 현재의 공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뚜렷이 밝혀
진 것은 아니지만, 不雲國, 監奚卑離國 등의 공주지역으로 비정되고 있다20). 원삼국시대
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적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생활유적, 분묘유적, 관방유적으로 구
분이 된다. 이중에서 생활유적은 탄천면 일대의 안영리유적과 장선리 토실유적, 덕지리유
적21)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장선리 토실유적은 『삼국지』위서 동이전 마한조에
언급된 기록 중에서 ‘초옥토실을 만들어 거처하였는데, 그 형태가 무덤과 같고 출입구가
위에 있으며, 가족이 모두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장유와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기록에 나
타난 바와 그 형태가 흡사하다. 즉, 장선리 토실유적은 문헌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고고학
적 사례로 마한의 한 주거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주거지 이외에도 덕지리와 귀산리 유적
에서는 토기가마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분묘유적은 하봉리유적22), 장원리유적, 상서리유
적23), 분강·저석리 고분군 등에서 확인되었다. 토광묘를 매장주체부로 하여 주변으로 주
구가 둘러진 주구토광묘를 중심으로 일부 옹관묘와 토광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유적
들에서 조사된 분묘는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상을 보여주는
유적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원삼국시대 관방유적으로는 수촌리 토성이 있는데, 이는 마한소국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촌리 토성은 해발 30m 정도인 나지막한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능선은 공주 지역 일원에서 가장 넓은 뜰 중의 하나인 수촌뜰
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잔존하는 성벽의 높이는 약 4.5m 내외이며, 치와
접해 있는 부분에 약 20m정도가 남아 있다. 이 토성은 공주시 의당면 일대의 평지를 생

14) 이강승·박순발, 1995, 『屯山』, 충남대학교박물관.
15)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98, 『대전 노은동유적』.
16) 충남대학교박물관, 2006, 『弓洞』.
17) 성정룡, 1997, 「대전 신대동·비래동 청동기시대유적」, 『호남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18) 성정용·이형원, 2002, 『용산동』, 충남대학교박물관.
19)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대전 가오동 유적』.
20) 이병도, 1936, 『三韓問題의 新考察』, 『震壇學報』 4.
21) 백제문화재연구원, 2012, 『덕지리유적』.
22) 서오선·이호형, 1995, 『하봉리 Ⅰ』, 국립공주박물관.
23)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2004, 『공주 상서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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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근거지로 하는 집단의 치성으로 추정되며, 4세기 때 이전의 토성에 대한 정식 학술조
사가 이뤄졌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
이다24).
(삼국시대) 공주지역은 삼국시대의 주요 국가 중의 하나인 백제가 고대국가로 성장함
에 따라 백제의 영역권으로 편입되었으며, 특히 백제의 두 번째 도읍으로 선정되면서 백
제사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475년에서부터 538년 사비로 천도할 때까지 64년 동안 수의 백제 유적이 공주지역에
조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분묘유적이 다수를 이루며, 조사를 통해 그 양상이 확인된 분묘
유적만 하여도 약 30여 개소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목동 고분군25), 신기동·금학도
고분군26), 보통골 고분군27), 웅진동 고분군28), 무령왕릉29), 송산리 고분군, 남산리·송학
리 고분군30), 분강·지석리 고분군31), 산의리유적32), 취리산유적33), 수촌리 고분군34), 우
금치 고분군, 국곡리 고분군, 교촌리 고분군, 웅진동유적, 중학동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
적 가운데 토광묘는 장선리, 남산리, 분강·저석리, 이인리, 취리산, 수촌리, 신관동35) 등에
서만 나타날 뿐,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이들 석실분은 웅진기를 전
후한 시점에서 사비기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조영된 것이 주를 이루며, 금강남안의 현재
공주시가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외의 생활유적으로는 공산
성, 정지산, 안영리, 금흥동36), 장선리, 남산리, 화정리, 산성동유적37) 등지에서 대벽건물
지와 기와건물지, 수혈유구 등의 생활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이중에서도 정지산유적38)의
경우, 특징적인 건물의 축조와 무령왕릉 매지권에 나타난 기록 등을 근거로 백제 웅진기
에 국가적 의례를 치룬 중요 유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관방유적으로는 공산성을 대표로 꼽을 수 있으며, 공산성 주변으로는 일정한 양
상으로 여러 산성들이 분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대부분 공주시가지에서 외부로 통하는

