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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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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책임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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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6일 ～ 2017년 11월 10일(총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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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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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축분야
자연문화재

조사기간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2017년~2019년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07-3, 347-2번지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사업기간

3,597,00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없음.
호계리 유물산포지2(남쪽 약 800m 이격), 호계리 유물산포지1(남서쪽
약 1㎞ 이격), 선암리 선암봉수(북서쪽 약 1.2㎞ 이격)
□유적 있음

■유적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사결과, 지표에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고묘 혹은 무연
고묘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지역 주변 700m 이내에 확인된 문화유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본 조사지역에서도 유적의 유존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상의 조사결과로 보아 금번 조사지역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의 보존‧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조사는 육안관찰에 의한 지표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지역에 대한
공사시행 중 문화재(유구・유물)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문 화 재 청 장

귀 하

11월

10일

기관명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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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호계리 산107-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문경 호계리 산107-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문경 호계리 산107-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및 목적
이번 조사는 (유)천윤솔라에너지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07-3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로, 사업시행 전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에 의거 문화재의 분포유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본 연
구원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
하여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07-3, 347-2번지
○ 조사면적 : 29,982㎡
○ 조사기간 : 2017년 11월 6일 ～ 2017년 11월 12일(총 5일)
(사전조사 0.4일, 현장조사 1.0일, 정리 및 분석 0.5일, 보고서작성 0.6일)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김 창 억(세종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 조사원 : 박 달 석(세종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

사

원 : 양 승 기(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 준 조 사 원 : 윤 선 영(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 조사의뢰처 : (유)천윤솔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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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문경시는 수리적인 위치를 볼 때, 동단은 동로면 석항리 매봉으로 동경
128° 22′42″, 서단은 가은읍 완장리로 동경 127° 52′48″, 남단은 농암면 내서리로 북위 36° 52′
10〃, 북단은 동로면 명전리로 북위 36° 52′10″에 해당한다. 동서간의 경도 차이는 0° 29′54″이
고, 직선거리는 약 39,583㎞이며, 남북간 위도 차이는 0° 21′30″이고, 직선거리는 약 37.083㎞로
총면적은 912.10㎢이다. 이곳은 경상북도의 북서단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
여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상주시, 동쪽으로는 예천군, 서쪽으로
는 충청북도 괴산군과 접하고 있다. 예로부터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교통과 방어의 요지로서 한강
유역과 낙동강유역을 연결하는 영남대로 상의 관문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던 곳이다.
지형은 태백산맥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나온 소백산맥의 중앙부에 속하는 산악지역으로, 동북부
는 험산준령이 둘러 있고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 분지상으로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동남부는 석
회암지역으로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북서부에는 동서로 뻗어 내려오는 황장산(黃腸山,
1,077m)・주흘산(主屹山, 1,106m)・백화산(白華山, 1,603m)・조항산(鳥項山, 951m)・도장산(道
藏山, 827m)・공덕산(功德山, 912m) 등 해발높이 1,000m 내외의 높은 산지가 둘러싸고 있고,
산악지대 사이로는 조령(鳥嶺, 642m)・이화령(梨花嶺, 542m) 등 비교적 낮은 고개가 발달하여
일찍부터 영남과 서울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하천은 크게 영강(潁江)과 금천(金川)으로 이루어져 있다. 속리산(俗離山, 1,058m)에서 발원한
영강은 농암의 쌍용계곡을 거쳐 가은읍 왕능리에서 양산천과 합류하고, 마성면 신현리에서 조령
천과 합류하여 점촌 도심지역의 경계로 흐르면서 연안에 충적평야를 형성한다. 그리고 시의 남쪽
에서 이안천(利安川)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황장산(黃腸山, 1,077m)에서 발원한 금천
은 운달산과 사불산에서 시작되는 대하천과 산북면 대하리에서 합류하여 산북‧산양면을 관류하여
영순면 달지리 삼강(三江)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특히 문경지역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지형으
로 볼 때 점촌과 영순면 오룡리 일대에 비교적 넓은 충적지를 이루고 있다.
문경의 지질학적 환경은 생성시기가 선캄브리아기로 생각되는 화강암질 편마암과 경사부정합
으로 덮고 있는 조선계 대석회암통이 발달하였다. 서반부는 시대미상의 녹색점판암 및 이들을 부
정합으로 덮고 있는 옥천계의 변성퇴적암과 동반부에서는 대석회암통을 평행부정합으로 덮고 있
는 평안계와 그 위에 경사부정합을 덮고 있는 부운령 역암층, 단산층 및 이들 모두 암층을 관입
한 불국사통 화성암류로 구성된다. 즉 동남부는 시대가 규명된 평안계 및 단산층으로 구성된 퇴
적암지역과 서남부 및 중부에는 시대미상의 점판암‧편암‧각석암 및 옥천계로 변성퇴적암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 북동부에는 산성화강암의 관입암체로 이루는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문경의 기후는 북반구 중위도 대륙 동안에 속하여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여름에는 해양성
1) 聞慶市, 2002. 『聞慶誌』.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3, 『聞慶 下草里 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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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인 북태평양기단의 고온다습한 기온의 영향을 받으며, 겨울에는 대륙의 한랭한 시베리아 기
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연평균 기온은 11.5℃이고, 최한월은 2월로 평균기온 -1.3℃, 최난월
은 8월로 평균기온 24.7℃이다. 강수량은 계절적으로 하계집중형의 계절풍이라 할 수 있는데, 연
평균 강수량은 약 1,000㎜이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07-3, 347-2번지로, (유)천윤솔라에
너지에서 추진하는 문경 호계리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에 해당한다. 이곳은 문경시청 북쪽에 위
치한 오정산(해발 810m)의 동쪽 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조사 전 잡목과 잡풀이 자라나있는 상
태이다. 조사지역 토양은 대부분이 암쇄토로 이루어졌고, 북쪽과 남쪽 일부는 충적토로 이루어졌
다. 지형은 대부분 산악지이고, 북쪽 일부는 산록경사지, 남쪽 일부는 곡간지이다. 지질은 하부평
안층군, 부곡리층이다.

