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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군사보호구역(軍事保護區域)이라함은  군사적(軍事的) 용도(用途)의 제반(諸般) 시설

물(施設物)을 보호(保護)함과 동시에 민간인(民間人)들의 안전(安全)을 위해 상시(常

時)․비상시(非常時)로 출입(出入)을 통제(統制)할 수 있는 지역(地域)’을 의미한다. 조

국분단(祖國分斷)이라는 엄정한 현실속에서 근 반세기 가량 휴전선을 끼고 있는 경기도

(京畿道)․강원도(江原道) 지방(地方)의 10여개군 지역(地域)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군사보호구역(軍事保護區域)이 있으며 넓은 의미(意味)로는 해당 지역 전체가 군사보호

구역(軍事保護區域)내에 속하여 오늘에 이른다. 

지금까지 민간인통제구역(民間人統制區域)이라고도 불리우는 군사보호구역(軍事保護

區域) 내에서의 문화유적학술조사(文化遺蹟學術調査)는 체계적으로 실시된 바 없어 해

당지역(地域)에 대한 학술적 자료는 물론,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 차원의 기초적인 

자료조차 구비치 못한 실정에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1991년도부터 10개년 계획하에 군사보호구역(軍事保護區域) 내에 소재

하는 문화유적(文化遺蹟)에 대한 지표조사(地表調査)를 실시케 되어 그 첫 경과로 경기

도(京畿道) 연천군(漣川郡)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다.

먼저 조사경위(調査經緯) 연천군(漣川郡)의 자연환경(自然環境) 및 연혁(沿革) 등에 

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조사(調査)된 전체 유적(遺蹟) 119건(件) 중 읍면별(邑面

別)․종류별(種類別)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0여건(件)의 유적(遺蹟)과 수태유물(收抬

遺物)에 대한 현황(現況)을 설명함으로써 91년 봄․가을 2회로 나누어 진행하 던 군사

보호구역(軍事保護區域)내 문화유적(文化遺蹟) 학술조사(調査)에 대한 소개를 대신할까 

한다.

조사기간 동안 내내 필자(筆者) 등 조사원(調査員)들과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도(指

導)하여 주셨던 서울대(大) 고미술사학과(考美術史學科) 최몽룡(崔夢龍) 교수(敎授), 충

북대(忠北大) 역사교육학과(歷史敎育學科) 차용걸(車勇杰) 교수(敎授) 두 분의 헌신적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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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경위(調査 經緯) 및 개요(槪要)

문화재연구소(文化財硏究所) 유적조사연구실(遺蹟調査硏究室)에서 주관하여 10개년으

로 실시하고 있는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학술조사는 그 1년차도 조사로서 경기도

(京畿道) 연천군(漣川郡) 지역(地域)(연천군 전지역은  광의(廣義)의 군사보호구역에 해

당한다)을 대상으로 1991년 봄(5. 15∼5. 31)과 가을(11. 21∼12. 10) 두 차례에 걸쳐 진

행되었다. 

문화재연구소에서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학술조사’ 라는 장기 조사 계획을 수립

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은, 동구권 및 구소련의 개방 ․해체라는 동․서의 긴장관계가 

급속도로 풀리면서 아울러 우리에게 현실로 안겨진 민족통일 기운 조성이라는 차원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휴전선을 끼고 있는 지역(비무장지대를 포함하여)에 대한 유적 

분포 조사의 필요성은  그 몇 해 전부터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다. 왜냐하면 동 지역은, 

과거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한 조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유적의 훼손․도굴을 

제외하고는 근대적 학문체계를 학습한 학자들에 의한 조사는 전무한 지역이었고 또한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발․건설이라는 문제에 직면해도 유적에 대한 조사나 보

존에 관한 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군, 강원도 철원군 등을 비롯하여 휴전선을 끼고 있거나 군부대의 

주둔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10개군(郡)을 선정,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차 

10개년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키로하여, 그 첫 조사로 경기도 북동부에 위

치하는 연천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사 대상 유적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분묘 및 건물터에 이르기까지 망라했다. 조

사지역에 있어서는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되 민간인 거주 지

역은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조사 당시 여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만큼 출입통제지역과 위험지대에 속한 

유적의 조사에는 어려움이 더하 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 서술하려는 유적 중 불가피하

게 서술이나 사진 등이 제외, 누락된 것도 있으리라 여겨진다. 

1․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던 본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단을 구성하 다. 

지도위원(指導委員) 최 희(崔永禧)(한림대교수(翰林大敎授))

조사위원(調査委員) 최몽용(崔夢龍)(서울대교수(大敎授)) 

                  차용걸(車勇杰)(충북대교수(忠北大敎授))

                정창모(鄭昌模)(2차(次), 향토사학자(鄕土史學者))

조사단장(調査團長) 조유전(趙由典)(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장

                  (文化財硏究所 遺蹟調査硏究室長))

조 사 원(調 査 員)     윤방언(尹邦彦)(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관

(文化財硏究所 遺蹟調査硏究室 學藝硏究官))

                김성범(金聖範)(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사

(文化財硏究所 遺蹟調査硏究室 學藝硏究士))

               정계옥(鄭桂玉)(1차(次), 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사

(文化財硏究所 遺蹟調査硏究室 學藝硏究士))

               심 섭(沈榮燮)(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사

(文化財硏究所 遺蹟調査硏究室 學藝硏究士))

                김성배(金聖培)(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학예연구사

(文化財硏究所 遺蹟調査硏究室 學藝硏究士))

                김성숙(金貞淑)(문화재연구소 유적조사연구실 연구원

(文化財硏究所 遺蹟調査硏究室 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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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조원(調査補助員) 이우형(李宇衡)(춸원군사편찬실 근무(鐵原郡史編纂室 勤務))

이 외에도 본 조사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조사활동을 위한 출입통제지역에 대한 출입 

허등 등 제반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해당지역 군부대 부대장, 국방부 홍보과 조 기 행

정사무관, 연천군수 홍성대, 연천군청 문화공보실장 임재한 그리고 특히 문화 관광계장 

임철준,계원 조태준,연천문화원 사무국장 송대진 등 제씨의 도움이 컸으며, 유적의 안내

와 제보를 하여 주신 연천군 주민들의 협조와 중면(中面) 삼곶리의 유적을 제보한 김상

희씨, 보개산(寶蓋山)과 관련된 일부 유적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조사단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우형씨에게 특히 고마움을 표한다.

3. 연천군(漣川郡)의 자연환경(自然環境) 및 조건(條件)1)

위도 37°55′∼38°17′, 경도 126°51′∼127° 10′사이에 걸쳐 있는 연천군은 경기도 

동북단에 위치한다. 북(北)으로는 신서면이 강원도 철원군과 접하며, 서(西)로는 백학면 

원당리가 파주군 진동면과 ,남으로는 청산면 초성리가 동두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동

(東)으로는 청산면 백의리가 포천군과 접한다. 

6․25동란 이후 연천군의 서북부 지역인 장남면, 백학면, 왕징면, 중면, 신서면의 일부

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군(郡)의 면적은 733.78㎢로 경기도에

서 세 번째로 넓으며, 경지면적22.3％,임야 49％, 기타16.2％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미수

복 미등기 면적이 88.094㎢로 12.5％를 차지하고 있다.

 가. 지형(地形) 및 지질(地質)

군(郡)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뚫려있는 3번 국도는 곧 추가령지구대의 중앙에 해당한

다. 그 동쪽은 광주산맥의 여맥이 뻗어내려 고대산(高臺山)(832m), 지장봉(地藏

峰)(877m)을 이루고, 서북부는 마식령산맥의 지맥이 고왕산(高旺山)(355m), 천덕산(天

德山)(476m) 등을 형성하고 있다. 이 양 산맥 사이의 중앙 저지는 임진강유역의 연천평

야이며, 침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충적층이 발달된 곳도 있다. 이 중앙저지에 철원․평강 

용암대지에서 흘러내린 용암류가 퇴적되어 있다. 

하천(河川)은 북(北)에서 남류(南流)하는 임진강과 강원도 평강군에서 서류(西流)하는 

한탄강, 그리고 3번국도를 따라 내려오는 차탄천이 전곡읍에서 한탄강과 합류하여 서해

로 흘러간다. 기타하천으로는 백학면에서 남류하는 사미천(砂尾川), 연천읍(漣川邑) 내

산리(內山里)∼동묘리(東墓里)를 흐르는 아미천(峨嵋川) 등등이 있다.

연천군(蓮川郡)의 지질구조(地質構造) 동북지역(地域)은 백악기 중성화산암과 석 반

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임진강 양안과 청산면(靑山面) 일대는 시생대의 경기 편마암 복

합체에 속한 호상편마암(縞狀片磨岩)이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곡, 통현, 장탄 일대는 

현무암이 주로 분포한다. 이들의 지역은 토심(土深)이 깊고, 중성(中性) 내지 미산성(未

酸性)의 토양으로 삼림지대의 침엽수와 평야지대의 곡류 생산에 합하다. 한편 백의리층

(白蟻里層)이라 일컫는 굳어지지않는 사력층(砂礫層)이 분포되어 있으며, 평천(永平

川) 및 한탄강․임진강유역에는 충적층(沖積層)이 분포하고 있다. 

나. 자연조건(自然條件)과 유적(遺蹟)

1) ＊참고문헌 : 文化財硏究所,『全谷里』1983,

             漣川郡誌編纂委員會 『漣川郡誌』1987.

             이선복,『동북아시아 구석기연구』서울대 출판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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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유역은 현무암지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철원․평강지대상에 현무암이 분포

하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이 현무암대지는 대체로 4기(紀) 홍적세(洪績世)에 추가령 지

구대의 구조열선(構造裂線)에서 유동성의 흑색현무암이 분출되어 용암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무암대지가 형성된 이후 간빙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현재보다 강

이 얕고 넓었으며, 이때부터 인간이 살기 시작하 다고 보여진다. 전곡리 구석기유적의 

현무암대지 위에 쌓인 적색점토에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현재 보이는 주상(株狀) 절리현상은 빙기가 시작되면서 강수면의 폭이 좁아

지며 침식이 가속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임진강유역은 한반도를 동북(東北)에서 남서(南西)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마식령산맥

과 광주산맥 사이의 대부분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휴전선 이남을 흐르는 임진강의 총 

연장은 60㎞에 이른다. 임진강의 하계망(夏界網)은 복합적인 조산운동의 결과 심한 곡

류(曲流)현상을 보여주는데 특히 임진강 및 한탄강이 합류한 지점에서 하구(河口)까지

는 동북∼서남방향을 따라 극심한 곡류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곡류하는 안쪽 대지상

에 선사시대 유적 및 성(城) 등이 분포한다. 

