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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숙묘(사적 제238호, 약 1.1㎞ 이격)
영주 태장리고분군8(조사지역 포함), 영주 태장리고분군1(약 375m 이
격), 영주 태장리고분군3(약 400m 이격), 영주 태장리고분군7(약 450m
이격), 영주 태장리고분군9(약 463m 이격) 등.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사지역이 ‘영주 태장리고분군8’에 포함됨.

기존

없음.

신규

없음.

기존

없음.

신규

없음.

조사결과, 조사지역 내에서 추정 삼국시대 고분 3기가 확인되었고, 추정 고분
3기는 기술의 편의상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1·2·3호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기
조사기관
종합 의견

존의 ‘영주 태장리고분군8’의 범위를 추정 고분이 확인된 조사지역 내 능선의
정부와 사면부까지 일부 확장하여 ‘영주 태장리고분군8(신규)’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문화재 발굴(시굴)조사(18,700㎡)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유무 및 분포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
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기관명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연
번

문화재명

1 영주 태장리고분군8

소재지

면적(㎡) 시대 종류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1,115 삼국 고분
산84-4번지 일원

유적구분

조사의견

기존 신규 의견구분

조사면적
(㎡)

○

사유

추정고분
발굴(시굴)
18,700
조사
확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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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태장리 산84-4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영주 태장리 산84-4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영주 태장리 산84-4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 조사경위 및 목적
이번 조사는 김기준(개인)씨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84-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이에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
에 의거 문화재의 분포유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본 연구원에
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
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
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84-4번지 일원
○ 조사면적 : 18,700㎡(약 5,656평)
○ 조사기간 : 2017년 11월 2일 ∼ 2017년 11월 8일(총 7일)
(사전조사 0.3일, 현장조사 1.0일, 정리 및 분석 0.4일, 보고서작성 0.4일)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김 창 억(세종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 조사원 : 박 달 석(세종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

