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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북면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 공장건립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경주 천북면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 공장건립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경주 천북면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 공장건립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 조사경위 및 목적
이번 조사는 (주)씨이지산업이 경상북도 경주 천북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공장건
립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이다. (주)씨이지산업은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의거 문
화재의 분포유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지표
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의 보
존·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
○ 조사면적 : 29,020㎡(약 8,778평)
○ 조사기간 : 2018년 3월 13일 ~ 2018년 3월 19일(총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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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병 록(세종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

사

원 : 서 경 민(세종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 준 조 사 원 : 윤 선 영(세종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 조사의뢰자 : (주)씨이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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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1)
조사지역이 위치한 경주시는 경상북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의 발생으로부터 멸망
할 때까지 王都의 기능을 하였다. 시의 북쪽은 포항시, 영천시와 접하고, 남쪽은 울산광역시, 동
쪽은 동해 그리고 서쪽은 경산시, 청도군과 접하고 있다. 동경 128°58′～ 129°31′, 북위 35°39′～
36°04′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324.39㎢, 행정구역은 4읍 8면 11동 186법정리동 305행
정리 325통 3,918반(2013년 현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263,663명(2013년 현재)이고 연평균
기온은 13.2°, 연강수량은 982㎜이다.
지형은 100m 이하의 저지와 100～200m간의 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산강
지구대에 속해있다. 태백산맥 동사면에서 동해 영일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동서방향의 형산강이
만드는 저지와 울산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태화강의 지류인 남북방향의 동천이 만드는 저지와 연
결되어 있다.
경주의 지형은 크게 셋으로 구분되는데 동부를 관통하는 동대산계에 의하여 해안지방, 평원지
방, 서부는 단석산계에 의하여 형성된 산악지방으로 구분된다. 동대산계의 동부는 양남, 감포를
포함한 해안지방으로 대체로 경사가 급하고 산악이 중첩하여 하천 유역이 짧고 평야가 협소하며,
단석산계의 서부는 산악지방으로 낙동강 하류에 속한다. 양산계의 중간은 형산강이 관통하여 안
강, 건천, 내남은 3대 평야를 형성하여 도내 유수의 농업지대를 이루고 있고, 중심지역은 시가지
를 형성하고 있다.
산지는 네 개의 산맥 즉, 주사산맥, 금오산맥, 동대산맥, 비슬산맥으로 나뉜다. 『동경통지』에
의하면 ‘경주의 산은 북에서 서로 굽이치면서 가지가 생겨나고 남으로 지나고 동으로 돌면서 다
시 나뉘어져 그 동과 서 사이로 넓은 평원을 이루었고,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그
리고 ‘북쪽으로는 마북, 비학, 성현, 자옥, 달성, 북형, 사라, 금강산 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선
도, 고관, 주사, 지화, 여근, 단석, 울개산 등이 있다. 남쪽으로는 복안, 열박, 묵장, 치술, 고위,
금오산 등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성령, 건대, 화산, 토함, 추령, 함월, 시령, 팔조, 명활, 낭산 등
이 있다’고 하였다.
경주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에 속하는 불국사통이라는 화강암이 낙동통 하부로부터 품어 오
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태백산계의 남북구조선과 동서구조선의 교차점에서 형성된 화강암의 침
식분지 상에 위치한 것이 이 지역이다. 이른바 불국사통은 경주시의 중심부에서 불국사 사이에
분포된 일대를 말하며, 이 지역의 지질은 혈암, 사암, 조면암 등이 흔히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형산강의 본 지류를 따라서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어 지세가 매우 비옥하며 벼농사 및 보
리 등의 이모작이 가능한 지질이다. 임야지의 토양에서 나타나는 사양질, 식양질 토양의 전체의
1) 유적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慶州市史編纂委員會, 2006, 『慶州市史Ⅰ』.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반현황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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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를 차지하며, 경작지에 분포된 사양질, 미사식양질의 토양은 6.3%를 차지한다. 임야는 배
수가 양호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양질, 식질은 5.6%의 분포를 보이며, 거주와 경작이 주로 이
루어지는 경주시의 평야는 경주평야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체면적은 43㎢이다. 이
처럼 경주의 자연환경은 토양이 비옥하고 두 해류가 만나는 곳의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는 등
지질, 기후, 풍토의 모든 조건이 인류의 삶과 생물의 발육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慶尙盆地地體에 속하고, 양북면 어일리․범곡리와 천북면은 포항분지지체에 속한다. 경상분지 지
역은 경상계의 퇴적암층을 뚫고 관입한 佛國寺貫入岩層으로 화강암과 반암이 주로 분포한다. 포
항분지 지역은 신생대 제3기에 형성된 지층으로 화성암, 수성암, 역암, 사암, 응회암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으로, 남북방향의 경주
-포항간 국도7호선과 동서방향의 건천-포항간 국도 20호선 만나는 북경주IC의 남동쪽 구릉지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조사지역 동쪽의 나리지와 소리지 사이의 곡저평야를 제외한 삼면이 북
쪽의 황학산(194.6m)과 서쪽의 골산(141.3m)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조사지역은 골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 해발 95∼135m 내외의 비교적 완만한 구릉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토
양은 구릉부는 암쇄토, 곡부는 하천에서 침식된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도면 5 참조). 지질
은 하부연일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도면 7 참조).