강을 중심으로 선사시대인들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는 점은 역사시대로 들어와 삼국

시대(三國時代) 및 통일기(統一基) 무렵과 그 이후의 많은 전투 및 교통요지와 관련된 

성곽, 봉수대의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어진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왕도(王都) 개성(開城)과 인접한 관계로 권문세족(權門世族)들의 

분묘(墳墓)가 많으며 이어지는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왕자(王子), 옹주(翁

主)의 묘(墓)나 태실(胎室) 그리고 미수(眉叟) 허목(許穆)같은 인물도 배출하 으며 그

와 관계된 유적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보개산을 중심으로하는 불교유적(佛敎遺蹟)과 

주로 민수용(民需用)으로 제작된 자기(磁器)․옹기가마터 등도 고루 산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대개 1100mm∼1400mm이며, 연평균 기온은 10℃∼11℃

내외이다. 

다. 연천군(漣川郡)의 연혁(沿革)

연천군(漣川郡)의 역사(歷史)는 한탄강․임진강변에 소재하는 선사유적 등에서 확인

되듯 구석기시대무터 인류(人類)가 거주하 음이 확인되었다. 역사(歷史)․고고학적(考

古學的)으로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이후 신석기(新石器)․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인들

도 이곳에서 살면서 그들 나름의 문화(文化)를 일구어 한민족문화(韓民族文化)의 원시

(原始)을 여기에서도 찾아복수 있다. 

역사시대(歷史時代)로 들어와 4Ｃ 무렵 백제(百濟)의 토(領土)이었다가 곧 이어 고

구려의 남진(南進)으로 고구려 토가 되었으며  공목달현(工木達縣)  이라 칭하게 되었

다. 6Ｃ 이후 부터는 백제(百濟)․신라(新羅)․고구려(高句麗)의 각축장화 되었다가 신

라(新羅)의 토로 편입되었으며 경덕왕(景德王) 16年(757) 지방제도(地方制度) 개편시 

‘공성현(功成縣)  으로 개칭되었다. 고려대(高麗代)  장주(漳州), 조선초(朝鮮初)  마연현

(麻漣縣)  , 다시  연천현(漣川縣)  등으로 개칭되거나 인근 지역(地域) 고을과의 경계

에 있어서 출입(出入)이 심하 는데 대체로 고려․조선시대의 지리지(地理誌), 읍지(邑

誌) 등에 있어서는 연천현(漣川縣), 마전현(麻田縣), 삭녕현조(朔寧縣條)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행정구역으로의 윤곽이 잡힌 것은 1907년의 일이며, 6․25를  

거친 후 수 차의 조정 끝에 1983년 현재의 면적과 범위를 갖추게 되었다. 

4.구역 내 유적의 현황(區域 內 遺蹟現況) 및 수습유물(收抬遺物)

1․2차(次)로 나누어 실시된   91년도의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은 연천읍등 11개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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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面) 지역 119개소에 달한다. (지도 참조)

이는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 각종 지리지(地理志) 등 고전적(古典的)과 군지(郡誌) 등

등의 참고문헌(參考文獻)을 조사하여 조사대상 유적으로 삼았던 52건에 비하여 2배 이

상의 유적)을 확인한 것이며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서의 조사 유적 55건, 

새로 발견한 유적은 모두 85건에 달한다.(표 1 참조). 이들 종류별로 나누면 모두 27종

류의 유적이 파악되었고 (표 2 참조), 시대별로는 구석기에서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유적이 확인되었다. (표 1참조).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연천군내에 소재하는 모든 유적을 망라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조사의 기본방침이 군사보호구역내에서도 민간인 출입 통제 또는 출입이 용이하

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위험지대가 산재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하여 더욱 그러하 던 바, 앞으로 보다 많은 귀중한 유적이 발

견되어지리라 믿는다. 

조사된 유적의 현상과 수습유물에 대한 서술은 『한국행정구역총람(韓國行政區域總

攬)』의 연천군내(漣川郡內) 읍(邑)․면(面)․리(里)의 순서의 의하여 기술하되 조사 유

적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유적은 제외하 고 주로 새로 발견․확인되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2)

가. 연천읍(漣川邑)

연천읍(漣川邑)에서는 표 1․2에서와 같이 모두 20개소의 유적이 확인 조사되었다.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선사유적(先史遺蹟) 3, 삼국시대(三國時代) 1, 고려(高麗) 4, 

조선시대(朝鮮時代) 12건이며, 종류별(種類別)로는 성(城)을 비롯 모두 13종류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연천읍내(漣川邑內)에 위치하는 유적 역사(歷史)․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소의 유적에 대하여 소개하여 보기로 한다. 

① 동묘리(東墓里) 성령산성(城嶺算成)(사진 1)

연천군(漣川郡) 동묘리(東墓里) 소재(所在). 

연천(漣川)∼포천간(抱川間) 경계를 이루며 인근에서 사장 높은 상중의 하나인 보개산

(寶蓋山) 줄기 중 서쪽 주봉(主峰)에 해당하는 해발 420m의   성령(聖靈)  이 서울 ∼

원산간 국도인 3번도로 동북쪽에 높게 위치한다. 이 봉우리의 정상은 외관으로 보아 북

면(北面)을 제외한 3면은 주로 자연절벽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편으로의 출입이 가능한 

천연요새이다. 따라서 서(西)․남(南)의 평야지대와 동(東)쪽의 얕은 계곡을 경계할 목

적으로 주로 북편에 석성(石城)을 쌓았는데 최근 대부분 훼손되었다. 

성(城)의 두레는 약 2㎞(성의 남북 직선거리 약 200m)인데, 지형은 서쪽으로 낮아지

는 형상이며, 계곡 중간중간에 포곡식산성의 흔적이 보이고 동으로 길게 뻗어 동단(東

端)에 석축(石築)의 일부가 잔존한다. 서북쪽에 문지(門址)가 있고, 성 내부는 비교적 평

탄하여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북쪽 문지(門址) 부근에 잘 남아 

있는 성벽은 높이 약 2m∼2.5m, 길이  3m∼10m이고, 주혈(柱穴)과 타구(垜口)가 각각 

1개씩 남아있다. 

『연천읍지(漣川邑誌)』 성지조(城池條)에는 「聖域, 在東墓洞, 四面狩削, 西南稍通, 

中有井, 平衍可居, 蓋古之城守處, 而無文獻可徵(성역, 재동묘동, 사면수삭, 서남초통, 중

유정, 평연가지, 개고지성수처, 이무문헌가징)」이라하여 19세기 경까지만 하여도 성내

(城內)에 우물이 있었다는 점과 예로부터 성수(城守)하던 곳이라 여겨지나 상고할 문헌

＊調査遺蹟 中 先史時代에 관한 遺蹟의 報告는 趙由典, 「軍事保護區域 內의 先史遺蹟(I)漣川郡

-」『上古史學報』 第10號, 韓國上古史學會, 1992 .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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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수습유물로 보아 고려시대무터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석성(石城)으로 추정된다. 

․수습유물 : 북송(北宋) 휘종년간(徽宗年間)인 1102년∼1106년 사이에 주조된 것으

로 보이는 숭녕통보(崇寧通寶) 1점과 고려∼조선시대에 걸친 경질(硬質)의 토기(土器)․

도기(陶器)․자기(磁器), 와편(瓦片) 등을 수습하 다. 

연천군 문화유적 위치도(漣川郡 文化遺蹟 位置圖)

1989年 編集 1. 國立地理院 測量成果使用承認 第89-59(1989. 3. 15)

      2. 國立地理院 測量成果 審査畢 : 1989 6. 20

      3. 本 地圖는 國立地理院 1 : 50,000 地形圖를 基圖로 使用하여 

              編集製作한 것임.

② 강릉김씨묘(江陵金氏墓) 및 신도비(神道碑) (사진 2)

연천읍(漣川邑) 통현리(通峴里) 산(山)5-5 소재(所在).

연천읍(漣川邑)에서 3번국도를 따라 전곡읍(全谷邑)쪽으로 약 2㎞쯤 가면 통현리(通峴

里)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고문리(古文里)로 가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약 0.8㎞쯤 

가면 길 좌측으로 신도비(神道碑)들이 약 3∼4기 서있다. 

길의 좌측, 즉 북동쪽은 보개산의 줄리인 비교적 높지 않은 산이 연이어 있다. 이 곳

은 소위 당대 일족(一族)에서 8명의 판서(判書)가 배출되었다는 강릉김씨(江陵金氏) 세

장산(世葬山)인데 전곡읍(全谷邑) 고릉리(高陵里)에 묘소가 있는 일노공(逸老公) 김제남 

(태조(太祖)가 조선(朝鮮)을 건국하기 전의 친우(親友)로서 고려왕조(高麗王朝)에 절개

를 지켰다함)의 직계손들 중 주로 16∼18세기에 고관(高官)의 지위에 올랐던 10여명과 

그 부인들에 묘(墓) 및 신도비(神道碑)가 있으며,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로는 김첨경(金添慶)(1525∼1583, 대사헌(大司憲), 예판(禮判)), 김홍주(金

弘柱)(1642∼1694, 제용감봉사(濟用監奉事), 증 의정(贈領議政)), 김시환(金始煥)(166

1∼1739, 예판(禮判)), 김상규(金尙圭)(1682∼1736, 예판(禮判)), 김상익(金尙益)(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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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대사헌(大司憲), 예판(禮判)), 김상성(金尙星)(1703∼1775, 이판(吏判)), 김상중(金

尙重)(1700∼1769, 공판(公判)) 등이 있으며, 모두 30여기의 묘와 8기의 신도비가 있다. 

③ 부곡리(釜谷里) 고려고분군(高麗古墳群)(사진 3)

연천읍(漣川邑) 부곡리(釜谷里) 다락터 소재(所在). 

