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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

사

명 : 경남 김해 안양리 산32-1번지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대상구역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32-1번지
3. 조 사 면 적 : 1,864㎡
4. 조 사 기 간 : 2018년 7월 31일 ~ 2018년 8월 3일 (총 4일)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2일

정리분석
1일

보고서작성
1일

총 일수
4일

5. 조 사 기 관 : (재)강산문화연구원
6. 조 사 단 구 성
조 사 단 장:

조상훈(강산문화연구원 문화유산연구실장)

책임조사원: 김의중(강산문화연구원 조사부장)
조

사

원: 정병범(강산문화연구원 조사과장)

준 조 사 원: 최지헌(강산문화연구원 연구원)
7. 조사의뢰자 :

신영욱 (개인)

Ⅱ.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구역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32-1번지 일원으로 신영욱씨가 단
독주택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이다. 김해시에서는 사업신청부지가 ‘안양리
758-1번지 유적분포예상지’와 인접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전 문화
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존조치 이행 후 공사를 시행할 것을 통
보하였다.1)
이에 사업시행자는 조사대상구역이 국비지원 지표조사 대상에 해당됨을 김해시를
통해 확인하여, 본 연구원에 국비지원 지표조사를 신청 및 의뢰하였고, 본 연구원에
서는 국비지원 지표조사의 절차에 따라 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후 지
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 김해시 협의결과내역(접수번호:2007-535000-03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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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조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유무 및 확인된 문화재의 향후 보존
및 보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Ⅲ. 조사대상구역과 주변 환경
1. 자연ㆍ지리적 환경
김해시는 경상남도 동남부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상 크게 동쪽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양산시가 접해 있고 남서쪽으로는 창원시 진해구가, 북쪽으로는 낙동강
을 경계로 밀양시와 접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형적으로 북부에서 동북부로 바뀌어 남류하는 낙동강이 자연적 경계
를 형성하고 있다. 북부는 낙동강의 유수에 의해 침식되어 단절되었다가 다시 돌출
된 태백산맥의 지맥이 지나가 평지가 적고, 무척산(700m), 석룡산(495m), 금동산
(463m), 신어산(630m)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차츰 고도가 낮아져 평야부와 맞닿아
있다. 서부에는 비음산(510m), 용지봉(728m), 대종산(655m), 불모산(802m), 팔판
산(510m), 화산(798m), 굴암산(621m), 보배산(479m) 등이 창원시 및 창원시 진해
구와 경계를 이룬다.
경상남도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은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의 경상계로 낙동통
과 신라통으로 분류된다. 낙동통은 진주, 산청, 경산, 칠곡, 선산까지 뻗어있으며,
신라통은 경상남도 동연부에서 서연부까지 대부분의 지역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다.
김해지역을 기점으로 구포, 언양, 경주, 포항방면에 이르는 지역은 곡상협대로 그
방향이 북동으로 되어 단층선곡의 성격을 나타낸다.
녹산지역을 중심으로 낙동강 하류지역은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제4기 지층으로
나누어지며, 대체로 김해지역의 산지는 백악기층이다. 외곽저지는 기반암, 사력층,
모래층, 패각을 포함하는 실트와 점토층으로 후빙기 해진과 더불어 해수면 하에서
퇴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낙동강에 유입되는 소하천으로는 주촌면 덕암리 쪽의 황새봉에서 발원해 주촌면 ·
장유면을 관류하는 조구천, 진례면 산본리의 남쪽 용지봉에서 발원해 진례면 · 생림
면을 북류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화포천을 비롯해 동쪽의 대조천 · 예안천, 시 중
심부의 해반천, 서쪽의 진례천 · 주촌천 · 죽동천, 서남쪽의 내삼천 · 죽동천 그리고 남
쪽의 율하천 · 사촌천 등이 있다.
김해의 광물자원은 선상부 대동계 화강편마암 및 낙동통과 신라통의 퇴적층, 그
리고 중생대말엽 불국사토의 화산암 활동에 의하여 전기의 기저가 병입, 관입 · 분출
되어 다양한 유용광물의 광상을 구성하게 되었다. 특히, 상동면과 대동면은 낙동강
과 접해 있고, 무척산을 비롯한 높은 산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낙동강의 맞은편에
있는 양산군 물금지역과 함께 화강암상에 위치한 녹색분암층이 폭넓게 발달되어 있
2) 이병태, 1991, 『김해지리지』, 김해문화원.
반용부, 2001, 「낙동강유역의 지질과 지형」, 『낙동강 사람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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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분암에는 다수의 자철광상 및 적철광상, 황철광상이 있는데 과거로부터 여러
곳에서 노천굴에 의하여 채취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도면 1. 김해지역 지질도(1/50,000)