2. 고고⋅역사적 환경2)
경주는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넓지 않은 분지와 발달된 하천을 무대로 하고 있어 일찍
부터 사람들의 정착생활에 유리하였다. 여기에 여섯 방향으로 형성된 산과 계곡은 고대로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교통로의 발달을 가져와 한반도 동남부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배경으로 구석기시대 이래 인간의 생활이 시작된 경주는 신석기ㆍ청동기시대의 선사시대와 삼국
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
하였다.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감포읍 감포관광단지 조성부지에서 혼펠스제 박편이 채집된 바 있고
경주 감포읍 대본리에서 후기구석기시대의 석기류와 문화층이 확인되는 등 내륙의 경주평야보다
는 동해안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1990년대 이후로 점차 보고가 늘고 있으나 소규모로 확인되며 대부분 하
천과 바다에 연한 평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양남면 하서리, 월정교지 남편 농지의 선사문화층에
서는 빗살무늬토기, 황성동 267번지 유적에서 영선동식토기, 왕정1곡 제1사지(傳 인용사지)에서
흑요석제 타제석기 1점, 봉길리 13-1번지 유적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2) 유적의 고고‧역사적 환경은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1997, 『慶州遺蹟地圖』.
慶州市⋅國立慶州博物館,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 -慶州市-』.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2권, 142쪽.
윤순옥‧황상일, 2001, 「한국 남동부 경주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선사 및 고대의 인간생활」 『國家形成期 慶州와 周邊地域』,
(학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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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의 유적은 기존 알려진 지석묘 외에도 많은 발굴조사를 통해 취락 및 이와 관련한
유물산포지 등이 조사․보고되었는데, 입지상으로는 하천변의 자연제방과 완만한 소구릉에 위치한
경우로 구분된다. 하천변에서 확인되는 유적으로는 황성동유적, 재매정 하층유적, 구황동 황룡사
지 전시관부지 유적을 들 수 있으며, 구릉에 입지한 유적은 탑동, 사라리, 석장동, 천군동, 화곡
동, 조양동 마동769번지 유적, 강동면 인동리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형산강변에 위치한 석장동
의 금장대에서는 암각화가 조사된 바 있다.
원삼국시대 이후 시기의 유적들은 현 시가지와 주변 구릉일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國의
출현을 입증해주는 수장묘가 경주권에서 다수 출현한다. 특히 조양동, 구정동, 건천읍 사라리, 안
강읍 안계리, 강동면 인동리, 죽동리, 입실리 등에서 세형동검과 각종 청동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이 시기의 취락유적은 황성동 유적이 대표적이다.
경주는 신라의 발상지이며, 그 도읍지로 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B.C
57년 六村이 朴赫居世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고 국호를 徐羅伐, 斯盧 또는 斯羅로 하였다. 제15
대 307년(기림왕 10년) 국호를 新羅로 칭하다가 제22대 503년(지증왕 4년) 국호를 新羅로 확정
하였다. 신라시대에는 경중에 178,936戶가 1,360坊에 나뉘어 살고 있었으며 35채의 金入宅, 四
節遊宅의 호화 주택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성중에는 한 채의 초가도 없었으며 기와집이 서로
처마를 이었고, 노래와 피리 소리가 거리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신라는 지증왕과 법흥왕을 거쳐 진흥왕에 이르러서 사회, 정치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문무왕대에 이르러서는 660년과 668년에 각각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하고, 676년에는 당나라 군
대를 한반도에서 축출하면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룩한다.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 경주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유적으로는
왕궁 및 왕경과 관련된 월성, 왕경유적, 관방시설인 남산신성, 명활성, 부산성, 종교시설인 흥륜
사, 영묘사, 감은사, 사천왕사, 불국사, 석굴암, 남산유적과 같은 여러 사찰과 수많은 석불, 석탑,
부도 등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제도의 빈번한 개편에 의한 강등으로 명칭의 변화, 통치지역의 변동 등 변화
가 무상했으나 영남지방 행정 중심지의 지위는 불변이었다. 935년(태조 18년) 신라가 고려에 병
합되던 해 경주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940년경에는 경주 사도독부(경주시행정부), 안
동대도호부(영남지방의 행정부), 동남해도도부서사(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했으나 줄곧 경주에 있었고 겸직이었다. 987년(성종 6년) 동경으로 개칭하고 유수관을 두
었다. 1204년(신종 7년) 반란사건으로 경주지사로 강등되었다가 1219년(고종 6년) 다시 동경이
되었다. 1308년(충렬왕 34년) 계림부로 개칭하고 부윤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8도체제의 확립에 따라 경상도 감영이 설치되었으며, 1408년(태종 8년)
경상도 감영이 상주로 옮겨지지만, 안강, 기계, 자인, 신광 등 4개 현을 속현으로 두게 된다.
1413년(태종 13년) 계림부가 경주부로 환원되자 경상좌도의 감영이 설치되며 1466년(세종 12년)
에는 진관체제에 따라서 경주진관이 설치되고 경주부윤은 병마절제사를 겸직하게 된다. 1601년
(선조 34년)에 이르러 경상도 감영이 대구부에 설치되면서 경주부는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되었으
며, 1650년(효종 1년)에는 경주목으로 강등되었다가 1659년(현종 원년)에 다시 경주부로 승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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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부윤이 파견되었고, 1667년(현종 8년)에는 판관을 두었다가, 1671년(현종 12년)에는 안동부와
함께 판관직이 폐지되었다. 이후 1679년(숙종 5년)에 이르러 다시 경주부로 승격된 이후로는 계
속 제도가 유지되어왔다. 1895년 갑오경장으로 지방관제가 개편되어 8도 23부로 바꿀 때 부에서
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896년 13도제 실시로 경상북도 경주군으로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읍ㆍ면제 시행에 따라 다시 경주읍으로 승격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1955년에는 경주읍과 주변의 내동면, 천북면, 황성리, 동천리, 용강리, 내남면 탑리가 통합되면서
경주시로 승격되었고, 군 명칭을 월성군으로 개칭하였다. 1989년 월성군이 다시 경주군으로 개칭
되었으며, 1995년 경주군과 경주시를 통합하여 오늘에 이른다.
조사지역 주변유적으로는 북서쪽으로 약 400m 떨어져 본 연구원이 발굴조사한 ‘경주 화산리
산185-1번지 유적3)’이 위치하는데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4동이 조사되었고, 북동쪽으로 약
550m 떨어져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발굴조사한 ‘경주 화산리 973-1번지 유적4)’에서는 청동기시
대 수혈 2기가 조사된 바 있다. 또 같은 북동쪽 약 600m 거리에는 사적 제241호인 ‘경주 화산
리 회유토기 요지’가 위치하는 등, 조사지역 반경 약 1㎞ 내에 청동기~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
및 고분・분묘유적, 생산유적 등의 다양한 유적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Ⅲ. 조사내용
1. 문헌조사
1) 주변지역의 문화재 현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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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적 명

