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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장산리 산 4-1번지일원 태양광발 사업기간 2018. 08. 20 ～ 2018. 12.
사 업 명 성주
전2부지(보암발전소3호)
사업 사업지역 (40036)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산4-1번지 일원
내용 면 적 전체사업면적
3,585㎡ 사업목적 태양광발전시설건립
지표조사면적
3,585㎡
김리원
사업시행자 기관명
연락처
010-7673-2077
고고,역사분야
책임조사원 서병국 조사원 이하 이동현
김석기
민속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기관 수중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고건축분야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지표
자연문화재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조사
2018. 08. 20. ～ 2018. 08. 24.
조사기간 (사전조사 0.2일, 현장조사
1.0일, 정리 및 분석 0.3일, 보고서 작성 0.3일)
조사비용 고고·역사 2,409,000원 민속
고
수중
*계약금액
원
원
건축
원
분야
분야
분야
기준
분야
지정문화재 조사지역 반경 500m내 지정문화재 없음.
주변문화재 비지정
조사결과 문화재
조사 사업부지내
결과 문화재 조사결과
지상문화재 기존
신규
매장문화재 기존
신규
건축물 기존
신규
민속자료 기존
신규
조사기관
종합 의견

성주 수죽리 고분군Ⅲ(조사지역 내 포함)
성주 장산리 폐기물중간처리업부지내 유적(시굴)(조사지역 연접)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산14-8번지 공장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약40m 이격)
성주 보암리 공장부지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약140m 이격)
성주 수죽리 고분군Ⅰ(약210m 이격)
성주 용각리 지석묘군Ⅱ(약335m 이격)
행정 도형 신도비(약380m 이격)
성주 용각리 도형 효자각(약400m 이격)
성주 용각리 지석묘군Ⅰ(약450m 이격)
성주 동포리 도은정(약450m 이격)

■유적 있음

없음
없음
성주 수죽리 고분군Ⅲ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유적 없음

조사결과 이번 조사지역은 전체적으로 길고 좁은 형태의 등산로 부지 및 산자락
의 계단식으로 단을 이루어 조성된 지역으로 등산로 조성 및 계단식 경작지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곳으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수죽리고분군Ⅲ의 분포범위에 해당하는 지
역으로 조사지역 전체면적 3,585㎡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존 유무
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기관명 : 재단법인 서라벌문화재연구원 (인)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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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⑦유적
①
조사의견
⑤시
⑥종
구분
연 ②문화재명 ③소재지 ④면적 대 류
기존 신규 ⑧의견구분 ⑨조사
⑩사유
번
면적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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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조사 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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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성주 장산리 산4-1번지일원 태양광발전 2부지(보암발전소3호)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및 목적 : 김리원씨는 성주 장산리 산4-1번지 일원 3,585㎡ 면적에 태양광발
전소 건립을 계획하였다. 이에 성주군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
구에서 “사업 예정부지 중 장산리 3-1번지를 제외한 표본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장산
리 산4-1번지 일부부지 및 사업대상지 일대는 수죽리고분군Ⅲ 분포범위 내에 포함되
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므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류에 의거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결과를 제출”바란다고 회신하였다.
위 내용에 따라 김리원씨는 본 사업대상지가 국비지원 지표조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30,000㎡ 미만이므로, 한국매장문화재협회의 회원기관인 본 연구원에 문화재 지표조사
를 의뢰하였다.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인 본 연구원에서는 한국매장문화재협회와 국비지
원 지표조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역(3,585㎡) 및 주변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
친 후 2018년 08월 22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업시행 전 행당 지역 일원에 대한 지표상의 매장문화재
흔적과 징후를 확인ㆍ분석하여 향후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조사지역 및 범위 : 경상북도 성주군 장산리 산4-1번지 일원
○ 조사면적 : 3,585㎡
○ 조사기간 : 2018년 08월 20일 ~ 2018년 08월 24일
- 현장조사 1.0일
○ 조사의뢰자 : 김 리 원
○ 조사단 구성
- 책 임 조 사 원 : 서 병 국(서라벌문화재연구원 실장)
- 조

사

원 : 이 동 현(서라벌문화재연구원 팀장)

