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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29번지 일원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지표조사

☐ 조사경위
사업시행자인 비제이테크(대표 : 배영희)에서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29번지 일원
에 예정된 공장건립예정지에 대한 국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한문협 2018-0960)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해 옴에 따라 이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 조사지역 및 범위
(50875)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29번지 일원(면적 : 2,258㎡)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26일 ∼ 2018년 11월 30일(5일간)
- 문헌 및 사전조사: 11월 26일(1일간)
- 현장조사 : 11월 27일(1일간)
- 정보분석 : 11월 28일(1일간)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1월 29일~11월 30일(2일간)

☐ 조사단 구성
- 조사 단장 : 최헌섭(두류문화연구원장 : 고고학)
- 책임조사원 : 최헌섭(겸임)
- 조 사 원 : 김문철(두류문화연구원 조사연구위원 : 고고학)
- 준 조 사 원 : 정순원(두류문화연구원 연구원 : 고고학)
- 보 조 원 : 이기건(두류문화연구원 연구원 : 고고학)

☐ 조사의뢰자 : 비제이테크(대표 : 배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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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지역과 주변환경
1. 김해의 자연ㆍ지리적 환경
김해시는 우리나라의 동남단에 있으며, 남한에서 가장 긴 낙동강이 남해와 만나는
하구를 차지하고 있다.1) 수리적 위치로는 동쪽 끝은 낙동강과 접하는 대동면 월촌
리 평촌마을의 동경 129°0′48″, 북위 35°16′16″, 서쪽 끝은 진영읍 좌곤리 광대현
마을의 동경 128°41′47″, 북위 35°18′12″으로 동서 거리는 약 27㎞이다. 북쪽 끝
은 낙동강과 만나는 생림면 도요리의 동경 128°51′59″, 북위 35°23′31″, 남쪽 끝은
장유면 장유리의 동경 128°49′44″, 북위 35°9′10″로 남북 거리는 약 32㎞에 이른
다. 사방 경역 안의 면적은 463.26㎢로 경상남도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2)
사방 경계를 이루는 자연지리구는 북쪽과 동쪽은 낙동강, 남쪽은 밤내재와 태정고
개 사이의 산계,3) 서쪽은 창원과의 경계에 있는 광대현이 지경고개가 된다. 이렇듯
서쪽을 제외한 방면은 지리적 경계가 강과 산(과거에는 바다)으로 명료하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은 옛 김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던 가락국의 번영과 쇠퇴를 이해하
는 주요한 환경인자가 된다.4) 인접 지역과의 관계적 위치는 동쪽으로는 낙동강 동
쪽의 부산광역시와 양산시, 서쪽으로는 창원시, 남쪽으로는 부산시, 북쪽으로는 낙
동강을 경계로 밀양시와 접하고 있다.
주요 산계는 洛南正幹5)의 龍池峰(해발 743m)6)-장고개-매봉산(해발 338m)-황새봉
(해발 393m)-금음산(해발 376m)-나밭고개-神魚山(해발 630m)으로 이어지는 산맥
1) 지금은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낙동강의 하구가 부산시에 속하게 되었지만 문화사적 의미
에서 김해를 고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다.
2)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3) 낙동강 하구가 부산에 귀속되기 전, 김해의 남쪽 경계는 남해 바다를 향해 열려 있었다.
4) 서쪽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창원지역과는 대체로 지금의 국도 14호선이 지나는 선형