행정구역

시대

유적성격

이격거리

1

경주 화산리 산185-1번지 유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85-1번지
(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청동기

주거유적

북서쪽
약 400m

2

경주 화산리 973-1번지 유적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73-1번지

청동기

주거유적

북동쪽
약 550m

3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사적 제241호)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30전~950답 일원

통일신라/
발해

요지

북동쪽
약 600m

4

경주 화산리 1032-2번지 유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1032-2번지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조선

주거유적

동쪽
약 800m

942-1전,

3) 世宗文化財硏究院, 2014,『慶州 花山里 山176-8番地 遺蹟·山176-8番地 遺蹟』.
4) 新羅文化遺産調査團, 2008,『慶州의 文化遺蹟Ⅲ』.
5)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1997, 『慶州遺蹟地圖』.
慶州市⋅國立慶州博物館,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 -慶州市-』.
문화재 GIS인트라넷 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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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주 모아리 고분군Ⅱ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산25임, 산
23-2임, 산60구, 산26-2임 일원

통일신라/
발해

고분군

서쪽
약 800m

6

경주 모아리 산25번지 유적
(세종문화재연구원, 2012)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산25번지

삼국

생산유적

남서쪽
약 900m

7

경주 화산리 산176-8번지 유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76-8번지
(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청동기/
조선

주거/
분묘유적

북쪽
약 800m

8

경주 화산리 산169-3번지 유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69-3번지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삼국~
통일신라

생산유적

북동쪽
약 950m

9

경주 화산리 산169-1번지 유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69-1번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삼국

생활유적

북동쪽
약 1㎞

10

경주 화산리 토기・와요지Ⅱ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38번지
일원

삼국

요업/토기

동쪽
약 950m

11

경주 동산리 토기・와요지Ⅱ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287답, 산19
임, 286-1답, 산25임 일원

삼국

요업/토기

남쪽
약 990m

12

경주 화산리 공장증축 및 진입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139-10
로 설치사업부지내 유적
외 2필지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청동기

주거지

동쪽
약 1.1㎞

13

경주 모아리 고분군Ⅰ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산33-1임,
450전, 425전, 427전 일원

삼국

고분군

남서쪽
약 1.1㎞

14

경주 동산리 토기・와요지Ⅰ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273전, 271
답, 272전, 산36임, 270답 일원

