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문화재연구원 지표조사보고서 2018-1책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 장례식장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18. 03.

재단
법인

동국문화재연구원

(본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는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

목

차

Ⅰ. 조사 개요… ····················································································································· 1

Ⅱ. 조사지역의 위치와 환경 … ························································································· 2
1. 자연・지리 환경 ·········································································································· 2
2. 역사 · 고고 환경 ········································································································· 3

Ⅲ. 조사 내용 ························································································································· 8
1. 문헌조사 ························································································································ 8
1) 조사대상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 ············································································ 8
2) 조사대상지역의 지명 유래 ······················································································ 9
2. 조사내용 ······················································································································ 11

Ⅳ.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 12
1. 조사결과 ······················································································································ 12
2. 조사단 의견 ················································································································ 12
Ⅴ. 관련 지도 ······················································································································ 14

Ⅵ. 관련 사진 ······················································································································ 20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 장례식장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Ⅰ. 조사 개요

1. 조사명 : 영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 장례식장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대상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

3. 조사경위 및 목적 : 이번 지표조사는 개인사업자(김문녀)가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에 추진 예정인 ‘장례식장’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것으로, 우리 동국
문화재연구원에 ‘국비 지원 지표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해당지역의
매장문화재 유무 또는 그 가능성을 지표, 지형 그리고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이
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조사면적 : 3,979㎡

5. 조사기간 : 2018. 02. 26. ~ 2018. 03. 02.(- 사 전 조 사 : 2일,
- 현 장 조 사 : 1일, -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2일)

6. 지표조사기관 : (재)동국문화재연구원

7. 조사의뢰기관 : 김문녀(사업시행자)

8. 조사단구성
조 사 단 장

: 김 호 종 (동국문화재연구원 원장)

조 사 위 원

: 권 두 규 (동국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책임 조사원

: 장 용 석 (동국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 신 순 철 (동국문화재연구원 조사팀장)

사

원

준 조 사 원

: 황 신 영 (동국문화재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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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대상지역의 주변 환경

1. 자연 ․ 지리 환경1)
영천시(永川市)는 경상북도의 남동쪽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포항시와 경주시,
서쪽은 경산시와 대구광역시, 남쪽은 청도군, 북쪽은 군위군․청송군과 접하고 있다.
위경도상으로는 동경 128° 42′∼129° 09′, 북위 35° 49′∼36° 49′에 해당한다.
영천지역은 경상분지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중생대 백악기 때의 화산활동으로 퇴적
물이 쌓여서 형성된 지층, 즉 하양층군에 속해 주로 퇴적암이 분포한다. 신생대 초기
에 이를 관입한 심성암의 활동으로 형성된 화강암도 일부 나타난다.
영천시의 전체적인 지세는 완전한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동쪽 경계는 태백산맥
남쪽여맥에 해당하며, 이 부근에서 산세가 약해져서 운주산(雲住山;806m), 도덕산(道
德山; 703m), 관산(冠山; 394m) 등의 낮은 산맥으로 이루어져있다. 서쪽으로는 화강
암질의 팔공산(八公山; 1,193m) 지괴가 있다. 남쪽 경계는 침식에 강한 분암류로 된
금박산(金泊山; 432m), 구룡산(九龍山; 675m), 사룡산(四龍山; 685m) 등의 지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보현산(普賢山;1,124m)을 주봉으로 하여 화산(華山;
828m), 수석봉(水石峰; 821m), 모자산(母子山) 등이 동서방향으로 이어져 있어 완전
한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산맥으로 이루어진 경계에는 갑령(288m), 노고재(502m),
시치재(195m) 등 유명한 고개들이 있다.
분지의 중앙부는 대체로 주위가 수성암으로 된 저산성 구릉지이고, 금호강과 그 지
류가 흐르며, 하천 유역에는 금호․영천․주남 등 비옥한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분지의
저지는 대부분 중생대 경상계의 퇴적암층으로 이루어진 낮은 구릉지로서, 야산으로
남아있거나 밭농사에 이용되고 있다. 하천연변의 충적평야는 주요 논농사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하천은 동부와 남부를 남서류하는 금호강(琴湖江), 남부를 서류하는 북안
천(北安川), 북부에서 남류하는 고현천(古賢川), 중앙을 서류하는 고촌천(古村川), 서
부를 남동류하는 신녕천(新寧川) 등이 있다. 낙동강의 대지류인 금호강(琴湖江)은 영

