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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 개요
김해 안양리 336-1번지 일원 국비지원 지표조사

○ 조 사 명 :

본 지표조사는 강민수씨가 계획하고 있는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36-1번
지 외 1필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와 관련한 지표조사
이다. 사업신청부지 주변에 안양리고분군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위
치하므로, 이와 관련된 유적의 매장·분포확인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지역에 대한 문화재 유무 및 확인된 문화재의 향후 보존·보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본 조사지역에
대하여 강민수씨가 2017년 국비지원 지표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문화재
청의 지표조사비 지원으로 이번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조사경위 :

○ 조사지역 및 범위 :

○ 조사면적 :

○ 조사기간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36-1번지 외 1번지

988㎡
2017. 08. 21 ∼ 2017. 08. 25 (총 5일간)
- 사전 조사 : 1일
- 현장 조사 : 1일
-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3일

○ 조사 의뢰기관 : 강민수(개인)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김형곤(동서문물연구원 원장)
- 책임 조사원 : 임동재(동서문물연구원 유적조사실장)
- 조 사 원 : 황지은(동서문물연구원 연구원)
- 준 조 사원 : 김동석(동서문물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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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의 환경
1. 자연 ․ 지리적 환경

김해시는 경상남도의 남동부, 낙동강의 서편에 위치한다. 낙동강을 경계로 북쪽으로
는 밀양시와 양산시, 동쪽으로 부산광역시와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불모산(801m)
에서 팔판산(799m)-굴암산(662m)-옥녀봉(337m)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창원시, 부
산광역시와의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불모산(801m)-용지봉(743m)-대암산(670m)비음산(519m)으로 이어지는 분수계를 따라 창원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낙동강은 김해시의 북편에서 밀양시와 경계를 이루며 동류하여 밀양강을 합수한 후
무척산(702m) 일대에서 김해시와 양산시의 경계를 이루면서 동남류하여 각성산
(130.5m)을 지나 양산천을 합류하여 남으로 곡류하면서 행정적으로 김해시와 부산광
역시를 경계 짓고 있다. 남류하는 낙동강은 구포 부근에서 동(낙동강 본류)·서(서낙동
강)로 양분하여 흘러 남해에 유입되며 낙동강 하구역에는 유속이 감속하면서 넓은 삼
각주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지역 및 주변일대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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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지질도(S: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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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삼각주의 지형 발달은 신생대 제4기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기후의 온
난화에 따라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홀로세 중기 해진 극상기(6,000년 BP)에는 해안선
이 하천을 따라 내륙 쪽으로 전진하여 평야 내 독립 구릉과 선상지성 곡저평야를 제
외한 전역은 내만역(고김해만)으로 형성되고, 하곡을 따라 하천퇴적물이 퇴적되면서
김해 삼각주가 육상화되어 현재의 김해평야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 해수면
변동과 관련하여 삼국시대 잔교시설이 확인된 김해 관동리유적에서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1,800년 BP 경에는 해발고도가 2.6m 정도에 이른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2)
조사지역인 생림면 일대 지형은 낙동강과 접하는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무
척산(702.5m)과 낮은 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북쪽으로 개방된 분지형 지형을
이루고 있다. 무척산의 북서쪽은 낙동강의 배후습지로 현재는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
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인 안양리 336-1번지 외 1필지는 무척산 북쪽의 사명산
남서쪽 구릉 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2. 고고 ․ 역사적 배경