연천읍내(漣川邑內) 관광지인 재인폭포(才人瀑布)가 있는 고문리(古文里)를 지나 한탄

강(漢灘江)을 남(南)으로 대하는 해발 642m의 종자산(種子山) 남서쪽 산자락에 위치한

다. 다락터(일명   붉은등  )는 지도에는 문암동이라 표리되어 있으나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며 동시에 위험지구에 속한다. 6.25전까지만하여도 수십 호의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는 곳이나 지금은 드넓은 산자락에 수 없이 많은 고분(古墳)만이 파헤쳐진 상태로 방

치되어 있으며, 수습된 유물로 보아 고려∼조선시대 걸쳐 형성된 고분 집지역으로 판

단된다. 고분군에서 남(南)으로 들판을 지나 약 2㎞정도 가면 한탄강 줄기인 누대동폭포

가 있다. 이 폭포 주변 암석(화산분출시 형성된․용암)에서 직경 15㎝∼30㎝정도되는 

4∼5개의 성혈(性穴) 흔적도 조사되었다. 고문리(古文里) 거주 촌로(村老)에 의하면 성

열(熱)이 있는 바위는 일명   알터  라고 하며 아기 못낳는 부인들의 기도터로 이용되

어 근래까지 신성시되던 곳이라 한다. 

․수습유물

-청동수저 1점 : 고분 주변 지표상에 1/3가량 돌출되어 있던 것을 수습. 길이 28.1㎝,

두께 0.4㎝∼0.6㎝. 고려.

-기타 청자편(靑磁片), 분청사기편(粉靑沙器片), 토기편(土器片), 골편(骨片) 등.

④ 부곡리(釜谷里) 분청사기요지(粉靑沙器窯址)(사진 4)

연천읍(漣川邑) 부곡리(釜谷里) 점말 소재(所在)

연천읍(漣川邑) 고문리(古文里)에서 포천군(抱川郡) 관인면(官仁面) 중리(中里)로 넘

어가는 비포장의 소로(출입통제구역변)에 위치(고문리(古文里)에서 ○○초소를 지나 도

보로 약 2시간여 소요)하는데 해발 713m의 가치봉(加齒峰) 동남사면 한찬강의 상류지

천인 계곡과 접한 밭 위에 최소한 2기 이상의 조선시대 분청사기(粉靑沙器) 가마터가 

있다. 사방은 첩첩산중으로 계곡을 따라 난 좁은 인도(人道)와 농막(農幕)이 드문드문 

몇 채 폐허가 된 채로 있을 뿐이다. 

가마터 인근은 과거에 절터 던 듯 각종 생활용구와 도(陶)․토기(土器)․와편(瓦片) 

등이 산재하는데 절터자리(평지)의북단은 동서로 이어지는 조그마한 능선이며 그 능선 

끝에 가마터가 있다. 등요(登窯)

수습유물로 보아 인근의 사찰, 민가에 공급하던 민요(民窯)로 추정된다. 한편, 가마터

부근의 평지(약 2,000여평)의 일명사지(逸名寺址)에서는 샨스크리트어자(語字)(범어자

(梵語子))가 새겨진 암막새편도 수습되었다. 

․수습유물

-그릇의 종류는 완,대접이 중심을 이루며 귀얄문, 국화문, 나선문, 원문, 파상문,우점

문 등등 다양한 문양의 분청사기편이 수습되었다. 대부분 인화문(印花文)이며 도침(陶

抌), 굽받침돌도 다수 수습되었다. 태토(胎土)는 고운편이며 주로 모래받침을 사용한 흔

적이 많다. 

⑤ 부곡리(釜谷里) 옹기요지(甕器窯址)(사진 5) 

연천군(漣川郡) 부곡리(釜谷里) 점말 소재(所在). 

부곡리(釜谷里) 분청사기(粉靑沙器) 요지(窯址)가 있는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약 

500m 정도 가면 개울 우측으로 옹기가마터가 2기 이상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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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갈색과 흑갈색을 내는 조선시대 후리의 전통적인 옹기의 어의 모든 종류의 그릇들

이 무수히 산재하고 있다. 능선의 끝과 개울이 만나는 경사면에 있으며 이 일대를 옮겨 

다니며 요(窯)를 설치, 제작하 던 것으로 보인다. 등요(登窯).

유약은 광명단 사용 이전의 것으로 대개 17∼18세기경의 가마터로 추정되며 민가에서 

실제 사용하던 보시기, 대접, 병 항아리, 대옹, 소옹, 단지 등 등의 그릇들을 구워냈으며, 

3∼4줄의 횡선대(橫線帶)가 그어진 그릇도 있으나 대체로 무문이며 재가 떨어져 문록형

태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⑥ 지장사지(地藏寺址)(사진 6)

연천읍(漣川邑) 부곡리(釜谷里) 지장(地藏)골 소재(所在).

부곡리(釜谷里) 분청사기(粉靑沙器) 요지(窯址)에서 북으로 천(川)을 따라약 1.2㎞ 정

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천(川)의 발원지 부근에 사지(寺址)가 있다. 현재는 외견상 모두 

4채의 건물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산의 완만한 경사면을 깎아 건물의 기단부를 석

축(石築)한 전형적인 산지가람(山地伽藍)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석축은 낮게는 2m∼3m에서 높게는 7m∼8m까지이며 계단지도 잔존하나 심하게 폐허

되어 건물의 초석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고려∼조선시대에 걸친 와편, 백자편, 토기편 

등만 무수히 깔려있다. 

연천(漣川)․포천군(抱川郡)에 걸쳐 있으며 이 인근에서는 가장 높고 험한 산인 보개

산(寶蓋山)(일명(一名) 보가산(保架山))에 있던 심원사(深源寺)(연천군(漣川郡) 신서면

(新西面) 내산리(內山里) 소재(所在))의 부속 암자격의 사찰처럼 19세기말까지 존속하

다는데 목은(牧隱) 이색(李嗇)이 지은 「지장사중수기(地藏寺重修記)」(『동문선(東文

選)』수록(收錄))도 있는 점으로 보아 시창년데(始創年代)는 고려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을 것 같으며 여말선초(麗末鮮初) 중수(重修)한 이후 상당히 번창하 던 사찰이었음

을 추정케 한다. 

․수습유물

-주로 고려(高麗)∼조선시대(朝鮮時代)의 와편(瓦片), 도자기(陶瓷器), 토기편(土器片) 

등등 다수.

나. 전곡읍(全谷邑)

전곡읍(全谷邑)은 구석기유적으로 유명하며, 임진강 한탄강이 합류(合流)되는 지점으

로 자연환경면에선는 선사․역사시대의 유적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 지역이다. 

이 곳에서는 선사시대유적 4곳, 삼국시대유적 4곳, 조선시대유적 4곳 등 모두 12곳이 

새로 확인되거나 재조사되었다.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는 구석기유적․지석묘․유물산포

지 등이,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성지(城址)․고분(古墳)이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적으로

는 분묘와 요지 등이 발견되었다. 이 중 중요한 몇 곳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신답리(新畓里) 고구려(高句麗) 석실분(石室墳)(사진 7) 

전곡읍(全谷邑) 신답리(新畓里) 17-4 아오라지마을 소재(所在)

전곡읍(全谷邑) 신답리(新畓里) 전곡댐 부근 속칭 아오라지마을의 언덕위 평지상(수년

전 대단위 경지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높고 넓은 하안단구상)에 있는 인삼밭(경

작자 신용선, 38세) 가운데에 석실분 2기가 위치한다. 동서로 나란히 2기가 있는데 그 

중 동쪽의 것(신답리(新畓里) 고구려석실분(高句麗石室墳) I) 은 외견상(外見上) 조그마

한 동산처럼 보이나 현존 직경 20m, 높이 약 4m∼5m되는 분묘(墳墓)이다. 고분의 정상

부는 이미 오래전에 (주민들 전언으로는 일제시대(日帝時代)에 도굴된 이래 계속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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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함) 도굴된 듯 수직으로 1.5m 가량의 구멍이 뚫려있어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

할 정도이다. 석실(石室)의 벽석은 인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현무암 계통의 돌을 대

강 다듬어 사용하 으며, 내부는 」자형(字形)으로 북편향의 우편 이도(羡道)가 폭 75

㎝, 길이 70㎝가량 마련되어 있다. 석실내부는 약간 조잡한 느낌을 주는 장방형(長方形)

으로 동서길이 155㎝, 남북길이 200㎝, 높이 100㎝이며 벽은 모두 4단으로 축조하 고 

벽사이의 공극은 회로 메움질하 다. 천장은 공간을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줄여 나가는 

2중 모줄임천정(말각조정식)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 석실분의 조성연대가 고구려후기일 

것으로 추정케하고 있다. 

서편에 있는 또 하나의 석실분(신답리(新畓里) 고구려석실분(高句麗石室墳)Ⅱ)은 동편

의 것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주변에 조선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민묘도 있다. 석실분

이 있는 위치에서 동편언덕 바로 아래 한탄강변에 있는 매운탕집 부근에도 수년전까지 

석실분(石室墳)이 1기(신답리(新畓里) 고구려석실분(高句麗石室墳)Ⅲ)가 더 있었다고 하

나 지금은 회가 묻은 벽석만이 도로면에 방치되어 있으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

리고 연천읍(漣川邑) 통현2리(通峴2里) 민가 부근에서도 1기(통현리(通峴里) 고구려석실

분(高句麗石室墳))를 발견, 조사하 는데 새로운 민묘의 조성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그 

원형을 복원키 어려울 정도이다.

② 고릉리(高陵里) 백자요지(白磁窯址)(사진 8)

전곡읍(全谷邑) 고릉리(高陵里) 소재(所在)

전곡읍(全谷邑)에서 파주(坡州)로 가는 37번지 국도를 따라 한탄강위를 지나는 사랑

교(橋)를 건너 약 2㎞쯤 가면  괸돌말  이 나오고 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우마차로를 

따라 서반고개를 넘어 약 1.5㎞ 정도 가면 길 좌측에 돈사(豚舍)가 있다. 이 돈사의 우

측으로는 능선의 끝자락인데 이 것에 백자(白磁)가마터 1기가 있다. 조사 당시(’91년 12

월초) 새로운 축사(畜舍)를 짓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정리작업을 끝낸상태었는데 축사

(畜舍)자리가 바로 가마터자리 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변은 개울물이 흐르고 고령토가 많은데 지금도 고령토 채취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

지고 있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1920년대까지도 운 되던 가마터라고 하며 채집된 

백자(白磁)의 기형, 제작기법 등으로 보아 조선시대말기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판단된다. 

민수용(民需用)의 자기를 굽던 가마로 생각되며, 사발․대접․제기받침․잔 등 각종의 

백자와 도지미 등의 유물의 수습하 다. 등요(登窯)로 장축은 서북향이다. 

이 가마터에는 북쪽으로 개울을 따라 100여m 가면 동쪽으로   진수로(陣守路)’하는 

1980년 대초삼청교육대 교육생들이 닦은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고개

를 넘으면 좌측에 민가 1채, 우측에 인삼밭이 있다. 그 곳에 백자가미터 1기가 더 있다. 

