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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8. 11.

[일러두기]
1. 본 보고서는 (재)고운문화재연구원이 박재환氏의 의뢰로 실시한 ‘청주 사인리
(78-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이다.
2. 조사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답(畓) 일부지역이며,
지표조사대상면적은 633㎡이다. 금번 조사지역 대부분은 ‘청원 학천리 유물산포지
3’ 내에 포함되어 위치하고 있다.
3.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28일(현장실조사일수 1일)까지
이며, 현장조사는 2018년 11월 24일에 실시ㆍ완료하였다.
4. 본문의 지형도는 국립지리정보원(http://www.ngii.go.kr)에서 발행한 1:5,000 및
1: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고, 이를 도판에 맞추어 편집하였다.
5. 본문의 고지도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에서 발췌하였다.
6. 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단면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이다.
7. (재)고운문화재연구원은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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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청주 사인리(78-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사업시행자인 박재환氏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답(畓) 일
부지역에 단독주택부지를 신축하고자 한다. 여기에 청주시에서는 신청지역은「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30,000㎡ 이
상)」및 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에 의거 문화재가 매장되
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에 해
당하므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전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는 시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아 이를 이행하라는 의견이 제
시되었다1).
이에 박재환氏는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부존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추후 사업범위에 대한 관련법령에 근거
한 문화유산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재)고운문화재연구원에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
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신청 및 협의를 완료한 후 지표조사에 착수하였다2).

3.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번지 일부지역
(중심지역 좌표 : 북위 36° 37′ 56.70″ㆍ동경 127° 22′ 30.57″)
○ 조사면적 : 633㎡(부지 : 548㎡, 도로 : 85㎡)

4. 조사기간
2018년 11월 22일 ∼ 2018년 11월 28일(현장조사 1일)
- 사전조사 0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 0일, 보고서 작성 0.1일

1) 청주시 문화예술과-29358호(2018. 10. 23 ; 강내면 사인리 78-1번지 상 건축신고(박재환) 관련 보완서
류 제출에 따른 재협의 회신 – 지표조사).
2) 한문협 2018-0954호(2018. 11. 22 ; 지표조사 국비지원 회신 – 청주 사인리 78-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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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김경범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김경범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장)

조

: 오운형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사

원

준 조 사 원

: 오운석 (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 2팀장)

6. 사업시행자
박재환氏

문화재 지표조사는 일차적으로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 대
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단
이 도보로 기존에 보고된 유적을 확인하고, 조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유적을 확인하는데 주력하였다.
보고서의 작성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오운형이 원고를 작성하였다. 도면과 사진
의 기록 및 편집은 오운석의 주도로 김남덕(재단법인 고운문화재연구원 연구원)이
도왔으며, 이를 오운형이 검토ㆍ수정하여 김경범이 최종 교열하였다.

- 2 -

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의 환경
1. 청주시의 자연・지리적 환경3)
청주시는 한반도의 중부권의 내륙
도시로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이며
행정・정치・경제・교육・문화의 중
심지이기도 하다. 청주시의 수리적
위치는 동쪽 끝이 상당구 미원면 계
원리로 동경 127° 46′ 20″, 북위
36° 35′ 55″, 서쪽 끝은 흥덕구 오
송읍 상봉리로 동경 127° 16′ 40″,
북위 36° 38′ 15″, 남쪽 끝은 상당
구 문의면 후곡리로 동경 127° 30′
30″, 북위 36° 24′ 30″, 북쪽 끝은
청원구 북이면 옥수리로 동경 127°
34′ 00″, 북위 36° 46′ 35″로, 동서

도면 1. 청주시 행정구역도(두피디아 : doopedia.co.kr)

간과 남북간의 거리는 각각 44.2㎞,

(● : 조사지역)

41.7㎞ 이다.
청주시의 외곽은 동쪽으로는 좌구산(坐龜山; 657m)을 경계로 증평군과 접하고 국
사봉(國師峰; 586.7m), 피반령(皮盤嶺; 547m)을 경계로 보은군과 접하며, 서쪽으로
는 조천(鳥川)과 구릉성산지를 경계로 충남 천안시와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금강
을 경계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북쪽으로는 보강천과 불당산(佛堂山;
264.4m), 서림산(徐林山; 345m)을 경계로 진천군 등에 접해 있다.
청주시의 지형은 동고서저형(東高西低形)으로 동남쪽에는 소백산맥이, 북서쪽에
차령산맥이 뻗어 있어 이들이 천연의 지리구 역할을 하고, 서쪽으로는 구릉지 및
평야가 펼쳐져 있다. 동쪽은 노령산맥의 남하로 비교적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는
데, 상당구 미원면의 미동산(米東山; 545m), 상당구 낭성면의 선도산(仙到山;
546m), 선두산(先頭山; 527m) 등이 있으며, 남쪽은 상당구 문의면 작두산(鵲頭山;
430m), 서원구 현도면의 구봉산(九峯山; 370m)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북서
쪽은 차령산맥의 저산지가 남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 낮은 구릉지를 이루면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작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의 동쪽 배후지를 형성하고
있는 산지는 노령산맥의 지맥으로 증평군 좌구산(座龜山; 667m)에서 분기하였으며,
상당산성(上黨山城)・선두산(仙頭山)・관봉(冠峰)・태봉(胎峰)의 순으로 솟아 있다.
3) 청주시, 2006,「청주시사」.
청원군지편찬위원회, 2006,「청원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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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서쪽은 파랑상(坡浪狀)의 구릉지가 잇따르고 있는 준평원이며, 충청북도 최대
의 곡창지대인 미호평야가 펼쳐져 있다. 미호평야는 청주시와 세종시 등을 연결하
는 지역으로 수량이 풍부하고 경지정리 및 관계시설이 잘 되어있어 쌀 산지로서 곡
창지대를 형성한다. 청주평야는 무심천 하류를 중심으로 발달된 범람원의 곡저평야
이다.
청주시 중심부로부터 동남부쪽은 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의 남부・문의
면지역과 서북쪽으로는 오창읍 북부지역・옥산면 북서부 지역은 300~400m 정도
로서 높은 편이다. 반면에 북이면・강내면・현도면・남일면 등의 서부지역은 100m
이하의 잔구성 산지가 발달하고 있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오창읍 성재리는 청주시 청원구의 북쪽에 위치하며 읍의 최서
단 돌출부에 있다. 동쪽으로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좌리, 서쪽으로는 청주시 청
원구 오창읍 송정리, 남쪽으로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정리, 북쪽으로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리에 접하여 있으며 금강인 미호천을 낀 넓은 평야지역과 서북
쪽으로 형성된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도면 1]
청주시의 수계는 분수계인 한남금북정맥을 경계로 남한강과 금강이 흐른다. 상당
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남한강수계가, 서쪽으로는 금강수계가 흐른다. 청주에
서 미원방향으로 가는 32번 도로변에 있는 상당구 낭성면의 머구미재가 바로 분수
령이다.
청주시의 금강수계는 금강의 중류에 속하고 넓은 평지를 흐르기 때문에 유량이
풍부하여 크고 작은 하천들이 지류를 이루고 있다. 청주 중심부에서는 미호천의 지
류인 무심천(無心川)이 시가지 중심을 남에서 북서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남한강
수계는 동남쪽의 산곡지역을 흐르며 하천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편이어서 평야가
좁게 형성되어 있다.
주요하천으로는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발원한 금강이 북서쪽으로 흐르면서 남서부
의 경계선을 형성하고, 낭성면에서 무심천이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문의면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흐르면서 대머리평야와 시 중심부를 지나 미호천으로 합류한
다. 충청북도 최대의 곡창지대를 관개하는 미호천은 오창평야와 미호평야의 중앙을
관류하여 충남 연기군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이 밖의 하천으로 무심천과 미호천의
지류인 미평천, 명암천, 율량천, 석남천 등이 있다.
청주시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變性堆積岩類)인 편마암류(片麻巖類)와 흑운모편마
암류(黑雲母片麻岩類), 이들을 관입하고 있는 화강암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편마암류, 그 위를 또 다시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충적층이 대별된다.
저반형태의 청주화강암이 관입한 청주 주변의 기반암은 동쪽으로는 캠브리아기의
백봉리층군(白峰里層群)과 오르도비스기 옥천누층군(沃川累層群)의 퇴적암층이 두껍
게 발달하여 지하수 여과작용을 함에 따라 청주 주변지역이 양질의 음용수 공급지
로 유명하다. 서쪽에는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편마암(黑雲母片麻岩)이 북동-남서로
넓게 뻗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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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시대 순으로 열거를 하면, 우선 캠브리아기의 백봉리층군에 속하는 미동산층
이 미동산-국사봉-피반령을 잇는 북동-남서로 연결되는 산릉을 이룬다. 운교리층은
미동산층의 서쪽에서 넓게 분포하고, 동쪽에서 대상으로 분포하는 층으로 미동산층
과는 정합적이다.
미원면 북동부 끝부분에는 오르도비스기 후기의 옥천누층군의 최상부인 황강리층
이 하부의 문주리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청주시 서북부 강외면과 옥산면 등지
의 끝부분에 분포하는 시대 미상의 편마암이 있으며, 편마암과 관계는 알 수 없으
나 서부지역 곳곳에 분포하는 시대 미상의 복운모편암이 있다. 청주 서부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일명 청주화강암이라고 하는 쥐라기의 반상화강암이 있고 그 서쪽에
분포하는 쥐라기의 흑운모화강암이 있다.