2. 고고·역사적 환경2)
조사지역이 위치한 문경시에서 아직까지 구석기～신석기시대의 유적‧유물이 발견된 곳은 없다.
하지만 인접한 상주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이 조사된 바 있고, 지질학상 이곳이 구석기시대의 최신
세와 신석기시대의 완신세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에서도 선사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
다고 하겠다. 이후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영강과 금천의 연안을 따라 호계리・산양면 존도
리・반곡리・농암면 갈동리・함창읍 윤직리 등에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홍덕동(옛골)에
서 출토된 마제석촉, 농암면 궁기리에서 출토된 마제석검, 점촌동 산 11번지에서 출토된 무문토
기 등의 선사시대유물과 고려시대의 청자, 토기, 철제솥, 청동불상 등의 출토품이 국립경주박물관
과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역사시대에는 계립령로와 문경새재가 남북을 연결해주는 중요 관문이 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관방유적‧역원 등의 유적이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다. 문경지역은 예로부터 교통로상의
요충지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경과 충주 사이의 계립령(630m)과 조령(642m), 문경과 괴산 사이
의 이화령(548m)이 있다. 이곳에 위치하는 고모산성은 5세기 후반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비정되
는데,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넘어 구릉성 산지 사이로 형성된 협곡로가 문경읍을 지나 마성
면에서 만나 합쳐지는 합수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고모산성 북쪽으로는 마고산성과 대원령산성이
있다. 마고산성은 문경읍 마원리 우물실마을 뒷산 봉명산에 축조된 석축산성으로 이화령・조령・
계령 등의 고갯길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축조방식이 고모산성3)과 유사하여 동일시
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4). 대원령산성은 계립령에 위치하고 있으면 안부를 막아 행성 형태
로 축조한 성곽이다. 위의 성곽들을 보면 북쪽에서부터 계립령-신북천, 조령천-영강으로 이어지
2) 嶺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聞慶市-』.
삼한문화재연구원, 2013, 『聞慶 下草里 遺蹟』.
3) (財)中原文化財硏究院‧聞慶市, 2007, 『聞慶 姑母山城1-南門‧南東谷城 發掘調査-』.
(財)中原文化財硏究院, 2005, 『聞慶 姑母山城 -서문지‧남문지 일원 발굴조사』.
4) 고모산성 남동쪽 산사면에는 5～6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현리고분군이 위치하고 있다. 성곽 주변으로 고분군이 분
포하는 것은 성내에 군사적 기능 외에 장기간 행정적 기능을 담당한 안정적 세력층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가리킨다(中原文化財
硏究院, 2007, 『聞慶 新峴里 高墳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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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갯길과 하천상에 대원령산성-마고산성(문경읍)-고모산성(마성면)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
다5). 조령관문(사적 제147호)은 주변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1관문은 주흘관(主屹
關)으로 조선 숙종 35년에 산성과 함께 축조되었고, 제2관문은 조곡관(鳥谷關)으로 선조 27년에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축조하였다. 제3관문은 조령관(鳥嶺關)으로 제1관문과 함께 축조되었다.