사

원 : 남 익 희(세종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 준 조 사 원 : 황 정 석(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조사의뢰자 : 김기준(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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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영주시는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남쪽 기슭에 안기듯이 터를 잡은 영
주는 남북이 길고(41.5㎞) 동서로는 협소한(30.7㎞)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지리적 위치는 극동은
평은면 천본리(동경 128° 44′ 55″)로 안동시 녹전면과 접경을 이루고, 극서는 풍기읍 수철리(동경
128° 25′ 34″)로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극남은 평은면 지곡리(북위 36° 41′ 3
7″)로 안동시 북후면에 면하고 있고, 극북은 부석면 남대리(북위 36° 04′ 46″)로 강원도 영월군과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동쪽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남쪽으로는 안동시와
예천군,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인구 112,625명(2013년 통계), 1읍 9
면 13개 법정동, 9개 행정동, 94개 법정리, 199개 행정리(2013년 현재)로 되어있다.
영주시의 북쪽에서 서쪽 경계선을 따라 뻗은 소백산맥과 여기서 갈라진 지맥들이 동⋅남으로
이어지면서 분지상의 지형을 이룬다. 소백산에는 완연한 백두대간이 서북으로 뻗어 형제봉(해발
1,178m), 국망봉(해발 1,421m), 비로봉(해발 1,439m), 연화봉(해발 1,394m), 죽령(해발 689m),
두고봉(해발 1,314m)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동북으로는 봉황산(해발 819m), 박봉산(해발
389m), 봉수산(해발 570m) 등으로 산악지대를 이루며, 그 고개인 죽령을 통하여 충청북도와 교
통이 연결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쪽과 남쪽에는 비교적 낮은 산지가 분포한다.
영주시의 지질은 北西隅와 중남부 일대에 분포하는 先캠브리아紀의 편마암류를 기반암으로 하
여, 시대미상의 흑운모 화강암류가 기반암을 관입하고 있다. 흑운모 화강암류 내에는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많은 페그마타이트들이 脈狀으로 관입하고 있으며, 東南隅에서는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이 편마암류를 관입하고 있으며, 서북부에서는 시대미상의 세립질 복운모 화강암이 편마암
류와 흑운모 화강암을 관입 분포하고 있다. 제4기의 충적층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암층들을 부정
합으로 덮으면서 현 하천의 하상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다.
영주시의 하천은 크게 내성천, 서천, 옥계천 등의 본류를 들 수 있다. 내성천은 태백산 유맥인
문수산에서 발원하여 봉화의 여러 지류와 합류하고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에서 소백산에서 발원
한 남원천과 합류하며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서천은 연화봉에서 발원하
여 희방폭포를 거쳐 여러 지류와 합류하고 풍기 및 영주를 관류하여 문수면 수도리에서 내성천
과 합류한다. 서천의 지류로는 죽령과 도솔봉에서 발원한 죽령천, 비로봉에서 발원한 금계천, 국
망봉에서 발원한 죽계천, 자개봉에서 발원한 단산천 등을 들 수 있다. 옥계천은 안정면 용암산에
서 발원하여 예천군 보문면 오신리에서 내성천과 합류한다.
영주지역은 경상북도 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의 특징인 한서의 기온차가 심한
편이고,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이 짧다. 1월 평균기온은 -3.2℃ 안팎이며, 8월의 평균기온은 24.
2℃를 나타내고, 연강수량은 약 1,237.0㎜이다. 현재 영주시는 1읍, 9면, 9동으로 구성되고, 인구
1) 榮州市⋅(財)慶尙北道文化財硏究院, 1999, 『문화유적분포지도-영주시』.
영주시청 홈페이지(www.ye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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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8,678세대 109,247명(2016년 12월 기준)이다.
조사지역이 위치한 순흥면은 영주시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면의 서북부는 소백산맥의 영향
으로 국망봉, 원적봉 등 해발 1,000m 내외의 산들이 솟아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남동
부의 죽계천 유역에는 평야가 발달해 있다. 조사지역은 중앙고속도로 풍기I‧C를 나와 우회전을 한
다음, 지방도 931호선을 따라 순흥면 방향을 향해 북쪽으로 약 7.5㎞ 진행하면 경륜훈련원이 나
오고, 경륜훈련원을 지나 약 700m를 진행하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곳 삼거리에서 서쪽 약
500m 지점에 조사지역이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비봉산(해발 437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능
선 상에 위치하는데, 해발 약 320~337m 사이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영주 태장리고분군8’의 서
쪽으로 약 20m 떨어져 위치하고, 주변으로는 ‘영주 태장리고분군1’, ‘영주 태장리고분군7’, ‘영주
태장리고분군3’, ‘영주 태장리고분군9’, 어숙묘(사적 제238호)와 읍내리 벽화고분(사적 제313호)이
포함된 ‘영주 읍내리고분군1’ 등 다수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현재 특별
한 개발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소나무와 잡목, 잡초 등이 무성한 상황이고,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곡간지 등은 현재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지역은 지형분류상 산악지에 해당하고, 토양은 대부분 암쇄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질은
흑운모화강암, 화강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고고⋅역사적 환경2)
조사지역이 위치한 영주지역은 크게 현재의 영주시가지와 풍기읍, 순흥면, 부석면 일대로 나눌
수 있고, 각 지역마다 수계를 따라 선사시대∼근대에 이르는 많은 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주지역 에서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과 유물은 확인된 바가 없으나, 최근 봉현면
대촌리에서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원형의 야외노지가 확인되었고, 출토된 유물 역시 신석기시대
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에 해당하여 최소 이 시기부터 영주지역에는 인간의 거주가 시작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이후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영주지역에는 인간의 생활 및 거주가 더욱 활발해진 것
으로 생각되는데, 영주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 및 유물로는 휴천동 지석묘군, 석포리 지석묘군,
반구리 지석묘군, 용산리 지석묘군, 사계리 지석묘군, 교촌리 지석묘, 휴천동 지석 및 입석 등이
있고, 방패모양 혹은 가면모양의 장식이 새겨져 있는 가흥동 암각화(유형문화재 제248호)도 이
시기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확인된 봉현면 대촌리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 고, 유물포함층 내에서는 공렬문이 시문된 토기와 석촉, 환상석부 등의 유물이 확인되
었다. 한편, 최근 발굴조사에 의해 가흥동 일원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마을유적 일부가 확인되었
는데, 내부에 위석식 노지를 가진 장방형의 주거지 2동과 원형의 수혈 등이 조사되었고, 발, 대
부소호, 호, 대호, 반월형석도, 합인 석부, 편인석부, 석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역시 영주지
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9, 『榮州圖幅 地質報告書-1:50,000』.
동양대학교박물관, 2009, 『영주시 관내 선사~고려시대 고분군 정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榮州 邑內里古墳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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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흐르는 큰 하천인 서천과 그 지류 주변에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청동기시대 인간의 생활과 거주는 이후 초기철기, 원삼국시대까지 이어졌을 것