- 준 조 사 원 : 김 석 기(서라벌문화재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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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환경
1. 자연ㆍ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이 위치하는 성주군은 한반도의 중남부 지점에 위치하고, 경상북도의 서남부
지역에 해당한다. 성주군은 동쪽으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북도 칠곡군과 대구광역
시 달성군, 서쪽으로는 김천시, 남쪽으로는 고령군, 경상남도 합천군과 각각 접하고 있다.
성주군의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8°2′10″~128°24′10″, 북위 35°53′1″~35°53′
5″의 범위에 포함되며, 전체면적 616.147㎢, 인구 44,873명(2017년 기준)이고, 행정구역은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주지역은 크게 서․남쪽의 산지와 동쪽의 낙동강유역으로 나누어진다. 서쪽의 산지는
구미의 금오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이 서북쪽의 鈴岩山(영암산, 792m)을 시작으로 서남단의
伽倻山(가야산, 1,430m)까지 활처럼 휘어지면서 높은 산지를 이룬다. 영암산과 가야산 사
이에는 白馬山(백마산, 715m), 兄弟峰(형제봉, 1,022m), 禿用山(독용산, 955.5m), 두리봉
(1,133m)과 같은 높은 봉우리들이 자리잡고 있어 성주지역의 서쪽을 병풍처럼 감싸주고
있다. 동쪽의 낙동강유역은 왜관을 거쳐 내려온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곧게 흐르며 현재의
성주지역과 달성군 지역을 갈라놓고 있다. 또 성주지역의 남쪽은 표고 200~300m의 지맥이
동서로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고령지역과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성주지역은 동․북
쪽은 낙동강, 서․남쪽은 산지로 둘러싸인 소분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주지역내에는 서남단의 가야산을 끼고 동남으로 흐르는 大伽川(대가천)과 서북부의
백마산에서 발원한 白川(백천), 乞水山(걸수산, 783m)에서 발원하여 성주읍의 중심으로 흐
르는 伊川(이천) 등의 주요하천이 흐르고 있고, 이 중 백천과 이천은 성주의 중심부를 관
통하면서 동남으로 흘러 낙동강 중류역으로 합류한다. 백천과 이천 주변으로는 비옥한
토질의 충적평야가 넓게 형성되어 일찍부터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성주군의 지질은 북서부는 평안계에 속하고, 중앙은 경상계에 속하며, 화성암층으로 이
루어져 있다. 하천연안의 평야는 신생대 제4기에 속하여 하성층과 현무암층으로 되어 있
어 충적토질을 이루어 매우 비옥하다.1)
조사지역이 위치한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산4-1번지 일원은 해발 100m 내외의 얇은 구
릉성 산지의 서쪽사면에 해당한다. 지형상으로 칠곡군 기산면과 성주군 월항면의 경계가
되는 봉화산 질매재(해발 468.3m)로부터 서쪽으로 뻗어 백천의 동안에 자리한 장산리 풀
모산마을과 묵산마을 사이로 이어진 얇은 구릉지에 해당한다.
1) 星州郡, 1996,『星州郡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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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ㆍ역사적 환경
성주군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석
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선남면 관화리․소학리․취곡리 유적 등이 있고, 성주읍 대황리에서 석
기 1점이 채집된 바 있다2). 그리고 인접지역인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상촌리 유적에서도
유물이 출토되었다. 성주군 일대는 낙동강과 이천, 백천, 신천 등의 소하천 유역에 형성
된 하안 단구상에 구석기시대 문화층인 신생대 제4기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앞으로 구석
기시대 유적들이 더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아직 확인된 예가 없으며, 청동기시대 유적은 백천과 이천 주변으로
지석묘와 입석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산리지석묘군과 삼산리지석묘
군 등이 있다.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상언리유적3)은 발굴조사 결과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
목기, 씨앗, 호형토기, 방추차 등이 생활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성주
읍 백전 ․ 예산리유적4)이 있으며, 2011년 발굴조사된 예산리 유적5)에서는 목관묘 40여기가
조사되었으며, 주머니호, 우각형파수부호, 두형토기, 철검, 동검, 동모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분묘 ․ 생활 ․ 산성유적 등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그 가운데 고분군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대규모 고분군으로 성주읍에 위치
하는 성산동고분군(사적 제86호)이 있으며, 그 밖에 월항면의 용각리 ․ 수죽리고분군, 금
수면의 명천리고분군6) 등이 조사된 바 있다. 이 세 고분군의 배후에는 당시의 산성이 축
조되어 있는데, 성산동고분군의 배후에는 성산산성, 수죽리고분군의 배후에는 용각산성,
명천리고분군의 배후에는 할미산성이 있다.
성주군은 6가야국 가운데 하나인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을 신라가 멸망시키고 본피현
(本彼縣)으로 되었다가 신라 757년(경덕왕 16년) 신안현(新安縣)으로 개칭하였다. 신라말기
에는 벽진군(碧珍郡)으로 개칭하고 치소(治所)를 지금의 성주읍에 두었고, 후삼국 정립기
에는 벽진과 성산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성주의 향호들이 활동하였다.
고려시대에는 940년(충렬왕 34년)에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되어 성주라는 지명이 처음