1075년 3개 관문을 중수・복원하였다.
역으로는 유곡동의 유곡역지, 문경읍 요성리의 요성역지가 있으며, 봉수로는 호계면 선암리의
선암산 봉수대, 관음리 탄항봉수대6)가 있다. 탄항봉수대는 조선시대 경상도 지역의 세 봉수로 가
운데 중앙 봉수로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문경지방의 도요지로는 동로면 인곡리의 ‘사기점’으
로 조선초기의 분청사기 요지가 확인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
지가 산북면 소야리, 종곡리 일대에 남아 있고, 동로면 적성리의 벌재 주변에는 조선 중기에서
말기에 걸친 백자요지가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각 읍・면 단위로 살펴보면, 가은읍에는 14～
15세기의 청자가마터 1개소, 19～20세기의 백자가마터 13개소 등 총 14개소가 있으며, 문경읍에
는 16～17세기의 백자가마터 5개소, 18～19세기의 백자가마터 13개소, 19～20세기의 백자가마
터 20개소 등 38개소가 있다. 동로면에는 11～12세기 청자가마터 3개소, 15세기의 분청사기가마
터 1개소, 16～17세기 백자가마터 3개소, 18～19세기 백자가마터 12개소, 19～20세기 백자가마
터 7개소 등 총 26개소가 있고, 산북면에 18～20세기 백자가마터 2개소, 농암면에서 17～18세기
백자가마터 2개소가 확인되었다7).
역사적으로 문경시는 舊 문경시와 舊 점촌시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舊 문경시는 신라 때 관현
(冠縣), 관문현(冠文縣) 또는 고사갈이성(高思曷伊城)이라 불리다가 경덕왕 16년(757)에 관산현(冠
山縣)이라 고치고 고녕군(古寧郡:현 함창)에 속하게 되었다. 고려시대는 문희(聞喜)라 일컫다가
현종 9년(1018)에 문경현으로 고치고 상주에 속하였고, 공양왕 2년(1390)에 감무를 두고 가은현
을 속현으로 두었다. 조선시대 들어 태종 16년(1416)에 호계현을 귀속시켜 문경현감이 13면을
관할하다가 1896년 지방관제 개편에 의하여 현감제도를 폐지하고 군수제도를 설치하였다. 이후
1906년 상주군의 5개면과 예천군의 2개면이 편입되어 20개면을 문경군수가 관할하였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1개면이 된 이후 여러 차례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다가 1973년 문경면
과 가은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2읍 7면 128리로 행정체지를 정비하였고, 1986년 점촌읍이 시로
승격되어 독립하였으나 1995년 점촌시와 문경군이 문경시로 통합되어 도농복합형의 통합시가 되
었다. 舊 점촌시는 신라 중기까지 호측현(虎側縣. 一云拜城)이었으며 신라 경덕왕(750)때에 호계
현이라 개명, 고녕군의 영현(領縣)이 되었으며 고려 현종(1020)때에는 상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조
선 태종 13년(1413) 지방제도 개편 때에 문경군에 편입되어 호서방, 호남방의 양방으로 불리었
다. 영조 28년(1752)의 기록에는 호서방(佛井院里, 幽谷里, 辰谷里, 茅田里), 호남방(戶倉里, 宋
淵里, 牛池洞里, 興德洞里)이며, 정조 13년(1789) 기록에는 면(面)으로 호칭되고 있다. 1914년 지
방행정제도 개편에 의하여 두 면을 통합하여 호서남면(戶西南面)이라 하고, 모전(茅田)・흥덕(興
5) (財)中原文化財硏究院, 2004, 『聞慶 姑母山城 地表調査 報告書-고모산성‧고부산성‧신현리고분군‧주막거리‧토천-』.
白永鍾, 2007, 「5〜6世紀 新羅山城 硏究 -小白山脈 北部 일원을 중심으로-」. 檀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論文.
6) 東勇杰․趙順欽․金珠美․趙錄柱, 2002, 『문경 탄항봉수 지표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7) (財)慶北文化財硏究院, 2002, 『聞慶地域 陶窯址 地表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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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창리(倉里)・신기(新基)・기제(機堤)・신리(新里)・불정(佛井)・진곡(辰谷)・공평(孔坪)・주막
(酒幕)・대사(大寺)・마본(馬本)・아동(衙洞)의 14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동년 행정구역 정리때
영순면(永順面)의