1)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 8, 『영천 지방도 909호선 확장공사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대경문화재연구원, 2005, 『영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성림문화재연구원, 2008,『영천 덕암리 신라묘군』
영남대학교박물관, 2010,『상주-영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영천시·대구대학교박물관, 2001,『문화유적분포지도-영천시-』
영천시청·금호읍사무소․청통면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8,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영천 임고지구) 문화재 지표조사결과보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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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분지의 물을 집수하여 낙동강으로 배수한다. 이 강의 주요지류인 자호천(紫湖川),
고촌천, 신녕천, 고현천 등은 분지 중앙인 영천시 부근에서 모두 합류한다. 이 가운데
신녕천은 신녕면 시루봉에서 발원하여 부산리에서 동쪽으로 꺾이고, 신녕면을 관류하
면서 충적평야를 형성한다. 그리고 다시 청통면과 화산면과의 경계를 이루면서 동남
류해 도심지에서 고현천과 합류하여 도심지 서단에서 금호강으로 흘러든다.

2. 역사 ․ 고고 환경

1) 역사 환경2)

영천지역은 화산면 연계리와 금호읍 어은리에서 발견된 각종 청동제품으로 미루어
보아, 청동기 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었던 사실은 자양면 용산리의 지석묘3)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서도 소국이 등장하였는데, 《삼국사기》에 의하면 변진 24국의 하나인 호
로국(戶路國)과 골벌국(骨伐國)이라는 소국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 나라는 조분
이사금 7년(236) 신라에 병합되어 군현체제에 들어가 절야화군(切也火郡, 지금의 영
천)과 사정화현(史丁火縣, 지금의 신령면)이 되었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신라본기〉
2, ‘조분왕 7년(236년)조’에서 보이는데, 골벌국의 왕 아음부(阿音夫)가 신라에 항복해
와 집과 땅을 주어 살도록 하였다는 기록과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신령지역은 신라
의 진출 이전에 골벌국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후에도 하나의 읍락으로 기
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 사로국의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으므로 지증왕 5년(504)에는 이곳에 골화성(骨火城)이 축조되기도 하였다. 법흥왕
18년(531)에는 왕명으로 제방수리시설이 이루어져 536년에 청제(淸堤)라는 저수지가
축조되어 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경덕왕 16년(757)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절야화군
과 사정화현은 각각 임고군(臨皐郡)과 신령현으로 개명되어 양주(良州)에 속하였다.
당시 이 지역은 임고군을 중심으로 장진현(長鎭縣, 지금의 경주시 북쪽), 임천현(臨川
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경부고속철도 대구-경주 건설구간 영천 신광리유적』
, 2005, 『경부고속도로 동대구-경주 확장구간 영천 본촌동유적』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 8, 『영천 지방도 909호선 확장공사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대구대학교박물관, 2001,『문화유적분포지도-영천시-』
성림문화재연구원, 2007, 『영천 해선리 옹기가마 유적』
영남대학교박물관, 2003,『신령 왕산리 유적-영천 상수도수원지이설 확장공사부지내 유적-』
영천시청․금호읍사무소․청통면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한글학회, 2006, 『한국지명총람 6(경북편Ⅲ)』
3) 윤용진, 1978, 『영천 용산동 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영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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縣, 지금의 임고면), 도동현(道洞縣, 지금의 영천읍), 신령현(新寧縣, 지금의 신령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삼국사기》34, 〈지리지〉1, ‘임고군조’의 기사는 신령지역에 대한 역사기록으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다.
臨皐郡本切也火郡景德王改名今永州嶺縣五長鎭縣今竹長伊部曲臨川縣助賁
王時伐得骨火小國置縣景德王改名今合屬永州道同縣本刀冬火縣景德王改名今合屬永州
新寧縣本史丁火縣景德王改名今因之繩白縣本買熱次縣景德王改名合屬新嶺縣