으로 사용되었고, 1310년(충선왕 2년)에 경산부(京山府)로 개칭되었다가 981년(경종 6년)에
광평군(廣平郡)으로 강등되었다가 995년(성종 14년)에는 다시 경상부로 승격하여 1군14현
을 관할하였다. 1308년(충렬왕 21년)에는 성주목(星州牧)이 되었으나 1310년(충선왕2년)에
2) 계명대학교박물관, 2004,『계명대학교박물관』, 개교50주년기념 신축박물관 개관전시도록.
국립대구박물관, 2004,『星州-嶺南의 큰 고을』,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특별전 도록.
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성주 상언리유적』.
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星州 栢田 禮山里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5) 大東文化財硏究院, 2013,『星州 禮山里遺蹟』.
6) 경산대학교박물관, 2003, 「성주 월항 장산리 폐기물중간처리업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 및 수습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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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산부로 다시 강등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종 때 성주목으로 다시 승격되었고, 1895년(고종 32년) 성주군으
로 개칭하고 군수를 두었다.
190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곡․덕곡․노곡․다산면이 고령군으로, 노곡면이 현풍군으
로, 증산면이 금릉군으로 편입되었다. 1914년 실시된 군면 통․폐합 때 신곡면을 김천군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28개 면을 12개면으로 통․폐합하였다. 1934년 지사면과 청파면을 통합
하여 수륜면, 용두면과 성암면을 통합하여 용암면으로 개칭하였다. 1979년 성주면이 성주
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는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
면 등 1읍 9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지역은 현재“수죽리 고분군Ⅲ”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입로 부지에 해당하는 서
편일대의 북쪽으로 연접하여 본 연구원에서 진행된 성주 장산리 산4-1번지 일원 공장신
축부지 내 유적7)에서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으며, 월항 장산리 폐기
물중간처리사업부지 내 문화유적8)에서 시굴 및 수습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
기 및 수혈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동편 남쪽으로 지표조사를 통해 “성주 보
암리 775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유적9)이 확인되나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
지 않았다. 이외로 발굴조사를 통해 원삼국시대 목관묘 및 조선시대 묘 등이 확인된“성
주 보암리 공장부지 조성부지 내 유적10)”이 있다. 이밖에 1㎞내에 지표조사를 통해 확
인된 북쪽으로 수죽리 고분군 Ⅰ·Ⅱ 남동쪽으로 약 620m 떨어진 지점에 “용각리 지석
묘군Ⅲ”이 있다. 이외에는 뚜렷한 고고학적 자료는 현재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지표조
사 보고서에서 조사지역 일대에 지석묘를 비롯한 다수의 고대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
정하여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서라벌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책.
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3,「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폐기물 중간처리업 문화재 지표조사」
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2003,「성주 월항 장산리 폐기물중간처리업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 및 수습조사보고서」
9) 대동문화재연구원, 2011,「성주 보암리 775번지 일원 공장건립부지내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약보고서」
10) 동양대학교박물관, 2013,「성주 보암리 공장부지 조성부지 내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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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1918년 제작 지도상에서의 지표조사지역 지형도(S=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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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지표조사지역 지형 및 주변 유적분포도 (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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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내용
1. 조사지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11)
1) 성주 수죽리 고분군Ⅲ(삼국시대, 조사지역 포함)
성주 월항면 용각리 봉화산의 질매재로부
터 죽방마을의 남쪽을 감싸고 서쪽으로 좁
고 길게 뻗어내린 산의 사면과 각 능선의
정부에 삼국시대의 고분이 밀집 분포 한다.
특히 우남지의 서남쪽에 접하여 북서쪽으로
뻗은 능선의 정부에는 직경 20m 이상의 대
형봉토분이 10여기 이상 관찰된다. 이외 인
근의 임야 바깥 경작지에서도 다수의 석곽
묘를 관찰할 수 있다. 이곳에 입지하고 있는 봉토분의 경우 내부에 1기 이상의 매장주체
부가 조영되어 있으며 봉분의 중앙에 길이 5m이상의 중ㆍ대형 석곽(실)이 있고 가장자리
에 소형석곽이 조영된 구조이다. 수죽리 고분군IㆍⅡ와 함께 성주 일원에서 가장 밀집도
가 높은 대고분군 중 하나이며, 성주 성산리와 금수 명천ㆍ도남리 고분군에 필적하는 고
분군이다.