으로 추정된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영주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초기철기, 원삼국시대에 해
당하는 유적이 확인된 바가 없는데, 풍기읍 동부리의 풍기토성 지표상에서 격자문이 타날된 와질
토기편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이 일대에 원삼국시대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가 되면 영주지역에는 지금의 순흥면과 안정면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고분군이 축조
된다. 2009년 동양대학교의 정밀지표조사 결과 100여개소의 고분군이 확인되었고, 고분군 내에
서 봉토가 잔존한 고분의 수가 총 1,100기 정도에 이르렀다. 특히 봉토가 남아 있지 않아 육안으
로 확인이 어려운 지하 매장 고분의 수까지 추정하면, 영주지역 내에는 100여개소 이상의 삼국
시대 고분군과 2,000여기에 가까운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주지역
삼국시대 고분군의 규모와 밀집도는 경북 지방뿐만 아니라 영남지방 전체를 고려해 보더라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이고, 남한에서 확인 예가 드문 벽화분이 2기{어숙묘(사적 제238호), 읍내
리 벽화분(사적 제313호)}나 확인된 점도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을 둘러싼 이 지역의 중요성을 나
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면 영주지역 역시 대형의 석실묘를 포함한 고분의 축조가 중단되고,
화장묘가 유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불교유적이 등장하게 된다. 먼저 이 시기 화장묘로는 2006
년 동양대학교 박물관의 청구리 고분 조사 당시 확인된 1기의 분묘가 있고, 내부에서는 적갈색
연질호 2점과 인화문이 시문된 유개합 1점이 출토되었다. 불교유적으로는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종찰인 부석사가 있고, 부석사는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조사당(국보 제
19호),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 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 등의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
다. 그 밖에도 의상대가가 부석사를 짓고 난 후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초암사가 순흥면에 위
치하고 있고, 또한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창건된 희방사와 성혈사, 비로사, 진월사, 흑석사 등
의 고찰이 지역 내에 존재한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영주지역과 같은 지방사회의 분묘로는 목관을 매장주체부로 가진 토광묘가
유행을 하고, 일부 석재를 이용한 석실묘가 조영되기도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영주지역의 고려시대 분묘 역시 봉분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고, 삼국시대 혹은 조선시대의 분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묘 이외에 고려시대 건물지의 담장 및 도로 유구 가 영주∼
순흥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유적에서 확인된 바가 있어, 차후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다수의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영주지역에서는 목관을 매장주체부로 가진 토
광묘가 유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곽묘 역시 일부 조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주지역에서 조선시대 분묘가 발굴조사된 예는 없고, 건물지와 옹기가마, 토기가마, 공방지, 수
혈, 배수구, 폐기장 등의 유구와 옹기, 백자 등의 유물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지역 내 조선시대
의 기와편과 백자편 등이 확인된 유물산포지로는 영주 가흥동 703-3번지 일원 유물산포지,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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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줄동 91-2번지 일원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등이 있다. 또한 영주지역 내에 위치
한 유교유적으로는 순흥면 청구리의 순흥향교가 있고, 순흥향교는 순흥부 북쪽의 금성에 소재한
것을 조선 숙종 44년(1718년)에 府東 渭野洞에 이건하였고, 영조 26년(1770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또 순흥면 내죽리에는 중종 37년(1542년) 풍기군수 주세붕에 의해 창설된 최초의 사
액서원인 소수서원(사적 제 55호)이 있고, 서원 내에는 안유의 초상화와 안향이 원나라에서 가져
왔다는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보물 제 485호) 등이 존재한다. 한편, 순흥면 내죽리에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려다 賜死된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을 모신 금성단이 있다.
다음으로 조사지역이 위치한 영주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주시는 1914년에 순흥, 풍기의 2군
을 통합한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옛 영주, 순흥, 풍기의 역사와 그 곳에 유존하는 문화유적이 곧
영주시의 역사와 문화가 된다.
먼저 영주는 원래 고구려의 내사군이었던 것을 신라 파사왕이 공략하여 신라 땅이 되었고, 경
덕왕 때에 내령군으로 개칭하였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성종 때 강주라 하고 단련사를 두었으며,
인종 때 다시 이름을 바꾸고 순안현이 되었다. 고종은 위사공신 김인후의 고향이라 하여 지영주
사를 두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태종 13년(1413) 영주라 개칭하였다. 1914년에 수식, 곶천, 파
문단의 3리를 제외한 순흥군과 풍기군을 합해서 영주군이 되었다.
풍기군은 신라시대에 기목진이라 했고, 고려 때에는 기주라 하였다. 현종 때 길주(안동)에 속했
다가 명종 때 감무를 두었으나 후에 다시 안동부에 속하게 되었다. 공양왕 때에도 감무를 두고
안동부 소속으로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13년에 기주현이라 개칭했고 현감을 두었다. 그 후
문종의 태실을 은풍현 명봉산에 봉안한 인연으로 은풍, 기주 양 현의 이름을 따서 풍기군이라 하
게 되었다.
순흥군은 고구려의 급벌산군이었으나 신라 경덕왕 때 급산군이라 불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흥주라 하였으나 성종 때 감무를 두었고, 충렬왕 때 태실을 안치하게 되어 흥녕현으로 개칭하였
다. 충숙왕 때에는 지흥주사로 승격되었다가 충목왕 때에는 순흥부로 승격되었다. 조선 태종 때
에는 도호부가 되었으나 세조때 이보흠의 변으로 폐부되었다. 숙종 9년에 다시 합쳐서 순흥부가
되었으나 고종 32년 지방관제를 개정하면서 순흥군이 되었다.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지역은 ‘영주 태장리고분군8’ 내에 포함되고, 반경
500m 안쪽으로는 남동쪽으로 약 375~450m 떨어져 ‘영주 태장리고고분군1’, ‘영주 태장리고분군
7’, ‘영주 태장리고분군3’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북동쪽으로 약 463∼500m 떨어져서는 ‘영주 태
장리고분군9’, ‘영주시 생태관찰원 법면 부지내 유적(동양대학교박물관, 2014)’, ‘영주시 생태관찰
원 건립 사업 유적(동양대학교박물관, 2013)’ 등이 위치하고, 반경 1㎞ 안쪽으로는 남동쪽과 동쪽
으로 약 663∼738m 떨어져 ‘영주 풍기∼단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구간내 영주 순흥 태장리
고분군3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영주 태장리고분군2’, ‘영주 태장리고분군6’ 등이 위치
하며,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약 725∼963m 떨어져 ‘영주 태장리고분군11’, ‘영주 태장리고분군
10’, 어숙묘(사적 제238호)와 읍내리 벽화고분(사적 제313호)이 포함된 ‘영주 읍내리고분군1’ 등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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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문헌조사
1) 주변지역의 문화재 현황3)
조사지역 내에는 지정문화재가 없고, 기왕의 보고 자료를 통해서 본 조사지역 주변지역의 문화
재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주변 문화유적 현황표
유적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유 적 명