삼국

요업/토기

남쪽 약
1.1㎞

15

경주 모아리 37번지 유적
(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37번지

조선

건물지

북서쪽
약 1.2㎞

① 경주 화산리 산185-1번지 유적6)(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본 유적은 2012년에 발굴조사 된 유적으로 북쪽으로는 건천-포항 간 국도 20호선이 개설되어
있고, 동쪽에는 서산(265.8m), 서쪽으로는 황학산(195m)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다. 조사대상지
는 황학산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뻗어 내린 해발 110~125m 내외의 구릉 주능선 일대에 해당한
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4동이 조사되었고, 유물은 석제 방추차, 무문토기 저부, 적
색마연토기 구연부 등 총 8점이 출토되었다.
② 경주 화산리 973-1번지 유적7)(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유적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2006년에 발굴조사 하였고, 시굴조사 중 유구의 빈도수가 많지
않아 시굴조사 기간 중 수습조사형식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유적은 경주시 천북면소재 나
리지 우측의 남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결과, 시굴조사에서 청동기시
대 수혈 2기가 확인되어 수습조사를 하였다. 출토유물은 토기류, 석기류 등 총 11점이다.
③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사적 제241호)
경주시 천북면 화산 3리 나리마을과 북서쪽 구릉 하단부에 위치한다. 요지 서쪽에는 나리못이
6) (재)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慶州 花山里 山176-8番地 遺蹟·慶州 花山里 山185-1番地 遺蹟』.
7)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慶州의 文化遺蹟Ⅲ』, 「慶州 花山里 973-1番地 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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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유적은 밭으로 경작 중이며 주변에서 토기편과 슬래그편이 다량 확인된다. 주변 밭에서 발
견되는 토기편들은 굽기에 실패하여 버려진 조각들로 찌그러지거나 서로 붙은 것 등이 발견되고,
가마벽 조각들은 굳은 점토질로 되어있다. 발견되는 토기들은 대부분 7∼8세기로 짐작되는 꽃무
늬를 찍은 토기들이며, 이중 약 20％가 회색유약이 발라져 있어 주목된다. 발견된 토기의 모양은
술잔, 사발, 병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형의 항아리와 뚜껑이 있고 넓적한 작은 그릇인 합모
양의 조각들도 발견된다. 토기에 찍은 꽃무늬의 종류도 다양하며, 인근 지역에서도 꽃무늬를 찍
은 인화문토기 가마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전기에 경주지역에 사용된 토기들이 주
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토기 조각들은 7∼8세기 통일신라 토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특히 화산리 가마
터에서 발견되는 회색유약을 바른 토기는 그 전에 자연적인 유약을 바른 것보다 발전한 것으로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우수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회색유약을 바르는 것이 바탕이 되어 청자
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색유약을 바른 토기의 발견은 우리나라 도자기 제작기술 발전의 중요한
단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의의가 크다.
④ 경주 화산리 1032-2번지 유적8)(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유적은 마을 입구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야트막한 능선의 서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주변에
는 북서쪽에 사적 제241호로 지정된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가 있다. 시굴조사에서 트렌치
7개 중 2~4번 트렌치에서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수습조사를 통해 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수혈
주거지 2기와 구 1기, 수혈 2기 및 주혈 17개가 최종 확인되었다.
⑤ 경주 모아리 고분군Ⅱ
경주-포항간 7번 국도에서 모아초등학교를 지나 동쪽으로 들어가면 노린골마을 뒤편 구릉부에