2) 성주 장산리 폐기물중간처리업부지내 유적(청동기시대, 조사지역 연접)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산 6번지 일원은
현재 산림지대이며 북서쪽 경사면에는 이
미 폐기물처리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원지
형이 상당 부분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상
태이다. 현재 부지는 능선을 절개하여 평지
화한 다음 쇄석기와 컨베이어벨트 등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는 상태이다. 시굴조사는 현재 운영중인 부
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확장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실시하게 되었다. 시굴조사 결
과 능선 상부에서는 유적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대상지역의 북서쪽 하단
11) 문화재 통합 GIS 인트라넷 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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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바닥만 남아 있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수혈 1기가 확인되었다12).

3)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산14-8번지 공장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삼국시대, 조사지역
남쪽으로 약 40m 이격)
조사대상지역의 동편으로 봉화산(해발468
m)의 정상부에서 서쪽 사면 끝부분 일부가
조사대상지에 해당하며, 해발 55~75m의 편
차를 보인다. 일대는 봉화산 전체의 서쪽 능
선의 가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구릉과 곡간
부에 해당한다. 사업대상지의 평면형태는 세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조사결과 조사
대상지 전체가 포함되는 ‘성주 수죽리 고
분군Ⅲ’은 성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삼국시대의 고분군들 중에 밀집도가 높은 고분군으로
분류되며,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조사를 통하여 직경 15~20m 이상의 대형봉
토분들과 중 ․ 소형의 봉토분들이 능선의 정상부로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3)

4) 성주 보암리 공장부지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원삼국~조선시대, 조사지역 남쪽으로
약 140m 이격)
조사지역은 저암마을의 북서쪽 일원이다.
지형적으로는 봉화산(해발 468m)에서 서쪽
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에 해당한다. 유적 일
원은 후대의 교란으로 원래 지형이 상당 부
분 훼손되었지만, 비교적 지형 경사가 완만
한 구릉 말단부로 인식할 수 있다. 조사결
과, 원삼국시대 목관묘 2기와 옹관묘 1기,
조선시대 묘 3기 등 총 6기의 유구를 확인
하였다. 원삼국시대 목관묘에서는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1점과 첨저옹 2점, 주조철부 2
점, 옹관 2점 등 총 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묘에서는 자기 1점과 청동숟가락
2점, 관못 8점 등 총 11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14)
1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3,「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폐기물 중간처리업 문화재 지표조사」
경북과학대학교박물관, 2003,「성주 월항 장산리 폐기물중간처리업부지 내 문화유적 시굴 및 수습조사보고서」
13) 금오문화재연구원, 2015,『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산 14-8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4) 동양대학교박물관, 2016,『성주 보암리 780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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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주 수죽리 고분군Ⅰ(삼국시대, 조사지역 북서쪽으로 약 210m 이격)
성주 월항면 수죽리 고분군은 성주군과
칠곡군의 경계가 되는 봉화산의 서쪽 사면
일대에 광범위하게 조성된 삼국시대 고분군
이다. 봉화산 서쪽의 각 능선과 기슭 그리고
현재 자연촌락이 입지한 평지에서도 고분을
찾아볼 수 있고 봉화산의 정상에 입지하고
있는 용각리 고분군Ⅰ과도 연결된다. 성주읍
일원의 성산리 고분군ㆍ금수면 명천리 고분
군과 더불어 성주지역의 3대 고분군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중 수죽리 고분군Ⅰ은 성주
월항면 수죽리 풀모산못 북서쪽에 접한 해발 70m내외의 야산 사면과 정부에 입지한 삼
국시대 고분군이다. 봉토분은 야산의 전면에서 20여기 이상 관찰되고 사면 아래쪽과 인
근의 경작지에서도 파괴된 석곽들이 수기 확인된다. 봉분은 삭평되었으나 그 높이가
200cm 이상 원상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 이며 직경은 8～12m 내외로 평면 원형을 나타
낸다. 도굴 등으로 노출된 석곽(실)은 할석을 평적하거나 판석을 세워 벽을 만들었는데
봉분의 규모나 노출된 석곽(실)로 보아 매장주체부는 길이 400cm 내외, 너비 100cm 내외
규모의 것이 주를 이룬다.

6) 성주 용각리 지석묘군Ⅱ(선사시대, 조사지역 남동쪽으로 약 335m 이격)
성주 월항면 용각리 묵산마을 서북쪽 새
마을 창고 뒤편에 지석묘 상석 4기가 유존
한다. 지석묘의 상석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
장방형 ․ 부정형을 띤다. 상석은 그 길이와
너비,