앞의 가마터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백자를 굽던 곳으로 대체로 19세기말 경까지 사용되

었으리라 추정된다. 도로를 새로 내면서 가마의 소성실(燒成室) 부분이 잘려 나갔고 봉

통로 등은 벽체선이 보일만큼 남아있다. 등요(登窯)이며 전체 추정길이는 약 10m이다. 

다. 군남면(郡南面)

군남면(郡南面)에서는 표1에서 보듯 모두 7곳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선사시대의 유적

으로는 이미 확인, 조사된바 있는 남계리 구석기유적 외에 두 곳에서 유물산포지가 새

로 확인 되었으며,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산성(山城), 적석총(積石塚)이 발견되었고, 이 

외에 조선시대의 봉수대 1곳, 비(碑) 1기, 시대미상의 고분 1기가 확인되었다. 

① 옥녀봉산성(玉女峰山城)(사진 9)

군남면(郡南面) 옥계리(玉溪里) 옥녀봉(玉女峰) 소재(所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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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산성(玉女峰山城)은 군남면(郡南面)과 중면(中面)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200m

의 옥녀봉(玉女峰) 정상(頂上)에 있다. 성(城)의 서편으로 약 50m지점에 임진강이 북에

서 남으로 흘러 내려가고 강 건너는 왕징면(王澄面)이다. 임진강과 거의 평행을 이루며 

남으로 흐르는 옥계천(玉溪川)과 그리고 그 옥계천(玉溪川)과 나란히 놓여진 324번 지

방도로 서편에 위치하는 옥녀봉(玉女峰)은 서(西)․남(南)․북(北)으로의 전망이 멀리까

지 가능한 요충지이다. 남으로는 멀리 군자산(君子山)(해발 327m)의 산성(山成)이 보이

며 주로 강(江)의 대안(對岸) 즉 서편(강남(江南))을 감시하는 용도로써 축성하 음을 

추측케한다. 타원형의 산정(山頂)을 감싸두르듯 축조한 테뫼식상으로 주위는 대략 1㎞ 

내외이다. 성 내부에는 건물지가 있었음직한 평탄한 대지가 서남쪽에 약 500여평있고, 

중앙부에 옥녀(玉女)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하 다는 전설이 있는 연못터가 있다. 문지

(門址)는 동편에 있으며 북편은 급경사여서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석축(石築)하 다고 

판단된다. 

수습유물로 보아 늦추어 보아도 통일신라 이전부터 성(城)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되

며 그러한 기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나 성벽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고 남쪽과 동쪽에 석

축의 일부가 잔존한다. 

․수습유물-인화문토기편(印花文土器片), 와편(瓦片),도(陶)․토기류(土器類)등 다수.

라. 청산면(靑山面) 

청산면(靑山面)에서 조사된 유적은 3건에 불과하다. 이는 바쁜 일정 중 민통선구역에

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까닭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치 못한 때문이라 생각된

다. 일찍이 삼국통일 무렵 신라와 당(唐)의 전투로 유명한   매초성(買肖城)이 위치비정

과 관련하여 청산면(靑山面)의 대전리산성(大田里山城)이 현재 학계의 유력한 학설인 

바, 대전리산성(大田里山城)과 이 일대 여타 성지(城址)에 대한 정 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 하 으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條件)으로 인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을 아쉽게 생각한다. 

① 초성리토성(哨城里土城) (사진 10,11)

청산면(靑山面) 초성3리(哨城3里) 245번지 일대 소재(所在).

연천에서 철원으로 가는 322번지 지방도로변에 있는 초성3리(哨城3里) 노인회관을 중

심으로 거의 타원형의 토성이 위치한다. 322번 도로는 토성(土城)을 동서로 구분한 셈

이며, 토성이 추정 길이는 동서 150m, 남북 약 100m이다. 서벽은 인근부대와 경계를 이

루며 중장비로 성벽을 제거하 으나 능선이었던 관계로 약간의 흔적이 있으며 남벽의 

서측으로 판축기법이 엿보이는 성벽유구가, 북벽의 서측이 반정도 잔존하며 동벽은 거

의 훼손되었다. 북벽 서측의 외벽 높이 약 6m, 내벽 높이 약 4m, 폭 6m∼7m이다. 성 

내부에 해당하는 중앙부(中央部)는 도로와 가옥, 밭으로 되어 있고 동쪽은 38선 돌파기

념비 등이 있는 소규모의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성내(城內) 지표하(地表下) 40㎝∼60

㎝에서 무문계 회색연질토기 등이 나온점과 판축기법(版築技法)으로 보아 기존의 학설

처럼 초기 백제계(百濟系)의 토성(土城)이었다고 추정된다. 

마. 백학면(百鶴面)

백학면(百鶴面)에서는 신석기시대 ∼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적이 표 3에서 보듯 5

곳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유물산포지 1곳, 지

석묘 1기 선사유물산포지 부근에 있는 백제시대 적석총, 조선시대의 묘 2기 등이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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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곡리(鶴谷里) 백제적석총(百濟積石塚)(사진 12)

백학면(百鶴面) 학곡리(鶴谷里) 5-4번지(番地) 소재(所在).

백학면(百鶴面) 학곡리(鶴谷里) 속칭   돌마돌  이라고 부르는 마을에 임진강에 연하

여 자리하고 있는 매운탕집(성운매운탕, 김성택씨(金成澤氏) 운 )이 있다. 이 매운탕집 

바로 뒤에 대형 적석총(大形 積石塚) 1기(基)가 거의 원형을 지닌 채 위치한다. 

적석총은 강과 평행되는 모래단구에 모래뻘흙으로 약 4m∼5m 판축을 하고, 그 위로 

물줄기방향(북동→서남) 과 나란하게 2∼3단(段)의 방단(方壇)을 강돌 (크기 30㎝∼50

㎝)을 이용하여 조성(造成)하 다. 장방형(長方形)으로 북동→서남 방향의 장축은 약 

33m, 단축은 8m∼11m(도로개설로 일부 잘려나감), 봉분높이는 3m∼3.5m (봉분상단에

는 직경 1m 내외, 깊이 50㎝ 가량의 훈련용 참호가 시설되어 있음)이다. 적석부 상단 

중앙에는 함몰부가 있는데 직경 3∼4m의 정방형(正方形)이다. 

맨 아래의 단(段) 북편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약간 훼손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선문

(斜線文)이 시문된 회백색 접토로 된 연질토기편이 수습되었고, 적석총 주변에는 무문토

기 (모래알이 다량 섞인 태토, 동체부편, 소성상태는 대체로 양호), 그리고 청동기시대인

이 사용하 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박편석기, 석도형석기 등), 삼국시대의 토기편 등

등 다량의 유물을 수습하 다. 

이 적석총은 남한강 중․상류지역에서 이미 조사된 바 있는 양평 문호리, 청풍 도화

리 ․신담, 제원 양평리 적석총과 동일한 유형의 유적이며 백제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바. 장남면(長南面)

장남면(長南面)에서는 남한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고구려계통의 성으로 추정되는 호로

고루성이외에 표 1․3에서 보듯 13곳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시대별로는 선사시대유적 1

곳, 삼국시대유적 1곳, 통일신라(∼고려)유적 1곳, 고려시대유적 3곳, 조선시대유적 7곳, 

시대미상 1곳의 유적이 조사되었고, 종류별로는 지석묘(支石墓)1기 ,성지(城址) 1곳, 고

분군(古墳群) 3곳, 묘(墓) 5기, 릉(陵) 1기, 요지 1곳, 사지(寺址) 1곳, 서원지(書院址) 1

곳이 확인되었다. 중요한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원당리(元堂里) 고려고분군(高麗古墳群) (사진 13)

장남면(長南面) 원당2리(元堂2里) 3반(班) 일대 소재(所在).

장남면(長南面) 원당2리(元堂2里) 3반(班) 거주 노성규씨댁 외양간을 수리할 때 (1980

년) 출토되었다는 짙은 회청색의 경질 장군호(부호(缶壺))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케 되었

다. 주민들의 전언으로는 원당2리 3반 일대는 과거 고분(古墳)이 집하 던 얕은 동산

이었는데 민간인들의 거주가 허용되자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여러 곳에서 인골(人

骨), 청자(靑磁), 숟가락 등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조사 당시에도 봉분 지름 

약 12m정도되는 비교적 대형의 분묘 1기를 볼수 있었고, 상석(床石)․호석(護石)의 석

재가 주변에 산재(散在)하 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지역에 고려시대(高麗時代) 고분군(古

墳群)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 다. 

장군호의 길이 22㎝, 높이 15.5㎝. 구연부는 중앙에서 약간 치우쳤으며 구연부 내경 

4.8㎝,몸통부 한쪽에는 죽도로 그은 음각선이 2∼3줄 돌려져 있다. 고려말기 제작품으로 

추정

②호로고루(瓠瀘古壘) 성지(城址)(사진 14․15)

장남면(長南面) 원당3리(元堂3里) 1266번지 일대 소재(所在)

장남면(長南面) 원당3리(元堂3里)에서 남서쪽으로 임진강이 크게 곡류(曲流)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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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강(江)에서 서(西)로는 드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東)으로는 높고 

험한 단애부가 형성되어 있다. 그 단애부는 북으로 가다 여울목 부근에서 끝나는데 단

애부가 끝나는 직상(直上) 언덕위에 고성지(古城址) (호로고루(瓠瀘古壘), 일명 재미성

(一名 財尾城))가 있다. 

남북 길이 약 80여m,동서 길이 약 120여m, 둘레 약 400m의 원추형의 성으로 동면만 

성벽을 축조하 을 뿐 나머지 3면은 강물과 절벽으로 연이어진 천혜의 요새이다. 강 대

안(對岸)은 넓은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북에서 남으로의 관망이 용이한 지점이다. 

이 곳은 『삼국시대(三國時代)』,『대동지지(大東地誌)』등 고문헌(古文獻)에서도 과

천(  川), 과하(薖河), 호로하(瓠瀘河)등으로 이 일대를 명기하면서 고구려․신라․당과

의 전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거니와 금서(今西) 용(龍)등도 1916년에 이미 아성에 대

한 조상를 실시한 바 있는(조선총독부 편(朝鱔總督府 編), 『대정오년도(大正五年度) 고

적조사보고(古蹟調査報告)』1917) 삼국시대 이후 군사적 요충이다. 

