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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조사기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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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전체사업면적

13,161㎡

지표조사면적

13,161㎡

사업목적

2017 ~ 2018

건물 증축

기관명

영농조합법인 송원에이피씨
연락처
010-8244-8532
(재)세종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진성섭
조사원 이하 윤선영/박장호
문화재연구원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2017년 11월 8일 ～ 2017년 11월 14일(총 7일)
(사전조사 0.2일, 현장조사 1.0일, 정리 및 분석 0.3일, 보고서작성 0.4일)

조사비용
*계약금액
기준

고고·역사
분야
지정문화재

3,036,000원

민속
분야

원

수중
분야

원

고건축
분야

원

없음.

김천 광기리 고분군I(조사지역포함),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조사지역 연
주변문화재
접), 김천 광기리 935번지 유적(북동쪽 약 200m 이격), 김천 금송리 사미정
조사결과 비지정문화재 (북동쪽 675m 이격), 김천 광기리 고분군 II(남서쪽 1㎞ 이격), 김천 광기리
면장박기용송덕비(남서쪽 1.3㎞ 이격), 김천 용암리 동래정씨묘비(동쪽 1.7㎞
이격), 김천 도평리 영모재(남쪽 1.7㎞ 이격) 등.
조사
결과

사업부지내
■ 유적 있음
□ 유적 없음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없음.
지상문화재
신규
없음.
기존
조사지역 전체 범위가 ‘김천 광기리 고분군Ⅰ’에 포함됨.
매장문화재
신규
없음.
기존
없음.
건축물
신규
없음.
기존
없음.
민속자료
신규
없음.
조사결과, 조사지역은 「文化遺蹟分布地圖-金泉市-」에 등재된 ‘김천 광기리 고분군Ⅱ’
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사지역내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은 확인되
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지역과 연접하여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 인접한 주변부
에 ‘김천 광기리 935번지 유적’ 등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발굴조사된 바 있으므
로, 본 조사지역에도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조사지역

조사 기관
종합 의견

의 1구역에서 과거 공장조성으로 인해 형질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서쪽 일부분(703㎡)과
2・3구역(2구역 : 688㎡, 3구역 : 973㎡)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문화재 발굴(시굴)
조사(2,364㎡)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 유무 및 분포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향
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육안관찰에 의한 지표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지역에 대한 공
사시행 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
다.
2017년 11월 14일
기관명 :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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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천 광기리
고분군Ⅰ

소재지

면적(㎡) 시대 종류

유적
구분

조사의견

기존 신규 의견구분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292,200 삼국 고분군 ○
산70-1번지 일원

·

시굴조사

조사면적
(㎡)
2,364

사유

비
고

고분군내 조사지역
에 포함됨 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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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광기리 396번지 일원 창고시설증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김천 광기리 396번지 일원 창고시설증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김천 광기리 396번지 일원 창고시설증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 조사경위
이번 조사는 영농조합법인 송원에이피씨가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396번지 외 4필지
에 추진하는 건물 증축 부지에 대한 것으로,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의거 문화재의 분포유무를
확인하고자 우리 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
재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396번지 외 4필지
○ 조사면적 : 13,161㎡(약 3,980평)
○ 조사기간 : 2017년 11월 8일 ~ 2017년 11월 14일(총 7일)
(사전조사 0.2일, 현장조사 1.0일, 정리 및 분석 0.3일, 보고서작성 0.4일)
○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김 창 억(세종문화재연구원 원장)
∘ 책임 조사원 : 진 성 섭(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 조