두께가

각각

290㎝×230㎝×100㎝,

230㎝×120㎝×120㎝, 190㎝×100㎝×100㎝,
210㎝×160㎝×70㎝이다. 이 중 중간의 것이
깨어져 3등분된 상태이다. 상석에는 길이 20
㎝, 너비 5㎝ 내외의 쐐기흔이 관찰된다. 상석의 주축 방향은 일정치 않다. 현재 도면에
표기된 지역 내에서는 지석묘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후대에 유실된 것인지 이동되
었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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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 도형 신도비(근대/일제강점기, 조사지역 남동쪽으로 약 380m 이격)
용각리 묵뫼마을과 저암마을 시이에 李景
堂, 旌閭, 神道碑가 함께 있다. 비는 전 체
높이 450cm이며 이수와 귀부를 갖춘 일반형
이다. 이수는 형식화된 쌍룡문으로 하단에는
여의두문을 연속해서 새기고 측면은 여의두
문과 화문을 함께 배열하였다. 귀부는 납작
한 편인데 귀갑문은 음각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귀두도 넓적하게 표현되었다. 비신
상단의 3면에 걸쳐 “海東名賢杏亭都先生神道碑銘”을 전서하고 아래로 비문을 넣었다.
도형(1480～1547)의 자는 國銓이며 星州人으로 金宏弼의 제자이다. 己卯士禍 후에 성균관
전적에 복직되었으나 을사사화로 다시 파직, 사후에 복직되었다. 순조 18년(1818)에 孝子
旌閭가 내려졌다. 현재 신도비 주변의 담장 등은 철거된 상태로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있
다.

8) 성주 용각리 도형 효자각(조선시대, 조사지역 남동쪽으로 약 400m 이격)
이 각은 먹뫼마을에 있는 孝敬堂 좌측편
에 있다. 都衡(1480～1547)의 본관은 星 州,
字는 國銓, 號는 杏亨이다. 중종 14년(1519)
賢良科에 합격, 병조좌랑을 지냈으며 기묘사
화로 파직되어 학문과 덕행에 힘썼는데, 평
소 실천한 효행으로 순조 118년(1818) 정려
를 받았다. 각은 시멘트 블록을 둘린 방형곽
내 남향하고 있으며, 전방에 철대문을 두어
출입하고 있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굴도리 익공계 소로수장집이다. 얕은 시멘
트기단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놓았다. 내부는 통칸에 우물마루을 깔고, 전
면에만 살대 7개를 세웠고 그외는 토벽을 쳤다. 주상 익공의 외단과 량두는 운공형이며,
내단은 초각형으로 수법은 조잡한 편이다. 상부가구는 5樑架이고, 충량은 대량과 반틱이
음하고 얇은 판재를 얹어 외기 도리 장혀를 바로 받았다. 외기부분에는 판재로 천장을
꾸였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에 골기와를 이었다. 내부 어칸 뒷벽상에는 “孝子通訓大夫兵
曹佐郞都衡之閭 上 之十七年丁丑三月 命閭”라고 쓴 旌閭板이 걸려 있다. 경상북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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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료 제542호 성주 도형정려각로 지정되었다.

9) 성주 용각리 지석묘군Ⅰ(선사시대, 조사지역 남동쪽으로 약 450m 이격)
성주 월항면 용각리 저암마을 마을회관
앞에 지석묘군이 있다. 지석묘 상석은 모두
6기로 장방형 또는 타원형의 평면 형태를
띠고 있다. 상석의 크기는 대체로 길이
150~200㎝, 너비 150㎝ 내외, 두께 50㎝ 내
외이며, 대부분 상석 아래에 1~4매의 지석이
관찰된다. 상석의 형태와 규모가 정연한 점
과 마을의 휴식공간에 모아 둔 점 등에서
후대에 옮겨온 것임을 알 수 있다.

10) 성주 동포리 도은정(근대/일제강점기, 조사지역 남동쪽으로 약 450m 이격)
이 건물은 성종 때 『八道地理誌』 를 쓴 梁誠之의 후손이며, 성주 입향조인 道隱 梁
時晩을 추모해 후손들이 세운 재실이다. 건
물은 묵산마을 초입의 넓은 장방 형곽 안에
남향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솟을삼문이 배치
되어 있다. 평면구성은 온돌방 2칸에 연이어
대청 1칸으로 꾸며져 있고, 전면에는 툇마루
를 두었다. 가운데 방 뒷벽에는 벽장을 두었
고, 대청 후ㆍ우측면에는 각기 쪽마루가 설
치되어 있다. 기단은 장대석 2단 쌓기하였
고, 기둥은 원형주좌를 가진 자연석 초석에 前退에만 두리기둥이, 기타는 네모기둥이다.
상부가구는 간략한 3량가이며, 대청 상부에는 曲材의 충량을 마룻대와 결구시켜 등위에
추녀와 서까래를 건 가구수법을 구사하였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에 한식기와를 이었
다. 현재 위치에는 주택이 신축되고 있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11) 성주 용각리 지석묘군Ⅲ(선사시대, 조사지역 남동쪽으로 약 620m 이격)
성주 월항면 용각리 묵산마을과 저암마을 사이 야산을 개간하여 경작지를 조성한 부지
일대에 용각리 지석묘군Ⅲ이 있다. 지석묘 상석은 모두 6기인데 경작과 정에서 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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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 상석
은

화강암제로

길이

200~300cm,

너비

100~200cm 정도이며 지표에 매몰된 부분이
많아 두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2) 성주 장산리 토기산포지Ⅱ(삼국시대, 조
사지역 북서쪽으로 약 800m 이격)
성주 월항면 장산리 철산마을의 북쪽으로
뻗어내린 120m 소구릉 정부 일대에 삼국시
대 토기편이 산재한다. 이곳은 구릉의 정부
까지 경작으로 인해 평탄해진 곳으로 이 과
정에서 매장문화재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장문화재의 유존 여부는 명확
히 파악할 수 없다.