24) ① 국립공주박물관, 2002, 『공주 수촌리토성 Ⅰ』.
➁ 가경고고학연구소, 2011, 『공주 수촌리토성 지표조사 보고서』.
25) 안승주, 1967, 「공주백제고분양식의 일례」, 『백제문화』 1,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26) 안승주·이남석, 1993, 『공주 신기동·금학동 백제·고려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박물 관.
27) 안승주·이남석, 1992, 『공주 보통골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박물관.
28) ① 안승주, 1981, 「공주 웅진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 14, 공주사범대학교부설
백
제 문화연구원.
➁ 이남석·이현숙, 1998, 『공주 웅진동 고분군』, 백제문화개발연구원.
29) 문화재관리국, 1973, 『武寧王陵』.
30) 안승주·이남석, 1993, 『공주 남산리·송학리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31)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汾江·楮石里古墳群』.
32) 공주대학교박물관, 2002, 『山義里 百濟古墳』.
33) 이남석·이훈, 1999, 『就里山』, 공주대학교박물관.
3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3, 『공주 수촌리고분군 Ⅰ』.
35)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3, 『공주 신관동 78번지 외 유적』.
36) 이남석 외, 2008, 『공주 금흥동 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한국토지공사.
37) 공주대학교박물관, 1997, 『산성동 주택건설부지 유적조사보고』.
38) 국립공주박물관, 1999, 『艇止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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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에 위치하며, 이들 모두 하천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하면, 대체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원형상으로 배치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통일신라) 백제가 멸망한 이후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확대된 영토와 증가한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지방조직을 개편하였다. 9주 5소경으로 재편되면서 과거 백
제의 영역에는 웅진주(공주), 무진주(광주), 완산주(전주)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신문왕
6년에 단행된 행정조직 개편에서 공주지역은 웅천주로 승격되어 13군 29현을 관할하였
다. 이와 더불어 별개의 행정조직인 5소경이 각처에 설치되었는데, 웅천주 내에는 서원경
(청주)이 있었고, 또한 지방군의 주둔지인 고랑부리향이 청양에 있었다. 이러한 행정조직
은 통일신라 전시기에 걸쳐 유지되었는데, 다만 경덕왕 16년에 웅천주는 웅주로 개칭되
었다가 혜공왕대에 다시 웅천주로 개칭되었다.
한편, 이시기의 유적으로는 분묘유적이 일부 확인되었다. 보통골 고분군, 송학리·남산리
고분군, 금흥동유적39)에서 각각 1기씩 석곽묘가 확인되었고, 정지산유적에는 화장묘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공산성 내에서 28칸 건물지와 12칸 건물지40)등이 확인된
바 있으며, 웅진동에서도 수혈주거지와 나말여초 시기까지 이어지는 건물지 등이 조사된
바 있다41).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접어들며 940년 군현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 조치에
의해 종래의 웅주가 공주로 명칭이 바뀌었다. 983년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 12개의 주에
주목을 파견하였는데, 공주도 주목에 포함되어 상주하는 외관이 파견됨으로서 충청지역
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 12목제는 995년 12절도사체제로 개편되었고, 당시의 공주는
안절군이라는 군사체제의 행정구역명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005년 관찰사·도단련사·
단련사 등의 외관이 폐지되고 1012년에는 12절도사 마저 폐지되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 역시 생산·생활·분묘유적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계실리42)에
서 건물지 1기와 토기가마 2기가 조사되었는데, 이중에서 토기가마는 공주지역에서 자체
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또, 운암리43)에서는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가마 56기와 관련시설인 수혈유구 35기 등이 조사되어 대
규모의 생산시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구룡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되어 ‘구룡사지’44)로 명명된 절터가 조사

39) 이남석 외, 2008, 『공주 금흥동 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한국토지공사.
40) ① 안승주, 1982, 『公山城』, 공주사범대학교부설 백제문화연구소.
➁ 안승주·이남석, 1987, 『공산성내 추정왕궁지 발굴조사보고서』, 공주사범대학박물관.
➂ 안승주·이남석, 1990, 『공산성 성지』, 공주사범대학박물관.
➃ 안승주·이남석, 1992, 『공산성 건물지』, 공주사범대학박물관.
➄ 이남석·이훈, 1999, 『공산성 연지』, 공주대학교박물관.
41)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4, 『공주 웅진동(256-1번지 외)유적』.
42)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公州 桂室里遺蹟』.
4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公州 蕓巖里 瓦窯址』.
44) 공주대학교박물관, 1995, 『九龍寺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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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 있다. 다양한 유물들과 당간지주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에
번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소학동에서 건물지와 기단석렬이 확인된 바45) 있고,
신기동과 금학동46)에서 석축분 13기가 조사되었다.
(조선시대∼근·현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공주는 지방 행정의 중심지인 감영의 소재
지이자 관찰사가 부임하는 행정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조선초기의 지방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다가 약간의 수정을 거쳐 태종 13년(1413)에 확립되었고, 갑오경장에 이르
는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
루어졌는데, 이때 충청도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양분되면서 공주는 충청남도 관찰주재
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위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까지 유지되었으나,
1932년 충청남도 도청이 당시 신흥지역인 대전으로 이전됨에 따라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쇠락하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1986년에 공주군이 공주시로 승격되어 공주군과 분리되
었다가 1995년에 다시 공주시와 공주군이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계실리유적이 있으며, 유적에서 넓은 슬래그 층이 확인
되었다. 수습된 슬래그와 소토 등을 분석한 결과, 18∼19세기 대에 운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47).
조선시대 주거지가 확인되는 유적으로는 안영리 신매유적, 화정리유적, 단지리유적, 하
봉리 장고개유적 등이 있지만, 신관동유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집중적이지는 않다. 신
관동유적에서는 주거지 18기와, 건물지 2동 및 다수의 분묘가 조사되었는데, 다양한 출토
유물로 살펴본 결과,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마을이 조성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48). 또, 공산성 내의 구 성안마을 위치에서도 다수의 조선시대 건물지와 우물
등 취락의 형태가 조사된 바 있다49).
이밖에도 금학동에 위치한 주미산50)에서 석재로 온돌과 벽체를 마련한 건물지 4개 동
이 조사되었는데, 내부의 유물로 보아 조선시대 최말기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용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민가 형태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지역인 의당면은 백제 때 웅천, 신라 때 웅주, 고려 때 공주목 관할에 속하였
고, 조선시대에는 공주목 면리의 의랑면과 요당면의 지역이다.
의랑면은 지형이 우리 속 같은 의랑골이 있어 의랑면으로 하였고, 요당면은 정안천에
서 흐르는 냇물이 동혈산의 끝자락인 이 지역에 와서 못을 이르는데 요당이라 하였다.