김해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은 고김해만의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고김
해만 형성 시기인 신석기시대∼삼한시대에는 고김해만에 면한 구릉 및 하중도에 농소
패총,3) 천곡리 용덕패총, 유하리패총, 칠산동패총, 화목동패총,4) 수가리패총5) 등의 패
총 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는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에 편입되었지만 고김해만
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강서구 녹산동 범방패총,6) 강동동 북정패총,7) 천가동 가덕
도패총,8) 가락동 죽림패총,9) 사구패총, 분절패총10) 등이 위치하고 있다.
1) 潘鏞夫․郭種喆, 1991,「洛東江河口 金海地域의 環境과 漁撈文化」『伽倻文化硏究』第2號
2) 황상일․김정윤․윤순옥, 2009,「고김해만 북서지역의 Holocene 후기 환경변화와 지형발달」『한국지형학회지』제16권
제4호
3) ① 釜山大學校博物館, 1965,『農所里 貝塚發掘 調査報告』
② 金龍基, 1965,「農所里貝塚 發掘調査報告」『釜山大學論文集』6
③ ______, 1966,「農所里貝塚의 發掘調査槪報」『古文化』4
4)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文化遺蹟分布地圖-金海市-』
5) ① 慶尙南道, 1981,『金海水佳里貝塚發掘調査報告書』
② 釜山大學校博物館, 1981,『金海水佳里貝塚Ⅰ』
③ 釜山大學校博物館, 2011,『金海水佳里貝塚Ⅱ』
6) ①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3,『凡方貝塚Ⅰ』
②__________________, 1996,『凡方貝塚Ⅱ』
③ 釜山博物館, 2009,『凡方遺蹟』
7) 釜山水産大學校博物館, 1993,『北亭貝塚』
8) ① 釜山女子大學校博物館, 1992,『加德島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② 한국문물연구원, 2014,『釜山 加德島 獐項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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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에는 고김해만에 연한 배후 구릉의 완사면, 곡간부, 독립구릉에 유적이
입지해 있으며, 고김해만 연안의 낮은 지대에는 조간대의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하천 주변에 유적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적의 입지 환경은 최근
장유동 일대의 발굴조사에서 증빙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용지봉에서 독립된 완만한 구
릉 사면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다양한 유구가 확인된 복합유적인 대청유
적11)과, 율하천 인근의 하안단구면을 따라서는 대단위 청동기시대 지석묘군이 열상으
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2) 또한, 무계천 주변으로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무계
리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으며 내삼천 인근으로는 유하리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삼한·삼국시대는『三國史記』에 加耶, 加羅, 金官國 등으로 관련 기록이 있으며13)
그 이전에는 狗耶國의 존재가 확인된다.14) 아울러『三國遺事』에는 首露王이 세웠다
고 알려지는 駕洛國의 사적이 전해지고 있다. 유적으로는 고김해만의 돌출된 구릉에
위치한 봉황대유적을 거점으로 유적이 밀집 분포한다. 이는 전기가야연맹체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금관가야의 지리적 요인에 따른 중국과 일본과의 대외 관계를 통해
그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양동리,15) 대성동,16) 능동,17) 내덕
리,18) 예안리,19) 칠산동,20) 구산동,21) 후포,22) 퇴래리,23) 덕정24) 등의 분묘 유적이 구
릉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산 정상부에는 능동산성과 양동
9) ① 釜山廣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釜山의 先史遺蹟과 遺物』
②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9,『부산 죽림동유적』
10) ① 釜山廣域市·釜山大學校, 2006,『文化遺蹟分布地圖-釜山市 2-』
② 慶南文化財硏究院, 2012,『부산 분절패총』
11) 釜山大學校博物館, 2002,『金海大淸遺蹟』
12)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9,『金海 栗下里遺蹟Ⅱ』
13)『三國史記』권1의 脫解尼師今條와 婆娑尼師今條, 奈解尼師今條 등
14)『三國志』권30, 魏書 東夷傳 韓傳
15) ① 國立文化財硏究所, 1989,『김해 양동리고분군』
② 東義大學校博物館, 2000,『金海良洞里古墳文化』
③ ________________, 2008,『金海良洞里古墳群Ⅰ』
16) ①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金海龜旨路墳墓群』
② ________________, 2000,『金海大成洞古墳群Ⅰ』
③ ________________, 2000,『金海大成洞古墳群Ⅱ』
④ ________________, 2003,『金海大成洞古墳群Ⅲ』
⑤ 慶南考古學硏究所, 2006,『金海 大成洞 遺蹟』
⑥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6,『金海 伽耶의 숲 造成敷地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7) 蔚山大學校博物館, 2001,『金海 陵洞遺蹟Ⅰ』