을 따라 열려 있어, 두 지역 간의 문화가 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이런 환경 인자가 창원지역 고대문화 형성의 한 바탕을 이루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
다.
5) 智異山 迎新峰(三神峰)에서 김해군 大東面 梅里에서 洛東江에 몰입되는 산줄기를 이른다.
낙동강의 남쪽 산줄기로서 서쪽으로는 蟾津江 유역의 동쪽 경계로 작용하고, 이 구간에
서 종점까지는 洛東江 유역과 경남의 해안지대를 구분 짓는 경계를 이룬다. 대개의 경우
洛南正脈이라 부르고 있지만, 白頭大幹을 계승한 산줄기라는 위격을 부여 받은 점에서
洛南正幹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
신경준 지음, 박용수 해설. 1990,『산경표』, 푸른산, pp.20~21.
최헌섭, 1998,「창원 반계동 취락유적 조사예보」,『제8회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연
구발표회』,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pp.68~69.
6) 옛적에는 이곳에서 무제(祈雨祭)를 지냈다고 하므로 용지봉의 원래 이름은 龍祭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가 지로 된 것은 제사를 지사라 하는 이 지역의 언어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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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역을 반분하고 있다. 이 낙남정간을 분수령으로 삼아 그 북쪽은 낙동강 유역
에 속하고, 그 남쪽은 남해 또는 古金海灣7)의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옛 가락국의 성장과 번영에 연동되는 핵심 지역은 낙남정간 남쪽
의 해안 지역이다. 바로 이곳에서 가락국이 태동 · 성장하여 밖으로 열린 물길을 이
용한 철의 수출을 통해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다.
낙남정간 북쪽 지역에는 낙동강에 이어지는 가지 능선(평균 고도 300~400m)으로
이루어진 낮은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평지가 적은 편이다. 서쪽은 飛音山(해발
486m)-남산치(해발 393m)-大岩山(해발 669m)-龍池峰(해발 743m)-上店嶺(해발
430m)-花山(해발 798m)-窟庵山(해발 662m)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높은 산지로 에
워싸여 있어 고개를 통한 제한적인 교통이 이루어졌을 뿐 폐쇄적이다.8) 이 지역의
지형은 지질구조의 영향을 받았다. 대체로 험준한 산계는 풍화에 대한 강한 저항력
을 가진 쳐트와 안산암류 등이 우세하고, 평야지대는 저항력이 약한 화강암류가 저
반을 이루며, 하천의 발달은 구조선에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침식윤회로 보아
山系는 대체로 晩長年期에 해당되고 平野는 老年期 지형을 형성한다.9)
지질은 경상계 신라통에 속하는 퇴적암과 이를 관입한 반심성암류 및 화산분출암과
화강암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적암류는 화성암류에 비하여 그 분포가 약세이
며 주로 시역의 북동쪽과 남서쪽 및 중서부에 발달해 있다. 퇴적암이 형성된 뒤에
는 비교적 큰 규모의 화성활동이 일어나서 반심성암과 화산암류의 관입 및 분출이
있었다. 이 반심성암과 화산암류는 주산안산암질에 속하는 안산암류 중에서 장석반
정을 갖는 도대동안산반암류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분포한다.10) 바로 이 신라통
주산안산암질암 및 도대동안산반암 내에는 鐵鑛脈이 배태되어 있으며, 그것은 대체
로 시역의 북동쪽 상동면을 중심으로 분포한다.11)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채광이 이
루어진 광산은 상동면 우계리의 삼우철광, 상동면 봉발리의 해동광산, 대동면 주동
리의 김해철광 등이 있다.12)
김해의 대표적 水系는 洛東江이다. 그 명칭은 상주의 옛 이름인 洛陽의 동쪽으로
흐른다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이야기이지만, 다산 丁若鏞
(1762~1836)은『我邦疆域考』(1811)에서 ‘洛東이라 하는 것은 駕洛의 동쪽이다.’