4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0, 『공주 소학동 효자향덕비 주변지역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46) 안승주·이남석, 1993, 『공주 신기동·금학동 백제·고려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공주대학교박물 관.
4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公州 桂室里遺蹟』.
48)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9, 『公州 新官洞 관골遺蹟』.
49)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0, 『공주 공산성 성안마을 유적』.
50)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7, 『공주 주미산 유적』.
- 12 -

이 못에서 용이 백년마다 승천하는데 용이 승천할 때마다 뛰어난 인물이 배출되었다고
하여 요당면이라고 부른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요당면과 의랑면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개편하면서 의랑
면과 요당면의 명칭을 따서 의당면이라 하고, 1980년 면청사를 월곡리에서 청룡리로 이
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주지역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적들은 공주지역의 유구한 역사성이 남긴 흔적이라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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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일대의 근세지도(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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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광여도(19세기 전반)

➁ 해동지도(18세기 중반)

➂ 지방도(1872년)

➃ 여지도(18세기 중반)

【도면 8】 공주지역의 고지도

- 15 -

Ⅲ. 조사내용
지표조사는 현장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통하여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 일원에 분포하
는 문화유적의 존재유무를 파악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구 지형도 및 항공사진을 참고하
여 해당지역의 형질변경 유무를 확인하였다.
현지조사는 상기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며 진
행하였고, 사진촬영ㆍ조사내용에 대한 기록 작업 등을 병행하였다. 동시에 현지민을 대상
으로 지명 및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구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조사지역 주변유적 및 문화재 목록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유 적 명
공주 도신리 와요지
(公州 道新里 瓦窯址)
공주 도신리 요지
(公州 道新里 窯址)
행정도시·정안IC(1,2공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구간 내 유적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유적)조사 5구역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유적조사 4구역
공주 중흥리 분청요지 ② (公州
中興里 粉靑窯址 ②)
공주 중흥리 분청요지 ① (公州
中興里 粉靑窯址 ①)
공주 중흥리 토기요지 (公州
中興里 土器窯址)
세종 청라리 청너머골 요지
(구.연기 청라리 청너머골 요지)
세종 청라리 김진수 묘비
(구.연기 청라리 김진수 묘비)
세종 청라리 김오 묘비
(구.연기 청라리 김오 묘비)
세종 청라리 영모재
(구.연기 청라리 영모재)
세종 청라리 양진터 청자요지
(구.연기 청라리 양진터
청자요지)
세종 청라리 양진터 고분군
(구.연기 청라리 양진터 고분군)

시대
조선
조선
조선
시대
미상
1)조선
2)근대/
일제강
점기

성격

소재지

이격거리(m)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175m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신성

200m

유물
산포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연기군 남면 수산리

820m

미분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수산리
일원

1km

민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수산리
일원

1.7km

도자기
(요지)
도자기
(요지)

조선

묘

조선

묘

조선

사우
(사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2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1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2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산46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산48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산48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200대

1)고려
2)조선

요업
(요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산50-1임

1.8km

시대
미상

고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산50-5임

1.9km

조선
조선
고려
조선

도자기
(요지)
도자기
(요지)
도자기
(요지)
요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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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km
1.1km
1km
1.3km
1.5km
1.5km
1.6km

비고

1.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51)
1)공주 도신리 와요지 (公州 道新里 瓦窯址) (이격거리 175m)
-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 시

대: 조선시대

- 종

류: 요지(도자기)

- 유적현황:
요지는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남동쪽에 위치한
신성 마을 안에 위치하는 도요지 하단부에 속하
는 지역으로 현재는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는데, 밭둑과 곳곳에 와편과 燒土片이 산견되
고 있어, 이곳에서의 窯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
다. 이 곳에서 수습되는 유물로는 회청색 경질
의 무문 와편이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파상문
이 시문되어 있는 와편이 발견된다. 와편은 회

【사진 1】 도신리 와요지 전경

청색 경질소성품으로 태토는 굵은 모래가 섞인
점토로 비교적 거칠고, 내면에는 모두 布痕이 관찰된다. 와요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주변
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소토편이 산적되어 있다. 문양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 말기
까지 요업활동을 통해 기와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公州大學校博物館 公州
市,1995,《公州文化遺蹟》>

2) 공주 도신리 요지 (公州 道新里 窯址) (이격거리 200m)
-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신성
- 시

대: 조선시대

- 종

류: 요지(도자기)

- 유적현황:
요지는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남동쪽에 위치한 신성 마을 안에 위치한다. 현재 요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1000평 상당의 넓은 밭으로 밭둑의 경계 사이로 다량의 자기편과 소량
의 소토편이 산견되고 있어 요지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요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지역의 남쪽 상단부에 치우쳐 자기요지를 추정할 만한 자기편이 집중적으로
관찰되며, 하단부에 이르러서는 와편과 소토편이 집중적으로 산견되고 있다. 전체적인 지