기록으로 볼 때 골화국(骨火國) 또는 골벌국이라는 소국이 영천지역에 있었으며, 이
것이 있었던 것은 경덕왕 때 장진현(長鎭縣)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삼국의 쟁패기에 들어서 이 지역은 경주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왕건과 견훤의 관
심이 집중된 지역이었다. 경애왕 2년(925) 고울부(高鬰府)의 장군 능문(能文)이 왕건
에게 항복하자 그 지역이 경주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크게 우대되었다. 927년 견훤
이 신라를 공격할 때에도 이 지역은 양대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다. 고려 초에 임고군
과 도동현, 임천현이 합하여 영주(永州)가 되었는데, 고울군(高鬱郡)이라고도 하였다.
성종 14년(995)에 자사(刺史)가 파견되었으며, 현종 9년(1018) 동경유수관(東京留守
官)의 속읍이 되었다. 명종 2년(1172) 감무가 처음 임명되었고, 고종 21년(1234) 이전
에 지주사(知州事)로 승격되었다. 고종 20년(1233)에 경주와 함께 민란을 일으켜
1235년에는 감무로 격하되었다가 곧 지주군으로 다시 승격되었다. 충숙왕 복위 4년
(1335)에 이지은소(梨旨銀所)가 현으로 승격하였고, 속현이던 신령현에도 공양왕 2년
(1390)에 감무가 임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에 이어 영주군과 신령현으로 나뉘어오다가, 태종 13년(1413) 영
주군이 영천군(永川郡)으로 개명되었다. 신령현은 연산군 3년(1497)에 현의 향리들이
현감의 악정 때문에 도망을 가자 한때 해체되기도 하였는데, 이후 연산군 9년(1503)
신령현이 부활하였다.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영천성 전투가 벌어지
기도 하였다.
근대에 들어 1895년 영천과 신령이 모두 군이 되어 대구부에 속하였으며, 1896년
경상북도 영천군과 신령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신령군이 영천군에
흡수되었고, 193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화북면과 고경면이 만들어졌다. 1937년
영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71년 화북면에 삼창출장소가 설치, 1973년 금호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1년 영천읍이 영천시로 승격,분리되었다. 1986년 화북면 삼
창출장소가 화남면으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영천시와 영천군이 다시 통합되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1998년 영천시 조례에 따라 교동과 대전동의 대전 및 서산을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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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부동으로 하고, 명산동과 대전동의 오미를 중앙동으로 편입하며, 주남동, 봉작
동, 영도동을 통합하여 남부동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영천시는 1읍 10면
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고고 환경4)
영천지역의 고고학적인 조사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금호읍 어은동에
서 호형대구를 비롯한 청동유물의 일괄 수습으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지석묘와 수혈주거지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청동기시대부터는 인간의 거주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천시 본촌동, 금호읍 구암리․석담리․호남리 지석묘와 어은리 청동기 유적,
대창면 오길리․운천리․조곡리․직천리 지석묘군, 북안면 고지리․도천리․명주리․북리․신리․
신대리․유상리․임포리 지석묘, 자양면 용산리 지석묘5), 고경면 청정리 유적6)을 비롯하
여 여러 곳에 유적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한 화산면 연계리에서도 각종 청동제품이
발견된 바 있다.
지석묘의 경우 금호강의 지류를 따라 약 29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7) 자양천 연안
의 선상지 상에 분포하는 용산동 지석묘군8)은 당시 10여기의 지석묘 중 7기가 발굴
되었으며, 대부분 포석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하부구조는 지상석곽형(地上石槨形)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생활유적인 고경면 청정리 유적은 1998년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또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
구간 내 음양리 발굴조사9)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가, 북안-고경간 도로확장 공
사로 북안면 신리리10)에서는 주거지 6기가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고경면 용전리에서
는 청동유물이 일괄 신고됨에 따라 긴급수습조사를 통해 목관묘 1기가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 청동꺽창․꺽창집․청동노기․동전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11)
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영천 은해사 거조암』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 8, 『영천 지방도 909호선 확장공사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대구대학교박물관, 2001,『문화유적분포지도-영천시-』