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 ①분포지형도·②퇴적양식도·③토양모재도(http://soil.rda.go.kr 참조)

청주의 토양은 6개의 토양군으로 구별된다. 배수가 양호한 하성충적층(河成沖積
層)의 사질토양(沙質土壤)인 낙동-화봉 토양군, 배수가 약간 불량한 하성충적층의
식양질(埴壤質) 내지 사양질(沙壤質) 토양인 신흥-함찬 토양군, 곡산 충적층의 사양
질 토양인 사촌-상주 토양군, 기반암 풍화토인 식질토양(埴質土壤)인 화동-극락토
양군,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계에 기인한 잔적층의 사양질 토양인 예산-오산 토양
군, 사양질 토양인 삼각-외산 토양군 등 6개 토양군이다.[도면 2]
청주시의 중심 교통편은 17번 국도가 북-남으로 안성・진천・청주・신탄진・대
전 방향으로 지나고 있으며 36번 국도가 서-동으로 조치원・청주방향으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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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592번 지방도로 분기하여 북동쪽 증평방향으로 갈라지고, 동쪽으로는 512번
지방도가 괴산방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남동쪽으로는 25번 국도가 청주・회인방
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쪽으로는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북-남으로 이어
지고 있고 충북선이 남서-북동으로 조치원・오송・오근장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의 기후는 내륙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대륙성기후를 나
타내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2.5℃, 1월 평균기온 -2.4℃, 8월 평균기온 25.8℃이
고 연평균 강수량은 1,387.6㎜이다.

2. 청주시의 고고・역사적 환경
1) 고고학적 환경
청주지역은 금강의 최대 지류인 미호천의 하류지역으로, 하천의 주변으로 완만한
구릉성 산지와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어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리적 환
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갖춘 청주는 많은 고고학적 유적이 산재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유적이 조사되고 있다.
먼저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청주 개신동 유적4), 문덕리 샘골유적5), 명암동 유
적6), 연제리 유적7), 소로리 유적8), 봉명동 유적9), 율량동 유적10), 만수리유적11)
등 많은 곳에서 고토양층과 함께 구석기가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소로리 유적은 중기~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르는 3개의 문화층과 토탄
층이 확인되었다. 1지층에서는 몸돌․ 격지, 2지층에서는 석기제작터 및 주먹대패・
긁개・몸돌・격지・망치돌・찍개, 3지층에서는 마줏날긁개・밀개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토탄층은 빙하기의 토탄층으로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최초로 확인되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호천유역에는 이 단구지형들이 잘 발달
되어 있어 앞으로도 구석기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가호리 아득이유적, 쌍청리 유적12), 상당산성 남문 밖 유
4) 이융조, 1976,「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전통유물의 몇 예」,『백산학보』20.
5) 충북대학교박물관, 1979,『미호천유역 지표조사 보고서』.
6) 충북대학교박물관, 1980,『우암산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 1983,『중원문화권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청원군)』.
, 1986,『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청주대학교박물관, 1983,『중원문화권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청주시, 괴산군』.
, 1990,『청원군 문화유적』.
7) 국립청주박물관, 1993,『미호천유역 지표조사 보고서』.
8) 충북대학교박물관, 1998,『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청원 옥산 소로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이융조・우종윤, 2000,『청원 소로리 구석기 유적』.
9) 이융조・홍미영, 1999,「청주 봉명동유적 Ⅰ지구 발굴조사개보」,『연보8』, 충북대학교 박물관.
10) 충북대학교박물관, 2005,『청주 율량리 구석기유적』.
1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청원 만수리 구석기유적(10지점)-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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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13) 등 미호천 주변을 따라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쌍청리유적은 주
거지를 비롯하여 빗살무늬 토기・숫돌・간돌도끼・보습・반달돌칼 등이 출토되었
다. 이 유적은 남부지방과 한강유역의 빗살무늬토기 문화와의 연결 관계 연구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내곡동유적14), 향정동・외북동 유적15), 송절동 유적, 궁평
리 유적16), 내수리 유적17), 황탄리 유적18), 봉명동 유적19), 송대리 유적20), 비하동
유적21), 가경동 유적22), 용정동 유적23), 쌍청리 유적24) 등을 들 수 있다. 청동기시
대의 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대부분 주거지로 내부에 위석식 노지를 갖춘 세장방
형 ․ 장방형 주거지에서 가운데 타원형구덩이를 가지고 있는 송국리형 주거지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인되어 당시 주거양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밖에 문의면 도원리, 내산리, 다락리, 학평리, 장남리, 내둔리25) 등 고인돌 유
적과 율량동, 은곡리, 쌍이리 등 선돌유적 등이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적은 송절동 유적26), 신봉동 유적27), 오창
유적28), 봉명동 유적29), 명암동 유적30), 용담동 유적31), 주성리 유적32), 가경4지구
유적33), 부모산성34), 우암산성35) 등이 있다.
12) 국립청주박물관, 1993,『청원 쌍청리 주거지』.
13) 충북대학교박물관 호서문화연구소, 1997,「상당산성-서장대 및 남문외 유적지 조사보고」.
14) 차용걸, 1986,「청주 내곡동유적 발굴조사 보고」,『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15) 윤무병, 1986,「청주 향정동・외북동유적 발굴조사보고」,『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16)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 1994, 『청원 궁평리 청동기유적』.
17) 국립문화재연구소, 1995,「청원 내수리 유적」,『선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8)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 1997,『청원 황탄리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9) 충북대학교박물관, 1999,『청주 봉명동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2002,『청주 봉명동유적Ⅰ-Ⅰ지구 조사보고』,
, 2004,『청주 봉명동유적Ⅲ -Ⅳ지구 조사보고 ② -』,
, 2005,『청주 봉명동유적Ⅱ -Ⅳ지구 조사보고 ① -』.
2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청원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2단계)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 1998,『청원 주성리 유적』.
21) 한국고고학회, 1974,「청원 비하리출토 일괄유물」,『고고학』2.
22) 이융조・우종윤・조상기, 2002,『청주 가경 3지구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23)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토지공사, 2000,『청주 용정동유적 Ⅰ』.
2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청원 쌍청리 청동기시대유적』.
25) 청주대학교박물관, 2000,『문화유적분포지도-청원군-』.
26)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3,『송절동 고분군』.
차용걸・조상기, 1994,『청주 송절동 고분군 1차년도(92) 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 1995,『청주 송절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1993년도 발굴조사-』, 충북대학교박물관.
27) 충북대학교박물관, 1996,『청주 신봉동 고분군』.
충북대학교박물관・청주시, 2002,『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 2000년도발굴분 조사보고서』.
2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청원 오창유적Ⅰ~Ⅲ』.
29)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청주 봉명동유적(Ⅰ)-Ⅰ지구 조사보고-』.
30) 국립청주박물관, 2000,『청주 명암동유적(Ⅰ)』.
3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청주 용암유적』.
3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청원 주성리유적』.
33) 우종윤 외, 2004,『청주 가경4지구 유적(Ⅱ)』.
3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청주 부모산성-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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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에서 조사된 주성리 유적에서는 토광
묘내에서 흑도장경호, 다뉴세문경, 동사(銅鉈)등이 출토되었다. 있다. 또한 신봉동
유적은 7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의 토광묘・석곽묘・횡혈식 석실분 등이
확인되었는데, 2,500여 점의 출토유물 중 백제의 전형적인 토기와 마구류가 다량
출토되어 백제 고분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성곽유적으로는 동쪽으로 남성산성・돌봉산성・구라산성36), 서남쪽으
로는 남성골산성37)・백제산성・화성산성・석화리토성, 남쪽으로 작두산성・구룡산
성・청개산성・양성산성38)・샘봉산성,