동면(東面)에 축조한 성(城)은 일자형(一字形)으로, 문지(門址)는 남단(南端)에 낸 것

으로 파악되었다. 문지(門址) 부근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있어 축조기법을 알 수 있었는

데 가장 이른 시기의 판축간격은 460㎝, 그 다음은 380㎝, 180㎝, 150∼250㎝로 모두 4

차에 걸쳐 보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축조방식(築造方式)과 성벽사이에서 수

습한 유물들로 보아 백제(판축(版築))가 초축(初築), 그 다음 고구려(판축부 외면을 돌

로 쌓고 자갈로 다짐), 그 이후 세 번째와 네 번째 보축은 신라(석축 외부 하부에 또 다

른 돌기단 배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재는 방형(方形)으로 다듬은 현

무암, 강돌, 사암 등을 이용하 으며, 현존 높이 약 8m, 폭 25m, 길이 90m이다. 

성(城) 내부(內部)는 평지로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무수히 많은 도(陶)․토기(土

器),와편(瓦片)들이 산재해 있음을 볼 때 삼국시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성을 이용하

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정치는 않으나 초석(礎石)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

들고 산견되었다. 현재는 동쪽성벽 밖으로는 염소를 사육하는 목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습유물 

-와편(瓦片) : 남한에서 출토 예가 거의 없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적색기와 (굵은 사선

무늬와 승문의 문양)가 다수 채집.

-기타 토기편 등 주로 삼국시대∼이르는 도(陶)․토기편(土器片)들이 다수 수습되었다. 

사. 미산면(嵋山面)

미산면(嵋山面)에서 확인한 유적은 표 1에서 알수 있듯이 대부분 조선시대의 유적이

다. 조사도중 주변에 외환도(外環道)를 설치한 삼국시대의 산성(山城) 등으로 보아 조선

시대 이전의 유적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 으나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 다. 조선시대 유적의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묘(신비도)7기, 

사묘(祠廟) 2곳, 태실(胎室) 1곳, 정지(停止)1곳, 서원지(書院址) 1곳이 발견되었다. 중요

한 몇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지옹주(阿只翁主) 태실(胎室)(사진 16)

미산면(嵋山面) 유촌리(柳村里) 산(山)127번기 소재(所在).

미산면(嵋山面) 유촌리(柳村里) 속칭 두루갈이마을 내의 태봉산 정상에 위치한다. 마

을 촌로(村老)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50여년전쯤 되던 일제시대의 어느날 저녁에 

도굴을 당하 다고 한다. 현재는 태실(胎室)의 비(碑)와 비대좌석(碑臺座石)만이 도괴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태항아리로 추정되는 석재 일부가 지표상에 약간 드러나 있다. 태

실비(胎室碑)의 명문(名文)을 판독한 결과「蕹正六年八月初 三日申時生翁主阿只氏胎窒 

(옹정육년팔월초 삼일신시생옹주아지씨태질)」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태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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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은 옹정(擁正) 6年 즉 조(英祖) 4년(1728)에 태어난 조의 여식(女息)임을 추

정케 한다. 비신(碑身)의 높이  156㎝, 폭 57㎝, 두께 28㎝, 대좌석은 가로 103㎝, 세로

70㎝, 높이 45㎝이다.

② 축산군(竺山軍) 이효식묘(李孝植墓)(사진 17)

미산면(嵋山面) 미산1리(嵋山1里) 산(山)110번지(番地) 소재(所在).

백학면 백학국민학교(백학저수지 부근, 미산면과의 경계지점)에서 동북쪽으로 322번

지방도로를 따라 2㎞ 정도 가면 송고개가 나오고 그 송고개의 남쪽에 청성백(靑城伯) 

심덕부(沈德符)묘(墓)(이정표 있음)가 있고 심덕부묘(沈德符墓)에서 북쪽으로 50m 떨어

진 곳에 축산군(竺山軍) 이효식(李孝植)의 묘(墓)가 있다. 묘의 전방 좌우로 문인석(文

人石) 2기가 있는데 모두 두부(頭部)가 없어진 채로 있으며, 묘앞중앙에  묘비(墓碑)과 

상석(床石)이 있다. 묘비(墓碑)은 6․25의 전흔이라도 알려주듯 무수한 총탄자국이 있

다. 봉분은 완전 도굴당한 듯 큰 구멍들이 전면과 후면에 있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이 

일대에 있던 수 많은 고분들이 대부분 도굴당하 는데, 축산군(竺山軍)의 묘는 1989년

에 재도굴되었고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묘 전면 좌우로 해태상이 2기 있었는데 이 역

시 없어졌다고 한다. 

봉분은 전면 3m, 후면 2m, 길이 5m, 높이 1.5m이다.

묘비(墓碑) 전면(前面)에는 「有明朝蘚國 正義大夫竺山君之術 (유명조선국 정의대부축

산군지술)」라 되어 있고, 후면(後面)의 내용은 그의 생애와 후손들에 대한 기록인 바 

판독한 결과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즉 축산군(竺山軍)의 이름은 효식(孝植), 자(字)는 

수보(秀寶). 조선(朝鮮) 태종(太宗)의 증손(曾孫)으로 조(祖)는 혜녕군(惠寧君) 지(祉), 

부(父)는 예(醴)천(泉)군(君) 말(沫)이며 문종(文宗) 2年(1452)에 나서 연산군(燕山君) 3

년(1497)에 향년(享年) 46세로 졸(卒)하기까지 청송(靑松) 심씨(沈氏)인 심미(沈嵋)의 

딸과 혼인하여 3男 4女를 두었다. 이 해 7월 선 하(先塋下)인 이곳 장의양(長依羊)(지

금도 장양이라 부름)에 장사지냈다고 하며 이러한 기록은 그의 인우(隣友) 던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성현(成峴)이 지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아. 왕징면(旺澄面)

이 곳에서는 표 1에서 보듯 모두 12곳의 유적이 발견, 조사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

면 선사시대유적으로 유물산포지가 2곳, 삼국시대유적으로 산성(山城)이 1곳, 고려시대

의 유적으로 마애불입상 1구, 조선시대의 유적으로 묘 2기, 사묘(祠廟) 1곳, 당 1곳, 

당지(堂址) 1곳, 취락지 1곳, 기타 석상 2구가 조사되었다. 고구려계통의 적색와편이 수

습된 무등리산성외 몇몇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무등리산성(無等里山城)(사진 18)

왕징면(旺澄面) 무등리(無等里) 소재(所在)

군남면(郡南面) 진상리(進詳里)에서 서쪽으로 임진강위의 화이트교(橋)를 지나면 삼거

리가 나오는데 이 삼거리의 북쪽은 왕징면(旺澄面) 무등리(無等里), 남서방향은 미산면

(嵋山面) 우정리(牛井里)이다. 삼거리에서 북으로 약 200m 도로를 따라 가면 임진강쪽 

즉 동쪽으로 해발 100m 가량의 속칭 장대봉이라는 낮은 구릉이 남북으로 길게 임진강

과 나란히 형성되어 있다. 이 장대붕의 남단에 동서-남북 폭 약 40∼50m, 서북-동남 폭 

약 60m, 둘레 약 180m의 테뫼식 석축성(石築城)이 있다. 성 내부면은 약 250여평에 불

과하나 철모처럼 생긴 봉상(峯上)을 이용하여 멀리 강 건너 군자산(君子山)과 동서로 마

주보며 강의 대안 즉 동편을 경계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의 통행로는 

남편에 있는데 문지(門址) 역시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곳에서 직선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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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0여m 남쪽으로 우정리(牛井里)에 역시 이와 비슷한 산성(山城)을 발견, 조사하

는데 이 두 봉우리는 연봉(連峰)으로 동일한 구실을 하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성

(城) 모두 정상부 밑에 외환도(外環道)(폭 5m∼8m)를 갖추었으며, 우정리산성(牛井里山

城)은 둘레 약 320m∼360m, 군데군데 삭토(削土)와 보축한 흔적이 완연하 다. 

② 북삼리(北三里) 마애석불입상(魔崖石佛立像)(사진 19)

왕징면(旺澄面) 북삼리(北三里) 2반(班) 34번지(番地) 소재(所在). 

군남면(郡南面) 삼거리(三巨里)에서 324번지 고로를 따라 서쪽으로 임진강을 건너면 

왕진면(旺澄面) 북삼리(北三里)이다. 북삼리(北三里) 초엽에서 북쪽으로 약 500여m를 

가면 군남국민학교 북삼분교(현재는 폐교)가 있는데 분교(分校)의 동쪽산 아래 민가(이

병희씨택(李炳熙氏宅)) 바로 뒤편 밭 위에 마애불입상 1구가 있다. 주민인 강의원(姜義

遠)․강성룡(姜聲龍)(76재(才), 82재(才))씨 들에 의하면 원래 밭에 엎어져 있던 불상을 

1965년경에 자신들이 일으켜 세워 현재에 이른다고 증언하 으며 오래전부터 이 밭을 

일명  미륵밭  이라 부른다 하 다. 또한 불상이 있는 밭 바로 아래에 거주하는 이병희

씨(李炳熙氏)는 1960년대에 집마당에서 긴 장대석으로 연결된 석재가 길게 드러났었다

고 하 는바, 이 일대에 과거 절이 있었던 것으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실제로 

주변에서 고려∼조선 시대에 걸쳐 쓰여졌으리라 보여지는 와편(瓦片)과 토기편(土器片)

들이 수습되기도 하 다. 

석불(石佛)은 두부(頭部)의 상부는 멸실되었으나 육계의 형체 일부가 남아 있으며 상

호(相好)는 코부분과 귀를 제외한 대부분이(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듯)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 귀는 머리 부분에서 어깨까지 아래로 늘어져 있으며 수인(手印)은 시무외인의 형

상이나 마모가  심하며 의습은 선각으로 단순처리하 다. 현존 크기는 높이 136㎝, 너비 

110㎝, 두부(頭部)의 길이 48㎝, 너비 32㎝이며 두께는 15㎝∼20㎝내외이다. 석불입상 

발 아래에는 9엽(葉)의 연판문대좌(蓮瓣文臺座)가 있는데 중앙에서 뒤로 약 3/5정도 되

는 부분에 턱이 지게 다듬은 흔적이 가로로 있는점으로 보아 원래 대좌의 턱부분에 입

상(入賞)을 올려 놓았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자. 신서면(新西面)

신서면(新西面)에서는 표 2에서 보듯 14곳의 유적(遺蹟)을 조사(調査)하 는데, 대부

분이 심원사(心源寺)와 관계된 불교유적(佛敎遺蹟)이다, 심원사(深源寺) 관계유적 외에

는 조선시대의 요지군(窯址群) 1곳, 역원지 1곳 묘(墓) 2기, 취락지 1곳, 봉수대 1곳이 

조사(調査)되었다. 