7) 古金海灣은 完新世에 들어와 기후가 계속 온난해 지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 현재의
김해평야 일대에 해수가 침입하여 형성된 해역을 말한다.
8) 남산치와 상점령을 넘어 창원시 성산구를 오갔고, 밤내재와 너더리고개를 통해 창원시
진해구와 통했다.
9) 국립지질연구소, 1964,『한국지질도 -김해도폭-』(SHEET 6919-Ⅰ), pp.1~2.
10) 국립지질연구소, 1964,『한국지질도 -김해도폭-』(SHEET 6919-Ⅰ), p.2.
11) 국립지질연구소, 1964,『한국지질도 -김해도폭-』(SHEET 6919-Ⅰ), p.20.
12) 국립지질연구소, 1964,『한국지질도 -김해도폭-』(SHEET 6919-Ⅰ),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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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다. 삼국시대에는 ‘黃山江’이라 했는데,13)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洛水’,
‘낙동강’이라 하였다. 그런데 다산에 앞선 시기를 살았던 이중환(1690~1751)의
『擇里志』(1751)14)와 이긍익(1736~1806)의『練藜室記述』「地理典故」에는 “낙
동은 尙州의 동쪽을 말함이다.”15)라고 했는데, 상주의 옛 이름이 洛陽16)인데서 비
롯한 이름으로 본 것이다.
위의 기록에는 낙동강이란 이름이 조선시대에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름은
이미 고려 때부터 그렇게 불렸다. 고려 말의 문인 李奎報가 남긴 시에 洛東이란 이
름이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한가로이 낙동강을 지나네/ 閑行過洛東’17)라 한 구절
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의 북쪽과 동쪽 경계를 따라 흐르는 낙동강은 경계로서는 자연지리구로도
작용하지만, 그 하구는 강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들머리가 되기도 하고, 바다를 통
해 밖으로 나가는 날머리가 되기도 하여 이곳을 오가는 물길의 關門으로 기능하였
다.18) 현재의 김해평야를 이루는 낙남정간 남쪽 충적지는 조선시대까지 內灣을 이
룬 곳이므로 당시의 하구는 보다 더 내륙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관 요소는 가락국의 성장 동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
는데, 바로 물길을 이용한 交易을 통해 가락국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이론자료로 삼아 교역을 유추하였지
만, 봉황대 구릉 서쪽에서 海上交易을 시사해 주는 유구가 발굴되면서,19) 교역에
13)『三國遺事』駕洛國記에서 가락국의 사방 경계를 이르기를 ‘동쪽은 黃山江 서남쪽은 滄
海 서북쪽은 地理山 동북쪽은 伽耶山으로써 경계를 삼았고, 남쪽이 나라의 끝이 되었
다.’고 하였음이다.
『三國遺事』 紀異 第二 駕洛國記 ‘東以黃山江 西南以滄海 西北以地理山 東北以伽耶山
南以爲國尾’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산강 또는 黃山河는 낙동강 하류의 물금 구간을 이르는 이름
으로 제한 사용되었다.
14)『擇里志』八道總論 慶尙道 ‘洛東者 謂尙州之東也’
15)『練藜室記述』別集 卷之十六 地理典故 總地理 ‘慶尙道洛東江 …洛東者 謂尙州之東也’
16)『擇里志』八道總論 慶尙道 ‘尙州一名洛陽’
17) 백 겹으로 두른 푸른 산 속에/ 百轉靑山裏
한가로이 낙동강을 지나네/ 閑行過洛東
풀은 우거졌어도 오히려 길이 있고/ 草深猶有路
소나무가 고요하니 저절로 바람이 없네/ 松靜自無風
가을 물은 오리 머리처럼 푸르고/ 秋水鴨頭綠
새벽 노을은 성성이 피처럼 붉도다/ 曉霞猩血紅
누가 알랴 게으르게 노니는 손이/ 誰知倦遊客
사해에 시 짓는 한 늙은이인 줄을/ 四海一詩翁
이규보의 “낙동강을 지나다”에서
18) 그 위치는 기후변화에 따라 드나들었는데, 대체로 완신세의 고해수면기 이후로는 내륙
(창녕 부곡면 근처)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였다.『大東輿地圖』(1861)가 그려지던 조
선시대 말엽에는 대체로 지금의 김해 불암동과 부산 구포 사이에 낙동강의 하구가 위치
했다.『大東輿地圖』18-1, 19-1.