51)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분야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➀ 문화재청 GIS 지리정보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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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건과 자기편, 와편의 산포 범위로 미루어
추정해 볼 때 이 지역에는 3~4기 이상의 요가
있어 요업활동을 전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분청사기에서 백자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며, 분청사기는 인화분청사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백자는 내저원각이 넓게 패인 모래받침
소성의 대접편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상형제기의 굽편으로 판단되는 백자편이 수습

【사진 2】 도신리 요지 전경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요지로 추정되는 지역
은 상당히 넓은 범위로 추정되며, 인화분청 말기에서 백자를 제작하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요업활동을 전개했던 지역으로 판단된다.
<公州大學校博物館 公州市,1995,《公州文化遺蹟》>

3) 행정도시·정안IC(1,2공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구간 내 유적 (이격거리 820m)
-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연기군 남면 수산리
- 시

대: 조선시대

- 종

류: 유물산포지

- 유적현황:
도로 개설은 1공구가 충남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공주시 의당면 도신리의 구간이며,
2공구는 충남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연기
군 남면 수산리에 이르는 구간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조사도 이 구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도로개설에 직접
영향을 받을 유적은 유물산포지 5개소와
추정고분군 1개소, 추정 생산유적 1개소가
확인되었다.

【사진 3】 정안IC 1,2공구 유적 전경

➀ 연기 수산리 조뱅이골 유물산포지: 유적은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의 경계를 이루는
국사봉의 동쪽에 접하여 위치한 해발 227.5m 봉우리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능선
말단부의 동사면에 위치한다. 조뱅이골과 서당골이 갈라지는 부분의 서사면에 조성된 밭
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기와편 및 회청색경질토기편이 확인되었으며, 이 밖에 조
선시대 기와편 및 자시편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➁ 연기 수산리 둔덕이 유물산포지: 유적은 충청남도 연기군 수산리 둔적이 마을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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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위치한 해발 150m 봉우리에서 북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 능선의 동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유적주변으로는 서편에 비교적 경사가 가파른 해발 110m 내외의 능선이 있으
며, 동편에 해발 120m 내외의 능선이 위치한다. 두 능선사이에는 좁은 곡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중앙으로 실개천이 흐른다. 유물은 하천의 서편에 위치한 경작기 주변에서 확인
되었다. 확인된 유물은 주로 조선시대 자기편이 대부분이며, 넓게 산재되어 있다.
➂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승덕골 유물산포지: 공주에서 전의로 향하는 691번 지방도로
를 따라 가다보면 가산리 못미쳐 동북쪽으로 태산리 승덕골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온다.
승덕골은 부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구릉간 계곡으로, 덕천군 사우와
묘가 위치한 구릉의 북쪽서사면에 해당하는 곳이다. 서향 구릉 중 민묘가 조성되고 밭으
로 경작되고 있는 면에서 다량의 기와와 청자편, 도기편 등이 확인되고 있다. 기와는 태
어골문 혹은 무문이 확인되고, 자기는 음각연판문이 시문환 청자가 확인되고 있다.
➃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고대실골 추정고분군: 공주에서 전의로 향하는 691번 지방도
로를 따라 가다보면 대평동 중흥교를 건너 약 200m 지점에 북쪽으로 고대실골에 들어가
는 소로가 나타난다.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점은 비교적 최근에 조
성된 중흥저수지의 북쪽에 위치한 남주 구릉부로, 이 구릉의 일부에서 백제토기편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고대실골 내에 조성된 민가의 뒤편, 동향사면의 일부 단애면에서 회청색
경질 호 구연편과 연갈색 연질토기편이 수습되고, 인근에서 할석이 산포되어 있다.
➄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신촌 유물산포지: 공주에서 전의로 향하는 691번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중흥저수지의 북단에 해당하는 지역 동쪽으로 도신리 신촌과 양밭동 마을
로 들어가는 소로가 나타난다. 이 소로 중 북동쪽 신촌 마을로 들어가는 소로를 따라 약
200여 미터 정도 들어가면 계곡 안쪽부분에 위치한 민가의 뒤편 야산에 다량의 기와편이
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신리 신촌 마을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구릉의 동향 사면부에 해당한다.
➅ 도신리 유물산포지: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에서 연기군 서면쪽으로 가는 604번 지방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500여 미터 지난 지점의 남쪽 북사면 하단부에 해당하는 지역
이다. 현재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는 범위를 중심으로 다량의 백자 및 토기편들이 확인되
어 있다. 자기의 양상으로 보아 조선 초부터 18세기 까지 이르는 생활유적들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➆ 공주 어물리 유물산포지: 공주 광정에서 전의쪽으로 향하는 604번 지방도로를 따라
약 4km 정도 가다보면 북쪽으로 어물리 음지골 마을이 위치한다. 이 마을의 북동쪽으로
형성된 계곡부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계곡부 가장 안쪽 두 개의 소천이 합쳐지는
부분의 서쪽, 남향사면 하단부에서 다량의 자기편, 토기편 등이 산포되어 있다. 자기는
분청사기, 백자편 등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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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조사지역 일대의 주변유적 분포지도(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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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1) 조사방법 및 경과
조사는 기 보고된 주변유적을 확인한 후 대상지 전역을 도보로써 육안관찰 및 지형여
건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파악하여
해당범위에 대한 정밀한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유물산포범위 및 유적의 대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범위는 충남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산3-6번지(부지 1,995㎡, 도로 136㎡)와
9-1번지(244㎡)로 총 2,375㎡이다. 사업예정지는 현재 목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
당부지 일부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스씨에프가 소득증대를 위해 버섯재배사를 신축
및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부지이다.
조사는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국비지원[복권기금]으로 조사가 실시되
었으며, 현지조사는 동년 11월 13일에 진행되었다.