① 심원사지(深源寺址)(사진 20․21․22)

신서면(新西面) 내산리(內山里) 354번지(番地) 소재(所在). 

보합산(寶篕山) 지장봉(地藏峰)(해발 877m)의 맥(脈)이 서편 계곡(아미천(峨嵋川))에

서 일단 끊어지는 지점인 내산리(內山里) 깊숙한 산중에 심원사지(深源寺址)가 있고 그 

부속암자인 석태암(石台庵)․성주암(聖住庵)․삼일암(三日庵) 등의 암자지(庵子址)은 심

원사지(深源寺址)에서 다시 동으로 지장봉(地藏峰)으로 오르는 중간중간에 위치한다. 

심원사(深源寺)는 일제시대(日帝時代)에 간행된 『심원사지(深源寺址)』에 의하면, 유

점사(楡岾寺)의 말사(末寺)로서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元年)(647)에 원

조사(靈源祖師)에 의해 시창(始創)되었으며(석태암(石台庵)의 시창(始創)은 720년) 이후 

수 차례의 중건을 거쳐 일제시대까지만해도 부속암자 4처를 지닌  대찰(大刹)이었으니 

천불전(千佛殿)(22평(坪))을 비롯 모두 8동의 건물이 있었으며 목제(木製)의 아미타불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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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 불상과 탱화 등등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6․

25때의 전화(戰禍)로 말미암아 본전(本殿)은 물론 부속암자까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

으리만치 폐허화 되었고 다만 사찰터 입구에 인근 부대 장병들에 의해 수 년전 부도와 

비석을 모아 놓았고(경기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138호) 천불전지(千佛殿址) 중앙부에 

  심원사지(深源寺址)  라 새긴 석비(石碑)(군(郡)에서 건립)만 서 있을 뿐이다. 

사역(寺域) 주변에는 수 많은 도(陶)․토기(土器),와편(瓦片) 등이 산포(散布)하는데 

이들중 삼국시대(三國時代)의 것으로 보이는 선문(線文)의 기와편도 소량 수습되었으나 

유물의 채집량으로 보아 중심연대는 조선시대(朝鮮時代)로 추정된다. 

차. 중면(中面) 

중면(中面)은 연천군의 북쪽, 임진강의 동안에 위치한다. 이 곳에서는 특히 많은 선사

유적지와 백제초기 대형적석총 등 중요한 유적을 새로이 다수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다. 

조사된 유적은 표 1에서 보듯 모두 14곳이다. 시대별로 유적종류를 살펴보면 선사시대

의 유물산포지 5곳 삼국시대의 백제 적석총 1기, 신라 석곽묘 1기, 고분군 1곳, 고려∼

조선시대에 걸친 사지 1곳, 고려의 고분군 1곳, 조선시대의 묘 2기, 정(亭)․각(閣) 1곳 

그리고 시대미상의 고분 1기가 조사되었다. 이중 백제적석총(百濟積石塚)에 대하여 살

펴보고자한다. 

①삼곶리(三串里) 백제적석총(百濟積石塚)(사진 23․24)

중면(中面) 삼곶리(三串里) 면사무소(面事務所)에서 정남방향(正南方向) 직선거리 1.6

㎞ 되는 지점에 강과 평행되는 모래단구에 모래뻘흙으로 판축을 하고 30㎝∼50㎝ 크기

의 강돌로 물줄기 방향(동(東)-서(西))과 나란하게 2∼3단의  단을 축조한 적석총(積石

塚) 1기(基)가 있다. 이적석총의 적석부 상면 중앙은 거의 방형(方形)으로, 동서로 축대

처럼 연장시킨 형태이다. 또한 상면 중앙에는 직경 4.5m가량되는 정방향의 함몰부가 있

고 동서 양단에 역시 작은 함몰부가 있다. 동서 길이 약 30m, 높이 약 5m이며 고분의 

북동편 잘린 부분에서 회백색(灰白色) 니질점토(泥質粘土)(소위 와질계(瓦質系))의 연질

토기가 박혀 있어 수습할 수 있었는데 문양은 승문 및 격자문이 타날된 전형적인 삼국

시대 백제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목짧은 항아리(단경호) 1개체분으로 승문이 타날된 

후 음선횡조를 돌려 승석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적석총은 남한강 중․상류지역에서 이미 조사된 바 있는 청풍 도화리․신담, 

제원 양평리, 양평 문호리 유적과 흡사한 구조와 유물을 지니고 있는 백제초기 형식의 

대형(大形) 적석총(積石塚)으로 추정된다. 연천군 지역에서는 전술(前述)한 학곡리(鶴谷

里)와 선곡리(仙谷里)에서 동일한 유형의 적석총(積石塚)이 확인되어 모두 3기가 발견, 

조사되었다. 

한편 이 적성총을 둘러싼 강안 충적대지 단구상으로 된 강쪽으로의 비탈면에서 선사

시대(先史時代) 유물(遺物)이 집중 채집되었다. 어골문(魚骨文)(사선문(斜線文))의 빗살

무늬토기편, 무문토기편, 니질점토(泥質粘土)로 된 연질토기, □기편(□器片) 등의 출토

예로 보아 신석기∼역사시대의 유물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은 일견 홍수에 의한 현상

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수 년전 농지정리를 단행, 포크레인으로 평균 50㎝ 

정도를 삭토하 다는 주민들의 전언으로 보아 신석기말기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생활유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된다.

․수습유물: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연질 및 경질토기, 석기 등등

   -빗살무늬토기:어골문(魚骨文)(사선문(斜線文))을 시문하 고 회갈색 또는 명갈색

을 띠며, 태토에는 약간의 운모입자가 섞인 동체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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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문토기:기벽 안쪽에 비로 쓴 흔적이 상하로 있는 황갈색의 무문토기편들로 석

입자가 섞여 있으며 태토와 질로 보아 충주 조동리유적 출토 무문토기와 비슷하다. 

채집량에 있어서 빗살무늬토기보다 무문토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유적의 중심연

대가 청동기시대 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연질․경질토기편:승문을 타날한 후 음선횡조를 돌려 승석문 효과를 낸 회백색니

질점토 연질토기단경호(삼국시대 초기로 추정)와 회청색 경질토기 그리고 격자문이 타

날된 흑회색의 □기(□器)편 등이 공반(共伴) 수습되었다.

   -기타: 인골편:두개골, 척추의 경추편. 시상봉합선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20

세 이하로 추정된다. 이 외에 고려 조선시대의 사기편(磃器片) 등이 수습되었다.

카. 기타

행정구역상 연천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신서면(新西面)과 포천군(抱川郡)의 경계를 

이루는 보개산(寶蓋山) 지장봉(地藏峰) 줄기 중 포천(抱川)쪽인 관인면(官仁面) 중리(中

里) 일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다. 이 곳에서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의 보개산성 외

에 통일신라시대의 사지(寺址) 1곳, 석등대좌 1기, 고려초기의 불상 1구, 삼국∼조선시

대에 걸친 유물산포지 1곳이 조사(調査)되었다.

보개산성(寶蓋山城)

포천군(抱川郡) 관인면(官仁面) 중리(中里) 소재(所在).

보개산성(寶蓋山城)은 일명 ‘보가산성(保架山城)’이라고도 하는데 궁예(弓裔)가 고려태

조(高麗太祖) 왕건(王建)에게 왕위(王位)를 빼앗기고 쫓길 때 왕건(王建)의 군대와 전투

를 벌인 성(城)으로 전해지는 곳으로 ‘궁예왕(弓裔王) 대각대성지(大閣垈城址)’라고 부르

기도 한다. 보개산(寶蓋山) 지장봉(地藏峰) 동면 중턱에 쌓은 성으로 후삼국시대(後三國

時代)(고려초(高麗初))를 방증하는 토기․와편 등의 유물과 수구(水口), 문지(門址) 등을 

새로 확인하 는데 축조수법 등으로 보아 전설(傳說)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 후

대(後代) 어느 일정한 시기에 수축한 흔적이 있는데 병자호란(丙子胡亂)때의 일로 추정

되며 전체 둘레 4.2㎞로 비교적 훼손이 안된 상태에서 보존이 잘 되어 있다. 보개산성

(寶蓋山城)의 서문지(西門地) 부근에서 통일신라의 것으로 보이는 단판복엽(單瓣複葉)의 

8각석등대좌석(角石燈臺座石)(안상(眼像) 음각) 1기, 41㎝×34㎝×23㎝ 크기의 석제 사리

공, 고려초기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석조비려차나불상(石造卑慮遮那佛像) 등을 조사

하 다.

5. 맺는말

경기도내 한수(漢水) 이북(以北) 지역(地域)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조사로서는 처음이

었던 금번의 지표조사는 전술하 듯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뒤따르는 조사 으나 짧은 

시일 동안에 비교적 다수의 유적을 새로 발견, 확인하 고 그 중 몇몇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조사내용을 간추려 맺는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가. 남북한 학계 공히 이제까지 임진강 중․상류유역에서 보고된 바 없는 최초의 구

석기시대 유물을 수습함으로써 정 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면 평양 용곡동 구석기시

대 동굴유적 등 한반도 서북지구 구석기문화와의 상관관계 규명 등 구석기연구에 있어

서 많은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모두 10여곳에서 확인된 선사유물산포지:임진강(臨津江) 중류역(中流域) 강안(江

岸) 충적대지의 단구상으로 된 비탈면에서 집중적으로 채집된 신석기시대말기∼초기철

기시대에 이르는 토기편을 비롯한 각종 유물은 해당 유적의 지형으로 보아 유적의 지표 

203



바로 아래 모래층에 임진강 유역 최초의 신석기, 청동기시대 생활 유적이 존재할 가능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구석기유물과 함께 한반도 선사문화연구에 좋은 학술

적 자료를 제공할것으로 생각한다.

다.백제초기 대형 적성총, 고구려성지(호로고루, 무등리산성), 고구려후기 양식의 모줄

임 천장구조를 가진 석실분, 가야계통의 세장식(細長式) 신라 석곽묘군, 고려시대 고분

군 및 사지, 고려시대 마애불입상, 조선시대 분청사기 요지, 백자․옹기요지, 미수 허목

선생의 생가터인 은거당지(恩居堂址) 등등의 중요유적을 새로 찾은 것은 관련 연구자들

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 청동기시대 마제석검, 돌화살촉, 고구려 적색기와, 고려시대 청동수저, 장군호(부

호(缶壺)), 산스크리크어자(語字)(범어자(梵語子))를 비롯한 각종 명문와편(銘文瓦片) 외

에도 각종의 유물을 다수 수습하 는바 이러한 유물은 고고학 뿐만 아니라 지방사(地方

史) 연구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긴다.