성림문화재연구원, 2008, 『영천 덕암리 신라묘군』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영천 청정리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8,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영천 임고지구) 문화재
지표조사결과보고서」
5) 윤용진, 1978, 『영천 용산동 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영천군)
6)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영천 청정리유적』
7) 김광명, 2003, 「경북지역의 지석묘」, 『지석묘 조사의 새로운 성과』, 한국상고사학회
8) 자양면 ‘용산리 지석묘’임. 윤용진, 1978, 『영천 용산동 지석묘 발굴조사보고서』(영천군)
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구간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음양리․사리․
수성리․현내리․다산리유적10) 경북과학대박물관, 2005, 「영천 북안-고경간 도로확장구간 내 문화유적 수습발굴조사 약보고서」
경북과학대학박물관․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2007, 『영천 북안-고경간 도로확장구간내 영천 신리리
유적』
11) 국립경주박물관, 2004, 「영천시 고경면 용전리 1297-2번지 목관묘 긴급수습발굴조사」
, 2007, 『영천 용전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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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유적으로는 고경면 논금리․대성리․덕암리․덕정리․용전리․칠전리․도암리12)․청
정리 고분군13) 등을 비롯하여 금호읍, 대창면, 북안면, 신령면, 임고면, 청통면, 화남
면, 화북면, 화산면 등 영천시 곳곳에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완산동 고분군, 왕산리 고분군, 화남리 고분군 등이 있다. 특히 완산동 고분군의 경
우, 지표조사 결과 직경 20m 이상의 대형분 수십기가 확인되고 있다.14) 신령면 왕산
리 고분군은 2000년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9기의 석실묘와
4기의 석곽묘 이외에 고려～조선시대의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15) 고경면 사리 유적
은 2002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삼국시대 석실묘
11기와 고려․조선시대 건물지와 우물 등이 조사되었다.16) 신령면 화남리 고분군은 지
표조사를 통해 직경 10～12m 내외의 봉토분 80여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성림문화재
연구원에 의해 2007년 6월 11일～2007년 8월 21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5월 12일～2011년 3월 25일까지 발굴조사를 진행․완료하였다. 그 결과 삼국
시대 목곽묘 31기, 석곽묘 241기, 석실묘 88기, 토광묘 2기, 석곽옹관묘 9기, 유물부
장곽 1기, 매납유구 1기 등 총 37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유개고배․일단투
창고배 등의 토기류, 찰갑․재갈 등의 철기류, 태환․세환이식 등의 금공품류와 경식류
등 약 5,000여점이 출토되었다.
영천 신광리 유적은 2003년 5월～10월 4일까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하
였는데, 삼국시대 고상식 건물지 4동과 수혈 3기가 확인되었다.17) 그리고 영천 덕암
리 신라묘군 유적은 성림문화재연구원에서 2006년 8월 31일～2006년 10월 9일까지
조사하였으며, 횡혈식 석실 1기와 횡구식 석실 2기, 조선시대 토광묘 1기, 근대 토광
묘 4기 등이 확인되었다.18) 완산동 고분군Ⅲ은 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2021년 8월 3
일～2013년 1월 9일까지 긴급조사하였는데, 적석목곽묘 및 목관묘 등이 확인되었
다.19) 이외에도 영천시의 곳곳에는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들이 분
포하고 있다.
영천지역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는 2001년 대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
졌다.20) 조사대상지역의 주변 유적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12) 송의정․한도직, 1995, 「영천군 도암리 석곽묘와 출토유물」, 『고대연구』4
13)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영천 청정리유적』
14) 대구대학교박물관, 2001,『문화유적분포지도-영천시-』
15) 영남대학교박물관, 2003,『신령 왕산리 유적-영천 상수도수원지이설 확장공사부지내 유적-』
16)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신설구간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음양리․사
리․수성리․현내리․다산리유적1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경부고속철도 대구-경주 건설구간 영천 신광리유적』
18) 성림문화재연구원, 2008, 『영천 덕암리 신라묘군』
19)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영천 완산동고분군Ⅲ 내 유적 긴급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20) 대구대학교박물관, 2001,『문화유적분포지도-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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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주변유적현황
순
번
1