사

원 : 윤 선 영(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 준 조 사 원 : 박 장 호(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 조사의뢰기관 : 영농조합법인 송원에이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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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김천시는 수리적인 위치로 볼 때, 동단은 남면 부상리로 동경 128°18′40″,
서단은 부항면 하대리로 동경 127°52′30″, 남단은 증산면 황점리로 북위 35°49′30″, 북단은 감문
면 송북리로 북위 36°15′10″에 해당한다. 동서간의 연장거리는 38.8㎞, 남북간의 연장거리는
47.8㎞, 면적은 1,009.5㎢이다. 영남지방의 서북편에 위치하며, 추풍령을 거쳐 남쪽으로 뻗어 내
리는 백두대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충청북도 영동군과 전라북도 무주군, 남으로 경상남도 거창
군, 동으로 구미시․칠곡군․성주군, 북으로 구미시․상주시와 각기 경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서변
은 소백산맥을 넘어 충청북도․전라북도, 남변은 가야산맥을 넘어 경상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다른
방향으로는 영남지방의 경상북도내 여러 시․군과 경계를 이루는 등 김천은 남한의 동남쪽에 위치
하여 영남지방과 호서․호남지방을 잇고, 경북 북부권과 서부 경남권으로 통하는 내륙교통의 요지
이자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형적으로 김천시는 소백산맥의 동쪽 사면에 발달한 화강암지역이 풍화되어 이루어진 분지로,
서로는 소백산맥이 난함산(卵含山, 해발 733m)을 기점으로 하여 눌의산(訥誼山, 해발 743m)․황
악산(黃嶽山, 해발 1,111m)․삼도봉(三道峰, 해발 1,177m)․대덕산(大德山, 해발 1,290m)이 서남쪽
으로 뻗어 있고, 북으로는 난함산에서 갈린 산맥이 용문산(龍門山, 해발 710m)․백운산(白雲山,
해발 618m)․우태산(牛泰山, 해발 460m)․광덕산(廣德山, 해발 394m)을 잇는 동쪽방향의 지맥이
형성되어 있고, 남동쪽은 대덕산에서 갈라져 나온 가야산맥을 따라 국사봉(國士峰, 해발 875m)․
우두령(牛頭嶺, 해발 587m)․수도산(修道山, 해발 1,317m)․단지봉(丹芝峰, 해발 1,327m)․형제봉
(兄弟峰, 해발 1,022m)․염속산(厭俗山, 해발 870m)․백마산(白馬山, 해발 716m)․금오산(金烏山,
해발 977m)을 잇는 동북방향의 지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산줄기들이 김천시역을 감싸고 있
는 형태이다. 이러한 주변 산지의 여러 골짜기에서 발원한 물줄기들은 대덕산과 우두령에서 각각
발원하여 지례면에서 합류하여 북동향으로 김천시역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구미시 선산읍 남쪽에
서 낙동강(洛東江) 본류에 유입되는 감천(甘川)에 합류되는데, 부항천(釜項川)은 삼도봉에서 발원
하여 지례면 상부리에서 감천에 합류하고, 직지천(直指川)은 추풍령과 황악산에서 발원하여 신음
동에서 감천에 합류된다. 이 외에도 각각 북서쪽에서 흘러내린 아천(牙川)과 감문천(甘文川)․외현
천(外現川) 등의 소하천이 감천에 합류하고, 남쪽과 동쪽에서는 각각 율곡천(栗谷川)과 송곡천(松
谷川)이 흘러 합쳐진 후 다시 북류하여 감천에 합류한다. 예외적으로 가야산 북서쪽 기슭의 증산
면에서 발원하는 대가천(大加川)은 성주 일부와 고령을 관통하여 낙동강에 합수되는데, 증산면은
본래 성주군에 속했던 지역으로 1906년 김천에 포함된 지역으로 김천의 예외적인 범위라고 할

1)

2

김천시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金泉市, 1999, 『金泉市史』.
金泉市·大邱大學校博物館,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金泉市-』.
김천시 홈페이지(www.gimcheon.go.kr) 일반현황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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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김천시역은 산지로 둘러싸인 계곡성 분지지형으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감천의 하류지역인 동북쪽만 개활지로 드넓게 트여 있는 형국이다.
지질은 김천시의 중앙을 서남에서 동북으로 관류하는 감천을 기준으로 동쪽 일대는 대체로 화
강암류이고 서쪽 일대는 편마암류의 지질이 분포한다. 편마암류가 분포하는 서쪽 산악지대는 소
백산괴로 우리나라에서는 개마지괴, 경기지괴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육괴로서 중국 복건지괴와
연결되고 약 6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강암은 편마암에 비하여 침식에 약하므로
화강암 분포지역인 감천 유역은 침식으로 개척을 받아 분지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화강암 개척분
지가 되어 있다. 서쪽의 소백산맥 西走地帶는 편마암으로서 침식에 강하므로 산악지대가 형성되
었다. 즉 소백산괴의 편마암류가 경상북도 서북쪽 남부에 걸쳐 폭넓게 뻗은 지대에 화강암류가
남북으로 帶狀을 이루면서 끼어 들어 있고 편마암대는 산지화되고 화강암대는 세월 따라 침식되
어 낮은 지대를 이루면서 김천분지를 형성하였다.
조사지역은 전동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야산으로 비교적 낮은 구릉지이다. 지형분류상
저구릉지에 해당하고, 토양은 암쇄토, 지질은 화강암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져 감천(甘川)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는 광기3리 마을회관 등이 소재한 전동
마을이 위치한다.