있다. 해발 141m의 골산 남서쪽 구릉 하단에서 중턱에 해당하며, 축사 뒤편 절개면에 토기편이
박힌 상태로 발견된다. 근래 축사의 무분별한 건립과 비닐하우스 설치, 분묘 조성, 농로길 등을
내면서 봉분들이 삭평 및 파괴되어 토기편이 산길과 밭 주변에 흩어져 있다.
채집된 유물은 도장무늬 굽다리접시편, 두드림무늬토기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이 수습된다.
특히 굽다리접시편이 다량 발견되는데, 이 일대에 봉분이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 지명유래9)
① 천북-면(川北面)【면】川北面은 신라의 왕도인 알천(北川)의 북쪽에 위치하여 그 명칭이 정해
졌다고 하며, 지북(枝北), 고성(高城), 용강(龍江), 신리(神里), 청령(靑令),신당(新堂), 모아(毛兒),
오야(吾也), 서평(西坪), 화산(花山), 동산(東山), 성지(聲池), 중방(中坊), 강정(江亭), 갈곡(葛谷),
남아(南阿), 물천(勿川), 옥동(玉洞), 덕산(德山), 손곡(蓀谷), 북군(北軍), 동천(東川)의 22개 동리
8) (재)신라문화유산조사단, 2008, 『慶州의 文化遺蹟Ⅱ』, 「慶州 花山里 1032-2番地 遺蹟」.
9) 한글학회, 2005, 『한국지명총람 7-경북편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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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부내면(府內面)의 북정리(北亭里)와 내동면(內東
面)의 사리(沙里) 일부와 강서면(江西面)의 검단리(檢丹里) 일부와 현곡면(見谷面)의 나원리(羅原
里) 일부를 병합하여, 황성, 용강, 청령, 신당, 모아, 오야, 화산, 동산, 성지, 갈곡, 물천, 덕산,
손곡, 북군, 동천의 15개 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현재 갈곡, 덕산, 동산, 모아, 물천, 성지, 신당,
오야, 환산의 9개 리를 관할하고 있다. 동쪽은 경주시와 영일군 오천면, 서쪽은 북천(도산천) 건
너 안강읍과 현곡면, 남쪽은 경주시에 닿고, 면적은 58.1㎢, 가구 1,888에 인구7,900여명(1989년
현재)이다
② 화산-리(花山里)〔굊마, 곶마, 곶매, 화산〕【리】본래 경주(월성)군의 지역으로서 곶매, 곶마,
굊마, 또는 화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모아리, 오야리의 각 일부를 병합
하여 화산리라 함.
○가매-방우【바위】삼거리 서쪽에 있는 바위. 모양이 가마처럼 생겼음.
○갓-골【골】야수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검은-숲【마을】→홍림.
○곶-마【마을】→화산리.
○곶-매【마을】→화산리.
○굊-마【마을】→화산리.
○꽃당-들〔화당〕【들】홍림과 굊마 사이에 있는 들.
○나-리(羅里)〔나리밭골〕【마을】굊마 서남쪽에 있는 마을.
○나리-못〔나리지〕【못】나리 서북쪽에 잇는 못.
○나리못-받이【들】나리못 밑에 있는 들.
○나리밭-골【마을】→나리.
○나리-지(羅里池)【못】→나리못.
○대밭-골【골】나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대밭이 있었음.
○마장-테【버덩】현무암골 동쪽에 있는 버덩. 마장(馬場)이 있었다 함.
○모앗-골【골】나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 너머에 모아리가 있음.
○모앗-재【고개】나리에서 모아리로 넘어가는 고개.
○못-안【마을】나리못 안쪽에 있는 마을.
○무른-골【골】나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
○무른골-재【고개】무른골 위에 있는 고개. 화산리에서 오야리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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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밭-골【골】대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미영밭(목화밭)이 있었음.
○버밋-골【골】곶마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보둑-골【골】용숫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산막-골【골】판장윗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산막이 있었다 함.
○삼거-동(三巨洞)【마을】→삼거리.
○삼-거리〔삼거동〕【마을】용숫골 동북쪽 삼거리 가에 있는 마을.
○새-터〔신기〕【마을】화산 남쪽에 있는 새로 된 마을.
○서당-골【골】홍림 동쪽에 있는 골짜기.
○서산-밑(西山-)【마을】서산(군 산천) 밑에 있는 마을
○선무암-골〔현무암골〕【골】화산탄광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신-기(新基)【마을】→새터.
○야수-골【골】나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야수(여우)가 살았다 함.
○양달【마을】화산 양지쪽에 있는 마을.
○용삿-골〔용숫골, 용추곡, 용수곡〕【마을】화산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용수-곡(龍水谷)【마을】→용삿골
○용수-정이【마을】용삿골 어귀에 있는 마을.
○용숫-골【마을】→용삿골.