행정구역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82임, 산84-1임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영주 태장리고분군1
산82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영주 태장리고분군7
산82임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영주 태장리고분군3
산82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영주 태장리고분군9
산86-1임, 산86-5임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영주 태장리 권기룡 가옥
517
영주시 생태관찰원 법면 부지내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유적(동양대학교박물관, 2014)
174-1 일원
영주시 생태관찰원 건립 사업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유적(동양대학교박물관, 2013) 174-1 일원
영주 태장리고분군8

영주 태장리 황섬신도비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87-2

영주 풍기～단산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 1구간내(영주 순흥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고분군3) 유적(세종문화 216-2 일원
재연구원, 2013)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영주 태장리고분군6
산79임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영주 태장리고분군2
산105 일원
영주 경륜훈련원 건립부지내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시굴(영남대학교박물관, 2000) 산105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영주 태장리고분군11
산89임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영주 태장리 느티나무②
133-2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영주 읍내리고분군1
산29-1, 95, 394-1

태장리

태장리
태장리
태장리
태장리
태장리
읍내리

시대

유적성격

삼국

고분

삼국

고분

삼국

고분

삼국

고분

삼국

고분

조선

건축물

삼국

고분

삼국

고분

조선

비

북동쪽
약 588m

삼국

고분

남동쪽
약 663m

삼국

고분

삼국

고분

삼국

고분

삼국

고분

조선

노거수

삼국

고분

3) 동양대학교 박물관, 2009, 『영주시 관내 선사～고려시대 고분군 정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문화재 GIS인트라넷 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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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조사지역
포함
남동쪽
약 375m
남동쪽
약 450m
남쪽
약 400m
북동쪽
약 463m
북서쪽
약 500m
북동쪽
약 500m
북동쪽
약 488m