13) 성주 용각리 토기산포지(선사시대, 조사지역 남동쪽으로 약 850m 이격)
성주 용각리 고분군Ⅰ의 서쪽 사면 일대
이다. 용각리 고분군Ⅰ과 달리 매장주체부의
흔적 등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이 일
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산재해 있고 인
근에 용각리 고분군이 입지하는 점 등에서
볼 때 지하에 매장문화재가 유존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14) 성주 수죽리 고분군Ⅱ(삼국시대, 조사지역 북쪽으로 약 880m 이격)
성주 월항면 수죽리 관진재와 죽방마을 사이 해발 166m 양지편산 일대에 입지한 고분
군이다. 산의 정상부에서 남서 죽방마을 방향으로 뻗은 주 능선의 정부를 따라 직경 20m
이상의 대형 봉토분이 위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산의 서쪽과 남쪽 전면에 삼국시대 고분
군이 밀집 분포한다. 봉토분의 경우 매장주체부는 너비 1m 이상의 대형판석을 세워 벽을
구축하고 개석 역시 판석 4~7매를 얹어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는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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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이나 구미 황상동 고분군, 그리고 대
구 비산동 고분군 등 낙동강 상류역의 여러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것과 유사하다. 고분군
은 산의 정상부나 사면 외에 인근의 경작지
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경작으
로 인한 훼손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2. 고고 ․ 역사분야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성주군 장산리 산4-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
리원씨가 계획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신축 부지 3,585㎡에 대한 조사이다.
해당지역은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산4-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곳으로, 봉화산 질매
재(해발 468.3m)로부터 서쪽으로 뻗어 백천의 동안에 자리한 장산리 풀모산마을과 묵
산마을 사이로 이어진 나지막한 능선부에 조성된 길고 좁은 형태의 등산로 부지 및
계단식 경작지에 해당된다.
조사지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주 월항면의 면소재지에서 성주 초전면으로 향하는
지방도를 따라 3㎞ 정도가면 저암마을의 표지석과 마을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나오는
데, 이곳에서 초전방향으로 300m 진행하면 도로의 우측으로 섬유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가 나오며, 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섬유공장을 주로 한 공장지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
공장의 북서편 경계부 일대의 계단식 경작지에 해당한다.
현지조사는 도보로 육안관찰을 통해 조사지역 내 매장문화재의 분포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서쪽 경계를 시점으로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남서
쪽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진행하여 내려오면서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조사결과 이번 조사지역은 전체적으로 길고 좁은 형태의 등산로 부지 및 산자락의 계단
식으로 단을 이루어 조성된 지역으로 등산로 조성 및 계단식 경작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곳으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조사지역이 수죽리고분군Ⅲ의 분포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조사지역 전체면적
3,585㎡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존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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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지형도 상에서의 지표조사지역 범위 및 현황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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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지표조사지역 사진촬영 위치도(S=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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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입회조사지역 범위도(S=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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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유래 분야
◉ 마을·지명소개
성주군 월항면(月恒面)
조선조의 망성(望星)ㆍ당소(唐沼)ㆍ유동(柳洞)의 3坊이 합하여 월항면이 되었다. 지금
의 유월동의 별칭인 월암(月岩)에서 월항(月恒)이라 하였다. 1914년 4월 1일 면 폐합
에 따라 월항면으로 개칭되고, 1914년 7월 동 폐합으로 성주면 삼봉동(三峰洞)을 월항