점촌(店村)・달산(達山)・하거(下車)・관신(串新)・예동(芮洞)・예천(藝川)・흥동

(興洞)의 7개 동리와 함창군(咸昌郡) 북면(北面) 해곡리(海谷里)・덕통리(德通里) 일부를 병합하여
모전(茅田)・우지(牛池)・창리(倉里)・신기(新基)・불정(佛井)・공평(孔坪)・유곡(幽谷)・흥덕(興
德)・점촌(店村)・영신(永新)의 10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이후 점촌리가 크게 발점함에 따라
1956년 7월에 점촌읍(店村邑)으로 승격되었으며, 1986년 1월부터 호계면 별암 2리를 편입하여
문경군에서 부리 점촌시(店村市)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을 충현(忠賢)・중앙(中央)・신흥(新興)・신
기(新機)・대성(大成)・모전(茅田)의 6개동으로 편성 관할해 오다 1989년 1월 상주군 함창읍 윤
직리 일부를 중앙동에 편입시켰다. 1995년 점촌시와 문경군이 문경시로 통합되어 도농복합형의
통합시가 되었다.
조사지역의 주변의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남쪽으로 약 800m 이격하여 ‘호계리 유물산포지2’가
위치하고, 남서쪽으로 약 1㎞ 이격하면 ‘호계리 유물산포지1’이 위치한다.

Ⅲ. 조사내용
1. 문헌조사
1) 주변지역 문화재 현황8)
조사지역 내에는 지정문화재가 없고, 기왕의 보고 자료를 통해서 본 조사지역 주변지역의 문화
재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주변지역 문화유적 현황
유적
번호

유 적 명

1

호계리 유물산포지2

2
3

행정구역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13-1
일원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13-1
호계리 유물산포지1
일원
선암리 선암봉수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선암리 산24

시대

유적성격

청동기
~조선

유물산포지

삼국
조선

이격거리

남쪽 약
800m
남서쪽 약
유물산포지
1㎞
북서쪽
봉수
1.2㎞

① 호계리 유물산포지2
호계리 오정사지로부터 남서사면 일대에 위치한다. 현재는 묘목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절토로
인하여 둑 단면에 무문토기편 및 다량의 기와편 등이 확인된다.
8) 嶺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聞慶市-』.
문화재 GIS인트라넷 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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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계리 유물산포지1
호계마을 북쪽의 오정산 동사면(해발 226m)에 위치한다. 주변 일대는 인위적인 계단상의 경작
지에 산수유나무가 정연하게 식재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 백자편과 기와편 등이 확인되고 있다.
傳 오정사지로 현재 창건년대와 관련된 상세는 알 수 없으며 맷돌과 석종형부도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 하나,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맷돌은 인근 식당으로 옮겨 전시되고 있다.
③ 선암리 선암봉수
부곡리 부암마을의 서북쪽의 봉우리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탄정산과 응하고 동쪽으로 상주 산
양현의 소산, 남쪽으로 함창현의 성산에 응한다.
2) 지명유래9)
① 호계-면(虎溪面)【면】 문경군 3읍 7명의 하나. 본래 호계현(虎溪縣)의 지역으로, 고려 현종
9년(1018)에 상주에 딸렸다가, 이조 태종 16년(1416)에 문경 땅이 되었는데, 옛 호계현의 소재지
였으므로 호현내면(虎縣內面), 또는 호현면(虎顯面)이라 하여 태봉(台峯), 견탄(犬灘), 별암(鱉岩),
주평(舟坪), 호계(戶界), 가섭(加攝), 신영(神永), 우로(牛老), 구하(九下), 구상(九上), 연역(蓮驛)의
11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상주가 딸렸다가, 1906년에 문경
으로 넘어온 산서면(山西面)의 가도(加道), 상선(上仙), 하선(下仙), 삼곡(三谷), 와야(瓦也), 부성
(富城), 주천(酒泉), 난지(蘭芝), 봉정(鳳亭), 탑상(塔上), 하봉(下鳳), 상봉(上鳳)의 12개 동리와 산
북면(山北面)의 서중리 일부, 산남면(山南面)의 추암(秋岩), 반암리(盤岩里)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
여 호계면이라 해서, 견탄, 별암, 호계, 우로 막곡, 구산, 가도, 선암, 지천, 부곡, 봉정, 봉서의
12개 리로 개편 괄할하다가, 1973년