2. 고고‧역사적 환경2)
조사지역이 위치한 김천시는 김천시의 주 생활근거지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甘川을 중심으로
한 주변 하안 퇴적평야와 그 일대의 야트막한 구릉지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김천지
역의 고고유적은 이 하천 일대의 야트막한 구릉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주로 지표조
사에 의해 확인되었을 뿐, 정식 발굴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형편이었
다. 그러나 최근 김천지역에서도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김천지역에
대한 고고자료가 점차 확보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김천에 처음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신석기시대로 소
규모 가족단위의 집터인 김천 송죽리암음(申鍾煥․裵成爀, 2005; 裵成爀, 2006)과 정주생활을 영
위하던 대규모 송죽리유적(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2006․2007a; 裵成爀, 2006)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를 통해 신석기문화의 일면이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이 밖에 김천에는 감천을 중심으로
그 지천를 따라 입석, 지석묘, 주거지군 등 많은 선사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주로 지석묘와 입석
등인 이들 유적은 근래에 사라져 버린 것도 많겠지만 현재까지의 자료상으로 본다면 대체로 어
모면, 감문면, 봉산면, 구 김천시역 등과 구성면, 지례면, 대덕면 등 크게 두 지역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분포범위는 감천의 북쪽에 편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김천지역에서 확인
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지석묘가 25개소에서 90여 기가 확인되어 가장 많은 수를 보이며, 입석이
4개소 5기, 취락지가 1개소, 유물산포지 1개소가 있다. 이 유적들은 감천 상류를 비롯하여 직지
2)