면 대산동(大山洞)에, 월항면 답계(踏溪)일부는 성주면 학산동(鶴山洞)에, 노포(蘆浦)
일부는 초전면 동포동(東浦洞)에 편입되고, 현재는 안포·대산·유울·용각·보암·장
산·수죽·지방·인촌·어산의 10개 동 23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내에는 인촌동에 신라 시대 고승인 의상대사가 전국에 10개의 절을 창건할 때 지은
절로서 군에서 가장 큰 선석사와 절 옆에는 세종대왕의 18왕자의 태를 묻은 태실이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많은 태실이 있기는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다. 또, 대산동 영
취산에 있는 감응사는 고려 때 보조국사가 왕명에 의하여 세운 절로서, 절 뒤에 있는
옥류정 물은 약수로 이름이 높다.
『보동(甫洞)』300여 년 전부터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포동(莆
洞)이라 하였으나 이곳 사람들이 선비가 많이 나오라는 뜻으로 보동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
『새뜸 ․ 저암(楮岩)』600여 년 전부터 마을을 이루어 살았으며, 그 당시 이 마을에
는 닥나무와 바위가 많았다고 하여 닥나무 저(楮)자와 바위 암(岩)자를 써서 저암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마을 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을 새뜸이라고 부르고 있다.
『수죽동(水竹洞)』나부람 ․ 나부리남 ․ 수남(水南) ․ 하남(霞南) : 마을 중간에 시내
가 흐르는데 이 개울에 노을이 비친다 하여 하(霞)자와 남(南)자를 합하여 하남이라
하였는데 이를 나부리남으로 부르다가 나부람으로 되었다.
『대뱅이 ․ 죽방(竹坊) ․ 구암리(龜岩里)』1700년 경에 유응빈이 정착하여 개척하였다
하며 이 동네는 옛날부터 대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죽방(竹坊) 또는 대뱅이라 했다 하
며,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구암리(龜岩里)라고 불려진다.
『부를모산 ․ 풀모산 ․ 풀못산[草池山] ․ 불모산[呼母山]』이 마을 앞에는 조선시대
상주 목사 이권의 집이 있었는데 이괄의 난 때 이권이 반란군과 합세하여 길을 안내
해 준 것을 안 이 마을 주민들이 이권의 집을 헐고 그 터에 못을 팠으며 못에는 풀이
많이 났다하여 풀못산 혹은 풀모산으로 부르게 되었다. 또 이 마을 뒷산의 모양이 어
머니의 젖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부를모산 ․ 불모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댓댕이 ․ 안마 ․ 죽관(竹官)』옛날 이 마을에는 대나무밭이 있었는데, 과거를 보러
상경하던 선비들이 이 곳의 대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 짚고 올라가면 반드시 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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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전설이 있다. 이러한 전설이 있고부터는 이곳의 대나무가 벼슬을 하게 하는 염
험이 있다는 뜻으로 죽관(竹官) 또는 댓댕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중 안쪽에 있는
마을을 안마라 했다.
『당새 ․ 당소(唐沼) ․ 용문(龍文)』동네 앞에 큰 못이 있어 당새 혹은 당소(唐沼)라 불
렷으며 흔히 큰 물이 들게 되면 잉어가 뒷산에 올라 용이 되어 승천했다 하여 용문(龍
文)이라 불렀다 하며 그 곳 선비들은 과거를 보러 갈 때 뒷산에 올라 기도를 했다 한다.
『먹뫼 ․ 큰마 ․ 묵산(墨山)』이 동네를 문방사우의 하나인 묵(墨)이란 뜻으로 묵산(墨
山) 또는 먹뫼로 불렀고 이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크다 하여 큰마라 부르기도 했다.
『필산(筆山)』태봉 밑에 위치하고 있는 골짜기 마을로서 옛날부터 불러 오던 문방
사우의 한 부락으로 동리 중의 붓(연필)에 해당되는 마을이라 하여 필산(筆山)이라 불
렀다 한다.
『멍지이 ․ 망정리(望亭里) ․ 도원(桃源)』옛날 마을 입구에 고목과 정자가 있었는데
멀리서 이 곳을 보면 마을은 보이지 않고 고목과 정자가 보였기 때문에 망정리(望亭
里)로 불렸으며 점차 변하여 멍지이로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옛날 이 마을 건너편
냇가에 무릉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중곡 고사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인용하여 이 마
을의 이름을 도원리(桃源里)라 하게 되었다.
『철산(哲山 ․ 鐵山)』마을 앞 냇가에 쇠로 놓은 다리가 있어서 마을 이름을 철산(鐵
山)으로 불러 오다가 뜻이 변하여 철산(哲山)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옹구를
굽던 곳이 있었는데 이 부근을 옹구동막, 마을 중앙에서 동쪽을 앞뜸, 서쪽을 뒤뜸,
새로 집을 지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을 새뜸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마을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백재[栢子]로 불리는 곳이 있으나 어원이 확실하지 않으며 철산(哲
山)마을에 속한다.
『장갓 ․ 장지(長枝)』이 마을의 북동편에 있는 첩진산의 산줄기가 이 마을 뒷산까지
길게 뻗어 있는데, 산줄기가 길게 뻗어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장지(長枝)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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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재 보존대책 현황 및 종합고찰
1. 문화재 보존대책
○ 역사 ․ 고고(古考)분야
- 총 현황
조사기관