- 4 -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29번지 일원 공장건립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지표조사

지도 1. 김해지역 지질도(김정윤;2008)

지도 2. 고해면기의 김해지역 고지형(김정윤;2008)

대한 자료가 적극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 뒤 고김해만의 서쪽 灣奧인 관동리
에서 가야시대의 교역장인 부두와 도로 및 그 배후시설 등 津과 聚落의 전모가 조
사되어 해상교역의 실체를 밝힐 수 있게 되었고,20) 최근에는 김해 봉황동에서 가야
시대 船舶의 부재와 櫓가 출토되어 그 사례를 더 하였다.21) 이렇듯 봉황대와 관동
리 등 고김해만 연변에 패총과 해상교역과 관련되는 시설이 위치하는 것은 당시 이
곳이 내만 환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22)
김해를 에우고 지나는 낙동강은 하류인 삼랑진에서 물금 사이가 협곡을 이루고 있
어 큰물이 들면 쉽게 물에 잠긴다.23) 양산협곡을 벗어난 본류는 구포 위에서 세 갈
래로 갈라지므로 옛적에는 三叉水 또는 三叉江이라 했으며,24) 그 사이에는 대저도

19) 심재용․김용탁, 2003,「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고구려 고고학의 제문제』, 제27
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20) (財)三江文化財硏究院, 2009,『金海 官洞里 三國時代 津址』.
21) 김갑진, 2012,「해상왕국 가야시대의 선박 -김해 봉황동 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
으로-」,『계간 한국의 고고학』21, 주류성출판사, pp.26~35.
22) 최근 관동리유적에서 수행한 홀로세 후기 지형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규조분석과 퇴적
상을 통해 복원된 1,800 yr BP경 남해안의 해수준은 2.6m 정도에 다다랐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면, 당시 봉황동유적 부근의 해반천과 관동리유적 부근의 율하천 하류는 내
만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황상일․김정윤․윤순옥, 2009,「김해시 관동리지역의 Holocene 후기 지형발달」,『金海
官洞里 三國時代 津址』, p.589.
23) 바로 이 구간을 일러 예전에는 황산하라 했다.
24) 이즈음에 이르러 낙동강 하부 삼각주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부터 고
김해만의 육화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海東地圖』(1750년대 제작)에
는 불암창과 나루가 있는 그 아래에 三叉水라 적었고, 德島와 鳴旨島만 섬으로 표현되
었고 다른 섬들의 주변으로는 이미 육화가 진행되어 충적지 상의 구릉으로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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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조선시대 말엽 김해지역
고지형(김정윤; 2008)

고지도 1. 대동여지도(1861년)의 김해지역

와 같은 큰 하중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듯 낙동강 하부 삼각주의 발달에 따라
내만은 서서히 충적 환경을 이루어 옛 김해만은 지금과 같은 모습의 金海平野가 되
었다.

2. 고고·역사자료로 본 김해의 역사
1) 선사시대
(1) 구석기시대

율하2지구 택지조성예정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구석기 2점25)이 출토되었다. 구석기 문화
층은 경지정리에 의해 유실되고 두 점의 석기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몸돌과 찍개로 추정된
다고 한다.26)

(2) 신석기시대

김해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할 때,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한 본격적인
인간생활은 먼 신석기시대로부터 비롯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변의 시산패총 아래 문
25) 신문에는 주먹도끼라 보도되었지만, 목포대 이헌종교수의 사진관찰에 의하면 1점은
찍개, 다른 1점은 몸돌로 추정된다고 한다.
26) 실견한 것은 아니지만, 사진관찰 의견을 그렇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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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율하2지구 저습지 출토 도토리
(경상문화재연구원, 2016)

그림 1. 도토리 갈무리 추정 복원도
(경상문화재연구원, 2016)