낙동강 하구 삼각주의 지형발달은 내륙 쪽으로 이동하여 평야 내 독립구릉과 선
상지성 곡저평야를 제외한 지역은 古김해만이 형성되고 퇴적되면서 김해 삼각주가
육지화되어 현재 김해평야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김해만의 형성은 고
김해만 형성의 이전단계, 형성발달 단계, 고김해만 쇠퇴소멸 및 김해평야 형성단계
로 연구된바 있다.3) 삼한~삼국시대의 경우 고김해만 형성발단 단계에 해당하며 당
시 추정되는 해안선에 대부분의 유적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삼각주의 지형발달은 19세기까지도 소규모의 삼각주로 1700년 전에는
3) 반용부 · 곽종철, 1991, 「낙동강하구 김해지역의 環境과 漁撈문화」, 『가야문화연구』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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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2m까지 해안선이었다는 연구결
과4)가 있으며, 김해만 성립기의 해발
고도는 패총유적이 입지한 지점의 해
발고도를 고려하여 0~2m로 추정되
고 있다.5)
해수면의 상승의 고고학적 증거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김해 봉황대유적
과 같이 인근 유적의 층위적 양상에
서 해성층과 바다모래가 확인되는 점
과 김해 봉황대유적의 퇴적층Ⅱ을 분
석한 결과 저서성 유공충6)이 검출되
어 퇴적당시 담수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연안성의 천해 내지 만의 환경
이었을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확인됐
다.7)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김해

삽도 1. 고해면기(6,000~1,800 yr BP)의 김해지역

봉황동유적은 과거 해안선과 인접한

고지형(김정윤; 2008)

곳에 입지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김해지역의 지질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지질형태는 대부분 중생대 말
기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계지층으로 대표적인 지층으로는 낙동층을 기저로 하여 신라층
과 불국사층으로 구분되는 경상누층군이 해당하며,8) 김해시 또한 중생대 경상계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9) 즉, 심성암과 산성암, 고기성암을 포괄하고 있어서 곳에 따라서는 금 ․
은 ․ 아연광산을 수반할 때도 있으며, 암석의 맥류도 수반되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화
강섬록암 등의 심성암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는 김해시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하구
의 서쪽 및 가락동 일대, 삼정동 등지에는 국부적으로 나타난다.

2. 고고ㆍ역사적 환경
1) 선사시대
(1) 신석기시대

4) 오건환, 1991, 「完新世後半의 洛東江三角洲 및 그 周邊海岸의 古環境」, 『한국고대사논총』2,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 한국고대사회연구소.
5) 곽종철, 1990, 「낙동강 하구역에 있어서 선사~고대의 어로능력; 패총패류를 중심으로 본 一側面」,
『가야문화3』.
6) 저서성 유공충은 천해대나 만에 특징적으로 분포하는 종.
7) 부산대학교 박물관, 1998, 「부록.봉황대 진입로 개설구간 퇴적층의 미화석과 고환경」, 『김해봉황대유
적』.
8) 國史編纂委員會, 2002, 『韓國史1-총설』.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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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에서 인간 생활의 흔적이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이다. 범
방 가동 패총10)11)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즐문토기, 타제석기, 지석, 골각기, 토
우 등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패총이 형성된 금병산
의 동남쪽 사면 말단에서 범방 유적12)과 범방 패총13)이 조사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신석기 시대의 노지, 집석 유구와 융기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
다. 이 외에도 북정, 죽림, 화목동, 농소리패총에서도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확인된
바가 있다.

(2)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는 인간이 청동을 사용하여 금속기를 사용한 단계로서 정착 생활 및
집단 거주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김해지역
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고인돌과 생활 유적을 들 수 있다. 이른바 거석문화
(megalithic culture)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고인돌은 대체로 고김해만의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양상을 띄며, 중심부인 현재의 대성동·봉황동 일대를 넘어 주촌면,
진례면, 장유동, 명법동 등지에서도 다수가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김
해 시내의 구산동지석묘, 서상동지석묘, 내동지석묘, 주촌면의 양동리지석묘, 유하동
지석묘, 장유동의 율하리유적, 무계리지석묘 등이 있다. 특히 구산동지석묘는 상석
과 부석시설을 포함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고인돌 중 하나로 손꼽히며, 율하리유적
에서는 묘역시설을 포함한 다단굴광식 하부구조를 갖춘 고인돌이 조사된 바 있다.
고인돌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마제석검, 적색마연토기, 비파형동검 등이 알려져
다.
생활 유적은 크게 취락과 패총을 들 수 있다. 취락은 대성동 일대에 유존할 것으
로 추정되는 대규모 환호취락14)을 비롯하여 주촌면, 진례면, 구산동, 어방동, 장유
동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대성동 환호취락은 청동기시대 중기~후기의 유적으
로 최소 5중열의 환호가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환호취락유적으로 추정하고 있
다. 다만 환호 및 내측 취락의 일부만이 소규모 발굴조사로 확인되고 있으며 택지
개발로 인해 훼손이 심한편이라 정확한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다.
패총은 김해 회현리패총, 부원동패총, 유하패총, 괴정리패총 정도가 대표적이다.