유적명

오수동 유물산포지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
2

선전철 제4공구(오수동유물
산포지)내 유적

3

영천 성내동 유물산포지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

4

(1km 이내 유적, 이격거리별 현황)

선전철 제4공구(영천 화룡동
2 및 성내동)내 유적

5

영천 금노동 유물산포지

6

화룡동 유물산포지

7

영천 오수동 유물산포지1

8

영천 쌍계동 유물산포지

소재지

시대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7931
번지 일원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영천시

화룡동

793-1번지 일원
경상북도

영천시

성내동

247-56번지 일원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영천시

화룡동

863-10번지 일원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50-3
경상북도 영천시 쌍계동 355
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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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삼국~조선

지역 일부

고려

143

삼국~조선

552

삼국
고려

630

조선

573-1번지 일원
경상북도

거리(m)

포함

253-1전 일원
경상북도

이격

삼국

760

조선

896

삼국~조선

560

청동기
삼국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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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 내용

1. 문헌조사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로서, 조사대상지역 내
에 기 보고된 유적은 오수동 유물산포지가 있다(지도 3・4 참조). 조사대상지역 경계
로부터 500m 이내에 문화유적 분포지도 및 문화재 GIS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도지정
문화재는 없으며, 500m 이내에는 오수동 유물산포지와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
선전철 제4공구(오수동 유물산포지)내 유적이, 1㎞ 이내에는 영천 성내동 유물산포지,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영천 화룡동2 및 성내동)내 유적, 영천
금노동 유물산포지, 화룡동 유물산포지, 영천 오수동 유물산포지Ⅰ, 영천 쌍계동 유물
산포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지도 3・4, 표1 참조).

1) 조사대상지역 주변 문화재현황

(1) 조사대상지역 주변 문화재 현황(500m 내 문화재 현황)