서쪽으로

동림산성・시루봉산성・병마산성

등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유적 가운데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청원 쌍청리 다중환
호 유적39)・개신동 유적과 분묘유적으로 하복대유적40)・용암동유적41)・명암동유
적42) 등이다.
대표적인 유적인 청원 쌍청리 유적에서는 11개의 환호가 조사되었으며, 환호 안
에서 주름무늬병 등이 출토되었다.
청주지역의 알려진 통일신라시대의 절터로는 목우사지・용암사・운천동사지・운
천동 산직말사지 등이 있다. 하지만 통일신라의 불교유적은 대부분 원형을 잃고 절
터만 전해지고 있다.
고려~조선시대 유적 가운데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으로 백현리유적43)에
서는 건물지가, 청원 주성리유적44)・오창유적45)에서 청자가 부장된 석곽묘 또는 토
광묘 등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청주의 불교유적으로는 용두사지・흥덕사지・대성동사지・탑동사지・천
흥사지・흥천사지・계산리 5층석탑(보물 제511호)・백족사 3층석탑 등이 있다. 이
중 용두사지는 용두사지 철당간(국보 41호)이 남아있으며, 철당간은 주성기가 남아
있어 고려 초 호족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청주시・(사)충청북도문화유산연구회, 2012,『청주 부모산』,
충북대학교박물관, 2014,『청주 부모산성 : 서벽구간 및 모유정.제1보루』.
충북대학교박물관, 1980,『우암산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국립청주박물관・(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0,『청주 와우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청주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 구간 내 유적』.
차용걸 외, 2001,『청원 구라산성』,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2004,『청주 남성곡 고구려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
차용걸 외, 2001,『청원 양성산성』,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2005,『청원 양성산성 원지 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도문선, 2005,「청원 쌍청리 다중환호 유적」『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한국고고학회.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청원 쌍청리 다중환호』.
충북대학교박물관, 1996, 앞의 책.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청주 용암유적(Ⅰ).
국립청주박물관, 2000, 앞의 책.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7,『청원 백현리 건물지 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앞의 책.
, 1999, 앞의 책.
, 2000, 앞의 책.

- 8 -

조사지역이 위치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재리 주변에서 조사된 유적은 300m
이내에 ‘성재리 제1유물산포지’와 ‘성재리 제2유물산포지’가 있다. 두 유물산포지에
서 특기할만한 유구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토기편과 기와편이 수습되었고, 지형여건
으로 인해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46)
300∼500m 이내에는 ‘백현리 유물산포지’가 있다. ‘백현리 유물산포지’는 삼국시
대 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어, 관련문화재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47)
500m∼1㎞ 이내에는 ‘성재리 유적’과 ‘성재리 유물산포지1’, ‘성재리 유물산포지
2’, ‘청원 성재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구확인지역’, ‘성재리 유물산포지3’이 있
다. ‘성재리 유물산포지1’은 토기편과 자기편이 수습되어, 생활유구 및 분묘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재리 유물산포지2’는 토기편이 소량
수습되었으나 지형여건으로 인해 생활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성재리 유물산포지3’은 토기편과 자기편이 다량 수습되어, 생활유구 및 분묘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원 성재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
구확인지역’은 회곽묘 2기가 확인되었으나 공사로 인해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조사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정밀수습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지역이다.48) 이 중
‘성재리 유물산포지1’의 일부지역과 ‘성재리 유물산포지3’의 일부지역에 대해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성재리 유물산포지1’에서는 구석기・중석기시대의 고토양층
이 확인되었고, ‘성재리 유물산포지3’에서는 역사시대 미상의 토광묘 2기가 확인되
었다. ‘성재리 유적’은 지표조사49) 당시 임도단애면에서 석곽묘 2기가 확인된 지역
의 발굴조사지역으로, 조사 결과 역사시대 미상의 석곽묘 2기와 탄요 2기, 석렬유
구 1기가 보고되었다.50)

2) 역사적 환경
청주지역은 마한(馬韓)의 국읍 세력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삼국사기
(三國史記)』의「신라본기(新羅本紀)」와「백제본기(百濟本紀)」에 따르면 다루왕(多
婁王, 28~76)은 서기 63년에 낭자곡성(娘子谷城)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 중에 백제가 먼저 진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고려사(高麗史)』
의 「지리지(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백제 상당현
(上黨縣)51)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백제 웅천주(熊川州) 소속의 상당현(上黨縣)이