남동쪽
약 713m
동쪽
약 738m
동쪽
약 725m
북동쪽
약 725m
북동쪽
약 725m
동쪽
약 7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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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영주 순흥면 아름다운소하천가
꾸기 왕당소하천 정비사업(동
국문화재연구원, 2012) - 석교
리 유물산포지1
영주 순흥 비봉산성 주변 고분
군(동양대학교박물관, 2006)

19

영주 태장리고분군10

20

순흥 어숙묘(사적 제238호)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석교리
480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80번지, 청구리 산73-1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90임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95

삼국~조선

유물
산포지

삼국

고분

삼국

고분

삼국

고분

동쪽
약 800m
북동쪽
약 1㎞
북동쪽
약 963m
북동쪽
약 1.1㎞

① 영주 태장리고분군8
태장리고분군1의 북쪽으로 불개미골과 작은고추골 사이에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에 위치한
다. 총 10기의 고분을 확인하였으며, 고분의 구조는 횡혈식석실묘와 횡구식석실묘의 형태를 띠고
있다.
② 영주 태장리고분군1
순흥면 소재지에서 풍기읍 방면으로 약 2㎞정도 가면 가랑고개가 있다. 이 가랑고개 양쪽 구릉
에 많은 고분군이 분포하는데 태장리고분군1은 915번 지방도에서 북서쪽 방향에 있는 구릉 일대
에 위치한다. 이 고분군의 북동쪽에는 비봉산이 위치하며 북서쪽으로는 이자산이 있다.
③ 영주 태장리고분군7
태장리고분군1의 남쪽에 인접한 능선에서 확인되는데 과수원 조성으로 훼손이 심해 정확한 고
분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금번 조사 시 3기의 고분을 확인하였다.
④ 영주 태장리고분군3
태장리고분군3은 태장리고분군1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해발 357m 구릉의 남동사면에
위치한다. 능선의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구릉 사면에 10~20m 간격으로 고분이 산재한다.
이 구릉에서 민묘가 많이 조성되어 고분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구릉의 곳곳에 개석과 벽석
의 석재가 흩어져 있다. 금번 조사시 고분군 내에서 39기의 고분을 확인하였다.
⑤ 영주 태장리고분군9
태장리고분군8과 거묵골마을 사이에 위치한 도로변에 인접한 능선에서 고분이 확인된다. 동쪽
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정상부 및 사면에서 고분이 확인되고 있으며, 5기의 고분을 조사하였다.
⑥ 영주 태장리 권기룡 가옥
이 가옥은 중태장마을 중간쯤의 길가 옆에 위치한다. 건물은 넓은 대지에 안채, 아랫채, 대문
간채가 튼 ㄷ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100여년전에 건립된 8칸 까치구멍집이다. 평면구성은
정면 4칸 중 정지 2통칸을 중심으로 우측에 마루 1칸, 방 칸반과 방 1칸, 뒤주 반칸이 각기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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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놓여 있다. 정지 좌측은 방 칸반, 뒤쪽에 흙바닥의 도장 반칸이 앞 · 뒤로 두었다. 정지와
우측방 사이에는 반침을 두었고, 도장은 정지쪽에 문을 달아 이용하고 있다. 시멘트 기단위에 자
연석 초석을 놓아 네모기둥을 세웠다. 상부가구는 민도리의 5량가이다. 지붕은 초가지붕을 70년
초 새마을 사업 때 팔작지붕 골슬레이트로 개량하였다.
⑦ 영주시 생태관찰원 법면 부지내 유적(동양대학교박물관, 2014)
조사지역이 위치한 영주시는 소백산맥의 동남쪽에 해당하여 주봉인 비로봉(1,439m)을 비롯하
여 국망봉(1,420m)과 상월봉(1,394), 연화봉(1,394m), 죽령, 도솔봉(1,315m)으로 이어진 소백산
이 시의 북서쪽 경계를 이룬다. 하천으로는 내성천과 서천, 죽계천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1기와 석실분 3기, 수혈 1기 등 총 5기의 유구를 확인하였다.
⑧ 영주 생태관찰원 건립 사업 유적(동양대학교박물관, 2013)
조사지역이 위치한 영주시는 소백산맥의 동남쪽에 해당하여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하여 국망봉
과 상월봉, 연화봉, 죽령, 도솔봉으로 이어진 소백산이 시의 북서쪽 경계를 이룬다. 하천으로는
내성천과 서천, 죽계천이 대표적이다. 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는 삼국시대 석실분 3기이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로 대부장경호, 단경호 등이다.
⑨ 영주 태장리 황섬신도비
황섬신도비는 태장리에서 배점으로 넘어가는 길가에 있다. 북동쪽의 황섬묘 와는 300여m 거리
에 있다. 영조(1775년)때 사액을 받아 1835년에 세워졌는데 신도비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3면에 걸쳐 전자체의 비액이 있고 찬자, 서자, 비의 본문, 그리고 비명으로 구성되었다. 찬
자는 남태기 (1699～1763)이며 서자는 강세황(1712～1791)이다. 황섬(1544～1616)의 자는 경명,
호는 식암, 본관은 창원이다. 약포 정탁의 문인으로 성균관 유생이 되고, 급제하여 사간, 집의,
도승지, 병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임금을 호종하였으며 모운사로 군량 수송에 공을
세웠고 대사헌에 이르렀다. 비각은 1989년에 건립하였다.
⑩ 영주 풍기~단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구간내(영주 순흥 태장리고분군3)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3)
조사지역은 구릉지와 곡간지로서 구릉지는 삼각통, 곡간지는 은곡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
지역의 북쪽으로는 약 1.1㎞ 떨어져 순흥 어숙묘가 위치하고 있고, 북동쪽 약 1.3㎞에는 순흥 읍
내리 벽화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의 서쪽으로는 태장리고분군3이 연접하고 있고, 남동쪽
으로는 태장리고분군6이 위치하고 있으며, 931번 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조사지역의 동쪽으로는
경륜훈련원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석실묘 4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
다. 유물은 모두 335점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1호 석실묘에서는 출자형 금동관편을 비롯한 금
동제 과대장식편, 금동제 이식, 철지금장 편원어미형행엽, 철지은장 심엽형(타원형)행엽, 재갈, 반
구형운주 등을 포함한 총 323점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2호 석실묘에서는 5점, 3호 석실묘에서는
4점이, 조선시대 토광묘에서는 3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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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영주 태장리고분군6
태장리고분군3의 남쪽에 인접한 능선으로 고분이 밀집분포하고 있다.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주
변에 토기편들이 흩어져 있으며, 조사 시 3호묘에서 완형의 뚜껑을 가진 고배 3점 및 단경호 1
점을 수습하였다. 총 38기의 고분을 확인하였으며, 일부 내부가 노출된 고분의 구조는 횡구식석
실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일부 고분은 1호묘처럼 방형의 호석을 가진 고분도 확인된다.
⑫ 영주 태장리고분군2
태장리고분군2는 순흥면 소재지에서 풍기읍 방면으로 가랑고개 남쪽 일대에 위치한다. 고분군
북쪽으로는 소백산맥 줄기인 비봉산(해발 427m)이 있고 남쪽으로는 해발 360m의 송학산이 있
다. 구릉의 정상부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능선 일대까지 고분이 확인된다.
⑬ 영주 경륜훈련원 건립부지내 시굴(영남대학교박물관, 2000)
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횡혈식설식묘 1기,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민묘로
보이는 토광묘가 1기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도자 2점, 토기편, 금동이식 1쌍이 확인되었다.
⑭ 영주 태장리고분군11
태장리고분군10의 서편에 인접한 남동쪽으로 길게 형성된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금번 조사
시 4기의 고분을 확인하였다. 1호묘는 민묘조성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었고 나머지는 도굴로 벽석
과 개석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다.
⑮ 영주 태장리 느티나무②
수고 20m, 둘레 2.5m, 수관 직경 12m의 수령 150년 된 느티나무이다. 당산목으로 사용되었
다.
⑯ 영주 읍내리고분군1
비봉산성의 남쪽 자락일대에 읍내리고분군1이 위치한다. 이곳에는 사적 313호인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과 1971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된 순흥 어숙묘 벽화고분 등이
있다. 금번 조사 시 크고 작은 고분군 159기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육안에 의한 결과이며, 경작
및 개간 시 고분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⑰ 영주 순흥면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 왕당소하천 정비사업(동국문화재연구원, 2012)
조사대상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 태장리 일원으로 조사대상지의 북쪽으로는 소백
산국립공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영주시가, 동쪽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풍기읍이 위치하고 있
다. 조사지역의 중심부를 따라 하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북쪽 경계를 따라 소백로가 북
동-남서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소백산 국망봉, 비로봉에 발원한 송림지로부터 시작
된 소하천으로, 영주시 순흥면 석교리, 지동리를 가로지르는 하천변이다. 태장리로 들어가는 소백