한편으로는 연천군 관내 거주 민간인․군인․문화재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다수의 유

적 및 유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동행조사를 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부수적인 효과로 기

대하 던 문화재 애호의식이 앙양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지대한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

하며, 조사된 유적에 대한 기초자료인 본 보고가 관련인사들에 의해 향후 활용되면서 

수정․보완 되어지길 바라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표1〕연천군(漣川郡) 유적(遺蹟)의 시대별(時代別) 현황(現況)

     시대별

행정

구역별

시    대    별
계

비         고

선사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기타 신발견유적 민간인 통제구역(내유적

연천읍 3 1 4 12 20 14 8

전곡읍 4 4 4 12 8 1

군남면 2 2 2 1 7 5 2

청산면 2 1 3

백학면 2 1 2 5 2

장남면 1 1 1 3 7 1 14 13 13

미산면 1 1 11 13 8

왕징면 2 1 3 6 12 9 5

신서면 1 7 6 14 10 12

중  면 5 3 2 3 1 14 12 14

기  타 1 3 1 5 4

계 19 18 4 21 54 3 119 8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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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연천군(漣川郡) 유적(遺蹟)의 종류별(種類別) 현황(現況)  

    행정구역

종류별
연천군 전곡읍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장남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기타 계

城 1 1 1 2 1 1 1 1 10

烽    燧 1 1

官衙․城廓建物 1 1

寺      址 2 1 5 1 1 10

浮      屠 1 1 2

石      佛 2 2

磨  崖  佛 1 1

石      槽 1 1

神  道  碑 2 1 2 5

墓      碑 1 1 1 2 2 4 2 2 15

善  政  碑 1 1

基  他  碑 1 1 2

書      院 1 1 1 3

鄕      校 1 1

亭  ․  閣 1 1 1 3

詞      廟 2 1 3

陵  ․  園 1 1

胎      封 2 1 3

古      墳 2 3 2 1 3 5 16

墓 2 1 2 5

先史時代墳墓 2 2 1 1 6

先史遺蹟 1 2 2 1 2 5 13

瓮      址 2 2 1 1 6

偉人先賢遺蹟 2 2

其他石造物 2 2

其他遺蹟 1 1 1 3

계 20 12 7 3 5 14 13 12 14 14 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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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1 군사보호구역내(軍事保護區域內) 문화유적(文化遺蹟) 지표조사(地表調査) 

       연천군유적(漣川郡遺蹟) 목록일(目錄一)

邑面別 番號 遺  蹟  名 所 在 地 時 代 收佮遺物 備    考

漣川邑
1

 車灘里 支石墓  漣川郡 車灘里

 228-3

청동기  性穴있음, 北方式, 半破

2  車灘里 胎封    〃 車灘里 조  선  

3  蓮川 鄕校    〃 車灘4里 〃

4

上里 先史遺物 散布

址

   〃 上1里 416 1  

 반(信望里)

청동기  石鐵1点
 정 조사실시하 으나  

 경지정리 및 하천수로  

 공사로 인하여 滅失

5  臨檣書院址    〃 東幕里 조  선  다량의 瓦片  서원복원 예정

6

 東幕里 城域山城    〃   〃 고려-

 조선

 乘 寧 桶 寶

瓦 ․ 土 器 類 

다수

 石城

7
 東幕里 胎封    〃 東幕1里 조  선

 
 胎室만 산정상에 묻혀  

 있음

8
 金弘柱墓 및 神道  

 碑

   〃 通峴1里 山

 55-5

조  선  神道碑:李光佐選, 書名  

 官書, 趙懸命葫.

9
 金始煥墓 맟 神道  

 碑

   〃 通現1里 산

  6-1

〃

10  金宗環墓    〃   〃 〃

11
 通峴里 高句麗石室  

 墳

   〃 通峴2里 82 고구려  벽석사이를  

 매움질한 현

 파괴

12
 通峴里 支石墓    〃 通峴里 87 청동기

 
 北方式, 주변에서 다량  

 의 토기 등 수습

13
 道程任期泳 水世不  

 忘碑

   〃 古文里 1반 조  선
 

14
 五峰寺址    〃 古文里 고려-

 조선

 다량의 道․ 

土器類, 瓦片

15  五峰寺址 浮屠    〃   〃 조  선  

16
 釜谷里 高麗古墳群    〃金谷理 다락터 고  려  청동수저1점,

 자기편 등

 수십기 이상 분포하나  

 全破

17

 釜谷里 不靑沙棋址    〃   〃 점말 조  선  印花文憤靑

 士氣의 각종

 그릇편 및

 洼水 등 다

 량 수습

 2기이상

 登窯

 發掘調査 必要

18

 釜谷里 逸名寺址    〃 釜谷里 점말 조  선  梵語子名門,

 암막새片, 度

 ․土器類 등 

 다량 수습

 

19

 釜谷里 甕器療址    〃    〃    〃 〃  민가에서 사

 용하는 모든

 종류의 옹기

 그릇편 다량

 수습

 17-8C의 옹기요 2기이  

 상, 登窯, 민수용, 발굴  

 조사(調査) 필요

20

 地藏寺址    〃   〃  지장골 고려-

 조선

 와편, 도․토

 기류 다량수

 습

 계단식으로 축조한 山  

 址伽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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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面別 番號 遺 蹟 名 所 在 地 時代 收抬遺物 備     考

全谷邑 21
 全谷里 선사遺蹟址  全谷邑 全谷里

 178-1

구석기

22  全谷里 支石墓郡    〃  全谷4리 청동기  2기, 半破

23
 全谷里 城址    〃     〃 삼국∼ 토기편  土․石器築城, 정 조

 사필요

24

 新畓里 高句麗 石  

 室墳 Ⅰ

   〃  新畓里 산13  

 번지

 (아오라지마을)

고구려
 주변에서 고려말∼조

 선시대의 경질토기편 

 수습, 조선토광묘 병

 존 추정, 석실분은 모

 줄임천정의 左便樣道

 式인 고구려후기로 추

 정

25

   〃    〃    〃 Ⅱ   〃      〃      〃

 (아오라지마을)

〃

26
   〃    〃    〃 Ⅲ   〃  新畓里 17-4

 (아오라지마울)

삼  국

27

 新畓里 先史遺物

 散布址

  〃   新畓里 

 (아오라지마을)

先  史  石劍 및 異

 形 석기

 한탄강에서 위치하는

 선사시대취락지로 추

 정

28  逸老孔 金揚南墓   〃  高陵里 산77 조  선  粉靑沙器片  피도굴 흔적있음

29
 高陵里 白磁窯址 Ⅰ   〃 高陵里 조  선  백자편등 다

 량수습

 登窯, 민수용, 全破

30    〃      〃      Ⅱ   〃   〃 〃       〃  등요, 민수용, 반파

31  兩院里 支石墓   〃 兩院里 408 청동기   北方式支石墓

32
 孝子 南舜夏 旌閭閣   〃 干坡里 272 조  선  烈女凊風金氏 旌閭門

 과 함께 있음

君南面

33

 三巨里 先史遺物 

 散布址

 郡南面 三巨里 ∼ 

 進鮮里 임전강변

先  史  석기, 무문토

 기편 경질토

 기편등 다수

 

34

 三巨里 烽燧台  郡南面 三巨里 피  

 우개

조  선

 

 간봉추정, 대의 잔존

 석축길이 5m, 높이 

 160㎝, 거의 파괴

35

 玉女峰山城   〃 玉溪里 삼국-

 고려

 다량의 도․

 토기류, 와편

 수습

 

36  衙前 金雲種 不忘碑   〃    〃    264 조  선  

37  選曲里 古墳   〃  選曲里 519-5  일명 ‘개무덤’, 전파

38

 選曲里 百濟 積石塚   〃  選曲里 삼  국  백제토기편,

 인골편, 무문

 토기편 등

 다량수습

 半破, 發掘調査, 보존

 조치요망

39

 楠溪里 舊石器遺蹟 

 地

  〃  楠溪面 265 구석기

 

 유적(遺蹟)훼손 심함, 

보존

 조치 요망

靑山面 40
 塑性里 土城  靑山面 塑性3里

  245외

삼  국  백제시대의 土城

41

 大田里 山城    〃  대전리 삼국-

 고려

 일설에 신라가 당을

 몰아낸 전투로 유명한

 ‘매소성’으로 지정한곳

42
 樂善君墓    〃  官坪里 496

 일대

조  선  조선 仁祖의 次子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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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面別 番號 遺 蹟 名 所 在 地 時 代 收抬遺物 備    考

百鶴面
43

 朴晉 將軍墓  百鶴面 斗日里 노

 루골

조 선
 

44
 劉克良 將軍墓    〃 蘆谷里 새터

 마을

조  선

45  鶴谷里 支石墓群    〃 鶴谷里 379외 청동기  완형 1기, 파괴분 1기

46

 鶴谷里 百濟 積石  

 塚

   〃 鶴谷里 5-4
삼  국

 백제토기편,

 석기, 무문토

 기편 등 다

 량 수습

 처녀분으로 추정

 발굴조사 및 보존조치

 요망

47

 鶴谷里 先史遺物 

 散布址

   〃 鶴谷里 신석기-

청동기

 석기, 빗살무

 늬토기, 무문

 토기편 등 

 다량 수습

 신석기∼초기 철기시

 대에 이르는 집단취락

 지로 추정 정 조사 

 및 발굴조사 요망

長南面 48
 金始瑗․金尙喆墓  長南面 元堂1리 조  선  자기편 등 

 수습

 피도굴

49

 元堂里 高麗古墳群    〃 元堂 2리 3반 고  려  고려시대 경

 질 흑갈색 

 장군병 완형

 1점

 민가형성에 따라 거의

 파괴

50
 元堂里 支石墓    〃 元堂 3리 4반 청동기  점판암제 마

 제석검 1점

 민가형성에 따라 全破

 일부 석재만 잔존

51

 瓠廬古壘 城址    〃 元堂 3리 삼국∼  고구려시대

 赤色瓦片, 토

 기편 등 다

 량 수습

 고구려시대의 석상으

 로 2∼3차의 捕築흔적

 이 보이며, 남한에서

 는 드문 고구려성, 발

 굴조사 및 보존조치

 요망

52
 元堂里 瓦窯址    〃    〃 고  려  와편 등 수

 습

 경지정리로 인하여 滅  

 失

53
 元堂里 有名寺址    〃    〃 고  려  銘文瓦 등 

 와편 수습
 

54
 都正 倫得澾墓    〃 白作里 오리

 동

조  선
 

55
 板浮里 古墳    〃 板浮里  경지정리로 인하여 마  

 실

56
 雲城府院君 朴從

 愚, 貞惠翁主墓

   〃 伴程里 55 조  선

57  大護軍 朴繼孫墓    〃 伴程里 〃

58  伴程里 古墳    〃   〃 〃  자기편 수습  피도굴

59  左承旨 尹致英墓    〃   〃 〃  

60
 臨江書院址    〃 高良浦里 조  선  와편, 자기편

 등

 경작으로 인하여 심하

 게 훼손

61
 敬順王陵    〃   〃 山18-2 통일신라

-고려

 담장이 장마로 인하여 

 훼손

新西面 62
 阿只翁主 胎室  嵋山面 柳村里 산

 127

조  선  피도굴

64
 思簡公 申浩墓    〃   〃 671(法

 興洞)