4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청원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47)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충남 도계∼만수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48) 중원문화재연구원, 2010,『오창 성재산업단지 조성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49)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청원 성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50)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청원 성재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51)『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청주목 건치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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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시대의 한 때는 지금의 청주지역 서쪽이 백제지역이며, 북쪽의 진천지역과
동쪽의 도안 및 동남쪽의 청천지역은 모두 고구려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시기 청주는 백제 및 신라의 중간 위치에서 적어도 간접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52).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문왕 5년(685)에 서원소경을 설치하였으며, 689년 서원경성
(西原京城)을 축조하여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확고히 다져 나아갔다. 경덕
왕 16년(757) 서원경(西原京)으로 승격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23년(940)에 12목의 하나인 청원목이 되었고, 주(州)・부(
府)・군(郡)・현(縣)의 명칭이 개정되면서 청주(淸州)로 고쳐졌다. 이어 성종 14년
(995)에 12목(牧)이 폐지되고, 10도(道) 12절도사(節度使) 체제로 개편될 때 청주
는 중원도에 속한 절도사가 파견되었다.
현종 3년(1012)에는 절도사를 폐하고 대신 안무사(安撫使)를 파견하였다. 현종 9
년(1018) 전국에 8목을 설치할 때 다시 청주목(淸州牧)이 되었다. 그 후 5도 양계
(兩界)의 지방제도가 정착되어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였고, 연산군(燕山郡)・목주군
(木州郡)의 2개 군과 진천(鎭川)・전의(全義)・청주(淸州)・도안(道安)・청당(靑塘)・
연기(燕岐)・회인(懷仁) 등 7개의 속현을 관할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2년(1393)에 한양천도와 동시에 양광도 일부가 경기(京畿)에
이속되고 나머지 지역이 충청도(忠淸道)로 개칭되면서 충주목(忠州牧)과 함께 계수
관(界首官)이 되었다. 태종 8년(1408) 감사가 목사를 겸하는 감사겸목사제(監司兼牧
制)를 시행하였을 때 도관찰사(都觀察使)가 머무는 본영이 되었다. 이 후 청주에는
충청감사가 목사를 겸하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 3품의 목사, 종 5품의 판관,
종 6품의 교수가 있었다. 세종 31년(1449) 충청도 관찰사(觀察使)로서 판목사(判牧
事)를 겸하게 하였다가 곧 폐지하였다. 세조 때에는 감사 겸 목사를 없애고 지방의
행정체계와 군사편제를 하나로 묶어 진관체제가 성립하였다. 그 후 세조 3년(1457)
에 다시 진관체제를 정비할 때 청주진은 진천・문의・회인・보은・청산・황간・영
동・옥천・청안을 제진으로 거느리도록 하였다.
선조 27년(1594) 옥천(沃川)에서 진(鎭)을 옮겨와 영장(營將)은 성 밖에, 우후(虞
候)는 상당산성에, 찰방(察訪)은 율봉역(栗峰驛)에 각각 주재하였다. 효종 2년
(1651) 충청도 54개 고을의 육군을 총괄하는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의 주둔지인 병영이 해미(海美)로부터 청주로 옮겨졌다.
고종 7년(1870) 청주는 서원현에서 청주목으로 복구되었다가, 1895년에 청주군
으로 개편되었다. 1896년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청주는 청주군(淸州郡)으로 개칭
되면서 공주부(公州府)에 소속되었다. 1908년에는 충주에 있던 관찰부(觀察府)가
청주로 이관되어 부임하였다. 융희 2년(1908) 충주에 있던 관찰부를 청주로 이관하
52)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청원IC-부용간 도로구간내 남성골 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청원 남성골 산성 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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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914년 부(府)・군(郡)・면(面)이 통합되면서 청주면(淸州面)으로 되고, 1931
년 청주읍(淸州邑)이 되었다.
1946년 청주는 청주부(淸州府)로 승격되었으며, 이 때 청주와 청원군으로 분리되
었다. 이 후 1949년에 청주부가 청주시(淸州市)로 되고 청원군이 청주시를 제외한
16면 30개 리로 행정이 나뉘게 되었다. 1963년에는 청원군 사주면(四州面) 일원이
편입되었으며, 1973년 북이면 초중리가 증평읍으로 남이면 행산리・산수리가 부용
면으로 남이면 석곡리가 강서면으로 편입되었다.
1983년 청원군 강서면(江西面)・강내면(江內面)・남일면(南一面)・낭성면(琅城面)
일부를 편입시켜 14개 면이 되었다. 또한 강내면 황탄리가 강외면으로 문의면 죽암
리가 현도면으로, 북이면 학평리가 북일면으로 각각 편입되었고, 1987년에는 강내
면・남이면 일부가 청주시에 편입되었다. 1988년 마구리가 청원군 문의면으로 편
입되고, 1989년 낭성면 성대리가 미원면으로, 부용면 외천리 일부가 남이면 외천리
로, 북이면 석화리 일부를 북일면으로 편입하여 14면 266개 리가 되었다. 1990년
에는 남이면(南二面) 장성리(長城里)를 비롯하여 남일면의 5개리와 북일면(北一面)
의 9개리가 각각 청주시(淸州市)에 편입되었다.
1995년 강외면 심중리 일원이 충남 연기군 전동면으로 편입되었고, 2000년 북일
면이 내수읍으로 승격되었다. 2012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이 결정되면서 2014
년 7월 1일부터 청주시는 새롭게 행정구역 및 행정명이 변경되었다.
현재 2014년 청주시는 상당・흥덕・ 청원・서원 4개구로 나눠지며, 61개 행정동
으로 되어있고, 인구는 약 8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상당구는 5면 11동으로 5면은
낭성면・미원면・가덕면・남일면・문의면, 11동은 중앙동・성안동・탑동・대성동・영운
동・금천동・용담동・명암동・신성동・용암1동・용암2동이다. 서원구는 2면 11동으로
2면은 남이면・현도면,

11동은 사직1동・사직2동・사창동・모충동・수곡1동・수곡2

동・산남동・분평동・성화동・개신동・죽림동이다. 흥덕구는 1읍 2면 10동으로 1읍은
오송읍, 2면은 강내면・옥산면, 10동은 운천동・신봉동・복대1동・복대2동・가경동・봉
명1동・봉명2동・송정동・강서1동・강서2동이다. 청원구는 2읍 1면 6동으로 2읍은 내
수읍・오창읍 1면은 북이면, 6동은 우암동・내덕1동・내덕2동・율량동・사천동・오근장
동이다53).

53) http://www.cheongju.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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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및 주변 고지도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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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및 주변 고지도 ; 광여도(廣與圖, 1872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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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및 주변 근대지형도(1918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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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지역의 환경과 주변의 문화재 현황
1) 조사지역의 환경
(1) 위치 및 연혁
조사지역의 행정적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답(畓)
일부지역에 해당한다. 조사지역 중심지역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6° 37′ 56.70″ㆍ
동경 127° 22′ 30.57″이다.
강내면은 청주시의 남서부에 위치한 면이다. 면소재지는 탑연리이다. 미호천이 북
쪽으로 강외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미호천 유역의 사인리(俟仁理), 석화리(石花
理) 일대에는 미호평야의 일부인 미호들이 넓게 전개되어 벼농사지대를 이룬다. 현
재 연정ㆍ궁현ㆍ저산리 등의 15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다.
사인리는 면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동은 학천리, 서는 석화리, 남은 울곡리, 북
은 옥산면 덕촌3리에 접해있다. 사인리는 본래 청주군 서강내이하면의 지역으로 지
형이 상앗대(삿대)처럼 생겼다하여 삿다울 또는 전죽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
역 개편에 따라 월곡리와 석화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사인리로 강내면에 편입하였
다.[도면 1, 사진 1]