(3) 초기철기시대
10) 부산대학교박물관, 1998,『김해 수가리패총』.
창원문화재연구소·동아대학교박물관, 1993,『금관가야권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
11) 본래 수가리 패총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부산광역시로 편입됨에 따
라 명칭이 변경되었다.
12) 부산시립박물관, 2009,『범방 유적』.
13)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범방 패총Ⅰ』.
14)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김해 대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내 김해 대성동 동상동유적』.
두류문화연구원, 2015,『김해 대성동 89-18번지 건물신축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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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철기시대는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로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고분문화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데, 기존 청동기시대의 고
분문화를 대표하던 고인돌이 쇠퇴하고 토광묘와 적석목관묘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
리고 부장품으로 점토대토기와 한국식동검, 두형토기 등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이른
바 변 · 진한 사회의 성립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5)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회현리패총, 봉황대패총 등의 생활유적이 대표적이다. 출토 유물은 토기편, 골각기,
석기, 방추차, 탄화미, 화천 등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에는 철기가 도입되고 농경기술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한다. 이후
기원전 2세기경 구야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며16), 그것이 ‘駕洛國’의
모태가 된다.

2) 역사시대
(1) 고대
가락국에 대해서는 『三國遺事』<駕洛國記>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가야를 건국하여 10대 491년을 이어왔다.
가락국은 고김해만의 돌출된 봉황동유적을 거점으로 유적의 분포는 더욱 다양해
지는데 이는 가락국의 성장·번영과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봉황동유적은 김해의
1~4세기경에 걸쳐 장기간 조영되었는데 봉황동유적은 구릉 뿐 만 아니라 해반천
및 주변 일대에서 환호, 주거지, 고상건물지, 패총 등 김해지역의 생활모습을 짐작
할 수 있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2002~2003년도에 실시된 ‘가야인 생
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17)를 통해 창고시설을 비롯하여 해상교역과
관련된 기타 시설들이 확인되어 김해지역이 해상교류의 중심지로서의 단초를 제공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운입지의 우월성과 철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고대부
터 김해는 철 생산지로 널리 알려져 고대 중국과 일본에 철을 수출하였으며, 신라
와 일본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가야의 철제품 중에는 가락국에서 수출되었던 물품들
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8) 가락국이 전기 가야연맹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으로 볼 때 그 영역을 정확하게 비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김해시 전
역과 부산광역시의 강서구 · 사하구 · 사상구 일대를 포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할 정도로 세력이 강성 했다.
그러다 4세기 초엽 고구려에 의한 낙랑군(313), 대방군(314)의 축출에 따른 국제
15) 박진일, 2003,「변·진한사회 형성기의 토기문화」
, 『변·진한의 여명』.
16) 『三國志』 魏志30 東夷傳 弁辰.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중략)···弁辰狗邪國···(중략)···弁辰韓合二十四國”.
17)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06,『김해 가야인 생활체험촌부지 내 유적』.
1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00,『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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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가락국은 철의 주요 수요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대성동고분군과 분산성
등이 있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사적 제341호)에서는 각종 토기류와 철기류, 옥류 등이 출토
되었다. 4~6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김해 칠산동고분군(경상남도기
념물 제98호)에서는 토광묘 · 횡구식석실분 · 옹관묘 등이 확인되었으며, 대동면의 김
해 예안리고분군(사적 제261호)에서는 총 125체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어방동의 분산성(사적 제66호)은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고려시대에 수축하고 임진
왜란 때 개축했으며, 산성둘레는 약 900m, 면적은 50,721㎡이다. 주촌면에 있는
양동산성(경상남도기념물 제91호)은 남북의 두 성문에 초석이 남아 있으며, 폭
2.5m, 둘레 약 800m이다.