2. 현장조사
1) 조사지역 현황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으로, (주)씨이지산업이
추진하는 공장건립부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국도7호선과 동서로 이어지는 건천-포항간 국도 20호선이 만나
는 북경주IC의 남동쪽 구릉으로서, 경주 천북 일반산업단지 입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
다. 천북 산업단지의 중앙을 관통하여 동·서쪽 양 측면에 각각 서산(해발 265.8m)과 황악산(해발
195m)이 연결되는 야트막한 고개를 넘으면 길게 뻗은 넓은 곡간지대가 이어진다. 서산의 구릉
말단부에 난 도로를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나리지’를 만나게 되고 이 나리지를 지나 바
로 서쪽 황학산과 골산 사이의 곡부로 들어선 중간지점에 조사지역이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이
계곡부의 중간 골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북쪽 일대에 해당한다.
현장조사 착수 전에 먼저 기본적인 각종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통한 조사지역 주변의 지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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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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참고문헌에서 파악한 문화재의 위치와 그 범위를 지형도에 표시하였다.
현장조사 시 지표상에 노출된 자료는 유적과 유물, 민속, 역사, 보호수 등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문화재의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필요시마다 사진촬영을 통해 조사지역
의 현황을 기록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지역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직접 도보로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노출된 지표면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현장조사 시 조사지역 대부분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낙엽 및 부식토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지표면을 관찰하는 데에는 용이하지 않았다.
조사지역은 골산(해발 141.3m)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북쪽 일대로, 해발고도
95~135m의 완만한 구릉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은 중앙 남북방향의 주능선과 양 사면부로 이루어
져 있는데, 중앙부는 남쪽 구릉 정상부(해발 136.1m)에서 북쪽으로 주능선이 비교적 평탄하게
이어지다 조사경계 근처에서는 급격하게 경사가 지는데 이는 개석곡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진 침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능선 양쪽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사면부가 있고, 조사지역
서쪽에는 두 갈래로 형성된 계곡부와 계곡 사이에 위치한 낮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
북쪽은 폭 50~60m의 곡저평지와 기존 구릉지를 절토하여 들어서 있는 공장 건물 수 기가 있다.
사전조사에서 조사지역 북쪽경계에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재)신라문화유산조사
단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10)으로, 조사결과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답1211번지 일원에 해당
하는 11필지에 대해 유적의 존재가 의심되므로 입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에서 2012년 3월11)에 입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조사에서는, 조사결과 주능선의 서쪽 사면 중위면의 비교적 평탄한 부분에 고묘 3기가 확
인되었고, 남서쪽 계곡부 가까이에 위치한 분묘 근처에서는 백자편 1점이 수습되었을 뿐, 수습된
지점 주변으로 더 이상의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2)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 해당사항 없음.