사진 1. 조사지역 및 주변 위성사진(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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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
조사지역 주변 1㎞이내에 위치하는 문화재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주로『문화유적
분포지도-청원군』54) 및 문화재 GIS인트라넷시스템55) 등을 참고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조사지역 주변 1㎞ 이내에 국가 및 시도지정, 등록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유구가 유존하는 것으로 보고된 유물산포지 및 유적은 ‘학천리 유물산포
지3’, ‘당살미 유물산포지’, ‘청원 사인리 유물산포지’, ‘강화최씨 열녀비’, ‘학천리
유물산포지2’, ‘청주 석소동 205-3번지 주택건립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청
주 석소동 유적’, ‘청원 사인리 유적’, ‘청원 사인리 지석묘’ 등 총 9개소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주변에 위치하는 문화재 분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1:25,000 지
형도에 주변의 문화재를 조사지역 중심지역에서 외곽 1㎞까지 표시하였으며, 이들
유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4) 청주대학교박물관, 2000,『문화유적분포지도 – 청원군-』.
55) 문화재청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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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문화재 분포현황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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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번호
1

유적명
학천리 유물산포지3

2

당살미 유물산포지

3

청원 사인리 유물산포지

4

강화최씨 열녀비

5

학천리 유물산포지2

6

청주 석소동 205-3번지 주택건립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7
8

청주 석소동 유적
청원 사인리 유적

9

청원 사인리 지석묘

10

4대강 살리기 금강권역 지류(구내들)

11
12

청주 신총동 420-2번지 유적존재가능지역
청주 신촌동 장자늪

13

서촌동 주청 수전지역

14

청주 국도대체우회도로 휴암~오동(3 · 5구간)건설공사 내 청주 정봉동유적

15
16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구간 내 유적
청주 서촌동 572-10번지 제 2종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17

청주 서촌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립내 유적

18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572-10번지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내 유적

19
20

청주 서촌동유적②
청주 서촌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21

청주 서촌동 유물산포지

22

서촌동 유물산포지 및 고분분포지

23
24

청원 학천리 유적
청주 서촌동 숙의남평문씨단소

25

청주 서촌동 종의군사우

26

청주 서촌동유적③

27
28

서촌동 유물산포지Ⅰ
이균 묘소

29

이연 묘소

30

청주 서촌동 안동김씨영모단

31
32

청주 충렬사(시도기념물 제16호)
청주 수의동 송의섭묘비

33

청주 수의동 밀양박씨효열각

34

청주 수의동 송상현·한근섬·이소사 충열문

35
36

청주 수의동 영일정씨 효부각
휴암I·C 유물산포지 및 추정 수전지역

- 18 -

37

수의동 유물산포지Ⅱ

38

청원 월곡리 경부고속도로 확장건설 지역내 유적

39

청주 강내면 월곡리 126-8번지 일원 아파트건립부지 내 유적

40

월곡리 유물산포지

41

청원 월곡리 수목신당

42

탑연리 유물산포지

43

한국교원대학교 유적 존재가능지역2

44

청풍금문 쌍효각

45

김봉로 효자각

46

한국교원대학교 유적존재가능지역5

47
48

한국교원대학교 유적존재가능지역3
한국교원대학교 유적존재가능지역4

49

청원 월탄리 유적

50

탑연리 유물산포지

51
52

청원 탑연리 유물산포지
청원 석화리 석곽묘

53

유물산포지4(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1공구))

54

청주 석화리 목책성(시도기념물 제166호)

55
56

인지정
신촌리 고묘군 및 유물산포지

57

신촌리 유물산포지2

표 1.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범례(연번은 도면 6의 분포현황도와 동일)
(1) 학천리 유물산포지3[도면 6, 사진 2]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산32-2임 일원
○ 시

대 : 고려~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0m
○ 내

용 : 조사지역인 청원군은 충청북도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고서저

로 동쪽은 산악지대이며, 서쪽은 평야와 잔구릉성 산지로 구성된 저지대를 형성하
고 있다.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저산지가 남서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어, 낮은 구
릉지대를 형성하며 소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청주시는 소백산맥에서 분기되는 차
령산맥과 노령산맥의 가운데에 형성된 곳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비교적 높은 산
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서쪽으로는 낮은 구릉지와 미호천을 중심으로 한 평야가 펼
쳐져 있어 대체적으로 동고서저의 형태를 하고 있다.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동북부
에 위치하며 차령산맥이 동북에서 남서방향으로 가로지르고있어 동고서저의 형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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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 17곳은 원지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으며, 그 중 성
재리 유물산포지와 수의동 유물산포지3~5, 용원리 유물산포지 등을 제외한 12곳의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과 인접되어 있고, 산포지 내 확인되는 유물의 밀집도가 또
한 비교적 높아 시굴조사 및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 보고서』.

(2) 당살미 유물산포지[도면 6, 사진 3]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 청주시 정봉동
○ 시

대 : 삼국~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약 570m
○ 내

용 : 조사지역은 기존의 지방도 507호선의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로서

기존의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해소와 사고방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조사지
역은 총연장 3.61㎞이며, 폭원 18.5m이며 주거지역, 능선, 논, 밭, 과수원으로 구분
된다. 주거지역은 공사 시점과 종점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과수원은 능선을 개간하
여 사용되고 있다. 논과 밭은 기존 국도 507호선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어 이미 삭
평이 많이 된 상태이다.
지표조사 결과 강내~청주역 도로 4차로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Ⅰ지구에서 유물
산포지가 1개소 확인되었다. 당살미유물산포지에서는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토 ·
자기가 확인되어 생활유구 및 분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그러므로 시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강내~청주역간 도로 4차로 확장 및 포
장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3) 청원 사인리 유물산포지[도면 6, 사진 4]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231번지 일원
○ 시

대 : 삼국~고려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약 5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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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507번 지방도와 잠업연구원으로 향하는 소로가 만나는 삼거리의

북쪽에 위치 한 곳으로, 동서방향의 낮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다. 유물이 주로 채
집되는 곳은 낮은 구릉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남서 사면과 구
릉의 정상부로, 삼국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토기편들이 출토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청주대학교박물관, 2000,『문화유적분포지도 – 청원군-』.

(4) 강화최씨 열녀비[도면 6, 사진 5]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267-5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 성

격 : 유교건축(정려)

○ 이격거리 : 약 695m
○ 내

용 : 이 열녀각은 조선 肅宗 2년(1676)에 慶州人 李鮮昭(1596∼ ? )

의 妻 江華崔氏의 정렬를 기리어 세운 정려이다. 본래는 학천리 양지마을에 있었으
나 1920년에 충북선 철로공사로 음지 마을의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열녀각
은 숙종 7년(1681)에 개건하고 1985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1칸 측면 1칸 겹처
마 팔작지붕의 현대식 시멘트기와집이다. 정려의 사면은 홍살로 막고 안에 "烈女
嘉善大夫李鮮昭之妻 貞夫人江華崔氏之閭"라는 정문 편액을 걸었다. 그리고 1921년
에 李苾榮이 짓고 李在珏이 쓴 "移建記" 목판이 걸려 있다.
○ 참고문헌 : 청주대학교박물관, 2000,『문화유적분포지도 – 청원군-』.