2)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공주에서 천안방면으로 이어지는 691번 지방도(의당전의로)에서 세종방
면으로 빠지는 604번 지방도(도신고복로)교차로에서 약 1.5km정도를 가다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마을길을 따라 농지가 끝나는 북사면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해당부지는 공주시
소재지에서 북동방면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의 행정경계면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세종시 연서면과 접하고 있다.
조사대상지가 속한 도신리 일대의 지형을 살펴보면, 해발 400m내외의 국사봉(공주시
정안면)과 남성산(세종시 전의면)이 도신리 북편에 위치하고 동편에는 해발 262m의 오
봉산이 있다. 도신리 서편에 위치한 대교천은 중흥저수지에서 발원하여 공주시 의당면과
세종시 장군면을 거처 세종시 남단의 금강에 합류하는데, 조사지 남서편, 즉 대교천 서편
에는 해발 250m내외의 천태산과 갈미봉이, 대교천 동편에는 장군면 국사봉이 위치한다.
조사지 일대는 전반적으로 해발 200~400m 내외의 낮은 산지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며
능선사이에 형성된 충척대지와 천변을 중심으로 농경지와 저수지,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범위는 의당면 중흥리와 도신리 사이에 위치하는 해발
300m내외의 구릉지 북사면부에 해당하는데, 조사지는 북편으로 뻗는 능선사이에 형성된
곡간충적대지에 해당한다. 조사지 일대는 몇몇의 농가와 창고 등의 건물이 보이며, 조사
지 내부는 현재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상기한 능선사이에 위치한 곡간충적지의
특성대로 다량의 자연석이 산개해 있으며, 지표의 토질은 암갈색사질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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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지역 위성사진(네이버 지도)