18) 東義大學校博物館, 1997,「김해 내덕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19) ① 釜山大學校博物館, 1985,『金海禮安里古墳群Ⅰ』
② ________________, 2000,『金海禮安里古墳群Ⅱ』
20) 慶星大學校博物館, 1989,『金海七山洞古墳群Ⅰ』
21) 釜慶大學校博物館, 2000,『金海龜山洞古墳』
22) 東西文物硏究院, 2012,『金海 柳下里 後浦古墳群』
23) 成均館大學校博物館, 1989,『金海退來里遺蹟』
24) 慶星大學校博物館, 2001,『金海윗德亭遺蹟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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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천곡산성 등이 축조되어 방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文宗 年間에 작성된 「駕洛國記」에 의하면 가야는 A.D. 42년에 수로왕이 건
국하여 490년 동안 지속하다가 532년 仇衡王[또는 仇亥]이 신라에 투항함으로써 멸망
되었다.25) 신라에 병합된 뒤 문무왕 20년(680) 金官小京이 되었다가 경덕왕때 金海小
京으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金海라는 지명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후인
신라 景德王 16년(757) 즈음이라 할 수 있다.26)
고려 태조 23년(940)에 金海府로 고쳤다가 臨海縣으로 강등되고 臨海郡으로 승격되
었다. 광종 22년(971)에는 金州都護府로 승격되었고 다시 목종 3년에는 安東大都護府
가 되었다. 또 현종 3년(1012) 金州로 개칭되고 防禦使를 두었는데 義安(창원), 熊神
(진해), 合浦(마산) 등 3현을 屬郡(縣)으로 삼았다.27) 문종 32년(1078)에는 東南海都部
署本營을 설치하여 동남해역 방비의 중심 기지가 되었다.28) 이후 원종대에는 制海圈
을 둘러싸고 三別抄의 공격대상이 되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29) 충렬왕대 麗元聯
合軍의 일본 원정기지인 合浦의 領邑이 되었다. 이후 원정이 끝나자 義安과 合浦는
독자적으로 승격 분리되었다.30)
김해지역은 왜구의 침입이 잦아 피해가 컸던 곳으로 우왕대 朴葳는 이곳 부사로 부
임하여 이들을 격퇴하는 한편, 邑城과 盆山城을 수축해 방비를 강화하였다.
조선시대 김해지역은 태종 13년(1413) 金海都護府로 승격되었다.31) 세종대 김해부의
호구수는 1,290호, 1만 3,872인 이었다.32) 세조 12년(1467) 지방군제의 개편으로 慶尙
右道兵馬節度使 관할의 金海鎭이 설치되었다.33) 임진왜란 때 가락면 竹島에 상륙한
제3군에 의해 김해성이 포위된 가운데 부사가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 선비 宋賓․李大
亨․金得器․柳湜 등이 읍민과 함께 끝까지 싸운 義兵史가 있다.34) 이 전란기간 왜군
은 新畓倭城(農所倭城)과 馬沙倭城을 조성하였다.
高宗 32년(1895) 지방관제가 개정됨에 따라 金海郡이 되었고 1918년 左部面과 右部
面을 김해면으로 통합하여 1931년 김해읍으로 승격되었다.
1981년에는 김해읍이 金海市로 승격해 김해군, 1개 읍, 9개 면, 김해시로 분할되었
25)『三國遺事』권2, 駕洛國記
26)『三國史記』권34, 地理1 良州
27)『高麗史』권57, 地理1 金州
28)『慶尙道地理志』金海都護府
29)『高麗史』권27, 元宗 12년 4월 辛丑
30)『高麗史』권57, 地理1 金州
31)『慶尙道地理志』金海都護府
32)『世宗實錄』권150, 地理志 金海都護府
33)『大東地志』권10, 金海 沿革
34)『金海府邑誌』人物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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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1995년 5월에 도농통합에 따라 김해군과 김해시가 통합되어 새로운 김해시가 되
었다.
조사지역이 속한 생림면은 지리적으로 김해시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는 상동면, 서쪽으로는 한림면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 삼랑진,
남쪽으로는 김해시 삼계와 각각 접하고 있다. 김해시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지형상 무척산과 작약산 등의 낮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산간
지역에 속한다. ‘生林面’이란 지명은 조선 후기에 생겨나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명
칭으로, 본래부터 김해지역 관할 중 하나였다. 지역의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지
만, 그 이전에는 마현고개를 중심으로 북쪽은 ‘이작’, 그 아래쪽은 ‘일작․생철 봉림’이
라 하였다가, 이 중 生鐵의 ‘生’子와 鳳林의 ‘林’子를 합하여 ‘生林(面)이 되었다. 沙
村․羅田․鳳林․金谷․生鐵․都要․馬沙 7개 里를 관할하였으며, 이후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下北面의 龍德里와 밀양군의 下東面 일부를 흡수하여 현
재의 행정구역인 9개 里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 체계는 1983년 금곡리와 봉
림리의 장재마을이 이북면으로 이속되어 8개 里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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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與地圖』를 통해본 김해 및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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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與圖』를 통해본 김해 및 조사지역】
東西文物硏究院