3월 12이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봉정리를 산양면으

로 넘겨 주어 현재 11개 리를 관할함. 동쪽은 산양면, 산북면, 서쪽은 마성면, 남쪽은 점촌읍, 북
쪽은 산북면과 마성면에 각각 닿음.
② 호계-리(虎溪里)〔호계〕【리】 본래 문경군에 딸렸던 호계현의 소재지이므로 호계라 하였는
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가섭리와 신영리를 병합하여 호계리라 함.
○가는-골【골】 오장골 북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
○가섭(加攝)〔가섭리〕【마을】 호계 서북쪽에 있는 마을. 섶이 많다 함.
○가섭-리(加攝里)【마을】→가섭.
○골-안【골】 군기 북쪽 골짜기 안에 있는 골짜기.
○군기(軍機)【골】 불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굴재-동굴【굴】 굴잿등에 있는 천연 동굴. 높이 10m, 넓이 약 60평 되는 굴로, 30m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함.
○굴잿-등【등】 버등골 북쪽에 있는 등성이. 굴재동굴이 있음.
9) 한글학회, 2005, 『한국지명총람 5 경북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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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구-샘【우물】 →까막샘.
○까막-샘〔오정, 까마구샘〕【우물】 가섭 서남쪽에 있는 샘. 나무꾼들이 이 샘 가에서 점심밥을
잘 먹는데, 그 흘린 밥알을 먹으려고 까마귀가 모여 든다 함.
○너븐-등【등】 가는골 서쪽에 있는 넓은 등성이.
○노죽-바우【바위】 배암골 북쪽 산에 있는 바위. 노죽가리(노적가리)처럼 생겼다 함.
○단기-광산(檀紀鑛山)【광】 대정광산 북쪽에 있는 광산. 한해에 무연탄을 1만 6천여 톤씩 캐
낸다 함.
○당-재【고개】 불탄골 서쪽에 있는 재. 서낭당이 있었다 함.
○대정-광산(大井鑛山)【광】 가섭 북쪽에 있는 광산. 한해에 무연탄을 7천여 톤씩 캐 내고 있음.
○대추-버들기【골】 비선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대추나무가 많았다 함.
○덤-밑【논】 영거렁 동쪽 바위 더미 밑에 있는 논.
○동-서낭나무【나무】 호계 북쪽에 있는 나무.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날에 밤에 동제를 올림.
○둑-밖【논】 호계 남쪽에 있는 논. 뚝이 있었는데, 그 바깥쪽이 됨.
○딱밭-골【골】 오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닥밭이 있었다 함.
○떨박-샘【우물】 웃골에 있는 샘. 바가지로 물을 떠낸다 함.
○막잣-골【골】 오장골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
○배암-골〔백양골〕【골】 가섭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백양나무가 많았다 함.
○백대짓-골【골】 가섭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백돼지(힌 빛의 돼지) 형국의 명당이 있다 함.
○백양-골【골】 →배암골.
○버등-골【골】 오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불당-골【골】 →불탄골.
○불당골-재【고개】 불당골에 있는 재.
○불탄-골〔불당골〕【골】 버등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오정사(烏井寺)의 불당이 있었다 함.
○붓-배리〔필연〕【벼랑】 신영 서쪽에 있는 벼랑. 지형이 붓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함.
○비선-골【골】 배암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묘비가 있음.
○빙목-안【골】 너븐등 동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병목 안처럼 생겼다 함.
○새-마〔새마을〕【마을】 호계 남쪽에 있는 새로 된 마을.
○새-마을【마을】 →새마.
○소그리-등【등】 굴잿등 남쪽에 있는 등성이. 지형이 소그리(소쿠리)처럼 생겼다 함.
○수수방-터【논】 쌍천지 남쪽에 있는 논. 물이 많이 난다함.
○술기-넘【고개】 호계 북쪽에서 우로리 연역골로 넘어가는 고개.
○숫-샘【우물】 쌍샘의 하나. 주로 남자들이 쓴다 함.
○신영(神榮)〔신영리〕【마을】 호계 동남쪽에 있는 새로 된 마을.
○신영-리(神榮里, 神永里)【마을】 →신영.
○쌍-샘〔쌍천〕【우물】 호계 앞 길가에 있는 샘. 숫샘과 암샘으로 나뉘어 있는데, 물이 맑고 맛
이 좋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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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천(雙泉)【우물】 →쌍샘.
○쌍천-지(雙泉池)【못】 →호계못.
○아홉-사리【고개】 가섭에서 마성면 외어리로 넘어가는 고개. 아홉 굽이가 졌다 함.
○암-샘【우물】 쌍샘의 하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데, 물이 맑고 맛이 좋으며, 여자들만 쓴다
함.
○암잘-래【논】 쌍천 남쪽에 있는 논. 암샘의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는다 함.
○여기-배리【벼랑】 →이기배리.
○영-거렁【내】 ⇨지천리의 “영거렁”
○오장-골〔오정곡〕【골】 호계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오정산(군 산천) 밑이 됨.
○오-정(烏井)【우물】 →까막샘.
○오정-곡(烏井谷)【골】 →오장골.
○웃-골【마을】 호계 북쪽에 있는 마을.
○이기-배리〔여기배리〕【벼랑】 호계 동남쪽에 있는 벼랑.
○자장-골【골】 굴잿등 서쪽에 있는 골짜기.
○작-사리【논】 쌍천지 서쪽에 있는 논.
○잣나무-골【골】 불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잣나무가 있었다 함.
○절-골【골】 오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오정사(烏井寺)가 있었다 함.
○중간-마【마을】 웃골과 새마 중간에 있는 마을.
○진-등【등】 호계리와 별암리 경계에 있는 긴 등성이.
○충효-사(忠孝祠)【사당】 호곗들 안쪽에 있는 사당. 이조 선조 때 무과에 올라서 병자 호란 때
큰 공을 세운 선천도호부사 홍 인걸(洪仁傑)을 모시고, 해마다 3월과 9월에 유림들이 모여 제사
를 올림. 그가 쓰던 투구와 옛 제기 및 선조의 아들 의창군(義昌君) 광(珖)이 그의 충효를 칭찬하
여 내렸다는 글이 있음.
○필-연(筆硯)【벼랑】 →붓배리.
○호-계(虎溪)【마을】 →호계리.
○호계-못〔쌍천지〕【못】 호계 동남쪽에 있는 못. 쌍천 아래가 됨.
○호계-평(虎溪坪)【들】 →호곗들.
○호곗-들〔호계평〕【들】 호계 앞에 있는 들.