(5) 학천리 유물산포지2[도면 6, 사진 6]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산96임 일원
○ 시

대 : 고려~조선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 이격거리 : 약 1,055m
○ 내

용 : 조사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 17곳은 원지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

았으며, 그 중 성재리 유물산포지와 수의동 유물산포지3~5, 용원리 유물산포지 등
을 제외한 12곳의 유물산포지는 조사지역과 인접되어 있고, 산포지 내 확인되는 유
물의 밀집도가 또한 비교적 높아 시굴조사 및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범
위와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 확장사업
문화재 보완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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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주 석소동 205-3번지 주택건립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도면 6, 사진 7]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205-3번지
○ 시

대 : 삼국시대

○ 성

격 : 생활유구(저장구 - 수혈구덩이)

○ 이격거리 : 약 938m
○ 내

용 : 충북 청주시 석소동에서 주택을 건립하던 중 유물이 출토되어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소규모발굴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
였다. 발굴조사결과 삼국시대 백제(5세기)의 저장구덩이로 보이는 수혈구덩이 4기
다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 옹 2점, 호 2점, 고배 9점, 삼족기 6점 등 다량의 유물
이 수습되었다.
○ 참고문헌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9,『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205-3번지 주택
건립부지 내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보고서』.

(7) 청주 석소동 유적[도면 6, 사진 8]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산10-5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 성

격 : 생산유적

○ 이격거리 : 약 1,170m
○ 내

용 : 이 유적은 1992년 발굴로 구석기·삼국시대 돌덧널무덤[石槨墓]

조선시대 무덤·돌무지유구 등 18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현재 이곳은 청주 I.C.
가 자리하고 있어 본래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구석기는 석영·규암 으로 만든 찍
개·긁개·밀개·망치돌·몸돌 등이 출토 되었고, 깬돌로 만든 돌덧널무덤은 파괴되었으
나 길죽한 긴네모꼴 형태로 길이 235cm·너비 55cm로 경질·연질토기조각이 나왔
다. 16기가 조사된 조선시대 무덤은 토광묘 8기·회곽묘 7기로 이 중 6기의 무덤에
서 8사람의 뼈가 나왔는데, 남자 4명·여자 4명으로 남자는 키 156∼166cm·나이
20대초∼60대이고, 여자는 키 141∼159cm·나이 20대 말∼30대초에서 60대에 이
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참고문헌 : 청주대학교박물관, 2000,『문화유적분포지도 – 청원군-』.

(8) 청원 사인리 유적[도면 6, 사진 9]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263번지 일원
○ 시

대 : 청동기/삼국시대

○ 성

격 : 유물산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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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거리 : 약 668m
○ 내

용 : 507번 지방도의 분기점에서 청주역쪽으로 200m가량 가다보면

강내면 사인리 샘골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오며, 이 길로 접어들어 충북선 철
로를 지나면 강내면 석화리로 들어가는 소로길이 나오는데, 유적은 이 삼거리의 북
서쪽에 위치한 해발 40m내외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한다.
유적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능선 사이로 발달된 비교적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유적을 중심으로 주변일대는 경사면을 이용한 초지와 묘목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구릉 남쪽 끝부분은 교원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이 신축되면서 잘려나간 상태이다. 채
집된 유물은 숫돌과 작은 민무늬토기조각, 삼국시대 토기 등이다.
○ 참고문헌 : 청주대학교박물관, 2000,『문화유적분포지도 – 청원군-』.

(9) 청원 사인리 지석묘[도면 6, 사진 10]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229-2번지
○ 시

대 : 청동기시대

○ 성

격 : 지석묘(고인돌)

○ 이격거리 : 약 655m
○ 내

용 : 미호중학교 앞 507번 지방도의 분기점에서 오창쪽으로 가다보면

북쪽으로 사인리 마을에 이르게 된다. 고인돌(支石墓)는 이 마을에서 석화리로 넘어
가는 우마차길 옆에 1기가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주변에는 축사가 조성되어 있어
본래의 주변지형은 많이 바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개석식 고인돌로 덮개돌의 크
기 는 190×160×110cm이고 암질은 화강암이며, 덮개돌의 윗면에는 쐐기자국이 1
열로 나 있다. 고인돌 남쪽으로 약 200m쯤 떨어진 밭에서 석창조각이 출토된바 있
다.
○ 참고문헌 : 청주대학교박물관, 2000,『문화유적분포지도 – 청원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유 적 명
1

학천리 유물산포지3

2

당살미 유물산포지

3

청원 사인리 유물산포지

소 재 지

시 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

고려~조선

유물

시대

산포지

천리 산32-2임 일원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
곡리 ~ 청주시 정봉동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
인리 23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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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삼국~조선

유물

시대

산포지

삼국~고려

유물

시대

산포지

이격거리
0m
약 570m
약 560m

4

5

강화최씨 열녀비

학천리 유물산포지2
청주

6

석소동

205-3번지

주택건립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7

청주 석소동 유적

8

청원 사인리 유적

9

청원 사인리 지석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
천리 267-5번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
천리 산96임 일원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205-3번지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산
10-5번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
인리 263번지 일원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
인리 229-2번지

유교
조선시대

건축

약 655m

고려~조선

(정려)
유물

약

시대

산포지

1,055m

삼국시대

조선시대
청동기/삼
국시대
청동기시대

유물
산포지

약 938m

생활

약

유구
유물

1,170m

산포지
지석묘(
고인돌)

약 668m
약 655m

표 2. 조사지역 외곽 1㎞ 이내 문화재 현황

사진 2. 학천리 유물산포지3 전경(항공촬영)

사진 3. 당살미 유물산포지 전경(항공촬영)

사진 4. 청원 사인리 유물산포지 전경(항공
촬영)

사진 5. 강화최씨 열녀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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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학천리 유물산포지2 전경(항공촬영)

사진 8. 청주 석소동 유적 전경(항공촬영)

사진 7. 청주 석소동 205-3번지 주택건립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지역 전경(항공촬영)

사진 9. 청원 사인리 유적 전경(항공촬영)

사진 10. 청원 사인리 지석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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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고고ㆍ역사분야
1) 조사개요
조사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답(畓) 일부지역으로
사업시행자인 박재환氏가 단독주택(주택 : 548㎡, 도로 : 85㎡)부지를 조성하고자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조사지역 중심지역의 지리적 좌표는 북위 36° 37′
56.70″ㆍ동경 127° 22′ 30.57″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면적은 633㎡이다.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신청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30,000㎡ 이상)」및 지표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에 의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서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전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
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는 시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문화재청장으로부
터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아 이를 이행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박재환氏는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부존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추후 사업범위에 대한 관련법령에 근거
한 문화유산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재)고운문화재연구원에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
사를 의뢰하였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국비지원 문
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신청 및 협의를 완료한 후 지표조사를 착수하였다.
현장조사는 2018년 11월 24일에 실시ㆍ완료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 외곽 50m 이내의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직접 육안으로 세밀하게 관찰
하였다.
금번 조사대상지역의 지적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조사면적)

비고
주택부지
도로부지

78-1

답(畓)

1,831

633

548

85

1,831

633

548

85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계

1필지

표 3. 조사대상지역 지적 현황

(면적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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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지역 전체 원경(항공촬영, 서→동)