9

김해 안양리 336-1번지 일원 국비지원 지표조사

Ⅲ. 조사 내용
1.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조사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國家 또는 市․道指定文化財는 확인되지 않으
며, 조사지역 주변으로 안양리고분군1·2, 김해 안양리 고분군, 김해 도요리 651-7번지
외 2필지 유적, 마사리 북곡고분군, 마사왜성 등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유적
은『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김해시·동아대학교박물관, 1998)와 문화재 GIS인트라
넷35) 및 각 유적의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 안양리고분군1

▸소재지(경위도)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41번지 일원
(N35°22′27.60˝ E128°50′58.36˝)
▸성격(시대) : 고분군(삼국시대)
▸조사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남쪽으로 약 70m 이격
▸현황 및 내용 : 안양리고분군은 김
해 최북단의 작약산과 낙동강변의
사망산 사이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대규모 고분유적이다. 안양리고분
군1은 생림면 생철리에서 1017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도요리
와 창암 마을로 가는 갈림길이 있
는데 여기서 오른쪽 도요리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며 이미 개설된 도로
양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에 위치한
【안양리고분군1 전경】
다. 현재 도로 북쪽 첫번째 구릉 곳곳에 삼국시대 토기편이 흩어져 있다. 잡목 속에
봉토의 흔적이 일부 보이지만 삼국시대 고분인지는 확실 하지 않다. 그리고 능선의
정상부는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고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토
기편이 일부 발견된다.
35) http://intranet.gis-heritage.go.kr/
東西文物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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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양리고분군2

▸소재지(경위도)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255-7번지 일원
(N35°22′34.90˝ E128°50′53.81˝)
▸성격(시대) : 고분군(삼국시대)
▸조사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북쪽으로 약 70m 이격
▸현황 및 내용 : 안양리고분군2 유적은
안양소류지 북서쪽 야산에 위치한다.
소류지 뒤편 과수원에는 삼국시대 석곽
의 유구석으로 생각되는 냇돌 등이 곳
곳에 모여 있고, 경질의 기대편·고배편·
대옹편이 흩어져 있어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
암 마을의 동편에 인접하여 뻗어 있는
3번째 능선에서도 삼국시대의 경질 토
【안양리고분군2 전경】
기편과 적갈색의 무문토기편이 다수 채집된다.
3) 김해 안양리 고분군36)

▸소재지(경위도)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22-1번지 일원
(N35° 22' 36.24." E128° 50' 50.38")
▸성격(시대) : 고분군(삼국시대)
▸조사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북쪽으로 약 200m 이격
▸현황 및 내용 : 김해 안양리 고분군
은 김해시 최북단에 위치한 작약산과
낙동강변의 사망산 사이에 위치한 삼
국시대 대규모 고분군이다. 도요리와
창암마을로 가는 갈림길에서 도요리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도로 양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에 해당한다. 북쪽 첫
번째 구릉 곳곳에 삼국시대 토기편이
흩어져 있고 잡목속에 봉토의 흔적이
【김해 안양리 고분군 전경】
36) 경남문화재연구원, 2004,『김해 안양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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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확인되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능선의 정상부는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고,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2002년도에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고분군 일부
가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수혈식 석곽묘와 조선시대 목관묘 등이 조사되었으
며 토기류를 비롯한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대체로 4세기 후반에서 6
세기 전반에 해당된다.
4) 김해 도요리 651-7번지 외 2필지 유적37)

▸소재지(경위도)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651-7번지 일원
(N35°23′10.29˝ E128°50′40.38˝)
▸성격(시대) : 분묘(조선시대)
▸조사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북쪽으로 약 1.2km 이격
▸현황 및 내용 : 조사지역은 무척
산(703m)의 북으로 뻗은 가지능선
중 비암봉(357m)에서 형성된 구릉
의 북동쪽 사면(해발 10〜20m)에
위치한다. 단독주택 신축부지로 한
국문화재재단에 의해 2014년 발굴
조사가 행하여졌다. 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토광묘 6기와 소성유구 1
기 등 총 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
며, 이와 관련하여 총 48점의 유물 【김해 도요리 651-7번지 외 2필지 유적】
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백자 접시 3점, 백자 대접 1점 등의 자기류와 청동
발, 청동 개, 청동 숟가락과 청동 젓가락 등 청동제품 12점과 관정 31점 등의 금속
류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5) 마사리 북곡고분군