9

영주 태장리 산84-4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로 입구에서부터 소백로 2600길을 따라 흐르는 하천으로, 호방교에서 지동리가 있는 남쪽으로
380m 가량 떨어진 수문부근까지 3.47km에 해당된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내에서 석교리 유물
산포지가 확인되었다.
⑱ 영주 순흥 비봉산성 주변 고분군(동양대학교박물관, 2006)
조사대상지는 영주의 북쪽에 위치한 순흥면의 태장리와 청구리에 해당하는데 태장리고분은 어
숙묘와 읍내리 벽화고분이 발견된 읍내리고분군1로 알려진 고분군내에 위치한다. 태장리고분은
어숙묘로 올라가는 능선 말단부에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두밭의 가장자리점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 전 고분 상부가 훼손되어 규모를 알 수가 없었으며, 개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주변
에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청구리고분은 선비촌과 마주보고 있는 능선 말단부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본의 청구리고분군2로 명명된 고분군내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태장리 고분 1기는 6세
기 초반의 횡구식석실묘 1기로 확인되었고, 청구리 고분은 수혈 1기와 화장묘 1기가 확인되었다.
⑲ 영주 태장리고분군10
거묵골마을의 뒷산에 해당하는 태장리와 배점리 경계지점의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에 위
치한다. 총 3기의 고분을 확인하였다.
⑳ 순흥 어숙묘(사적 제238호)
비봉산 서남 남사면에 있는 신라의 벽화무덤으로 1971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하였
다. 흙을 쌓아 올린 원형 봉토무덤으로 지름은 16m이며 파손이 심하여 높이는 확인할 수 없다.
봉토 아래쪽에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둘레돌을 돌렸다. 내부는 널방(현실)과 널길(연도)이 있는 굴
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이다.
현실의 4곳의 벽과 천장 표면에는 석회를 바르고 벽화를 그렸으며, 바닥에는 널을 올려놓는 넓
은 널받침을 설치하였다. 서쪽 벽 위에는 도굴로 인해 흙이 밑에 쌓여 있었고, 유물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널방은 돌로 문짝을 세워 닫았으며, 널길 입구에는 막돌을 쌓아 막았다.
그림은 무덤 전반에 걸쳐 그려졌으나 자연적인 습기 등으로 파괴되고 널길천장과 문짝에만 벽
화가 남아있는데 모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 천장에는 대형 연꽃무늬 1개가 그
려져 있는데 붉은색 한가지로만 연꽃을 그린 것이 특색이다.
돌로 만든 문짝의 바깥쪽에는 인물상으로 보이는 그림이 전면에 그려 있으나 거의 형체를 알
아볼 수 없으며, 문짝의 안쪽에는 ‘을묘년어숙지술간’이란 글을 새겼다. 을묘년은 연꽃무늬로 보
아 법흥왕 불교 공인 이후인 6세기말의 진평왕 17년(595)년으로 추정되며, 어숙은 사람 이름으로
고구려계이다. 술간은 신라의 관직명으로 6세기경 이 지방이 고구려와 신라의 경계지역이라는 독
특한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순흥 벽화무덤과 함께 신라 영역에서 발견된 벽화무덤이라는 점과 이름이 있는 신라 유일의
무덤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연꽃무늬와 어숙이라는 사람 이름이 고구려계로 추
측되어, 이 지역이 고구려와 신라의 통로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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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명유래4)
① 순흥-면(順興面) 【면】 영주시 9면의 하나. 본래 순흥부 태평면(太平面)과 내죽면의 지역으
로서 태평면은 아신(衙新), 성하(城下), 봉양(鳳陽), 사현정(四賢井), 위야곡(渭野谷), 석교(石橋),
신촌(新村), 산파(山坡), 죽동(竹東), 세포(細浦), 묵동(墨洞), 태장(台庄), 한산(漢山)의 13개 리, 내
죽면은 성북(城北), 속수(涑水), 중촌(中村), 원촌(院村), 금성(金城), 옥계(玉溪), 광문(廣門), 송림
(松林), 배점(裵店), 덕현(德峴)의 10개 리를 각각 관할하다가 그 후 태평면은 아신, 성하, 봉양,
사현정, 동호(東湖), 후촌(後村), 하촌(下村), 당촌(堂村), 지동(池洞), 죽동(竹洞), 호방동(呼榜洞),
정상동(頂上洞), 상대(上臺), 하대(下臺), 묵동, 상덕현(上德峴), 하덕현(下德峴)의 17개 리, 내죽면
은 성북, 속수, 원촌, 옥계, 배점, 죽촌(竹村), 여근(汝斤)의 7개 리를 각각 관할하였으며,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대죽면과 태평면을 병합하여 순흥부의 이름을 따서 순흥면이라 하고, 내죽, 덕
현, 배점, 석교, 읍내, 지동, 청구, 태장의 8개 리로 개편 관할함. 동쪽은 단산면, 서쪽은 풍기면,
남쪽은 안정면, 북쪽은 단산면과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에 닿음.
② 태장-리(台庄里)〔태장〕 【리】 본래 순흥군 태평면의 지역으로서 선조 초의 영의정 류영경
(柳永慶)이 낙향하여 살았으므로 태장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태리, 하태
리, 묵동, 항상동을 병합하여 태장리라 해서 영주군 순흥면에 편입됨.
○ 가룬-고개〔가람고개〕 【고개】 거묵골에서 지경터로 넘어가는 고개.
○ 거묵-골〔묵동〕 【마을】 태장 동쪽에 있는 마을. 먹점이 있었음.
○ 놀개-버들 【들】 지경터 남쪽에 있는 들.
○ 도간-재 【고개】 하태장에서 풍기면 미곡리 안맥기실로 넘어가는 고개.
○ 독안-터 【고개】 중태장에서 풍기면 욱금리로 넘어가는 고개.
○ 뒤-밭 【둔덕】 중태장 서쪽에 있는 둔덕.
○ 망정-골〔망정곡〕 【마을】 거묵골 북쪽, 이자산(군 산천) 밑에 있는 마을. 선조 때 영의정 류
영경(柳永慶)이 이 마을에 살면서 세상의 정을 잊어버렸다 함.
○ 밑목-재 【고개】 태장 서북족에 있는 고개.
○ 밤나무-골 【골】 한상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밤나무가 많았다 함.
○ 붉은등-너머 【고개】 하태장에서 풍기면 미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 빈솟-골 【골】 하태 동쪽에 있는 골짜기. 빈소가 있었다 함.
○ 삼화-농장(三和農場) 【농】 거묵골 남쪽에 있는 농장.
○ 상봉-재 【산】 거묵골 북쪽에 있는 산.
○ 석륜-사(石倫寺) 【절】 하태장 북쪽에 있는 절. 1300년 전 의상조사가 창건했다 함. 본
래 소백산 국망봉(도 산천)에 있었는데, 공비들의 등쌀에 못 이기어 이곳으로 옮겼음.
4) 한글학회, 2005, 『한국지명총람 6 경북편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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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 【골】 거묵골 동쪽에 있는 골자기. 비봉산성 밑이 됨.
○ 식암황공-신도비(息庵黃公神道碑) 【비】 거묵골 남쪽 모랭이 끝에 있는 식암(息庵)의 신도
비.
○ 쐐쟁어목-재 【고개】 중태장에서 배점리 윗평장개로 넘어가는 고개. 풀쐐기가 많았다
함.
○ 아까목골-재 【고개】 한상골에서 배점리로 넘어가는 고개.
○ 여의-바우〔여의암〕 【바위】 하태 남쪽에 있는 바위.
○ 장승-배기 【모롱이】 거묵골 남쪽과 지경터 사이에 있는 모롱이. 장승이 박혀 있었음.
○ 정자-나무 【나무】 지경터 복판에 있는 느티나무. 둘레 3～4아름.
○ 중-태장(中台庄)〔상태〕 【마을】 태장리에서 중간되는 마을.
○ 지경-터(地境一)〔하태, 하태장〕 【마을】 태장 아래 남쪽에 있는 마을. 조선조 때 순흥과 풍
기의 경계가 되었음.
○ 청계-골 【골】 거묵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청계암(淸溪庵)이 있음.
○ 태장-교(台庄橋) 【다리】 지경터에 있는 다리.
○ 푸샛-골 【골】 거묵골과 하태장 사이에 있는 골짜기.
○ 풍수암-골 【골】 성재 남족에 있는 골짜기. 풍수암(風樹庵)이 있었음.
○ 한상-골〔상태장, 항상리, 한상〕 【마을】 태장 위쪽에 있는 마을.