10)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09,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84번지 일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1)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2. 3, 「경주 화산리 답1211번지 일원 산업단지 조성부지 문화재 입회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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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이번 조사는 (주)씨이지산업이 추진하는 경주 천북면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 공장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조사에 대한 결과 및 조사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사지역은 남북으로 이어지는 국도7호선과 동서로 이어지는 건천-포항간 국도 20호선이 만나
는 북경주IC의 남동쪽 구릉으로서, 경주 천북 일반산업단지 입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
다. 천북 산업단지의 중앙을 관통하여 동·서쪽 양 측면에 각각 서산(해발 265.8m)과 황악산(해발
195m)이 연결되는 야트막한 고개를 넘으면 길게 뻗은 넓은 곡간지대가 이어진다. 서산의 구릉
말단부에 난 도로를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나리지’를 만나게 되고 이 나리지를 지나 바
로 서쪽 황학산과 골산 사이의 곡부로 들어선 중간지점에 조사지역이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황학산과 골산 사이에 있는 개석곡부의 안쪽, 골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북쪽 일대에 해당하며 해발고도는 95~135m에 이른다. 조사지역은 중앙의 주능선과 양 사면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앙부는 조사지역 남쪽 바깥 구릉 정상부(해발 136.1m)에서 북쪽으로 뻗은
주능선부로 비교적 평탄하다. 주능선 양쪽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사면부가 있고, 그 중 서쪽
에는 두 갈래로 형성된 계곡부와 계곡 사이에 위치한 낮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지역 북쪽
은 곡저평지로서 기존 구릉지나 농경지를 형질변경하여 들어선 공장과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경작지가 있다.
조사결과, 주능선의 서쪽 사면 중위면의 비교적 평탄한 부분에 고묘 3기가 확인되었고, 남서
쪽 계곡부 가까이에 위치한 분묘 근처에서는 백자편 1점이 수습되었을 뿐, 수습된 지점 주변으로
더 이상의 더 이상의 유물이나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조사지역 주능선 서쪽 사면부 중위면에서 고묘 3기가 확인되었고, 남서쪽
에서는 백자편이 수습되었으나, 수습된 지점 주변으로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지역내 고묘군을 포함한 주능선의 서쪽 사면부 중위면 일부(1,650㎡, 도면 4 참조)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유무 및 분포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의 보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의 보존·보호
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조사는 육안관찰에 의한 지표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지역에 대한 공사시행 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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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표조사결과 현황표
조사기관