Ⅱ-2장의 내용은 金泉市·大邱大學校博物館,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金泉市-』과 해당 구청의 홈페이지 내용을 인용하여 편집
하였다.
金泉市, 1999, 『金泉市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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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아천․부항천 등 감천의 지류에 위치하며, 그 주변에는 산지와 구릉, 충적평야가 형성되어 있
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건립부지내 신촌리유적(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에서 청동기시대 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이후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으로 김천시 교동의 조선시대 관아지유적(啓明大學校 行素博物館,
2006․2007b)과 아포읍 대신리유적(中央文化財硏究院, 2003b)에서 삼각점토대 구연토기와 두형토
기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김천 국도대체우회도로(양천-월곡) 건설공사구간(Ⅰ구간)에서 주거
지 4동이 조사된 월곡리 산28-3번지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1)이 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5세기 후반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목곽묘 3기와 석곽묘 2기가 조사
된 월곡리유적(대경문화재연구원, 2006),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의 석곽묘 4기가 조사된 덕천
리유적(中央文化財硏究院, 2003a), 6세기대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석곽묘 2기와 토광묘 6기
가 조사된 대신리유적(中央文化財硏究院, 2003b), 6세기대 토광묘 6기가 조사된 용전리유적(中央
文化財硏究院, 2005), 6∼7세기대의 석실(곽)묘 9기가 조사된 부상리유적(慶北科學大學博物館,
2007), 6세기 중․후반에서 7세기 중․후반 사이의 석곽묘 10기와 석실묘 8기가 조사된 부상리유적
(聖林文化財硏究院, 2009),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 사이의 석곽묘와 석실묘가 조사된 모암동
유적(嶺南文化財硏究院, 2001․2003) 등이 있다. 특히 모암동유적의 석실묘는 시상이 중앙에 주축
방향으로 설치된 점은 경북내륙과 충청도 동부지역에 분포권이 형성되는 지역성을 나타낸다. 이
것은 백제지역과의 문화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일면이다. 또한 주축과 직교하게 설치된 시상
은 의성과 안동 등지에서 이른 시기에 출현하는 석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 김천지역과
주변지역간의 문화적 교류를 시사하고 있다.
고려시대 이후의 유적으로는 송죽리유적, 대성리유적, 교동유적, 모암동유적, 대신리유적, 용전
리․초곡리유적, 유촌리유적, 하강리유적, 부상리유적, 문당동유적 등이 있다. 송죽리유적에서 고려
시대 수혈식석곽묘 1기와 조선시대 구 2기가 조사되었고, 대성리유적에서는 와요지가 발굴되었
다. 교동유적에서는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모암동유적에서는 고려시대
석곽묘 6기와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목관묘와 토광묘 64기가 조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청자
류, 백자류, 토기류, 청동류, 철기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대신리유적에서는 석곽묘 2기와 토
광묘 79기가 고려〜조선시대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1기의 토광묘에서만 비교적 뚜렷하게
고려시대의 특징을 찾을 수 있었고 나머지 유구의 대부분은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이후의 토광묘 9기가 조사된 용전리유적, 조선시대 이후의 토광묘 44기가
조사된 초곡리유적 등이 있다.
한편, 김천시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삼한시대로『三國史記』에 매우 간략한 기록이 남
아있다. 이 지역은 삼한시대에 甘文國〔甘路國〕의 세력권에 있었으나, 조분이사금 2년(231)에 신
라장군 昔于老에 의해 정복되어 신라 영토로 편입되어 甘文郡이 되었다. 진흥왕 18년(557)에는
백제와의 전쟁을 대비한 군사적 요구에 따라 甘文州로 되어 上州의 치소가 되었다. 진평왕 36년
(614)에 상주의 주치가 一善州(현 善山)로 옮겨진 뒤 문무왕 1년(661) 다시 군으로 되었으며, 군
현체제가 성립되면서 今勿縣․金山縣․知品川縣․茂山縣 등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후 경덕왕 16년
(757) 전국의 군현명칭을 한자식으로 개명할 때 감문군은 開寧郡, 금물현은 禦侮縣, 지품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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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禮縣, 무산현은 茂豊縣(현 전라북도 무주)으로 각각 개명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개령군의 속현이던 무풍현이 전라도 進禮縣의 속읍이 되었고, 김산현․지례현은
京山府(현 星州)의 속읍으로 편입되었다. 현종 9년(1018) 때 전국적인 지방제도 개편 당시에 다
시 전면 조정되어 개령군과 어모현이 尙州牧에 내속되었다. 이러한 영속관계의 변화는 왕도를 경
주에 두고 있었던 신라시대와 달리 개경을 도읍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시대 이 지역의 정치적․군
사적 비중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통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김산현에 金泉驛이 설치되었다. 명종 2년(1172) 개령군에 監務가 파견되었고, 공양왕 2년(1390)
지례현과 김산현에도 감무가 파견되면서 다시 행정단위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정종의 御胎가 김산현 황악산에 봉안되면서 어모현을 통합하여 김산군(지금의 김
천시 어모면․봉산면․대항면․감천면․조마면 일대로 읍치는 김천시 교동)으로 승격되었다. 태종 13년
(1413)에 지례현(지금의 김천시 지례면․증산면․대덕면․부항면․구성면 일대로 읍치는 지례면 상부
리)에 현감이 파견되고 개령군은 개령현(지금의 김천시 개령면․감문면․농소면․아포읍․남면 일대로
읍치는 개령면 동부리)으로 강등되어 현감이 파견되었다. 선조 34년(1601)에 개령현은 吉云節이
역모를 꾀하여 김산군에 통합되었고, 선조 39년(1606)에 선산도호부에 소속되었다가 광해군 1년
(1609)에 다시 개령현이 설치되었다. 고종 32년(1895)에 전국을 23부로 고치면서 대구부 김산군․
개령군․지례군이 되었고, 1896년에 13도로 개편됨에 따라 경상북도 김산군․개령군․지례군이 되었
다. 1906년 증산면이 성주군에서 지례군으로 황간군 남면이 김산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령군. 김산군. 지례군이 金泉郡으로 통합되었고, 1931년에 김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49년에 김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金泉市와 金陵郡으로 분리되었고, 1995년에 도
농통합에 따라 김천시와 금릉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김천시가 되었다. 1995년 3월 1일에 아포면
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1읍 14면 6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사지역 주변의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조사지역이 ‘김천 광기리 고분군Ⅰ’ 내에 포함되어 있
고, 조사지역과 연접하여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북쪽으로 약
200m 이격하여 ‘김천 광기리 935번지 유적(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북동쪽으로 약 675m 이
격하여 ‘김천 금송리 사미정’, 남서쪽으로 약 1㎞ 이격하여 ‘김천 광기리 고분군Ⅱ’ 등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Ⅲ. 조사내용
1. 문헌조사
1) 주변지역의 문화재 현황3)
조사지역내에는 지정문화재가 없고, 기왕의 보고 자료를 통해서 본 조사지역 주변의 문화재 현
3)