2. 현장조사
1) 조사지역 현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84-4번지 일원으로, 김기준(개인)씨
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부지에 해당한다. 이곳은 영주시 순흥면에 위치하고, 중앙고속도로
풍기I‧C를 나와 우회전을 한 다음, 지방도 931호선을 따라 순흥면 방향을 향해 북쪽으로 약 7.5
㎞ 진행하면 경륜훈련원이 나오고, 경륜훈련원을 지나 약 700m를 더 진행하면 삼거리가 나오는
데, 여기 삼거리에서 서쪽 약 500m 지점에 조사지역이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순흥면 사무소에서
서쪽으로 약 1.9㎞, 영주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약 13.3㎞ 떨어져 있고, 비봉산(해발 437m)에서 남
서쪽으로 뻗어내린 능선 상의 해발 약 320~337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조사 착수 전에 먼저 기본적인 각종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통한 조사지역 주변의 지형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지역에 관한 자연, 문화 환경이나 역사, 기존에 조사되
어 있는 문화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고, 역사, 민속, 인문지리, 지질 등에 관한 문헌을 수집․분
석하였다. 이와 함께 참고문헌에서 파악한 문화재의 위치와 그 범위를 지형도에 표시하였다. 현
장조사 시 지표상에 노출된 자료는 유적과 유물, 민속, 역사, 보호수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문화재의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필요시마다 사진촬영을 통해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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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을 기록하였고, 마을 주민들의 전언을 적극 참고하여 현장조사에 반영하였다.
조사지역은 동-서 약 240m, 남-북 40~120m로 면적은 18,700㎡, 지형분류상 산악지에 해당하
고, 토양은 대부분 암쇄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질은 흑운모화강암, 화강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그리고 동쪽으로 30m 떨어진 해발 321.5m 정상부에서 동쪽 능선을 따라 ‘영주 태장리고분
군8’이 위치한다. 그 주변으로는 ‘영주 태장리고분군1’, ‘영주 태장리고분군7’, ‘영주 태장리고분군
3’, ‘영주 태장리고분군9’, 어숙묘(사적 제238호)와 읍내리 벽화고분(사적 제313호)이 포함된 ‘영주
읍내리고분군1’ 등 다수의 삼국시대 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조사지역은 현재 특별한 개발
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소나무와 잡목, 잡초 등이 무성한 상황이고,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곡간지 등은 현재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형적으로 보면, 조사지역은 비봉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능선 상의 해발 약 320~337m
사이에 해당하여,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갈수록 해발이 낮아지는 지형을 띠고 있다. 그리고 해당
능선의 동쪽 말단부는 ‘영주 태장리고분군8’에 포함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하면서 ‘영주 태장리고
분군8’ 내의 잔존 고분 역시 관찰·조사하였고,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곡간
지는 현재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곳 역시 정밀하게 지표를 관찰하였
다. 또한 현장조사는 해발이 낮은 동쪽 능선의 말단부에서 해발이 높은 서쪽을 향해동쪽에서 서
쪽으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노출된 지표면과 단애면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현
상황에서 최대한 탐색작업을 진행하였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조사지역의 상황을 기록하
였다.
우선, 구릉의 사면부에 조성된 밭과 무덤을 중심으로 살핀 뒤, 주능선을 따라 진행하였지만 소
나무, 참나무 등 잡목들이 빽빽이 자라나 있고, 낙엽과 솔잎 및 부토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지
표면을 관찰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지역의 동쪽 경계부에 해당하는 ‘영주 태장리고
분군8’의 서쪽 끝부분, 해발 320m 구릉 정부부터는 비교적 평탄하게 서쪽으로 이어지면서 해발
330m 부근에서는 북서쪽으로 꺽여 정상부로 이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릉 정부는 비교적
평탄하게 동쪽으로 뻗어 있고, 북쪽과 남쪽 사면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소규모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지역내 서쪽 구릉 정부에는 현대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내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고분 3기가 동쪽과 서쪽 및 남쪽으로 각각
70~100m 정도 떨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기술의 편의상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1·2·3호로
명명하였다. 추정 고분이 확인된 조사지역 주변의 능선 정부와 사면부는 동쪽에 인접하여 위치하
는 ‘영주 태장리고분군8’ 의 입지조건과 매우 유사하여 본 조사지역과 주변부에도 유적의 존재가
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영주 태장리고분군8’의 범위를 조사지역 주변부까지 확장하여 새로이 ‘영
주 태장리고분군8(신규)’로 명명하였다.
조사지역 내 추정 고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는 조사지역의 동쪽 주능선 상에 위치하고, 해발 325m 내외에 입지한다. 현재 육안으로 확
인되는 봉분의 높이는 약 2m, 저경은 10m 내외이고, 봉분 위쪽으로는 소나무를 비롯한 직경 50
㎝ 내외의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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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는 1호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져 위치하고, 해발 330m 내외에 입지한다. 봉분의 잔
존 높이는 0.5m 내외이고, 봉분의 정부에서 고분의 벽석재로 추정되는 30∼50㎝ 내외의 할석이
다수 확인되며, 봉분의 전면에는 다수의 잡목이 자라나 있는 상태이다.
3호는 2호에서 북서쪽으로 7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해발 335m 내외에 입지한다. 육안으
로 확인되는 봉분의 높이는 약 1.5m, 저경은 10m이고, 봉분 전면에는 잡목과 잡초가 무성히 자
라나 있는 상태이다.
2)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 해당사항 없음.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번 조사는 김기준(개인)씨가 추진하는 영주 태장리 태양광발전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
조사로서, 조사에 대한 결과 및 조사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84-4번지 일원으로, 이곳은 중앙고속
도로 풍기I‧C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한 다음, 지방도 931호선을 따라 순흥면 방향을 향해 북쪽으로
약 7.5㎞ 진행하면 경륜훈련원이 나온다. 이 경륜훈련원을 지나 약 700m를 더 진행하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곳 삼거리에서 서쪽 약 500m 지점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순흥면 사무소에서 서쪽
으로 약 1.9㎞, 영주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약 13.3㎞ 떨어져 있고, 비봉산(해발 437m)에서 남서쪽
으로 뻗어내린 능선 상의 해발 약 320~337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다수의 삼국시대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데, 먼저 ‘영주 태장리고분군8’의
서쪽으로 약 20m 떨어져 위치하고, 주변으로는 반경 0.5~1㎞ 내에 ‘영주 태장리고분군1’, ‘영주
태장리고분군7’, ‘영주 태장리고분군3’, ‘영주 태장리고분군9’, 어숙묘(사적 제238호)와 읍내리 벽
화고분(사적 제313호)이 포함된 ‘영주 읍내리고분군1’ 등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현재 특별한 개발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소나무와 잡목, 잡초 등이 무성한 상황이고,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곡간지 등은 현재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이용
되고 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 내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고분 3기가 동쪽과 서쪽 및 남쪽으로 각각
70∼100m 정도 떨어진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기술의 편의상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1·2·3호로
명명하였다. 추정 고분이 확인된 조사지역 주변의 능선 정부와 사면부는 동쪽에 인접하여 위치하
는 ‘영주 태장리고분군8’ 의 입지조건과 매우 유사하여 본 조사지역과 주변부에도 유적의 존재가
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영주 태장리고분군8’의 범위를 조사지역 주변부까지 확장하여 새로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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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장리고분군8(신규)’로 명명하였다.
조사지역 내 추정 고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는 조사지역의 동쪽 주능
선 상에 위치하고, 해발 325m 내외에 입지한다.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봉분의 높이는 약 2m,
저경은 10m 내외이고, 봉분 위쪽으로는 소나무를 비롯한 직경 50㎝ 내외의 잡목이 무성하게 자
라나 있는 상태이다. 2호는 1호에서 서쪽으로 약 100m 떨어져 위치하고, 해발 330m 내외에 입
지한다. 봉분의 잔존 높이는 0.5m 내외이고, 봉분의 정부에서 고분의 벽석재로 추정되는 30∼50
㎝ 내외의 할석이 다수 확인되며, 봉분의 전면에는 다수의 잡목이 자라나 있는 상태이다. 3호는
2호에서 북서쪽으로 70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해발 335m 내외에 입지한다. 육안으로 확인되
는 봉분의 높이는 약 1.5m, 저경은 10m이고, 봉분 전면에는 잡목과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 있는
상태이다.
이상의 조사결과로 보아 조사지역 내에서는 추정 삼국시대 고분 3기가 확인되었고, 이에 기존
의 ‘영주 태장리고분군8’의 범위를 추정 고분이 확인된 조사지역 내 능선의 정부와 사면부까지
일부 확장하여 ‘영주 태장리고분군8(신규)’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문화재 발굴(시굴)조사(18,700㎡)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유무 및 분포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토
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지표조사결과 현황표
조사기관