화층에서 융기문토기가 출토되고, 낙동강 하구의 북정, 수가리 조개더미 유적과 옛 金海
灣27)의 언저리에 자리했던 율하2지구유적, 농소리 조개더미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할 때 김해 지역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신석기
시대는 전기부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륙의 창녕 비봉리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조기부터
인간생활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바에 근거하면, 앞으로 더 이른 시기의 문화상이 발견
되리라 기대된다.
이러던 차에 2016년 봄, 김해 율하2지구 택지조성 예정지의 신석기시대 저습지에서 도토
리와 호두, 나무기둥과 그 주변에서 건물지 2동이 발견되었다. 도토리와 호두는 신석기시
대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식료 자원으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으며, 가까운 창녕 비봉리유
적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조사단에서는 이곳에서 출토된 도토리는 위의 그림에서 보듯,
나무기둥에 매단 망태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것은 조간대 해안에 말
뚝을 박아 거기에 도토리를 담은 망태기를 묶어서 썰물에 유실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일
정 시간동안 바닷물에 담기게 하여 도토리의 떫은맛을 우려내기 위한 것이다.28) 또한 도토
리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 나온 나무기둥에 대한 탄소연대측정에서 지금으로부터
5천 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임을 알게 되었다.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에는 고김해만에 연한 배후 구릉의 경사가 완만한 사면이나 고립 구릉의 정상부
27) 고김해만의 성립을 기초로 김해평야 각지에서는 비로소 內灣系 패총이 성립하게 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漁撈文化가 전개된다.
郭鍾喆, 1990,「洛東江 河口域에 있어서 先史~古代의 漁撈活動」,『伽倻文化』제3호.
28) 이는 창녕 비봉리유적에서 해안을 따라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도토리를 넣고 구덩이
위에 나뭇가지와 잎을 걸쳐 유실을 방지한 것 보다 한결 진화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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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당시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지형대를 입지배경으로 한 취락의 존재가 상정
된다. 분산 남서록의 화정지구와 구산지구의 조성에 따른 발굴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와 지석묘로 추정되는 분묘가 조사된 바 있다.
보다 더 저지에 입지한 내동 ․ 구산동 ․ 서상동 ․ 수로왕릉 경내 지석묘군과 장유면 무계리
․ 율하리 ․ 주촌면 유하리 지석묘의 존재는 이 시기에 이르러 고김해만 연변에 인간거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적의 분포양상을 통해 弁辰狗
邪國 형성의 기반을 헤아릴 수 있다.

(4) 철기시대
철기시대에 이르면 고김해만으로 돌출된 봉황
대유적을 거점으로 변진구사국이 형성되기 시
작하였다. 가락국 중심 집단의 생활 장소로 추
정되는 봉황동유적29)은 鳳凰臺 자락의 가장자
리를 아우르며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土
城,30) 竪穴 ․ 住居址 ․ 貝塚 등으로 이루어진
취락지31), 당시의 해안선에 연해 있는 窯址 ․
사진 2. 구지봉 지석묘

旱田形 水田 ․ 交易과 관련되는 시설로 추정되

는 고상건물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32) 토성은 봉황대의 북동쪽에서 확인되었다. 그 범위
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봉황대 서쪽 구릉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33) 봉황대
29) 金官加耶 중심세력의 생활 장소인 봉황동 유적의 범위는 최근 확인된 土城, 交易 시설,
古金海灣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도면2)와 같이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적은 靑銅
器時代부터 유적이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중심 시기는 鐵器時代~加耶時代에 해당된다.
봉황동 유적의 성격과 그간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간된 아래의 책에 잘 정리
되어 있다.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金海鳳凰臺遺蹟』.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4,『金海 會峴洞 消防道路 區間 內 遺蹟 -13․14․15통-』.
(社)慶南考古學硏究所, 2005,『鳳凰土城 -金海 會峴洞事務所~盆城路間 消防道路 開設
區間 發掘調査 報告書-』.
30)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김해 회현동사무소~분성로간 소방도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영남고고학』33호, 영남 고고학회.
31) 聚落의 중심지는 鳳凰臺라 불리는 구릉 일원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이 구릉에 대한
발굴자료를 검토해 보면, 구릉의 중심지를 개별 주거 단위가 집중되는 狹義的 개념의
聚落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증자료는 구릉 정상부위의 외연을 따라
분포하는 貝塚과 그 말단의 외연을 따라 조성된 土城을 들 수 있다. 즉, 토성은 防禦施
設임과 동시에 협의적 개념의 聚落을 규정하는 境界的 요소를 겸비한 장치로 이해된다.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金海 鳳凰臺 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2002,『金海 會峴里 貝塚』.
32)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5,『加耶人生活體驗村敷地 發掘調査報告書』.
33) (社)慶南考古學硏究所, 2005,『鳳凰土城 -金海 會峴洞事務所~盆城路間 消防道路 開設
區間 發掘調査 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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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쪽 충적지에서 교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상건물지군이 조사되었다34). 그
밖의 봉황대 외곽 구간에서는 성 내부에 위치하는 취락과 관련되는 시설들이 각 층마다 매
우 조밀하게 확인되고 있다. 또한 봉황동유적 북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성동고분
군35)은 가락국 지배집단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집인 陽宅과
陰宅을 구분하고자 묘역을 성 밖에 두는 등 배치의 조절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유적으로는 상기한 유적 외에 저명한 대성동유적36)을 비롯하여 구지로37)와 화
정지구에서도 당시의 분묘가 발굴된 바 있다. 加耶時代로 접어들면서 유적의 분포는 더욱
확산되면서 조밀해 지는데, 이는 가락국의 成長 및 繁榮과 연동된다. 김해의 진산인 분산
남록의 거의 전역에서 이 시기의 유적이 확인되므로 상기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역사시대
(1) 고대