2. 현장조사
1) 조사지역 현황
조사지역은 (유)천윤솔라에너지에서 추진하는 문경 호계리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로, 행정구역
상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07-3, 347-2번지에 해당한다. 이곳은 문경시청에서 북쪽
으로 직선거리 약 10㎞, 호계면사무소에서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5.4㎞ 떨어진 호계면 호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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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섭’ 마을 북쪽 해발 254.0m 능선 정상부를 기점으로 각 곡간부로 이어지는 북쪽과 남쪽 사면
에 해당한다. 이곳은 ‘문경시청’에서 당교로를 따라 모전오거리 방향으로 약 440m 이동하여 점
촌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모전로를 따라 약 550m 이동하면 윤직교차로가 나온다. 여기에
서 좌회전(예천방면)하여 경서로를 따라 약 4.3㎞ 이동하여 나오는 삼거리에서 다시 좌회전하여
중앙로(34번 국도)를 따라 약 870m 이동하면 영강교 앞 삼거리가 나온다. 이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여 상무로(34번 국도)를 따라 약 4.5㎞ 이동하면 ‘성보예술촌’이 나온다. 여기를 지나자마자 다
시 우회전하여 호계마을과 가섭마을로 이어지는 ‘가섭길’을 따라 약 3.8㎞ 이동하면 ‘가섭마을’로
향하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좌측으로 약 320m 이동하면 진행방향의 좌측(남쪽)에 조사
지역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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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마다 사진촬영을 통해 조사지
역의 현황을 기록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의 전언을 적극 참고하여 현장조사에 반영하였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문경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약 9.9㎞ 떨어져 위치한 오정산(烏井山, 810m)에
서 동쪽으로 길게 뻗은 여러 갈래의 능선 중, 가습마을의 남쪽 254.9m 능선의 정상 일부와 그
북사면 일부 그리고 남사면에 해당한다. 이곳은 조사지역의 북동쪽과 남서쪽에 위치한 곡간부 사
이에 형성된 해발 200~250m 능선으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 비하여 경사가 급하고 그
주변 곡간지는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출된 지표면을 육안으로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법
으로 진행하였는데, 조사지역의 북쪽 진입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였다. 특히, 암반
이 드러난 지점이나, 이장이나 절토 등으로 인해 지면이 드러난 곳을 정밀하게 조사하였다. 다만
능선부는 소나무, 참나무 등 잡목들이 빽빽이 자라나 있고, 낙엽과 솔잎 및 부토가 두텁게 형성
되어 있어 지표면을 관찰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다.
조사지역은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에 해당하는데, 능선 사면과 곡간 경작지 일부를 포함하며,
크게 2개 구역으로 나뉜다. 먼저, 사업계획상 진입로로 설계된 조사지역의 북쪽 구역은 능선의
정상(254.9m) 일부와 북사면 그리고 곡간경작지에 해당한다. 이곳의 조사범위는 폭 5~10m로,
현재 ‘가섭길’에서 곡간 경작지를 가로질러 해발 250m 부근에 위치하는 현대 묘지로 이어지는
숲 속 샛길의 동쪽을 따라 이어진다. 진입로 시점부는 원래 과수나무 경작지로 이용되었지만, 현
재는 휴경지이며, 사면부는 급경사지로 소나무와 잡목, 잡풀이 자라나 있었다. 숲 속 샛길을 따
라 이어지는 해발 254.9m 진입로 종점부는 지형은 평탄하지만 사면부와 마찬가지로 소나무와
잡목, 잡풀이 자라나 있다. 그리고 조사지역 서쪽에 인접하여 현대 묘가 확인되었으나 조사구역
에 포함되지는 않고, 조사지역내에서는 고묘 혹은 무연고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사업계
획상 태양광발전소 부지인 조사지역의 남쪽 구역은 해발 254.9m 진입로 종점부에서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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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산사면으로, 조사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면부는 집입로의 사면부와 마찬가지인
급경사지로, 소나무와 잡목, 잡풀이 자라나 있다. 조사지역 북쪽과 남쪽에 인접하여 현대묘가 확