유적
번호

유적이름

동양대학교박물관
‧
세종문화재연구원

1

영주
태장리고분군8

행정구역
(주소)

면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101,115
산84-4번지 일원

유적성격

고분군

조사기관
의견

비고

발굴(시굴)조사 추정 고분
(18,700㎡)
확인

Ⅴ. 참고자료
○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 조사지역 지형 및 범위도
○ 조사지역 지형분류도
○ 조사지역 지질도
○ 현황사진

(재)세 종 문 화 재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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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16

, 2007년)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①(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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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 1915년)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②(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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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18

) 위치 및 지형도(S=1/5,000)

: 시굴조사 대상범위

: 태장리고분군8 확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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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 위치 및 상세범위도(S=1/2,000)

: 표본조사 대상범위

: 사진촬영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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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20

) 정밀토양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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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 지형분류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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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22

) 지질도①(S=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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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사지역(

) 지질도②(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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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24

) 항공사진(S=1/5,000)

출처:http://www.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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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 원경(동→서)

사진 3. 조사지역 전경(직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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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지역 북동쪽 전경(동→서)

사진 5. 조사지역 남동쪽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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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조사지역 주능선 전경①(동→서)

사진 7. 조사지역 주능선 전경②(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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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조사지역 주능선 전경③(동→서)

사진 9. 조사지역 북쪽 전경(북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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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조사지역 북서쪽 전경(북서→남동)

사진 11. 조사지역 서쪽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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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 전경①(남동→북서)

사진 13.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 전경②(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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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조사지역 내 추정고분 1호 서쪽 전경(서→동)

사진 15. 조사지역 내 추정고분 2호 동쪽 전경(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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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조사지역 내 추정고분 2호 근경(동→서)

사진 17. 조사지역 내 추정고분 3호 북쪽 전경(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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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주변유적 - 태장리고분군8 8호묘(동양대학교박물관, 2009) 전경(남동→북서)

사진 19. 주변유적 - 태장리고분군8 8호묘(동양대학교박물관, 2009) 근경(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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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주변유적 - 태장리고분군8 10호묘(동양대학교박물관, 2009) 전경(동→서)

사진 21. 주변유적 - 태장리고분군8 남쪽 능선 전경(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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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주변유적 - 읍내리고분군1 전경(남서→북동)

사진 23. 주변유적 - 영주시 생태관찰원 건립 사업 유적(동양대학교박물관, 2013) 전경(남서→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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