(2) 통일신라시대
김해는 신라 법흥왕 19년(532) 구형왕이 신라에 투항하자 신라는 그를 예우하고
가락국을 ‘金官郡’으로 고쳐서 식읍으로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한 후인 문무왕 20년(680)에 5경 제도를 실시하면서 ‘金官小京’으로 개칭하였다가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金海小京’으로 개칭하였는데,19) 현재 김해의 지명은
이때부터 비로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대성동 일대에서 실시된 발굴조사20)에서 이 시기의 금관소경의 도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토성이 확인되었는데, 시기를 달리하여 분성, 김해 고읍성 등
으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신라에 병합된 후 가락국의 영역과 지역민의 대부분은 신라의 통제 하에 편제되
었지만 김유신 일족과 같이 피정복민의 후손으로서 정복국 신라의 최고 권력에까지
오른 이들도 있었다. 구형왕(가락국 10대왕)은 신라에 투항하여 비록 왕의 자리는
잃게 되었으나 신라로부터 금관군을 식읍으로 하사 받아 경제적인 지위는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대우는 그 후손들이 신라에서 출세해 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
었다. 구형왕의 아들 무력, 손자 서현, 증손 유신의 3대에 걸친 다양한 신분상승의
노력을 통해 신라 조정의 최고위까지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라 말에 이르러 김해는 중앙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지방호족
의 근거지가 되었다. 김인광 · 김율희 등은 進禮城諸軍事로서 현재의 김해와 창원의
경계에 있는 진례성에 근거를 두고 김해지역을 아우르는 세력이 되었다. 헌덕왕 14
년(822)에 왕위계승에 불만을 품은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는 반란군에 항
복하여 그 수하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신라 말에서 후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쪽에 가담하는가에 따라 건국시기의 고려사회에서 그 지역의 위상이 결정되기도 하
19)『三國史記』 第三十四 <雜誌> 第三 地理一 新羅條.
20)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8,『김해도서관 증축부지 내 유적 김해 고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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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고려 태조 23년(940)에 김해소경을 김해부로 낮추고 있음을 볼 때 김해지
역은 왕건의 후삼국통일에 기여했던 지역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고려시대 이후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왕권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각의 행정구
역을 승격 또는 강등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고려 건국 초에는 후삼국의 통일전쟁과
정에서 태조 왕건을 도왔던 지역은 승격되었고, 후백제나 태봉의 편에 섰던 지역은
강등되었다. 후기가 되면 왜구의 침입을 막는데 기여한다거나 민란을 일으킨 책임
등을 물어 승격과 강등을 되풀이하였다.
이에 따라 김해지역도 고려전기인 태조 23년(940)에는 김해소경에서 김해부로
고쳤다, 뒤에 임해현으로 강등되었다가 이후 임해군으로 승격되었다. 광종 22년
(971)에 다시 김해부로 승격되었으며 지방제도가 완비되는 성종 14년(995)에 10도
를 정비하면서 영동도의 안동도호부로 크게 승격되었다. 현종 3년(1012)에 이르러
金州로 고쳐 방어사를 두었다. 원종 11년(1270)에 방어사 김훤이 밀성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한 공과 삼별초를 막았다는 공으로 김해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그 후 충
렬왕 19년(1293)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同 34년(1308) 다시 금주목으로 승격되었
으며, 충선왕 2년(1310)에 이르러 김해부로 개편되었다.21)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는데, 특히 김해지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해로의 요충지였으며, 물산 또한 풍성한 큰 고을로서 잦은 왜구의 침략과 노략질의
대상이 되어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에 우왕 때 김해부사 박위는 이를 격퇴하는 한
편, 김해에 읍성과 분산성을 수축하여 왜구의 침탈로부터 방비를 강화하기도 하였
다.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석탑귀부석등대석 · 초선대마애석불 · 안곡리삼층석탑(경상남
도유형문화재

제24호) · 감로사지 · 백련암지 · 명월사지 · 중봉사지 · 임강사지 · 무척사

지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종 13년(1413)에 김해도호부가 되었으며 웅천 · 완포를 속
현으로 대산 · 천읍을 부곡으로 삼았다. 당시 김해지역의 호구수는『世宗實錄』<地
理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1,290호에 인구는 6,642명으로 기록되
어 있다.22) 문종 2년(1452)에는 웅신현과 완포현을 웅천현으로 통합하여 현감을
두었고, 세조 13년(1467)에 지방군제 개편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관하의 진관을
설치하였다. 선조 25년(1592)에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가락면 죽동에 상륙한 왜군
제3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결국 김해성이 함락되기도 하였다.23)
21)『高麗史』卷五十七 <志> 第十一 地理二 참조.
22) 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金州都護府 戶口條 참조.
23) 김해성 전투 당시 사충신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끝까지 왜군과 싸웠고, 모두 장렬히 전사하였다.
사충사는 송빈 · 이대형 · 김덕기 · 유식 등 4명으로 후일 이들을 위해 분산성에 사충단을 설치하고,
고종 8년(1871)에는 사충단비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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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인 고종 32년(1895)에 이르러 23부제로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김해군
으로 되었다가, 이듬해인 고종 건양 원년(1896)에 다시 도체제가 부활되면서 이때
경상남도 사천군으로 행정개편 되었다. 광무 10년(1906)에 대산면이 창원군으로 편
입되고, 양산군에 대상면과 대하면이 편입되었다. 이후 1910년 9월에 21개 면이
13개 면으로 개편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 · 폐합 조치에 의해 밀양군의 하남면,
하동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14개 면과 134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1918년에
좌부면과 우부면을 병합하여 김해면을 신설하였으며 1928년 4월에 하계면을 진영
면으로 개편하였다. 1931년 11월에는 김해면이 김해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42년
에 진영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2읍 11면이 되었다.
이후 해방이 되고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978년에 김해군의 대저면, 명지면,
가락면의 강동지구가 부산광역시 북구에 편입되었으며24) 1981년 김해읍이 김해시
로 승격되면서 김해군과 분리되었다. 1983년에 김해군 생림면의 금곡리와 생림리
일부가 이북면에 편입되었으며, 1987년에 입구면이 한림면으로 개칭되었다. 1995
년에 이르러 도농통합시로 김해시 · 군이 합하여 통합 김해시가 되었다. 1998년 9월
에 칠산동과 서부동을 통합하여 칠산 서부동이 되었으며, 2013년 7월에는 장유면
이 장유1 · 2 · 3동으로 분동되었다.

24) 이후 1989년 김해군, 가락면, 녹산면, 의창군 천가면 등을 편입하여 강서구가 신설되면서, 현재는
부산시 강서구에 속해 있다.