인되었으나 조사구역에 포함되지는 않고, 조사지역내에서는 고묘 혹은 무연고묘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두 곳 모두 지표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어떠한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고, 그 주변 700m 이내에 어떠한 문화유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2)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 해당사항 없음.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번 조사는 (유)천윤솔라에너지에서 추진하는 문경 호계리 산107-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조사에 대한 결과 및 조사단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07-3, 347-2번지로, 문경시청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10㎞, 호계면사무소에서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5.4㎞ 떨어진 호계면 호
계리 ‘가섭’ 마을 북쪽 해발 254.0m 능선 정상부를 기점으로 각 곡간부로 이어지는 북쪽과 남쪽
사면에 해당한다. 이곳은 ‘문경시청’에서 당교로를 따라 모전오거리 방향으로 약 440m 이동하여
점촌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모전로를 따라 약 550m 이동하면 윤직교차로가 나온다. 여기
에서 좌회전(예천방면)하여 경서로를 따라 약 4.3㎞ 이동하여 나오는 삼거리에서 다시 좌회전하
여 중앙로(34번 국도)를 따라 약 870m 이동하면 영강교 앞 삼거리가 나온다. 이 삼거리에서 우
회전하여 상무로(34번 국도)를 따라 약 4.5㎞ 이동하면 ‘성보예술촌’이 나온다. 여기를 지나자마
자 다시 우회전하여 호계마을과 가섭마을로 이어지는 ‘가섭길’을 따라 약 3.8㎞ 이동하면 ‘가섭마
을’로 향하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좌측으로 약 320m 이동하면 진행방향의 좌측(남쪽)에
조사지역이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보면, 조사지역은 문경시청에서 북서쪽으로 약 9.9㎞ 떨어져 위치한 오정산(烏井
山, 810m)에서 동쪽으로 길게 뻗은 여러 갈래의 능선 중, 가습마을의 남쪽 254.9m 능선의 정상
일부와 그 북사면과 남사면에 해당한다. 이곳은 조사지역의 북동쪽과 남서쪽에 위치한 곡간부 사
이에 형성된 해발 200~250m 능선으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 비하여 경사가 급하고, 그
주변 곡간지는 밭, 과수원 등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지역의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출된 지표면을 육안으로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특
히, 암반이 드러난 지점이나 이장 그리고 절토 등으로 인해 지면이 드러난 곳을 정밀하게 조사하
였다. 다만 능선부는 소나무, 참나무 등 잡목들이 빽빽이 자라나 있고, 낙엽과 솔잎 및 부토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지표면을 관찰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다.
조사지역(면적 : 29,982㎡)은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산107-3, 347-2번지로, 현재 임야와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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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이용되고 있다. 사업부지는 가습마을의 남쪽 254.9m 능선의 정상부를 기점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산사면과 북서-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곡간부의 경작지 일부는 사업계획상 진입로 부지
에 해당하며,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사면은 사업계획상 태양광발전소 부지에 해당한다. 전체 면적
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능선 사면부는 급경사지로 잡목들이 빽빽이 자라나 있고, 낙엽과 솔잎 및
부토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북서-남동쪽으로 이어지는 주능선부는 평탄한 완경사를
이루지만 사면부와 마찬가지로 소나무와 잡목, 잡풀이 자라나 있었다. 또한 진입로 시점부는 곡
간부로 원래 과수나무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곳이지만 현재 휴경지로 잡초들이 무성하게 덮혀 있
었다.
조사결과, 지표에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고묘 혹은 무연고묘 등도 확
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지역 주변 700m 이내에 확인된 문화유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본 조
사지역에서도 유적의 유존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조사결과로 보아 금번 조사지역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
았으므로 문화재의 보존‧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반 행
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조사는 육안관찰에 의한
지표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지역에 대한 공사시행 중 문화재(유구・유물)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Ⅴ. 참고자료
○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 조사지역 위치 및 지형도
○ 조사지역 범위 및 상세지형도
○ 조사지역 정밀토양도
○ 조사지역 지형분류도
○ 조사지역 지질도
○ 현황사진