(a) 오수동 유물산포지21)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7931번지 일원
▷ 성격 / 시대 : 유물산포지/ 삼국시대, 통일신라, 조선시대
▷ 조사대상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 조사대상지역내 포함
▷ 위치 및 현황 : 하양에서 영천으로 진입하는 4번 국도의 영양교를 건너기 전 국도
와 접한 남쪽부분으로 오수동 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호강변으로는 소규모 공장
들이 금호읍과의 경계부분까지 길게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오수동
마을의 남서쪽 부분으로 영천 시가지의 서편에 위치하는 유봉산(243m)의 북동쪽 끝
자락 구릉 말단부와 금호강의 하안충적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밭으로 개간
되어 있다. 이곳 밭에서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 기와
편 등이 산포하고 있다.
(b)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오수동 유물산포지)내 유적22)
21)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10, 「대구선-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변경 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
22) (재)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대구선 복선전철 제4공구(영천 오수동 유물산포지) 내 유적 문화재 지
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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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253-1전 일원
▷ 성격 / 시대 : 생산유적, 경작유적, 분묘/ 고려시대, 근・현대
▷ 조사대상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 조사대상지역과 143m 이격
▷ 위치 및 현황 : 고려시대 기와가마 1기와 회구부 돌출구 각 1기가 조사되었다. 가
마는 완만한 구릉의 말단부에 축조된 지하식 등요이며, 잔존길이는 약 14m 이다. 회
구부는 돌출구 형태의 평면형태를 이루고 규모는 길이 550㎝, 너비 200〜80㎝, 깊이
28㎝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기형이 일그러졌거나 와편
이 융착된 것 등이 출토되었는데 폐기품으로 추정된다. 연소부는 평면형태가 반원형
이고 소성부와 단을 이루며 구분된다. 소성부는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00㎝, 너비 240㎝, 바닥 경사도는 약 10°이다.
연도부는 소성부 말단에서 너비가 좁아지면서 길게 뻗어있고 바닥은 급경사를 이룬
다. 너비는 88㎝이고 깊이는 37㎝이다. 배연부는 생토면을 단면 ‘ㄴ’자형으로 굴착하
고 바닥의 가장자리를 따라 할석을 3〜4단 가량 놓았다. 내연부 내부에서는 장대석 1
매가 연도부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눕혀져 확인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80㎝, 너비 26
㎝, 두께 15㎝이다. 노출상태로 보아 가마 폐기시점에 이르러 굴뚝 내부로 함몰된 것
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평기와류 69점이 출토되었는데, 소성부에서 28점, 회구부 돌
출구에서 22점, 상부수습 19점 이다. 기와의 문양은 격자문과 무문양이 주종을 이
룬다.
경작유구인 ‘밭’은 조사구역 북서-북동쪽 일대에 대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랑의
규모는 최대길이 560㎝, 너비 30〜8㎝, 깊이 15〜5㎝ 내외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
았으나 유구가 조성된 풍화암반층에서 고려시대 초기 기와가마가 지하식으로 조성된
점을 감안하면, 밭의 조성시기는 고려시대 초기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근・현대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지역의 지명유래23)
(1) 오수리
본래 영천군 산저면의 지역으로서 오수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
라 오수동(리)이라 하여 청통면에 편입되었다.
오수동은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다섯 그루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나무는 50년대
까지 있었으나 어느 해 심한 태풍으로 인해 물길에 파여졌다고 한다. 원래의 명칭은
청통(淸通)이며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간다고 뜻이다. 이 마을은 원래 역촌(驛村)으로
발달한 마을로 영천성(永川城)밖에 위치하며 여러 문헌에도 청통역이라 기록되어 있
다. 근대 행정체제가 확립되면서 산저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산저면은 폐지되고 신설된 청통면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1983년에는 다시 영천시에

23) 한글학회, 2005,「한국지명총람5-경북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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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어 읍면에 해당되는 교동(校洞)에 속한다.
▷ 다룬갱이(무르미) 【더미】 : 오수 남쪽 유봉산(군 산천) 기슭에 있는 더미.
▷ 당고개 【고개】 : →땅고개.
▷ 땅고개(당고개) 【고개】 : 오수 서남쪽에서 금호면 원제리 야스골로 넘어가는 고개. 서낭당
이 있었음.
▷ 무르미 【더미】 : →다룬갱이.
▷ 수용소 【마을】 : 오수 남쪽에 있는 마을. 나환자들이 살고 있음.
▷ 신기들 【들】 : 오수 서북쪽에 잇는 들.
▷ 영양교 【다리】 : 쌍계리의 ‘영양교’.
▷ 오수 【마을】 : →오수리.
▷ 오수못 【못】 : 신기들 남쪽에 있는 못.
▷ 옻새미골 【골】 : 땅고개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옻샘이 잇음.
▷ 옻샘 【우물】 : 옷새미골 어귀에 있는 샘. 물이 차서 옻 오른 데 씻으면 좋다 함.