- 9 -

도면 2. 조사대상구역 및 주변유적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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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대상구역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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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지표조사는 사업예정부지 및 주변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
시하기에 앞서 지정문화재와 고문헌, 기존에 발간된 각종 발굴조사 보고서와 학술
지를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자연지형 및 토양 관계 등을 고
려한 자연환경에 주목하여 유적의 입지환경을 숙지한 후 현상변경이 수반되는 조사
대상구역과 주변일대를 대상으로 전 구간에 걸쳐 도보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지점
에 대해서는 사진 기록 등을 남겨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주변유적25)
조사대상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는 국가 또는 시 · 도지정문화재는 확
인되지 않으며, 비지정문화재는 안양리고분군1, 안양리고분군2, 대구-부산간 고속
도로 건설구간(9공구)내 유적(경남문화재연구원, 2004) 등이 확인된다.

1)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9공구)내 유적26)
Ÿ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 60번지 일대

Ÿ

성격(시대) : 고분군(삼국시대)

Ÿ

조사대상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동쪽으로 약 310m 이격

Ÿ

현황 및 내용 : 유적은 김해의 최북단의 군약산과 사망산 사이에 위치한다. 김해
시 생림면 생철리에서 1017지방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안양리 마을을 지나 북쪽
으로 가면 창암마을과 도요리로 가는 갈림길이 나타나는데 이 갈림길에서 북서

사진 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9공구)내 유적 전경1

사진 3.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9공구)내 유적 전경2

25)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
인트라넷 문화재GIS(intranet.gis-heritage.go.kr).
26)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004, 『김해 안양리 고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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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위치하는 완만한 경사의 구릉이 안양리 고분군이다. 유구는 안양리 고분군
에서 가야시대의 수혈식석곽묘 71기와 조선시대의 목관묘 2기 등 모두 73기가
확인되었다. 가야시대의 석곽묘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토기와 철기, 장신구가 출
토되었고, 조선시대의 목관묘에서는 청동숟가락, 청자 및 백자편 등이 출토되었
다.

2) 안양리 고분군2
Ÿ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 61번지 일대

Ÿ

성격(시대) : 고분군(삼국시대)

Ÿ

조사대상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동쪽으로 약 420m 이격

Ÿ

현황 및 내용 : 유적은 안양소류지
북서쪽 야산에 위치한다. 소류지 뒤
편 과수원에는 삼국시대 석곽의 벽석
으로 생각되는 냇돌 등이 곳곳에 모
여 있고, 경질의 기대편·고배편·대옹
편이 흩어져 있어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암 마을의 동편에 인접하여 뻗어
있는 3번째 능선에도 삼국시대의 경

사진 4. 응달리 태봉 전경

질 토기편과 적갈색의 무문토기편이 다수 채집된다.

3) 안양리 고분군1
Ÿ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22-1번지 일대

Ÿ

성격(시대) : 고분군(삼국시대)

Ÿ

조사대상구역으로부터 이격거리 :
남동쪽으로 약 630m이격

현황 및 내용 : 유적은 김해 최북단의
작약산과 낙동강변의 사망산 사이에
위치한 삼국시대 대규모 고분유적이
다.

생림면 생철리에서 1017번 도로

를 따라 북쪽으로 가면 도요리와 창암
마을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도요리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

사진 5. 안양리 고분군 전경

며 이미 개설된 도로 양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에 위치한다. 현재 도로 북쪽 첫 번째
구릉 곳곳에 삼국시대 토기편이 흩어져 있다. 잡목속에 봉토의 흔적이 일부 보이지
만 삼국시대 고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능선의 정상부는 기반암이 노출되
어 있고 과수원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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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대상구역 지형도(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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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대상구역 지적현황도(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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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구역 현황 및 고고학적 조사

사진 6. 조사대상구역(○) 원경(남→북)

본 조사대상구역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32-1번지로 신영욱씨가 계획하
고 있는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구역은 김해시 삼계동에서 국도 48호선을 따라 삼랑진으로 이동하다 마
사교차로에 이르는데, 우측의 안양리 방면을 따라 1㎞ 정도 올라가면 조사대상구역
이 위치한다.
조사대상구역 일대의 거시적 지형환경은 낙동강과 접하는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무척산과 낮은 구릉성 산지들로 둘러싸여 있어 북쪽으로 개방된 분지지형을
이루고, 북쪽은 낙동강의 배후습지로 현재는 비교적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분지의 동쪽으로 형성된 남동-북서향의 선구조를 따라 무척산(해발 703m)-비암봉(해
발 340m)-사명산(해발 169m)-사망산(해발 160m) 등으로 이어지는데, 분지 맞은편인 서
쪽 작약산 산체의 주축방향도 유사하게 진행되어 무척산과 작약산 사이의 장타원형
공간이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다. 분지중심은 지금은 넓은 충적평야인 오만들이 펼
쳐져 있으나 과거 이 일대는 낙동강 배후습지지역으로 범람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계망으로는 남쪽의 말띠고개로부터 분기한 소하천이 분지지형에서 구심상하계망
을 형성하여 남에서 북쪽의 출수구를 지나 낙동강 본류와 합수된다.
조사대상구역이 위치한 안양리 일대는 동쪽의 무척산에서 남동-북서향으로 이어지는
산체를 의지하여 생철, 안양, 창암, 신안, 성포마을 등 5개의 자연마을이 낙동강의
범람으로부터 안전한 지형조건을 갖춘 곳에 자리잡고 있다. 창암마을과 안양마을은
사명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능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 조사대상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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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능선 끝자락에서 낙동강범람원으로 뻗은 독립구릉인 불미산(해발 33.6m)의 남
쪽 구릉 사면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불미산의 구릉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는 조사대상구역은 과거 낙동강 범람원의 호
소환경이었던 넓은 충적대지를 조망하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요건은 선사·고대로부터 취락·패총 등이 입지하는 등 인간활동의 중요한
무대로 활용되어 왔다.
조사대상구역 주변으로는 사명산에서 안양마을이 있는 남서쪽의 능선 끝자락에는
조사대상구역이 입지한 불미산 외에도 여러 소구릉이 존재하는데, 능선 말단부를
포함한 소구릉에서는 기 조사보고된 안양리고분군1, 안양리고분군2, 등이 분포하고
있다. 그 중 안양리고분군2의 서쪽 부분은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2002년 발굴조사
를 실시하여 가야시대 수혈식석곽묘 71기와 조선시대 목관묘 2기 등이 조사·보고되
었다.27) 이번 조사는 이와 같은 지형조건과 주변유적 분포양상의 결과를 토대로 조
사대상구역에도 이와 관련된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사에
임하였다.