앞서 살핀 조사지역 주변유적분포에서 보고된 도신리 요지, 도신리 와요지가 조사대상
범위에서 서쪽으로 약 350m의 거리에 위치한다. 해당지의 밭일대에서 다량의 자기편과
와편, 소토편이 확인되었는데, 자기류는 인화분청사기가 주를 이루며 백자는 내저원각이
넓게 패인 모래받침소성의 대접편이 많다. 또한 상형제기의 굽편으로 추정되는 백자편도
수습되었다. 기와는 회청색경질의 무문과 부분적인 파상문이 시문된 점으로 보아 조선시
대 말 기와생산시설이 추정되었다52).
이러한 조사지역 주변유적현황으로 볼 때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조사범위 또한 요지
의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금번 조사범위에서
는 상기한 분청사기나 백자편, 기와편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지형상 저구릉산지의
북사면부로 동일하지만 도신리 요지･와요지는 완경사면의 구릉 최말단부인 반면 조사지
는 급경사지의 충적대지이며 사이사이에 소계곡을 형성하고 있어, 강우에 의한 지형변경
이 다량 발생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상기한 자연석이 산개한 현황과 실트성질에 가까
운 사질토 등이 이러한 지형형성과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지의 이
러한 특성은 유적의 잔존가능성이 지극히 낮을 것임을 시사한다. 다량의 침식 및 퇴적과
곡부형성으로 인한 유적의 훼손 가능성을 추정하여 조사지의 북편인 곡간충적대지 말단
부의 밭과 논일대 및 계곡부 침식사면 등을 살펴본 결과도 조사지와 같이 유물 또는 유
구의 흔적이 전무하였다.
52) 공주대학교박물관･공주시, 1995, 『공주문화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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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조사대상지역 지형 및 범위도(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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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속·지명유래 분야
1) 민속
○ 공주군(公州郡) (웅천, 웅진, 웅천주, 웅주, 공주, 공산)
충청남도(忠淸南道) 2시 15군의 하나. 본래 백제의 웅천(熊川)인데, 백제 제 21대 개
로왕(蓋鹵王)이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에게 패하여 피살되매, 그 아들 문주왕(文周王)이
옛 도성인 한성(漢城)을 버리고 도읍을 이곳 웅진(熊津)으로 옮기어 63년 동안 있다가,
제 26대 성왕(聖王) 16년(538)에 다시 도읍을 남부여(南夫餘· 夫餘)로 옮기었는데, 제
31대 의자왕(義慈王) 20년(660)에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에게 패망되어, 당나라의 웅
진도독부(熊津都督府)가 돼서, 당나라 군대가 주둔하다가, 신라 제30대 문무왕(文武王)
16년(676) 2월에 당나라에서 웅진도독부를 건안(建安) 옛 성에 옮기어 갔으므로, 신라
가 차지하여, 제 31대 신문왕(神文王), 6년(686)에 웅천주(熊川州)로 고쳐 도독(都督)을
두었다가, 제 35대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웅주(熊州)로 고치고, 고려 태조(太祖)
23년(940)에 公州)로 고쳤으며, 제 6대 성종(成宗) 2년(983)에 공주목(公州牧)이 되고,
같은 14년(995)에 안절군(安節軍)이 되어 절도사(節度使)를 두어 하남도(河南道)에 붙
였다가, 제 8대 현종(顯宗) 3년(1012)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안찰사(按察使)를 두었다가,
같은 9년(1018)에 강등(降等)하여 지주사(知州事)가 되고 제 28대 충혜왕(忠惠王)후 2
년(1341)에 원(元)나라 평장사(平章事) 활활치(濶濶赤)의 아내, 경화옹주(敬和翁主)의
외향(外鄕)이 되므로 공주목(公州牧)으로 승격(陞格)되고, 이조 제 7대 세조(世祖)때 공
주진(公州鎭)을 두었는데, 제16대 인조(仁祖)때 강등하여 공주현(公主縣)으로 하였다가,
얼마 안 가서 복구되고 제18대 현종(顯宗) 11년(1670)에 다시 현(縣)으로 강등되었다가
제19대 숙종(肅宗) 5년(1679)에 복구되어, 남부(南部), 동부(東部), 익구곡(益口谷), 반
포(反哺), 장척(長尺), 탄동(炭洞), 현내(縣內), 천내(川內), 유등천(柳等川), 산내(山內),
구즉(九則), 양야리(陽也里), 진두(賑頭), 목동(木洞), 반탄(半灘), 사곡(寺谷), 우정(牛
井), 요당(要堂), 곡화천(曲火川), 삼기(三岐), 의랑(儀郞), 명탄(鳴灘), 정안(正安), 성두
(城頭), 신하(新下), 신상(新上)의 26개면을 관할하다가, 고종 32년(1895)에 공주부(公
州府)가 되는 동시에 산내(山內), 천내(川內), 구즉(九則)의 3개면을 회덕군(懷德郡)에
넘겨주고,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명탄면(鳴灘面: 22개리), 양야리면(陽也里面: 33개
리)의 전부와 삼기면(三岐面), 가운데 평촌(坪村), 서근소(西斤所), 기양(岐陽), 행단(杏
壇), 봉산(鳳山), 진의(眞儀), 창동(倉洞), 노은(老隱), 나성(羅城), 송담(松潭), 종촌(宗
村), 도산(道山), 유계(柳溪), 이산(李山), 화옥(禾玉), 도금(道琴)의 16개리와 반포면(反
浦面) 가운데 용포(龍浦), 신대(新垈), 평촌(坪 村), 용담(龍潭), 어득운(漁得雲), 동촌
(東村), 봉성(鳳城), 수남(水南)의 8개리 도합 79개리는 연기군(燕岐郡)에, 현내면(縣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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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 50개리), 유등천면(柳等川面: 36개리) 전부는 대전군에, 반탄면(半灘面) 가운데 서원
(書院), 정곡(正谷) 2개리는 부여군(扶餘郡)에 각기 갈라 주는 동시에,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의 제천(濟川), 월현(月峴),소야(所也)의 3개리와 노성군(魯城郡) 월오면(月午
面)의 소평리(小坪里)와 소사면(素砂面)의 대정리(大井邑)와 부여군(扶餘郡) 초촌면(草
村面)의 세동(細洞)과 몽도면(蒙道面)의 신대리(新垈里)와 정산군(定山郡) 목면(木面)의
석화(石花), 건지(乾芝)의 2개리 도합 9개리를 편입하여 공주군(公州郡)이 되어, 공주
(公州), 목동(木洞: 利仁), 탄천(灘川), 계룡(鷄龍), 반포(反浦), 장기(長岐), 의당(儀堂),
정안(正安), 우성(牛城), 사곡(寺谷), 주외(州外), 신하(新下: 新豊), 신상(新上: 維鳩)의
13개면으로 확정하였는데, 1938년 4월 1일 공주면(公州面)을 읍(邑)으로 승격하는 동시
에 주외면(州外面)을 혁파(革罷)하여 금성(錦城), 금학(金鶴), 용당(龍堂), 옥룡(玉龍)의
4개리는 공주읍(公州邑)에 검상(檢詳), 봉정(鳳亭), 주미(舟尾), 오곡(梧谷)의 4개리는
이인면(利仁面)에 상왕(上旺), 소학(巢鶴), 신기(新基), 화은(花隱)의 4개리는 계룡면(鷄
龍面)에 각기 편입되어 1읍 11면이 됨. 동쪽은 연기군(燕岐郡)과 대덕군(大德郡), 남쪽
은 논산군(論山郡)과 부여군(扶餘郡), 서쪽은 청양군(淸陽郡)과 예산군(禮山郡), 북쪽은
아산군(牙山郡)과 천원군(天原郡)에 닿음.