金泉市․大邱大學校博物館,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金泉市-』.
문화재 GIS인트라넷 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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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표 1>과 같다(도면 1･2 참조).
<표 1> 주변 문화유적 현황
유적
번호

유 적 명

행정구역

시대

유적성격 이격거리

1

김천 광기리 고분군 I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
리 산 70-1번지 일원

삼국시대

고분

조사지역
포함

2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
(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
리 396-2번지 일원

삼국시대

고분

조사지역
연접

3

김천 광기리 935번지 유적
(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
리

삼국시대/
시대미상

4

김천 금송리 사미정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송
리 400

근대/
일제강점기

건축물

북동쪽
약 675m

5

김천 광기리 고분군 II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
리 산 114-1 일원

삼국시대

고분

남서쪽
약 1㎞

6

김천 광기리 면장박기용송덕비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
1리 591

근대/
일제강점기

기념물

남서쪽
약 1.3㎞

7

김천 도평리 영모재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도평
1리 403

조선시대

건축물

남쪽
약 1.7㎞

8

김천 시직영 골재적치장-김천 장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271
막들 유물산포지1
답 일원

삼국시대

9

김천 용암리 동래정씨묘비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용암
1리 산 88

조선시대

기념물

동쪽
약 1.7㎞

10

금릉 신안리 석불입상(문화재자료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안
제191호)
리 611

고려시대

불상

남서쪽
약 2.7㎞

고분/
북쪽
생활유적 약 200m

유물산포 북서쪽
지
약 1.6㎞

① 김천 광기리 고분군Ⅰ
김천 광기리 고분군Ⅰ은 감천면 광기리 ‘전동’마을 좌우측의 서남향으로 뻗은 능선상에 小形墳
수십 기가 유존하고 있다. 일부 도굴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봉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
동’마을 부근은 능선의 사면이 절개되어 있어 고분의 상당수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단부
의 밭으로 경작되는 곳에는 硬質土器片이 산재하고 있다.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4)(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은 (재)세종문화재연구원에서 2015년도에 발굴조사한 곳으로, 김
천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명시된 ‘김천 광기리고분군Ⅰ’ 내에 포함된다. ‘김천 광기리고분군Ⅰ’은
감천(甘川)의 중상류역 동안에 위치하는데, 광기2리 내동마을 동편에 위치한 해발 333.9m의 야
산에서 감천을 향하여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봉토분 1기와 석곽묘 4기가 조사되었고, 유물은 유개고배, 파수부배, 대부
장경호, 단경호, 방추차, 철부, 철촉 등 총 42점이 출토되었다.

4)