사진 7. 조사대상구역 전경(남→북)

지표조사는 조사대상구역을 도보로 조사하여 유구와 유물 등의 유존여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구역은 불미산의 사면말단부에 해당하는 해발 5~15m 선
상에 위치하는데,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편으로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침식성 구릉
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구역 내 남쪽구간에는 사면 일부를 절토하여 경작지로 활
용한 부분이 확인되지만, 일부는 임야상태로 잔존하고 있어 비교적 원지형이 잘 잔
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대상구역이 위치한 구릉 사면부의 능선
의 대부분은 훼손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7) 경남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9공구)내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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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조사대상구역 동쪽구간 근경

사진 9. 조사대상구역 남서쪽구간 근경

사진 10. 조사대상구역 내 남쪽근경

사진 11. 조사대상구역 내 북쪽근경

조사결과, 조사대상구역 내에서는 임야 및
잡풀로 인해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조사대상구역과 인접한 주변일대에서
삼국시대 경질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 및
기와편이 소량 채집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구
역 동쪽 인근 분포하는 삼국시대 ‘안양리 고
분군1‧2’이 기 보고되어 있어 이들 유적과 비
슷한 시기의 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선시대 자기편·기와편도 채집되는 것으로

사진 12. 조사대상구역 인근주변
수습유물

보아 조사대상구역 일대는 삼국시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인간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시행 이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존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적의 보존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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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속 및 지명
1) 민속 분야
[표 1] 김해시의 민속과 문화행사28)
명칭

특징 및 내용

지정
여부

1.시기 : 춘추향 2회. 춘향은 음력 3월 15일,
추향은 음력 9월 15일.
2.장소 : 가락국 시조왕과 왕비 허씨의 신위를
봉안하고 향화를 받드는 전각인 崇善殿에서 행
金海 崇善殿
祭禮

해짐.

도무형

3.특징 : 조선시대에 완비되어 유교식으로 奉行.

문화재

4.내용 : 1792년(정조 16년)에 가락국 시조 수

제11호

로왕릉 춘추시향의 전교가 내려져 이로부터 매
년 춘추대제 축문은 조선국왕의 명의로 고하여
향폐 등 육품은 예조에서, 의성 등 53품은 김해
부에서 마련하고 능감을 설치하여 수호하게 함.
제례의식 및

1.시기 : 음력 정월대보름에 연희됨.

전통 놀이

2.장소 : 김해시 가락면에서 행해지던 탈놀이.
金海五廣大

3.특징 : ‘동래야류’와 ‘草溪 대광대탈놀음’을 모방.
4.내용 : 파계승의 풍자, 양반에 대한 조롱, 처
첩간의 갈등 등을 주제로 삼고 있음.
1.시기 : 음력 정월 초순~정월대보름.
2.장소 : 장유면 유하리 버등마을에서 시작하여

김해
걸궁치기
놀이

김해시 일원으로 전파.
3.특징 : 집안의 악귀를 물리치고 태평을 기원
하는데서 유래됨.
4.내용 : 집을 짓고 그 집을 지켜주는 으뜸가는
신령인 성주신을 모심으로 자손들이 번창하고
태평하다는 내용.
1.시기 : 연 1회 정월 14일 자정을 전후

동제

당산제

2.장소 : 홍동1구 마을 뒤편 임호산 중턱 산신
당 및 마을 당산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韓國民俗大觀』.
한국문화원연합회, 1991,『慶尙南道民俗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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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내용 : 동리의 가장 연로한 어른을 제주로 삼
고, 도수 1인, 제관 2인을 선정하여 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냄. 당산에서 당산제를 지낸 다음
거리잡신을 위하여 마을 동, 서, 남 세거리 입
구에 제물을 진수하여 제를 마침.
1.시기 : 음력 3월 14일~17일
가야문화축제