2) 지명
○ 공주시 의당면(儀堂面)
공주군(公州郡) 1읍 11면의 하나. 본래 공주군의 지역으로서, 의랑골(儀郞-) (군, 산
천)의 이름을 따서 의랑면이라 하여, 중산(中山), 가락(佳樂), 구산(具山), 신장(新場),
천수(泉水), 태산(台山), 행목(杏木), 중신(中新), 신성(新城), 방동(方洞), 소방동(小方
洞), 하산정(下山亭), 도산(道山), 서대(西垈), 월계(月溪), 학연(鶴連), 일라(日羅), 신소
(新沼), 덕재(德才), 서대(西垈), 대동(垈洞), 평촌(坪村), 송정(松亭), 양촌(陽村), 유산
(柳山), 풍천(豊川), 학산(鶴山), 구암(九岩), 미동(美洞), 백자(柏子), 은곡(隱谷), 천변
(川邊), 주암(舟岩), 향현(香峴), 용대(龍垈), 용두(龍頭), 용계(龍溪), 소룡(巢龍), 용복
(龍伏), 수회(水回), 송암(松岩), 신산(申山), 상룡(上龍), 석현(石峴), 중리(中里), 신흥
(新興), 신기(新基), 대평(大坪), 오산(吳山), 사우(祠宇), 상태(上台), 용연(龍淵), 성덕
(聖德)의 53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群面) 폐합에 따라, 요당면(要堂面)의 두만
(斗滿), 학운(鶴運), 율동(栗洞), 수촌(水村), 일양촌(一陽村), 와룡(臥龍), 요동(要洞),
문성(文城), 점촌(店村), 송정(松亭), 월대(月垈), 평기(坪基), 천변(川邊), 어인포(於仁
浦), 오룡(五龍), 종현(鐘峴), 구곡(九曲), 유계(柳溪), 세청(洗淸), 월봉(月峯), 부평(富
坪), 율정(栗亭), 신리(新里), 양촌(陽村), 흥덕(興德), 기동(基洞), 신성(新城), 신양(新
陽), 후계(后溪), 비계(飛溪), 독정(獨亭), 덕곡(德谷), 월계(月溪), 내동(內洞), 두릉(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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陵)의 35개 리와 반정면(半井面)의 서산(徐山), 목동(木洞), 오류동(五柳洞)의 3개리와
정안면(正安面)의 동계(東溪), 원대(院垈)의 2개리와 동부면(東部面)의 하주막(下酒幕)
을 병합하여, 의랑(儀郞)과 요당(要堂)의 이름을 따서 의당면이라 하여 가산(佳山), 도룡
(道龍), 두만(斗滿), 덕학(德鶴), 수촌(水村), 송정(松亭), 송학(松鶴), 오인(五仁), 요룡
(要龍), 유계(柳溪), 율정(栗亭), 용현(龍峴), 용암(龍岩), 중흥(中興), 청룡(靑龍), 태산
(台山), 월곡(月谷)의 17개리를 관할함. 동쪽은 장기면(長岐面)과 연기군(燕岐面) 서면
(西面)과 남면(南面), 남쪽은 장기면(長岐面)과 우성면(牛城面), 서쪽은 정안면(正安面),
북쪽은 정안면과 연기군 전동면(全東面), 서면(西面)에 이르고 있다.

○도신리(道新里)
본래 공주군(公州郡), 의랑면(儀朗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행목
동(杏木洞), 중신리(中新里), 신성리(新城里), 방동(方洞), 소방동(小方洞), 소산정리(小
山亭里), 도산리(道山理), 서대(西垈), 월계리(月溪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도산과 신
성의 이름을 따서 도신리라 하여 의당면에 편입되었다.