- 10 -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 장례식장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 내용
이번 지표조사는 사업시행자(김문녀)가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
(3,979㎡)에 추진 예정인 ‘장례식장’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것으로, 조사대상지역은 ‘오
수동 유물산포지’ 내에 포함되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유적의 매장 및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업시행전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라는 문화재청의 조치사
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우리 동국문화재연구원에 ‘국비 지원 지표조사’를 신청하였
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지역 내부를 조사원이 도보로 육안관찰하면서 정밀지표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사진을 촬영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로서, 경
산시 하양읍에서 4번 국도를 따라 영천시 금호읍으로 진입하면 교대사거리-금호교차
로에 다다르면 35번 국도와 냉천교차로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나타나며, 여기서 냉천
교차로-영천경찰서 전방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계속 가면 영남대학교
영천부속병원이 도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동쪽에 접해 조사당시 나대지 및
답, 전으로 사용중인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다. 조사대상지역의 동쪽에 접해 영천교회
가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약 400m 정도가면 고현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금호강과 합수하여 경산, 대구방향으로 흘러간다.
조사대상지역인 ‘장례식장’ 신축예정부지는 최근까지 나대지, 답, 전으로 이용되었
던 곳으로서, 현재 남동쪽에 위치한 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매립석이 1m 정도
덮여있는 상태다.
지표조사 결과, 매립석이 덮여있는 지점에서는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나(지도 5), 남쪽에 전으로 이용되는 지점에서는 두 군데 지점에서 조선시대
자기편들이 채집(304・305 전)되었다(지도 4, 사진 3-5, 7・8 참조). 그리고 조사대상
지역 500〜1㎞ 이내에도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는데, 영천 성내동 유물산포지(이격
거리 552m),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영천 화룡동2 및 성내동)내
유적(이격거리 630m), 영천 금노동 유물산포지(이격거리 760m), 화룡동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896m), 영천 오수동 유물산포지Ⅰ(이격거리 560m), 영천 쌍계동 유물
산포지(이격거리 830m) 등이 분포하고 있다(표1, 지도 3, 사진 9 참조).
따라서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다수의 조선시대 자기편이 채집되는 점과 주변지역에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지역 내에도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분
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대상지역(3,979㎡)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 시굴조사
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11 -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 장례식장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Ⅳ.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1. 조사결과
이번 지표조사는 사업시행자가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3,979
㎡)에 추진 예정인 ‘장례식장’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것으로, 조사대상지역은 ‘오수동
유물산포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
지표조사 결과, 매립석이 덮여있는 지점에서는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나(지도 5), 남쪽에 전으로 이용되는 지점에서는 두 군데 지점에서 조선시대
자기편들이 채집(304・305 전)되었다(지도 4, 사진 3-5, 7・8 참조). 그리고 조사대상
지역 500〜1㎞ 이내에도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는데, 영천 성내동 유물산포지(이격
거리 552m),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영천 화룡동2 및 성내동)내
유적(이격거리 630m), 영천 금노동 유물산포지(이격거리 760m), 화룡동 유물산포지
(이격거리 896m), 영천 오수동 유물산포지Ⅰ(이격거리 560m), 영천 쌍계동 유물
산포지(이격거리 830m) 등이 분포하고 있다(표1, 지도 3, 사진 9 참조).
따라서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다수의 조선시대 자기편이 채집되는 점과 주변지역에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지역 내에도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분
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대상지역(3,979㎡)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 시굴조사
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조사단 의견
사업시행자가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3,979㎡)에 추진 예정인
‘장례식장’ 신축예정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매립석이 덮여있는 지점에서는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나(지도 5), 남쪽에 전으로 이용되는 지점에
서는 두 군데 지점에서 조선시대 자기편들이 채집(304・305 전)되었다(지도 4, 사진
3-5, 7・8 참조). 그리고 조사대상지역 500〜1㎞ 이내에도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는
데, 영천 성내동 유물산포지(이격거리 552m),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제4
공구(영천 화룡동2 및 성내동)내 유적(이격거리 630m), 영천 금노동 유물산포지(이격
거리 760m), 화룡동 유물산포지(이격거리 896m), 영천 오수동 유물산포지Ⅰ(이격거
리 560m), 영천 쌍계동 유물산포지(이격거리 830m) 등이 분포하고 있다(표1, 지
도 3, 사진 9 참조).
따라서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다수의 조선시대 자기편이 채집되는 점과 주변지역에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지역 내에도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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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대상지역(3,979㎡)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 시굴조사
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 1> 조사대상지역 현황 및 조사결과 (단위 : ㎡)
발굴조사면적

보존면적

총 면적

사업시행
면적

입회조사
면적

분포확인
조사면적

시굴

표본

정밀

일부
보존

이전
보존

3,979

.