사진 12. 조사지역 전체 원경(항공촬영, 직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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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답(畓) 일부지역에
해당하며, 조사지역을 포함한 지형은 임야(林)지역과 논(畓) · 밭(田) 등이 넓게 펼쳐
져 있는 형세이다.
조사대상지역으로 가는 길은 충청대학사거리에서 청주역방향으로 가다보면 우측
에 사인리마을로 가는 이정표가 보인다. 여기에서 좌회전하여 가다보면 철길이 나
타나는데 철길을 건너가다가 마을입구에서 우측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금번 조사
지역인 사인리 78-1번지 일원의 논경작지가 나타난다.
지표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조사대상지역
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에 조사된 유적을 확인하고 민속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유물수습 및 지형 확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조사로서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 및 주변 문화재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을 도보로 답사하면서 유물이나 유구의 존재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조사지역에 대한 사진촬영 및 GPS 위치정보를 기록하면
서 주변 지형을 탐색하였다.
셋째, 조사내용에 대한 결과정리로 문헌 및 주변문화재 조사자료 등 기초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기술한 후, 유적의 존재유무에 따라 보존대책을 제시하
였다.
지표조사는 위의 단계에 따라 먼저 조사대상지역을 답사한 후, 조사지역 외곽
50m 범위까지 확대하여 유구 및 유물의 분포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사지
역 외곽 1km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주변 유적에 대한 확인 및 항공사진촬영을 실
시하였다.
지표조사의 진행은 1918년에 제작된 1:50,000 근대 지형도를 통하여 국토개발
이전의 조사대상지역의 지형을 살피고, 최근에 제작된 1:25,000 지형도 및 1:5,000
수치지형도ㆍ지적도 등을 통하여 현재 조사지역 주변의 지형상황을 파악하였다.
조사단에서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원지형의 보존상태, 지형지질조건,
주변유적 분포현황, 유물산포도, 유구노출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 의견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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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내용
지표조사의 진행은 전체적인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충청
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답(畓) 일원을 먼저 조사한 후, 조사지역
외곽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북쪽ㆍ동쪽ㆍ남쪽ㆍ서쪽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를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 내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사업시행자인 박재환氏가 추진 중에 있는 단독주택(주택 :
548㎡, 도로 : 85㎡)부지 조성에 따른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로 해발 49.1m 이
내의 나지막한 구릉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지표조사 결과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지적 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답(畓) 일부
지역에 해당하며, 조사면적은 633㎡이다. 조사지역은 현재 논(畓)경작지역으로 벼의
추수가 완료된 후 나대지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도면 1, 사진 2~3, 13~15]
조사지역은 해발 49.1m 이내의 동쪽 산지(임야)지역에서 서쪽으로 경사지게 내
려오는 지형으로 현재는 동쪽의 능선사면부를 약 50㎝ 이상 절토(삭평)하여 논으로
개간한 지역에 해당한다.[사진 16~18] 그리고 조사지역 동쪽 임야지역과 남쪽 소
로 및 배추밭 일대에서는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 · 자기편 등이 일부 수습되는
양상을 보인다.[사진 21 · 23]
지표조사결과, 조사지역은 과거 논으로 개간하면서 지형의 대부분을 약 50㎝ 이
상 절토(삭평)하여 이미 지형의 형질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금번 조사지역 대부분
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학천리 유물산포지3’ 내에 포함되고 있으며, 주변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매장문화재의 유존가능성을 완
전히 배재할 수 없다. 또한, ‘학천리 유물산포지3’은 지난 2011년에 확인되었던 매
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현재의 상황과 비교 ·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번 조사지역 633㎡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 포함된 525㎡에 대해
서는 공사시행 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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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지형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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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조사지역 전경①(남→북)

사진 14. 조사지역 전경②(서→동)

사진 15. 조사지역 전경③(북→남)

사진 16. 조사지역 내 세부 전경(남→북)

사진 17. 조사지역 내 남쪽 세부 전경(남→북)

사진 18. 조사지역 내 동쪽 세부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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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사지역 내 입회조사대상지역 현황도(1:1,000)
(2)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지역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편의상 북쪽 · 동쪽 · 남쪽 · 서쪽의 순으
로 살펴보았다.
조사지역 외곽 북쪽은 지적 상 사인리 83전(田) 일원으로 ‘청주 학천리 유물산포
지3’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휴경지화 되어 있다.[사진 19]
조사지역 외곽 동쪽은 지적 상 사인리 79전(田) 일원으로 ‘학천리 유물산포지3’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소나무 등 임목이 심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
선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자기편 등이 일부 수습되었다.[사진 20~21]
조사지역 외곽 남쪽은 지적 상 사인리 32-1전(田) 및 339도(道) 일원으로 ‘학천
리 유물산포지3’ 내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는 소로가 개설되어 있고 밭지
역에는 배추가 심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토기
편이 일부 수습되었다.[사진 22~23]
조사지역 외곽 서쪽은 지적 상 사인리 84답(畓) 일원으로 현재는 벼의 추수 후
휴경지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사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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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지역 중 서쪽을 제외한 북쪽·동쪽·남쪽 대부분
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학천리 유물산포지3’ 내에 포함되어 있고,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추후 이 지역에 대한 형질변경이 수반될 경
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9. 조사지역 외곽 북쪽 83전(田) 일
원 전경(남→북)

사진 20. 조사지역 외곽 동쪽 79전(田) 일
원 전경(서→동)

사진 21. 조사지역 외곽 동쪽 79전(田) 일

사진 22. 조사지역 외곽 남쪽 32-1전(田)

원 수습유물 모습

일원 전경(북→남)

사진 23. 조사지역 외곽 남쪽 339도(道) 일

사진 24. 조사지역 외곽 서쪽 84답(畓) 일

원 수습유물 모습

원 전경(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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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사업대상지역(단독주택 신축부지) 현황실측도(1:1,000)

도면 10. 사업대상지역(단독주택 신축부지) 지적도(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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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ㆍ민속분야
1) 지명분야56)
(1) 강내면(江內面)

강내면은 시의 남서부에 위치한 면이다. 면소재지는 탑연리이다. 미호천이 북쪽으
로 강외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미호천 유역의 사인리(俟仁理), 석화리(石花理) 일
대에는 미호평야의 일부인 미호들이 넓게 전개되어 벼농사지대를 이룬다. 현재 연
정ㆍ궁현ㆍ저산리 등의 15개 동리를 관할하고 있다.
조선시대 청주목의 서강내이면에 속했던 지역이다. 서강내이면은 청주의 서쪽을
흐르는 하천의 동남쪽으로, 서강의 안쪽에 위치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해동지도』에 표기된 ‘서강내이면’ 등에서 유래된 지명이라 할 수 있다. 『해동지
도』의 서강내이면에는 저산역(猪山驛)이 표기되어 있고, 미호천이 충남 연기군 장
기면으로 흘러드는 곳에는 동진(東津)이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주)에는 서
강내이면 남쪽에 저산역ㆍ탑연(塔淵)ㆍ목탄(津木灘)ㆍ동진이 표기되어 있다. 『대동
여지도』의 서강내이면에는 저산과 부탄(浮灘)이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청
주)에 의하면, 서강내이면은 화록ㆍ연정ㆍ산죽ㆍ저산리 등의 17개 마을을 관할하였
다. 1909년 서강내이면은 서강내이상면과 서강내이하면으로 분리되었으나 1914년
강내면으로 통합,개칭되었다. 『신구대조』에 의하면, 당시의 면은 연정ㆍ저산ㆍ당
곡ㆍ시곡리 등의 18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49년 청주군에서 청원군으로 편제되
어 오늘에 이른다.