2.특징 : 가락국을 건국한 金首露王을 추모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
되는 문화행사.
1,시기 : 매년 10월 중순경 개최
2.특징 : 지역예술인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

문화행사

모하고 양질의 순수 문화예술 작품들을 시민들
김해예술제

에게 선보이기 위해 개최.
3.내용 : 1980년 이전까지는 가락문화제와 병행
하여 실시해 왔으나 1980년부터 독립적으로 시
행. 매년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 단위지부별로
작품을 구성, 발표

2) 지명 분야29)
(1) 생림면30)
생림이라는 지명은 생철리와 봉림리가 합쳐지면서 생림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
다. 조선후기 마현고개(말띠고개) 북쪽은 이작, 그 아래쪽은 일작, 생철과 봉림의 이
름을 합하여 생림면이라 하였는데 지금도 이작초등학교가 있다. 생림면은 원래 7개
의 리(사촌, 나전, 봉림, 금곡, 생철, 도요, 마사)였는데 1914년 구역폐합으로 안양
리, 생림리가 생겨 9개의 리가 되었으며, 현재는 금곡리가 한림면에 통합되어 8리
가 되었다.
생림에 대한 또 다른 유래로는 『戶口總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림이라는 명
칭의 面단위 행정구역이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輿地圖書』에서이며, 그 때
김해도호부에는 총 18개의 면단위 행정구역이 속해 있었다. 그리고 생림면의 里단
위 말단행정구역 전체가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호구총서』이다. 생림면의 명칭
은『호구총서』에 등장하는 생림리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생림리의 ‘生’은

29) 김해문화원, 2002,『김해지리지』.
이홍숙, 2008,『김해의 지명전설』.
민긍기, 2005,『김해의 지명』.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0,『김해 퇴래리·신천리·송현리 유적』.
(재)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5,『김해 신문리 유적』.
30) 2103년 7월 1일 인구과밀화로 인하여 장유면에서 장유동으로 개편되어 장유1동·장유2동·장유3동의
3개 행정동으로 분동되었다. 이 중 조사대상구연이 위치하는 응달동은 관동동·율하동·장유동·수가동과
함께 장유 3동에서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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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은 물론 동쪽에 있는 산·들·마을 등을 뜻하는 ‘~’를, ‘林’은 통훈이 ‘수풀’
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里’는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말’을 표기하기위한 차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生林里는 ‘살숲말’의 차자표기이면서
‘살숲말’의 ‘말’이 ‘里’로 차자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말단행정구역단위의 하나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으로 ‘동쪽에 있는 숲 부근에 형성된 마을’을 뜻한다고 볼 수 있
다. 봉림리와 함께 지금은 한림면이 된 금곡리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으로 생각된다.
(2) 안양리 지명유래31)
안양리의 ‘安’은 고대사회에서 행해졌던 입사식과 관련된 장소를 뜻하는 ‘~
’를 ‘養’은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골’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일 것으로 보인다.
‘安’이 전통적으로 ‘알’이라는 음가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로 사용되었고, ‘養’의 훈에
‘기르다’ 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안양리는 ‘安養’에 ‘里’를 붙
여 말단행정구역의 하나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으로 ‘입사식이 행해지던 마을’을 뜻
한다.
○ 창암마을 : 안양마을 북쪽 뚝가에 있는 마을로 강가에 큰 바위가 있으며, 밀양
삼랑진으로 가는 창암나루가 있다. 창암의 서쪽 낙동강의 남변에 풍수지리설에 의
한 청룡이 물을 등지고 있는 모양의 명당은 안산이 弄珠峰으로 부귀를 겸전할 자리
라고 한다.
○ 강선암 : 선곡에서 여차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절이다..
○ 본안양 : 가야고분이 있으며, 서쪽에 있는 들은 모덩개벌이라고 한다. 동쪽의 도
요와의 사이에 풍수지리설에 의한 4현인이 모여 앉아있는 모양의 명당은 二賢人과
三相이 나올 자리라고 한다.
○ 신안 : 신이라고 부르며, 안양과 선곡 사이에 있다. 신안 서쪽에 있는 바다의 자
라가 구슬을 희롱하는 모양(海鰲弄珠形)의 명당은 세대로 백석을 할 자리라고 한다.
○ 선곡 : 마늘실이라고 부르는데 뒷산이 마늘쪽처럼 생겼다고 해서 산곡리라고 하
였다. 처음 청송심씨가 입주했으며, 조병윤이 과시선경이라고 해서 선곡으로 개칭하
였다. 동남쪽에 절터가 있으며 선곡교로 마사리와 연결된다.
○ 관찰사 홍잠 묘 : 선곡 안산에 있으며 자는 영민, 호는 우간이다. 강원도관찰사
에 이르고 乙丑年宗系辨誣 할 때, 상소하다가 김해부로 유배되었다. 赦를 입은 5일
만에 病卒하니, 이곳에 안장하였다.
○ 오매고개 : 신안과 선곡사이에 있는 고개이며, 또 하나는 선곡에서 상동면 여차
리로 넘어간다.