.

.

3,97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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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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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조사대상지역 근세지도(1918년, 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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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조사대상지역 고지도(해동지도-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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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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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조사대상지역 범위도 및 유물채집 지점(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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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조사대상지역 지적도(축척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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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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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대상지역 전경(북서→남동)-매립석이 덮여 있음

사진 2. 조사대상지역 전경(남동→북서)-매립석이 덮여 있음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 장례식장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사진 3. 조사대상지역 남쪽 전경(서→동)-자기편 채집 지점

사진 4. 조사대상지역 남쪽 전경(남동→북서)-자기편 채집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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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조사대상지역 남쪽 전경(남동→북서)-자기편 채집 지점

사진 6. 조사대상지역 전경(남동→북서)-매립석이 덮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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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대상지역 내 유물채집1(조선시대 자기편)

사진 8. 조사대상지역 내 유물채집2(조선시대 자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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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오수동유물산포지)내
유적(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사진 10. 오수동 유물산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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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사업지역
내용 면 적
사업시행자
지표
조사

조사기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 장례식 사업기간
장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4필지
전체사업면적
3,979㎡
사업목적
지표조사면적
3,979㎡
기관명
연락처
김문녀(사업시행자)
고고ㆍ역사
분야
민속분야
수중분야
고건축분야
자연문화재

동국문화재
연구원

책임조사원
책임조사원
책임조사원
책임조사원
책임조사원

장용석

2018
장례식장 건립
010-9352-5445

조사원
준조사원
조사원
조사원
조사원
조사원

신순철
황신영

2018. 02. 26～2018. 03. 02.
조사기간
(사전조사 2일, 현장조사 1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2일)
조사비용 고고·역사
원 수중
원 고건축
원
*계약금액기준
분야 2,486,000원 민속
분야
분야
분야
주변
지정문화재 없음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오수동 유물산포지(조사지역내 포함),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오수동 유물산포지)내 유적(이격거리 143m) 등 다수(표 1 참조)
조사결과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 유적 있음
□
□ 유적 없음
기존
없음
조사 지상문화재
신규 없음
기존 있음
결과 매장문화재
신규 있음
기존 없음
건축물
신규 없음
기존 없음
민속자료
신규 없음

조사기관
종합 의견

경상북도 영천시 오수동 301-2번지 외 4필지(3,979㎡)에 추진 예정인 ‘장례식장’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매립석이 덮여있는 지점에서는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남쪽에 전으로 이용되는 지점에서는 두 군데 지점에서 조선시
대 자기편들이 채집되었다(사진 3-5, 7・8 참조). 그리고 조사대상지 500〜1㎞ 이내에
도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는데, 영천 성내동 유물산포지(이격거리 552m), 영천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제4공구(영천 화룡동2 및 성내동)내 유적(이격거리 630m), 영천
금노동 유물산포지(이격거리 760m), 화룡동 유물산포지(이격거리 896m), 영천 오수동
유물산포지Ⅰ(이격거리 560m), 영천 쌍계동 유물산포지(이격거리 830m) 등이 분포하고
있다(표1, 지도 3, 사진 9 참조).
따라서 조사대상지내에서 다수의 조선시대 자기편이 채집되는 점과 주변지역에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지 내에도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분포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조사대상지(3,979㎡)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
합니다.
문화재청장 귀하

2018년 03월
기관명 : (재)동국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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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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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유적
조사의견
구분
면적
연번 유적명
소재지
비고
(㎡) 시대 종류 기 신 의견 조사
사유
존 규 구분 면적
(㎡)
조사대상지내
영천시 오수
에서 조선시대
동 301-2번 경상북도 영천시
다수
생활 ○ ・ 시굴 3,979 자기편
1 지 외 4필지 오수동 301-2번 3,979 (추)조
산포,
조선시
선시대 유적
조사
대 관련 생활
장례식장 신 지 외 4필지
유적이 분포할
축부지 유적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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