(2) 사인리(俟仁里)57)

① 연혁
사인리는 면의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동은 학천리, 서는 석화리, 남은 울곡리, 북
은 옥산면 덕촌3리에 접해있다. 사인리는 본래 청주군 서강내이하면의 지역으로 지
형이 상앗대(삿대)처럼 생겼다하여 삿다울 또는 전죽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
역 개편에 따라 월곡리와 석화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사인리로 강내면에 편입하였
다.

56) 한글학회, 1974,『한국지명총람』4, (충남편) 하.
57) 한글학회, 1970.『한국지명총람3(충북편)』, 1989 초판 2쇄. 디지털청주문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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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연마을
○ 샘골 : 삿다울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복판에 밝고 깨끗한 큰 우물이 있
어서 샘골이라 불리었다.
○ 삿다리 : 샘골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
○ 셋터 : 삿다울 북쪽에 있는 마을.
○ 뒷뜰 : 샘골의 북쪽에 있는 들.
○ 내리가리 : 뒷들가기 전에 있는 들.
○ 비성골 : 샘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 사근절 : 샘골 남쪽에 있는 들.
○ 산지천 : 샘골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산지천 고개 : 샘골에서 산지천으로 가는 고개.
○ 삿다울 고개 : 샘골에서 삿다울로 가는 고개.
○ 소막골 : 샘골에서 북쪽에 있는 고개.
○ 윗골 : 삿다울 위쪽 골짜기.
○ 중보들 : 사근절 들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들.
○ 중상골 : 삿다울 동남쪽 골짜기.
○ 지명당 고개 : 뒷들로 가는 고개인데 깔짐을 지고 오다가 쉬어오는 곳이었다.
○ 홍주골 : 샘골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 샘 : 샘골 복판에 맑고 깨끗한 물이 많이 나는 큰 샘이 있었는데 매년 정월보
름에는 온 마을사람이 모여 동제를 지냈고, 일년 내내 아낙들이 물을 깃고 빨래를
하며 정담을 나누던 유서 깊은 샘이었는데 가가호호에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이 샘이 없어져서 아쉽게 여긴다.

2) 민속분야
금번 조사에서는 조사지역이 속해 있는 사인리에 대한 민속조사를 직접적으로 실
시하지 못했다. 이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공동체적인 민간신앙・민요・전설 및 개별
민속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겠지만, 이에 대한 조사보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점차 도시화 되면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과 민속을 기록으로나마 보전될 수 있
도록 보다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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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금번 조사는 사업시행자인 박재환氏가 추진 중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답(畓) 일부지역에 단독주택(주택 : 548㎡, 도로 : 85㎡)부지 조성과
관련하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에 따라 (재)고운문화재연구원에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하
였다.
지표조사 결과를 요약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역 중심지역의 지리적인 좌표는 북위 36° 37′ 56.70″ㆍ동경 127° 2
2′ 30.57″이며, 지표조사면적은 633㎡이다.

2. 조사지역은 해발 49.1m 이내의 동쪽 산지(임야)지역에서 서쪽으로 경사지게 내
려오는 지형으로 현재는 동쪽의 능선사면부를 약 50㎝ 이상 절토(삭평)하여 논으로
개간한 지역에 해당한다.

3. 지표조사결과, 조사지역은 과거 논으로 개간하면서 지형의 대부분을 약 50㎝ 이
상 절토(삭평)하여 이미 지형의 형질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금번 조사지역 대부분
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학천리 유물산포지3’ 내에 포함되어 있고, 주변에서 조
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매장문화재의 유존가능성을 완전
히 배재할 수 없다. 이에 금번 조사지역 633㎡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 포함
된 525㎡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구 및 유물의 부존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지역 외곽 50m 이내 지역 중 서쪽을 제외한 북쪽 · 동쪽 · 남쪽 대부분은 매
장문화재 유존지역인 ‘학천리 유물산포지3’ 내에 포함되어 있고, 조선시대에 해당하
는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추후 이 지역에 대한 형질변경이 수반될 경우 관
련 법령에 따른 조치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금번 조사지역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 포함된 525㎡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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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사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총 면적

사업시행
면
적

입회조사
면
적

분포확인
조사면적

633

108

525

-

표 4. 지표조사 현황

발굴조사면적
시굴
표본
정밀
조사
조사
조사
-

-

-

보존면적
일부 이전
보존 보존
해당사항
없음
(면적단위 : ㎡)

한편 이번 조사는 지표상에 드러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확인하는 한계점을 감
안할 때, 지표상에서 노출되지 않았거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
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사 관계자는 추후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구 및 유물의 존재가 노출될 경우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통보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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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청주 사인리(78-1번지) 단독주택 신축
사 업 명
사업기간
부지 내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

사업지역 (2817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78-1번지 일부지역
사업
전체사업면적
633 ㎡
내용 면
적
사업목적
단독주택 신축
지표조사면적
633 ㎡
사업시행자

기관명

박재환

연락처

010-5464-2305

고운문화
오운형
책임조사원 김경범 조사원 이하
오운석
재연구원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2018. 11. 22 ∼ 2018. 11. 28.
(사전조사 0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분석ㆍ보고서 작성 0.1일)
고
고고·역사
민속
수중
1,991,000원
원
원 건
원
분야
분야
분야
축
지정문화재
고고,역사분야

조사기관
지표
조사
조사기간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학천리 유물산포지3(이격거리 0m), 당살미 유물산포지(이격거리 570m), 청원

주변문화재
사인리 유물산포지(이격거리 560m), 강화최씨 열녀비(이격거리 695m), 학천
조사결과 비지정문화재 리 유물산포지2(이격거리 1,055m), 청주 석소동 205-3번지 주택건립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이격거리 938m), 청주 석소동 유적(이격거리 1,170m), 청
원 사인리 유적(이격거리 668m), 청원 사인리 지석묘(이격거리 6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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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적 있음

□유적 없음
-

-

조사결과, 금번 조사지역 633㎡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 포함된 525㎡에 대해서는 공
사시행 시 사업시행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구 및 유물의 부존여
부를 파악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관
종합 의견

[지표조사 현황]
총 면적
633

(면적단위 : ㎡)

사업시행

입회조사

분포확인

면

면

조사면적

적
108

적
525

·

발굴조사면적
시굴
표본
정밀
조사
조사
조사
·

·

·

보존면적
일부
이전
보존
보존
해당사항 없음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기관명 : (재)고운문화재연구원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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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②
문화
재명

③
소재지

④
면적
(㎡)

⑤

⑥

시대

종류

⑦
유적구분
기존

신규

조사의견
⑧
의견구분

⑨조사
면적(㎡)

⑪
⑩ 사유

조사결과, 금번 조
사지역 대부분이
매장문화재 유존지
역인 ‘학천리 유물
산포지3’ 내에 포함
되어 있고, 주변에
서 조선시대에 해
충청북도
청주시
-

강내면
사인리

유물이 수

습되는

것으로 보

아 매장문화재의

흥덕구
1

당하는

633

고려~

유물

조선

산포지

○

입회조사

525

유존가능성을 완전
히 배재할 수 없다.

78-1번지

이에 금번 조사지

일부지역

역 633㎡ 중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
내에 포함된 525㎡
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시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가의 입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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