▸소재지(경위도)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산64
(N35°22′15.70˝ E128°49′29.49˝)
▸성격(시대) : 고분군(삼국시대)
▸조사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서쪽으로 약 2km 이격
37) 한국문화재재단, 2016,『김해 도요리 651-7번지 외 2필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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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내용 : 고분은 작약산의 북쪽
구릉의 정상부와 북쪽면을 따라 분포
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현재 마을과
경작지가 형성되고 있고 서남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곳에 마사왜성이 있
다. 동쪽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안양
천을 따라 소규모의 곡간평야가 형성
되어 있고 이 평야를 사이에 두고 안
양리고분군1, 안양리고분군2, 본생철
【마사리 북곡고분군】
고분군 등이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비교적 보존이 양호한 편이나 구릉을 따라 민묘가 들어서면서 유적의 일부가 훼손
되었고, 도굴된 흔적도 있다. 하부구조는 석곽으로 판단되고, 채집된 유물은 구연부
밑에 2조의 돌대가 있고 파수가 달린 컵형 토기편과 파상문이 새겨진 장경호 경부
편 등이다.
6) 마사왜성

▸소재지(경위도)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산117
(N35°22′08.72˝ E128°49′09.10˝)
▸성격(시대) : 산성(조선시대)
▸조사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서쪽으
로 약 2.7km 이격
▸현황 및 내용 : 임진왜란때 竹島倭城
축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대
부분 허물어졌으나 주위 약 500m의
토성이 남아 있고, 土壘의 높이는 약
3m 정도이다.
【마사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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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 고고분야의 조사

조사지역은 김해시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낙동강을 경계로 밀양시와 접해있
다. 서쪽으로는 작약산(370m), 동쪽으로는 무척산(703m)에서 북으로 뻗은 가지능선인
비암봉(357m)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낙동강의 배후습지로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확인된 國家 또는 市․道指定文化財는 확인되
지 않는다. 주변 비지정문화재로는 북쪽으로 안양리고분군2, 남쪽으로 안양리고분군1
등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지역인 안양리 336-1번지 외 1필지 일대는 무척산 북쪽의 사명산 남서쪽 구릉
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며, 현재까지 밭·대지로 이용되었다. 조사지역의 북쪽은 공장단
지가 조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도로가 나 있어 조사지역 주변의 원지형이 일부 훼손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잡초로 우거져 있어 육안으로 지표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조사지역의 주변 100m 내에 안양리고분군1·2가 위치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석곽묘 등이 확인된 김해 안양리 고분군이 북쪽으로 약 200m 이격하여 위치한 것으
로 볼 때 조사지역도 이와 관련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조사결과, 지표상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지역에는 조사지역의 주변으로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및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과 관련된 매장문화재가 유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東西文物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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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재 보존대책 현황 및 조사단 의견
1. 문화재 현황(역사․고고 분야)

본 문화재 지표조사는 강민수씨가 계획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36-1
번지 외 1필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國家 또는 市․道指定文化財는 확인되지 않으
며, 조사지역 주변으로 안양리고분군1·2, 김해 안양리 고분군, 김해 도요리 651-7번지
외 2필지 유적, 마사리 북곡고분군, 마사왜성 등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지역인 안양리 336-1번지 외 1필지 일대는 무척산 북쪽의 사명산 남서쪽 구릉
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며, 현재까지 밭·대지로 이용되었다.
조사결과, 지표상에서 아무런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사지역의 주변 100m 내에 안양리고분군1·2가 위치하고 있으며, 삼국시대 석곽묘 등이
확인된 김해 안양리 고분군이 북쪽으로 약 200m 이격하여 위치한다. 따라서 조사대
상 지역에서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 유적과 관
련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 총 현황(면적단위 : ㎡)
총면적

공사시행면적 입회조사면적

988㎡

東西文物硏究院

․

․

발굴조사면적

보존면적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조사

988㎡․

․

․

일부보존 이전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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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현황
유적
번호