6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김천 감천면 광기리 396-2번지 일원 공장증축부지내 金泉 光基里 396-2番地 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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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천 광기리 935번지 유적5)(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김천 광기리 935번지 유적은 (재)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2014년도에 발굴조사한 곳으로, 감천면
사무소에서 내동마을·광기2리 방면으로 59번 국도(금감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약 2㎞ 정도 이동
하면 (주)에이치에스산업 공장에 이르게 되는데, 공장 뒤편 구릉과 곡간지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3기, 시대미상의 적심건물지 3동 및 구상유구 2기 등 모두 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단경호, 방추차, 와편, 도자 등 25점이 출토되었다.
④ 김천 금송리 사미정
경림서원이 있던 자리에 건립한 정자로, ‘원동’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1
칸 반 규모의 팔작기와집이다. 다듬돌로 두벌대쌓기 한 기단 위에 덤벙 柱礎를 놓고 기둥을 세웠
는데, 기둥은 前面에만 圓柱를 사용하였다. 평면은 좌측에 온돌방 2칸을 둔 후 우측에는 대청 1
칸을 連接시켰으며, 전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다. 양측칸의 퇴칸 전면에는 平欄干을 세
웠고, 우측면과 배면에는 쪽마루를 설치하였다.
⑤ 김천 광기리 고분군Ⅱ
김천 광기리 고분군Ⅱ는 감천면 광기리 ‘기동’마을 좌우측의 동향하여 뻗은 능선상에 수기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우측에는 봉분이 남아 있지 않으나, 밭과 민묘가 조성된 곳에서 방추차와
고배 대각편이 관찰되었다. 좌측편에는 도굴로 인해 개석과 벽석이 노출된 상태였으며, 민묘 조
성시 일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⑥ 금릉 신안동 석불입상(문화재자료 제191호)
원래 땅 속에 묻혀 있던 것을 밭을 일구다가 발견하였다고 하며 1996년에 보호각을 지어 모시
고 있다. 하나의 돌에 불상과 광배(光背)를 새기고 머리는 다른 돌로 새겨 조립하도록 했으나 지
금은 없어졌다. 오른손은 가슴에 올리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물병을 잡고 있다. 배(舟)모양의 타
원형 광배는 연꽃무늬를 새긴 머리광배와 불꽃무늬를 새긴 몸광배로 구분된다.
이 석불은 여래상인지 보살상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겉옷의 조각 표현과 독립불상인 점으로 보
아 여래상으로 추정된다. 불상을 만든 시기는 고려 전기로 보인다.
2) 지명유래6)
① 광기-동(光基洞)【리】 본래 성주군 신곡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사촌
동, 내동, 등당동, 광암동, 기동 일부와 금산군 고가대면의 대방동 일부를 병합하여 광암과 기동
의 이름을 따서 광기동이라 하여, 김천(금릉)군 감천면에 편입됨.
○갈말-재【고개】 접푸리에서 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5) (재)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김천 광기리 935번지 유적』.
6) 한글학회, 2005, 『한국지명총람 5-경북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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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基洞)【마을】 접푸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
○기동-들【들】 기동 서쪽에 있는 들.
○광-암(廣岩)〔뒷골〕【마을】 내동 뒤에 있는 마을. 넓은 바위가 있음.
○내-동(內洞)【마을】 둥딩이 동쪽에 있는 마을. 평야 지대로부터 안에 있음.
○대밭-골【골】 광암 북쪽에 있는 골짜기. 전에 대밭이 있었다 함.
○둥-딩이〔등당, 큰동네〕【마을】 광기동 동쪽에 있는 마을.
○뒷-골【마을】 →광암.
○등-당(登堂)【마을】 →둥딩이.
○매봉-재〔응봉티〕【산】 전동 위, 동쪽에 있는 산. 매의 형국임.
○못-골【골】 전동 뒤 북쪽에 있는 골짜기.
○배-다리【마을】 전동 서쪽에 있는 마을.
○삼마-골【골】 전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응봉-티(應峯峙)【산】 →매봉재.
○전-동(田洞)【마을】 광기동 북쪽에 있는 마을. 밭이 많음.
○전동-들【들】 전동 북쪽에 있는 들.
○접청-리(接靑里)【마을】 →접푸리.
○접-푸리〔접청리〕【마을】 광기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참물둠벙-터【터】 배다리 밑 서쪽에 있는 둠벙의 터.
○큰-동네【마을】 →둥딩이.