유적
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1
유적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재)세종
문화재연구원 (신규) 존재가능지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

면적(㎡)

유적성격

조사기관
의견

비고

1,650

생활/
분묘

표본조사

조사지역
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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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①(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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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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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지형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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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16

) 상세 범위 및 표본조사 대상범위도(

) (S=1/2,000)

➛ : 사진촬영지점

경주 천북면 화산리 산199번지 일원 공장건립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국비지원) 결과보고서

도면 5. 조사지역(

) 정밀토양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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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조사지역(

18

) 지형분류도(S=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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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조사지역(

) 지질도①(S=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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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조사지역(

20

) 지질도②(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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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 항공사진(S=1/5,000)

출처:http://www.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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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조사지역(

) 원경(북동→남서)

사진 3. 조사지역(

) 근경(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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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조사지역 동쪽 전경(북동→남서)

사진 5. 조사지역 진입로 전경①(북동→남서) 사진 6. 조사지역 진입로 전경②(북→남)

사진 7. 조사지역 북동쪽 전경(북동→남서)

사진 8. 조사지역 동쪽 세부전경①(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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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지역 동쪽 세부전경②(북→남)

사진 10. 조사지역 동쪽 세부전경③(남→북)

사진 11. 조사지역 동쪽 세부전경④(북서→남동)

사진 12. 조사지역 중앙 능선부 세부전경①(서→동)

사진 13. 조사지역 중앙 능선부 전경(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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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조사지역 중앙 능선부 세부전경②(남→북)

사진 15. 조사지역 중앙 능선부 세부전경③(동→서)

사진 16. 조사지역 중앙 능선부 세부전경④(북서→남동)

사진 17. 조사지역 중앙 경사면 세부전경①(북서→남동)

사진 18. 조사지역 중앙 경사면 세부전경②(서→동)

사진 19. 조사지역 중앙 경사면 세부전경③(북동→남서)

사진 20. 조사지역 중앙 경사면 세부전경④(북서→남동)

사진 21. 조사지역 중앙부 고묘1 전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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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조사지역 중앙부 고묘2・3 전경(서→동)

사진 23. 조사지역 남서쪽 전경①(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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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조사지역내 남서쪽 지표채집유물

사진 25. 조사지역 남서쪽 전경②(남→북)

사진 26. 조사지역 서쪽 곡부 세부전경①(남→북)

사진 27. 조사지역 서쪽 곡부 세부전경②(서→동)

사진 28. 조사지역 서쪽 곡부 세부전경③(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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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조사지역 서쪽 곡부 세부전경④(동→서)

사진 30. 조사지역 서쪽 곡부 세부전경⑤(북서→남동)

사진 31. 조사지역 서쪽 경계부 전경(서→동)

사진 32. 조사지역 서쪽 곡부 전경(북→남)

사진 33. 조사지역 서쪽 전경(북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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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4. 주변유적 - 경주 화산리 산185-1번지 유적①(세종문화재연구원 2014년) 현재 상태

사진 35. 주변유적 - 경주 화산리 산185-1번지 유적②(세종문화재연구원, 2014년)

29

※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