○ 가는골(세동): 하산정 서쪽, 가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
○ 나발티 고개: 신성에서 연기군 서면 청라리로 넘어 가는 고개. 지형이 나발처럼 생겼
음.
○ 내동(內洞): 안말
○ 다락골 고개(도리미 고개): 도리미에서 연기군 전동면 다락골로 넘억가는 고개
○ 도리미(도산): 도신리의 원마을. 마을 앞에 통미가 있음.
○ 도리미(산): 통미
○ 도리미 고개: 다락골 고개
○ 도산(마을): 도리미
○ 도산(산): 통미
○ 명지산(明智山): 중흥리의 “명지산”
○ 바깥말(외동): 신촌 바깥쪽에 있는 마을
○ 방골(방동): 새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며 경치가 좋고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
○ 방동(芳洞): 방골
○ 상방동(上芳洞): 위방골
○ 새말: 신촌
○ 새터말: 신촌
○ 설봉산소(雪峯山所): 도리미 뒤에 있는 인조 때 예조관서 설봉(雪峯) 강백년(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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柏年)의 산소.
○ 세동(細洞): 가는 골
○ 신선 바위(神仙-) (신선암): 명지산에 있는 바위이며 큰 바위가 두 간 집채만 한데,
말굽 자국이 있으며, 옛날 신선이 말을 타고 와서 이 바위에서 놀았다 함
○ 신선암(神仙岩): 신선바위
○ 신성(新城): 새말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지형이 성을 쌓은 것 같이 되었음
○ 신촌(新村) (새말, 새터말): 하산정 남쪽에 새로 된 마을
○ 아래 방골(하방동): 방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
○ 안 말(내동): 신촌 안쪽에 있는 마을
○ 양달 말(양달촌): 신성 양달쪽에 있는 마을
○ 양달 촌(陽達村): 양달말
○ 외동(外洞): 바깥말
○ 위방 끌(상방동): 방골 위쪽에 있는 마을
○ 음달 말(음달촌): 신성 응달쪽에 있는 마을
○ 음달 촌(陰達村): 음달말
○ 통미(도리미, 도산): 도리미 앞에 있는 외딴 산이며 들 가운데 동그란 산 셋이
있는데, 한가운데 것은 설봉(雪峯) 강백년(姜栢年) 산소를 쓴 후, 삼태성의 모양
을 이루기 위하여 흙을 모아서 만들었음.
○ 하방동(下芳洞): 아랫방골
○ 하산정(下山亭): 도리미 남쪽에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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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본 조사는 농업회사법인 ㈜에스씨에프에서 충남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산3-6번지 외
1필지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부지의 국비지원[복권기금] 문
화재 지표조사이다. ㈜에스씨에프는 본원에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였고, 이
에 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협의하여 2018년 11월 13일부터 동년 11월 19일까지 조사면
적 2,357㎡에 대한 조사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지는 해발 200~300m 내외의 낮은 구릉부 능선사이의 북사면부에 위치한 곡간
충적대지에 해당한다. 조사범위는 현재 밤나무단지를 형성하고 있고, 나무 사이 크고 작은
자연석이 산개해 있으며, 지표상에 실트성질의 갈색사질토가 다량 퇴적되어 있었다. 해당
부지는 곡부에서 말단방향으로 다수의 소계곡이 형성되어있어 잦은 지형변경이 예상되며,
조사범위를 비롯하여 조사지 북편의 구릉말단부까지 확대하여 정밀히 관찰하였으나 유물
또는 유구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범위는 유적의 잔존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
완료 후 행정조치가 내려오는 즉시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조사는 지표면에 드러난 유적의 잔존징후나 유물의 분포양상, 지형의 분석 등으로
만 매장문화재의 잔존여부를 가늠해야하는 조사 방법상의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한 매장문화재가 공사시행 중에 발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다. 만일 향후 공사 시행중에 추가적으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
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구분

소재지

공주 도신리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산

산3-6외 1필지

3-6번지, 9-1번지

- 28 -

조사결과

조사단의견

유적 없음

공사시행

【사진 5】 조사지역 일대 항공원경(북에서 측사방)

【사진 6】 조사지역 일대 항공전경(직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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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대상지 초입 전경1(진입로 개설부, 남서에서)

【사진 8】 조사대상지 초입 전경2(진입로 개설부, 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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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지역 동쪽 경계부 전경(동에서)

【사진 10】 조사지역 남쪽범위 전경(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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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지역 서쪽 경계부 전경1(북에서)

【사진 12】 조사지역 서쪽 경계부 전경2(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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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조사지역 동단 소계곡부 전경(북에서)

【사진 14】 조사지역 중앙부 전경(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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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업지역
면

적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지표
조사

공주 도신리 산3-6번지 일원 버섯재
배사 신축부지 조성사업

사업기간

2018년

충남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산3-6번지외 1필지
전체사업면적

2,375㎡

지표조사면적

2,375㎡

사업목적

버섯재배사 신축 및 진입로
개설

연락처

010-6233-3831

기관명

㈜에스씨에프
비전문화
고고․역사분야 유산연구원 책임조사원

민속분야
수중분야
고건축분야
자연문화재

조사기간
조사비용

이건일

조사원 이하

이상섭·장재혁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2018. 11. 13 ～ 2018. 11. 19 (계약기간 7일)

*계약금액 고고·역사 및 민속분야
기준

2,255,000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지정문화재 없음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1km이내)

비지정
문화재

-공주 도신리 와요지(이격거리 175m)
-공주 도신리 요지(이격거리 200m)
-행정도시･정안IC(1, 2공구)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구간내 유적
(이격거리 820m)

사업부지내
□유적 있음
√유적 없음
□
문화재
조사결과
조사
기존
없음
결과 지상문화재
신규
없음
기존
없음
매장문화재
신규
없음
기존
없음
건축물
신규
없음
기존
없음
민속자료
신규
없음
조사대상범위는 충남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산3-6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2,375
㎡이다. 조사결과, 해당부지는 능선사이에 형성된 곡간충적지로 자연석이 산개해
있으며 소계곡이 발달하여 침식이 빈번한 지형에 해당된다. 또한 조사범위내 유
조사기관
종합 의견
구나 유물의 흔적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 유적의 잔존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조치 완료이후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
다.
2018년

11월

일

기관명: (재)비전문화유산연구원장
문 화 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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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⑦유적
①연번 ②문화재명 ③소재지

④면적

⑤시대 ⑥종류

기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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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견

구분

⑧의견구 ⑨조사
분

면적

⑪비고
⑩사유

(재)비전문화유산연구원 지표조사 보고서 제2018-20집

공주 도신리 산3-6번지 일원 국비지원[복권기금]
문화재 지표조사
발

행 : 2018년

11월

일

편

집 : (재)비전문화유산연구원

발

간 : (재)비전문화유산연구원
충남 공주시 백미고을길 10-1(금성동), 2․3층
전화 : 041.853.2770, Fax : 041.853.2769

인

쇄 : 현대옵셋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50번길 47(삼성동)
전화 : 042)624-4429, Fax 042)624-7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