2. 현장조사
1) 조사지역 현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396번지 일원으로, 영농조합법인 송원
에이피씨가 추진하는 창고시설증축부지에 해당한다.
이곳은 왜관에서 김천으로 이어지는 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김천시역으로 진입하기 전 ‘김
천교’가 나오고, ‘김천교’를 건너기 전 감천삼거리에서 조마면과 성주군 금수면으로 연결되는 59
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4㎞를 진행하면 백다리교와 동쪽의 광기3리 전동마을에 이르게 되
는데, 전동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야산으로 구릉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김천 광기리
고분군Ⅰ’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사지역과 연접하여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세종문화재연
구원, 2017)’과 남서쪽으로 1㎞ 정도 떨어져 ‘김천 광기리 고분군Ⅱ’가 위치하고, 북동쪽으로 0.7
㎞ 정도 떨어져 ‘김천 금송리 사미정’이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져 감천
(甘川)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는 광기3리 마을회관 등이 소재한 전동마을이 위치
한다.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 대부분은 대나무밭과 과수원・밭 등의 농경지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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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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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문화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고, 역사, 민속, 인문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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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는 조사 편의상 조사지역의 북쪽을 1구역, 남서쪽을 2구역, 남동쪽을 3구역으로 나누
어 1~3구역을 시계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
행하였다. 조사지역은 동쪽에 위치하는 야산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뻗어 내려가는 구릉의 말단부
에 해당한다. 북쪽의 1구역은 공장부지, 남쪽의 2・3구역은 기존 공장부지를 감싸고 있는 구릉의
남쪽 경사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구역은 기존의 공장부지로 중앙에 공장시
설이 들어서 있고, 공장시설을 제외한 바닥과 진입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1구역의 동쪽
일부는 공터로 잡풀이 자라나 있는데, 공장 조성시 이미 형질변경되어 암반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서쪽은 구릉의 끝부분으로 이미 과수원 및 밭 조성으로 인해 절토되어 단애면을 이루고 있
고, 구릉 위 평탄지는 밭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공지로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다.
2구역은 남서쪽의 구릉 일부로, 사면부에 해당한다. 현재 대나무가 빼곡이 자라나 있고, 사면
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사면의 정상부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절토된 흔적이 있어 일부 형질
변경된 상태이다.
3구역은 남동쪽의 구릉으로, 구릉 정상부 일부 및 남사면 일부에 해당한다. 구릉정상부(해발
105.5m)는 다수의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현대묘가 있었던 자리는 이장되어 그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남사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잡풀 및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한편, 조사지역 1구역과 2・3구역 사이에는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7)(세종문화재연구원,
2017)’이 위치하는데, 현재 공장시설 증축을 하기 위해 발굴(시굴) 범위 만큼 절토되어 단애면을
이루고 있다.
조사결과, 조사지역내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
사지역의 범위가 『文化遺蹟分布地圖-金泉市-』에 등재되어 있는 ‘김천 광기리 고분군Ⅰ’에 포함
되고, 조사지역과 연접하여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인접한 주변
부에 ‘김천 광기리 935번지 유적8)(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이 위치하고 있어, 본 조사지역에도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 해당사항 없음.

7)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김천 감천면 광기리 396-2번지 일원 공장증축부지내 金泉 光基里 396-2番地 遺蹟』.
8) (재)한빛문화재연구원, 2016, 『김천 광기리 935번지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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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번 조사는 영농조합법인 송원에이피씨가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396번지 일원에 추
진하는 창고시설증축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조사에 대한 결과 및 조사단 의견은 다음
과 같다.