1
1
2
주 3
변
지
역 4
5
6

행정구역
조사기관 비고
유적성격
(주소)
의견 (이격거리)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37번지 추정유적지 표본조사 조사지역
조사지역
외 1필지
(988㎡)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분묘 영향없음 약 70m
안양리 고분군1
341번지 일원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분묘 영향없음 약 70m
안양리 고분군2
255-7번지 일원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분묘 영향없음 약 200m
김해 안양리 고분군 경상남도322-1번지
일원
김해 도요리 651-7번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분묘 영향없음 약 1.2km
외 2필지 유적
651-7번지 일원
생림면 마사리 분묘 영향없음 약 2km
마사리 북곡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산64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산성 영향없음 약 2.7m
마사왜성
산117

東西文物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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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단 의견

조사지역인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36-1번지 외 1필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한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영향 여부 및 관
련대책에 대한 조사단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지역(사업부지)

조사지역인 안양리 336-1번지 외 1필지는 무척산 북쪽의 사명산 남서쪽 구릉 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며 전체 조사면적은 988㎡이다. 조사지역은 지표상에서 유구 및 유물
을 비롯한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지역의 주변으로 안양
리고분군1·2가 위치해 있고, 북쪽에 기발굴조사된 김해 안양리 고분군 유적이 위치한
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에서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
만 이들 유적과 관련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면적 988㎡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유무 및 분포범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주변 문화재

조사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확인된 國家 또는 市․道指定文化財는 확인되
지 않는다. 주변 비지정문화재로는 북쪽으로 안양리고분군2, 남쪽으로 안양리고분군1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비지정문화재는 본 공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지표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절차는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청
의 보존대책통보(공문수신)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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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현황도(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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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현황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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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위치도(지형도, 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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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위치도(지적도, S=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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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전경 (남동-북서)

사진 2. 조사지역 전경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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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조사지역 전경 (북동-남서)

사진 4. 조사지역 전경 (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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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336-1번지 일원
사 업 명 김해 안양리
사업기간
2017.
국비지원 지표조사
사업지역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36-1번지 외 1필지
988㎡
면 적 전체사업면적
사업목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88㎡
지표조사면적
강민수
사업시행자 기관명
연락처 010-2567-8833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임동재 조사원 이하 황지은
김동석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지 조사기관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표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
2017. 08. 21 ~ 2017. 08. 25
(사전조사 1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3일)
사 조사기간
조사비용 고고·역사 1,804,000원 민속
수중
고건축
원
원
원
*계약금액
분야
분야
분야
분야
기준
없음
주변문화재 지정문화재 안양리
고분군1(약 70m 이격), 안양리 고분군2(약 70m 이격),
안양리 고분군(약 200m 이격), 김해 도요리 651-7번지 외 2필지 유적(약
조사결과 비지정문화재 김해
1.2km 이격), 마사리 북곡고분군(약 2km 이격), 마사왜성(약 2.7km 이격)
사업부지내
조 문화재
조사결과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사 지상문화재 기존 없음
신규 없음
결
없음
과 매장문화재 기존
신규 안양리 336-1번지 외 1필지 추정유적지
없음
건축물 기존
신규 없음
없음
민속자료 기존
신규 없음
조사지역은 지표상에서 유구 및 유물을 비롯한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으로 안양리고분군1·2가 위치해 있고, 북쪽에 기발굴조사된 김해 안양리 고분군
조사기관 조사지역의
유적이 위치한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에서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
이들 유적과 관련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종합 의견 지만
지역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지역 전체(988㎡)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
의 존재유무 및 분포범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
과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기관명 : 동서문물연구원장 (인)

사
업
내
용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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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연 문화재 소재지 면적 시대
번 명
(㎡)

김해
안양리
336-1번
1 지외
1필지
추정유적
지

종류

삼국
김해시
생림면
시대
안양리 988㎡ ∼ 추정
336-1
조선 유적지
번지
일대
시대

東西文物硏究院

유적
구분

의 조사
기 신 견 면적
존 규 구 (㎡)
분

표
○ 본
조 988㎡
사

조사의견
사유

비
고

조사지역은 지표상에서
유구 및 유물을 비롯한
매장문화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
만 조사지역의 주변으
로 안양리고분군1·2가
위치해 있고, 북쪽에 기
발굴조사된 김해 안양
리 고분군 유적이 위치
한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에서 유구나 유물
등 매장문화재의 흔적
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 유적과 관련된 유
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에 대한 공사를 시
행하기 전에 조사지역
전체(988㎡)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유무 및 분
포범위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