〃
 

65

 李懷墓    〃    〃 지네울 〃  ‘80년대 묘 상석 밑에

 서 誌石 30여매출토,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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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面別 番號 遺 蹟 名 所 在 地 時代 收抬遺物 備 考

嵋山面 65
 崇義殿  嵋山面 柳村里

 山   17

〃

66
 竺山君 李孝植墓    〃 嵋山1里 山

 110

〃  피도굴

67
 原府原君 尹壕文 

 및 神道碑

   〃    〃   산

 131

〃  와편수습  신비비각의 주춧돌이

 남아 있음

68
 靑城伯沈德符墓 및

 神道碑

   〃    〃  179-1 〃

69
 鄭撥 將軍 墓    〃 松石里 山

 33-1

〃

70
 端山君 墓    〃    〃  산

 28-2

〃

71
 眉江書院址    〃 東梨里 1구 〃  와편 다량 

 수습

72
 崇德祠    〃    〃 2반 배  

 울마을

〃

73
 半輪亭址    〃 麻田里 唐浦 고려-

 조선

74

 牛井里 山城    〃  牛井里 3반
삼국∼

 주변에 外換道를 축

 조한 성으로 정 조

 사 요망

旺澄面
75  興院祠  旺澄面 無等里 286 조  선

76

 無等里 山城    〃   無等里 삼국∼  고구려계통

 의 赤色瓦片

 다량수습

 石城, 정 조사(調査) 

요망

77
 목은 이색 暻堂    〃   廬洞里 3반 

 316

조  선

78
 北三里 先史遺物

 散布址

   〃  北三里 1,2  

 번지 일대

청동기  磨製石劍  임진강안에 위치, 정

 조사(調査) 요망

79
 北三里 마애석불 

 立像

   〃    〃 산34 고  려  보존조치요망

80  武人石像    〃    〃 182 조  선

81  文人石像    〃    〃  〃 〃

82

 姜推伯墓    〃  江內里 고려말-

조선초

 姜進伯․姜碩德(姜希

 案, 姜希孟의 부) 父

 子를 비롯 一家의 묘

 10여基 산제

83  脣萸許穆墓    〃  江西里 산48 조  선

84

 江西里 聚落址    〃    〃  일원 고려∼

 조선

 胃貨墓域앞은 고려, 

 조선시대의 취락지로 

 당시의 유물 다량 채

 집

85
 江西里 先史遺物

 散布址

   〃    〃 구석기  석기 등

86

 恩居堂址    〃    〃 조  선  와편,자기, 

 사기등 수습

 胃寅許嘗先生이 살던

 집으로 6.25전까지 웅

 장한 건물이 있었으

 며 현재도 정원석(각

 자있음)이 있음

 복원 필요

新西面

87

 道新里 白磁窯址群  新西面 道新里

 (안방아다리 마을)

조선

중기

 다량의 內貨

 土, 도지미, 

 자기편등

 조선중기 이후 민간에

 서 사용한 백자생산.

 등요, 3∼4기 추정, 정

 조사 및 발굴조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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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西面
88

 龍潭驛院址  新西面 大光里∼철

 原君 鐵原邑 栗梨  

 里

조  선

 

89

 深源寺址  新西面 內山里 354

 번지외

(삼국)-

 조선

 다량의 岡․ 

 土器類, 와편

 등

 6.25동란에 의해 소실

 된 사찰이나 寺域 인

 근에는 삼국시대 이후

 의 유물들이 다량산

 재, 정 조사(調査) 요

망

90  沈源寺址 浮屠君    〃     〃 조  선

91
 沈源寺址 石台庵址    〃     〃  72  고 려 ∼  

 조선

 와편, 자기편

 등

92
 沈源寺 石台庵

 地藏靈驗碑

   〃     〃 〃

93  沈源寺 石台庵石槽    〃     〃 〃

94
 沈源寺 三日庵址

   〃     〃 
 고 려 ∼  

 조선

 와편등 수습

95  沈源寺 逸名庵址    〃     〃 〃

96

 沈源寺 聖住庵址    〃     〃 〃  情靑沙器, 磁

 器片, 瓦片 

 등 수습

97

 金禹端墓    〃 沓谷里 하공  

 장골

조  선  中宗∼宣宗代人物, 여

 진족 침입 물리치는 

 등 공훈을 세운 식관

 주변에 一家인 牛峰金

 氏墓가 다수 산재

98
 慶鎣君主墓    〃  沓谷里 부령  

 골 

조  선

99
 沓谷里 聖落址    〃     〃  고 려 ∼  

 조선

 토기, 분청사

 기, 와편등
 추가정 조사 요망

100
 沓谷里 烽邃台    〃     〃 국사  

 봉

조  선

中  面 101

 三串里 先史遺物

 散布址 Ⅰ

 中面 三串里 山212 구석기  대형 주먹도

 끼, 망치돌

 등 다수

 兒嬅墓群(?) 주변위치

102

    〃    〃   〃Ⅱ    〃  三串里 구석기-

청동기

 다량의 석기
 百濟적석총부근 

 옥수수

 밭(김태춘소유)에 위

 치

103
    〃   〃   〃 Ⅲ    〃     〃  구석기

-삼국

 석기, 빗살무

 늬토기편 등

 발굴조사 요망

104
 三串里 百濟積石塚    〃     〃 삼  국  다량의 백제

 토기편

 발굴조사 요망

105
 三串里 新羅 石槨

 墓群

   〃     〃 山212 삼  국  토기류등

106

 三串里 仙槎遺蹟址 Ⅰ    〃    삼곶리 선사-  토기류등  지석묘, 積石塚 또는 

 積石形式의 兒葬墓(?)  

 정 조사(調査)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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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面

107

 三串里 先史遺蹟址Ⅰ  中面 中串里 山 

 125, 131일대

선사-

 삼국

 석기, 토기   

 등 다수

 一名 독장골, 石室墳

 1기 이상, 支石墓 2기

 이상 확인, 정 조사

 요망

108
 傳 長樂寺址     〃     〃 山   

 233일대

 고 려 ∼  

 조선

 와편, 도․토

 기류편

 정 조사 요망

109
 三串里 古墳Ⅰ    〃     〃  독장  

 골

고  려  고구려계통의 석실분

 파괴

110
   〃     〃 Ⅱ    〃     〃    〃

 

삼  국  全破

111    〃     〃 Ⅲ    〃     〃  자기편 수습

112
 八孝門    〃   橫山里 조  선  도자기등 수

 습

113
 李揚昭墓    〃   合水里 물  

 맷골

조  선

114  通德郞 金聖業墓    〃     〃 능골 〃

其  他

(抱川郡)
115

 寶盒山城  漣川郡 金谷里․內

 山里∼抱川郡 官仁

 面 中里

後三國

 

116

 寶盒山 逸名寺址          〃      통일신라  사리공, 와편

 토기편 등

 동서15칸, 남북 40칸

 의 大刹이었다함(신

 흥사?)

117
 石造鼻廬庶那佛像           〃 고려초기  석재는 화강암, 結跏

 趺坐像

118  蓮花文 石燈台座           〃 통일신라

119
 中里 遺物散布地           〃 삼국조선  다량의 도․

 토기, 와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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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1. 동막리 성령산성 원경(東幕里 城嶺算成 遠景) (서남(西南)에서)

  

      

   

寫眞2. 김홍주(金弘柱) 신도비(神道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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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3. 부곡리 고려고분군 수습(釜谷里 高麗古墳群 收拾) 청동수저

寫眞4. 부곡리 분청사기 요지 수습유물(釜谷里 粉靑沙器 窯址 收拾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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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5. 부곡리 옹기요지 수습유물(釜谷里 甕器窯址 收拾遺物)

寫眞6. 지장사지(地藏寺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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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7. 신답리 고구려 석실분(新畓里 高句麗 石室墳)

寫眞8. 고릉리 백자요지 세부(高陵里 白磁窯址 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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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9. 옥녀봉산성 수습(玉女峰山城 收拾) 각종 토기편(土器片)

寫眞10. 초성리 토성(哨城里 土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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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11. 초성리토성 수습유물(哨城里土城 收拾遺物)

寫眞12. 학곡리 백제 적석총 상단 세부(鶴谷里 百濟 積石塚 上端 細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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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13. 원당리 고구려분군 수습(元堂里 高句麗墳群 收拾) 장군호(악호)

   

          

寫眞14. 호로고루 성지(瓠瀘古壘 城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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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15. 호로고루 성지 수습 적색와편(瓠瀘古壘 城址 收拾 赤色瓦片)

寫眞16. 아지옹주 태실비(阿只翁主 胎室碑) 및 대좌석(對坐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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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17. 축산군 이효식묘 전경(竺山軍 李孝植墓 全景)

寫眞18. 무등리산성 원경(無等里山城 遠景)

220



寫眞19. 북삼리 마애석불입상(北三里 魔崖石佛立像)

寫眞20. 심원사지(深源寺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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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21. 심원사지 부도군 원경(深源寺址 浮屠群 遠景)

寫眞22. 심원사 석대암 지장 험비 탁본(深源寺 石臺庵 地藏靈驗碑 拓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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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眞23. 삼관리 백제 적석총(三串里 百濟 積石塚)

寫眞24. 삼곶리 백제 적석총 수습 토기편 일괄(三串里 百濟 積石塚 收拾 土器片 一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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