조사지역은 왜관에서 김천으로 이어지는 4번 국도를 따라 가다보면 金泉市域으로 진입하기 전
‘김천교’가 나오고, ‘김천교’를 건너기 전 감천삼거리에서 조마면과 성주군 금수면으로 연결되는
59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약 4㎞를 진행하면 백다리교와 동쪽의 광기3리 전동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전동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나지막한 야산으로 구릉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김천 광기
리 고분군Ⅰ’에 포함되어 있는데, 조사지역과 연접하여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세종문화재
연구원, 2017)’과 남서쪽으로 1㎞ 정도 떨어져 ‘김천 광기리 고분군Ⅱ’가 위치한다. 조사지역의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져 감천(甘川)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는 광기3리 마을회
관 등이 소재한 전동마을이 위치한다.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 대부분은 대나무밭과 과수원・밭
등의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
현장조사는 조사 편의상 조사지역의 북쪽을 1구역, 남서쪽을 2구역, 남동쪽을 3구역으로 나누
어 1~3구역을 시계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
행하였다. 조사지역은 1구역은 기존의 공장부지로 중앙에 공장시설이 들어서 있고, 공장시설을
제외한 바닥과 진입로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1구역의 동쪽 일부는 공터로 잡풀이 자라나 있
는데, 공장 조성시 이미 형질변경되어 암반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서쪽은 구릉의 끝부분으
로 과수원 및 밭 조성으로 인해 절토되어 단애면을 이루고 있고, 구릉 위 평탄지는 밭으로 사용
되었으나 현재는 공지로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다.
2구역은 남서쪽의 구릉 일부로, 사면부에 해당한다. 현재 대나무가 빼곡이 자라나 있고, 사면
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있고, 사면의 정상부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절토된 흔적이 있어 일부 형질변
경된 상태이다.
3구역은 남동쪽의 구릉으로, 구릉 정상부 일부 및 남사면 일부에 해당한다. 구릉정상부(해발
105.5m)는 다수의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현대묘가 있었던 자리는 이장되어 그 흔적만
남은 상태이다. 남사면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잡풀 및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
한편, 조사지역 1구역과 2・3구역 사이에는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9)(세종문화재연구원,
2017)’이 위치하는데, 현재 공장시설 증축을 하기 위해 기발굴(시굴)조사 범위만큼 절토되어 단애
면을 이루고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와 같이, 조사지역은 「文化遺蹟分布地圖-金泉市-」에 등재된 ‘김천 광기리 고
분군Ⅱ’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사지역내에서 문화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이나 유물은 확인되지
9)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김천 감천면 광기리 396-2번지 일원 공장증축부지내 金泉 光基里 396-2番地 遺蹟』.

10

김천 광기리 396번지 일원 창고시설증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않았다. 그러나 조사지역과 연접하여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 인접한 주변부에 ‘김천 광
기리 935번지 유적’ 등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발굴조사된 바 있으므로, 본 조사지역에도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조사지역의 1구역에서 과거 공장조성으
로 인해 형질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서쪽 일부분(703㎡)과 2・3구역(2구역 : 688㎡, 3구역 : 973
㎡)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문화재 발굴(시굴)조사(2,364㎡)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 유무 및
분포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육안관찰에 의한 지표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지역에 대한 공사시행 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표 2> 지표조사결과 현황
조사기관

유적
번호

문화유적

1

분포지도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김천 광기리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고분군Ⅰ

396번지

면적(㎡) 유적 성격 조사기관 의견

292,200

비고

삼국시대

시굴조사

조사지역

고분

(2,364㎡)

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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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세 종 문 화 재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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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지역(

12

, 2005・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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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위치 및 지형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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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 상세범위도(S=1/2,000)

➛:사진촬영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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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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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토양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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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 지형분류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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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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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경(북서→남동)

사진 3. 조사지역(

)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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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지역 (

)전경(직상방)

사진 5. 조사지역 2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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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직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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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조사지역 3구역 (

)전경(직상방)

사진 7. 조사지역 1구역 서쪽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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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조사지역 1구역 북쪽 전경(북→남)

사진 9. 조사지역 1구역 북동쪽 전경(북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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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조사지역 1구역 동쪽 전경①(동→서)

사진 11. 조사지역 1구역 동쪽 전경②(북동→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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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조사지역 서쪽 구릉부 전경①(북→남)

사진 13. 조사지역 1구역 서쪽 구릉부 전경②(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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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조사지역 1구역 서쪽 구릉부 전경③(북→남)

사진 15. 조사지역 1구역 남쪽 전경(남서→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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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조사지역 2구역 전경(북서→남동)

사진 17. 조사지역 2구역 남동쪽 전경(남동→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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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조사지역 2구역 남쪽 전경(남동→북서)

사진 19. 조사지역 2구역 서쪽 전경①(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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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조사지역 2구역 서쪽 전경②(남서→북동)

사진 21. 조사지역 3구역 남쪽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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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조사지역 3구역 남동쪽 전경(남동→북서)

사진 23. 조사지역 3구역 남서쪽 전경(남서→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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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조사지역 3구역 북서쪽 전경(서→동)

사진 25. 조사지역 3구역 북동쪽 전경(동→서)

32

김천 광기리 396번지 일원 창고시설증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사진 26. 조사지역 3구역 동쪽 전경(북동→남서)

사진 27. 주변유적 – 김천 광기리 396-2번지 유적(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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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