(재)세 종 문 화 재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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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12

, 2014년) 위치 및 주변유적분포도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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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위치 및 지형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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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 범위 및 상세지형도(S=1/2,000)

: 사진촬영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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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16

) 정밀토양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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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 지형분류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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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18

) 지질도①(S=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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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사지역(

) 지질도②(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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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20

) 항공사진(S=1/5,000)

출처 :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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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

) 근경(북서→남동)

사진 3. 조사지역(

)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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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지역 진입로 시점부 전경(북동→남서)

사진 5. 조사지역 진입로 중앙부 전경(북동→남서) 사진 6. 조사지역 진입로 남쪽 전경(남→북)

사진 7. 조사지역 북쪽 경계부 서쪽 전경①(북동→남서) 사진 8. 조사지역 북쪽 경계부 서쪽 전경②(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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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지역 서쪽 경계부 전경①(남서→북동) 사진 10. 조사지역 서쪽 경계부 전경②(북서→남동)

사진 11. 조사지역 서쪽 경계부 전경③(남→북)

사진 12. 조사지역 서쪽 경계부 전경④(서→동)

사진 13.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 전경①(남서→북동)

23

문경 호계리 산107-3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사진 14.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 전경②(남동→북서)

사진 15.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 전경③(남서→북동)

사진 16. 조사지역 남쪽 경계부 전경④(북동→남서)

사진 17. 조사지역 동쪽 경계부 전경①(북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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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조사지역 동쪽 경계부 전경②(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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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조사지역 동쪽 경계부 전경③(동→서)

사진 20. 조사지역 동쪽 경계부 전경④(북동→남서)

사진 21. 조사지역 북쪽 경계부 전경①(북서→남동)

사진 22. 조사지역 북쪽 경계부 전경②(북동→남서)

사진 23. 조사지역 북쪽 경계부 전경③(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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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조사지역 북쪽 경계부 전경④(북동→남서)

사진 25. 조사지역 중앙 전경①(북→남)

사진 26. 조사지역 중앙 전경②(서→동)

사진 27. 조사지역 중앙 전경③(남→북)

사진 28. 조사지역 중앙 전경④(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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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주변유적 - 호계리 유물산포지1

사진 30. 주변유적 - 호계리 유물산포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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