31) 한글학회, 2000, 『한국지명총람8-경남Ⅰ』.
이홍숙, 2008,『김해의 지명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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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견
1. 문화재 보존대책 (현황)
○ 총 현황 (면적단위 : ㎡)
총면적
1,864㎡

발굴조사면적

보존면적

사업시행

입회조사

면적

면적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조사

일부보존

이전보존,

0㎡

·

1,864㎡

·

·

·

·

행정구역

면적

유적

(주소)

(㎡)

성격

○ 세부 현황
유적
번호

조사기관

유적명
김해 안양리

1

(재)강산문화연구원

산32-1번지
일원 유적
분포 예상지
대구-부산간

1

경남문화재연구원

주

고속도로
건설구간(9공구)
내 유적

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32-1번지
일원

1,864
㎡

유적
분포
예상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 60번지

고분군

일원
경남 김해시 생림면

유 2

동아대학교 박물관

안양리 고분군2

적
3

동아대학교 박물관

안양리
고분군1

안양리 산 61번지

고분군

일원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322-1번지

일원

고분군

조사
기관
의견

비고
(이격거리)

표본
조사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약 310m

약 420m

약 630m

2. 조사단 의견
경남 김해 안양리 산32-1번지 일원 단축주택 신축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와 조사단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구역은 사명산에서 남서쪽 낙동강 범람원으로 뻗은 돌출구릉인 불미산
남쪽 구릉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현재 조사대상구역은 임야상태였다.
2) 불미산의 구릉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는 조사대상구역은 과거 낙동강 범람원의 호
소환경이었던 넓은 충적대지를 조망하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요건은 선사·고대로부터 취락·패총 등이 입지하는 등 인간활동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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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로 활용되어 왔다. 조사대상구역 주변으로는 삼국시대 ‘안양리고분군1‧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9공구)내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3) 조사결과, 조사대상구역 내에서는 임야 및 잡풀로 인해 지표상에서 매장문화재
와 관련된 유구 및 유물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조사대상구역과 인접한
주변일대에서 삼국시대 경질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 및 기와편이 소량 채집되었
다. 또한 조사대상구역 동쪽 인근하여 분포하는 삼국시대 ‘안양리 고분군1‧2’이 기
보고되어 있어 이들 유적과 비슷한 시기의 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있다.
4) 따라서 사업시행 이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존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적의 보존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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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 업 명

경남 김해 안양리 산32-1번지 일원 단독주
택 신축부지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기간

사업 사업지역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32-1번지 일원
전체사업면적
1,864㎡
적
사업목적
내용 면
지표조사면적
1,864㎡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기관명

지표
조사

신영욱(개인)

고고,역사분야 강산문화연구원

책임조사원

민속분야
수중분야
고건축분야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책임조사원
책임조사원
책임조사원

연락처
김의중

2018. 8 ~

단독주택 신축

010-3849-9591
조사원 이하
조사원
조사원
조사원
조사원

정병범
최지헌

이하
이하
이하
이하

2018, 7. 31 ~ 8. 3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2일, 정리분석 1일, 보고서 작성 1일)

조사기간

조사비용 고고·역사
고건
민속
수중
*계약금액
2,134,000원
원
원 축
원
분야
분야
분야
기준
주변문화재 지정문화재
비지정 안양리고분군1(이격거리 630m), 안양리고분군2(이격거리 420m),대구-부산간
조사결과
문화재 고속도로 건설구간(9공구)내 유적(이격거리 310m)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조사 지상문화재
결과

매장문화재
건축물
민속자료

■유적 있음

□ 유적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해 안양리 산32-1번지 일원 유적 분포예상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조사기관

조사대상구역은 사명산에서 남서쪽 낙동강 범람원으로 뻗은 돌출구릉인 불미산 남쪽 구릉
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현재 조사대상구역은 임야상태였다.
불미산의 구릉사면 말단부에 해당하는 조사대상구역은 과거 낙동강 범람원의 호소환경이
었던 넓은 충적대지를 조망하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요건
은 선사·고대로부터 취락·패총 등이 입지하는 등 인간활동의 중요한 무대로 활용되어 왔다.
조사대상구역 주변으로는 삼국시대 ‘안양리고분군1‧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9공
구)내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구역 내에서는 임야 및 잡풀로 인해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 및 유
물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조사대상구역과 인접한 주변일대에서 삼국시대 경질
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 및 기와편이 소량 채집되었다. 또한 조사대상구역 동쪽 인근하
여 분포하는 삼국시대 ‘안양리 고분군1‧2’이 기 보고되어 있어 이들 유적과 비슷한 시기의
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 이전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존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적의 보존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 의견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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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재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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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⑦유적구분
①연번

②문화재명

③소재지 ④면적 ⑤시대

⑥종류
기존 신규

경남 김해
안양리
1

산32-1번
지 일원
유적 분포
예상지

조사의견
⑧의견 ⑨조사
구분

면적

⑪비고
⑩사유

경남
조사대상구역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32-1

1,864
㎡

삼국,

유적

조선

분포

시대

예상지

인근 주변에서

·

번지

○

표본 1,864 삼국시대 토기편
조사

㎡

및 조선시대
자기편 ·기와편
소량 채집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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