유적
번호

유적이름

행정구역
(주소)

면적
(㎡)

유적성격

조사기관
의견

비고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

성주 수죽리
고분군Ⅲ

성주군 월항면
수죽리 산90,
98번지 일대

1,030,
404㎡

삼국시대

영향있음

조사지역
포함

청동기~
청동기시대

영향없음

조사지역
연접

삼국시대

영향없음

약40m 이격

원삼국~
조선시대

영향없음

약140m 이격

삼국시대

영향없음

약210m 이격

선사시대

영향없음

약335m 이격

근대/
일제강점기

영향없음

약380m 이격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경북과학대학교
박물관

2

금오문화재연구원

3

동양대학교박물관

4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5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6
7

8

9
10

성주 장산리
성주군 월항면
폐기물중간처리
13,082
장산리 산6번지
업부지내
㎡
일원
유적(시굴)
성주군 월항면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보암리
5,319
산14-8번지
산14-8번지
㎡
공장신축부지
일원
문화재 지표조사
성주 보암리
공장부지
성주군 월항면
280㎡
조성사업 부지 보암리 780번지
내 유적
성주군 월항면
성주 수죽리
수죽리
고분군Ⅰ
40-1번지 일대
성주 용각리
성주군 월항면
지석묘군Ⅱ
용각리 858번지
행정 도형
성주군 월항면
신도비
용각리 60번지
성주 용각리
도형 효자각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60번지

성주 용각리
지석묘군Ⅰ
성주 동포리
도은정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147번지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154번지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24-1번지 일대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산39번지
일대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산7-1․
2 일대
성주군 월항면
수죽리
산1,2,13,14,122
-2,123번지 일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1

성주 용각리
지석묘군Ⅲ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2

성주 장산리
토기산포지Ⅱ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3

성주 용각리
토기산포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4

성주 수죽리
고분군Ⅱ

※ 이격 거리는 조사지역 경계와 최단거리임

.

-

조선시대

영향없음

약400m 이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42호

-

선사시대

영향없음

약450m 이격

-

근대/
일제강점기

영향없음

약450m 이격

-

선사시대

영향없음

약620m 이격

-

삼국시대

영향없음

약800m 이격

-

삼국시대

영향없음

약850m 이격

-

삼국시대

영향없음

약880m 이격

유적의 면적은

상 산출면적으로 실제와 오차가 있

CAD

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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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 및 지질·자연환경 분야 : 해당 없음

2. 종합고찰
본 연구원에서는 김리원씨가 계획하고 있는 성주 장산리 산4-1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소
건립부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종합적인 고찰 및 조사단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은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산4-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곳으로, 봉화산 질
매재(해발 468.3m)로부터 서쪽으로 뻗어 백천의 동안에 자리한 장산리 풀모산마을
과 묵산마을 사이로 이어진 나지막한 능선부에 조성된 길고 좁은 형태의 등산로
부지 및 계단식 경작지에 해당된다.
2. 조사지역은 지형적으로 전체적으로 길고 좁은 형태의 등산로 부지 및 산자락의 계단
식으로 단을 이루어 조성된 경작지로 등산로 조성 및 경작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삭
평 및 성토 등으로 형질변경이 일부 이루어 졌다. 북쪽으로 능선부의 산림지대가 남쪽
으로 계단식 농경지가 위치하나 현재는 휴경지로 잔존하고 있다.
3. 조사결과 이번 조사지역은 등산로 조성 및 계단식 경작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곳으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조사지역이 수죽리고분군Ⅲ의 분포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조사지역 전체면적
3,585㎡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유존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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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위성사진(문화재 GIS 인트라넷시스템에서 인용․부분편집)

사진 2. 조사지역 원경1(공중촬영)(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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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조사지역 서편 가도부 근경(도면4의 1)

사진 4. 조사지역 서편 가도부 근경(도면4의 2)

사진 5. 조사지역 서편 정상부 근경(도면4의 3)

사진 6. 조사지역 중앙부 가도부 근경(도면4의 4)

사진 7. 조사지역 동편 근경(도면4의 5)

사진 8. 조사지역 동편 근경(도면4의 6)

사진 9. 조사지역 중앙부 가도부 근경(도면4의 7)

사진 10. 조사지역 동편 근경(도면4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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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지역 중앙부 가도부 근경(도면4의 9)

사진 12. 조사지역 중앙부 가도부 근경(도면4의 10)

사진 13. 조사지역 중앙부 가도부 근경(도면4의 11)

사진 14. 조사지역 중앙부 가도부 근경(도면4의 12)

사진 15. 조사지역 서편 절토면 근경(도면4의 13)

사진 16. 조사지역 서편 정상부 근경(도면4의 14)

사진 17. 조사지역 서편 가도부 근경(도면4의 15)

사진 18. 조사지역 서편 가도부 근경(도면4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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