① 駕洛國의 형성과 성장

가락국(금관가야)은 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지금의 김해일원을 세력기반으로 성장하였
다.『三國遺事』駕洛國記의 수로왕 탄강신화에서 보듯, 가야의 형성 이전에 이미 이곳에
존재하였던 소단위 재지 권력집단들을 통합하여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화에 나타난
대로 9간이라 불리는 9개 집단 지배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주민 계통의 수로왕을 추대함으
로써 가락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의 진원은 탄강 및 난생이라는 신화적 요소에서
34) 조사자는 高床建物址의 성격을 交易 시설 혹은 交易品을 보관하는 倉庫 등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추정의 근거는 당시의 地形環境的 배경과 해안 埋立地
에 고상건물이 설치된 점, 고대의 교역기사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은 情況 논리에 입각한
추정인 바, 향후 이 입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심재용․김용탁, 2003,「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부지 내-」
『고구려 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韓國考古學會, pp.115~137.
35)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김해 대성동고분군』
36) 경남고고학연구소, 2006,『김해 대성동 유적 동편지구』
37) 대성동고분군의 북동측 龜旨路 개설구간에 대한 발굴에서 木棺墓 14기, 木槨墓 38기,
石槨墓 1기, 甕棺墓 4기 등 57기의 분묘가 조사되었다. 木棺의 구조는 割竹形 통나무
관과 板材를 사용한 箱子形 목관이며, 그 시기는 漆器 부장의 유무에 의해 Ⅰ․Ⅱ기로 구
분된다. 보고자는 목관묘 Ⅰ기의 연대를 2세기 전엽~중엽으로 비정하고 있다. 木槨墓는
바닥에 시상석이 깔리지 않고, 부곽이 채용되지 않은 單獨墳이다. 목곽묘의 경우 墓制와
土器文化에 의해 2기로 구분된다. 목곽묘 Ⅰ기는 3세기 2/4분기~3세기 4/4분기, 목곽
묘 Ⅱ기는 4세기 1/4분기~4세기 4/4분기로 비정하고 있다.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金海龜旨路墳墓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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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북방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김해일원의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북방계
문물인 동복 등의 유물과, 대도를 꺾어 묻는 등의 매장습속에 잘 나타나 있다.

사진 3. 진영 하계리 제련로

사진 4. 대성동고분군 2호분 출토 철정

금관가야 성장의 모태가 된 동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철의 생산과 이를 통한 무역이다.
현재적 개념에서 볼 때, 이는 김해라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십분 활용한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다소 지겨운 인용이 되더라도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어 한 ․ 예 ․ 왜가 모두 와서 사 간다.
시장에서의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서 중국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낙랑과 대방의) 두
군에도 공급했다.’38)는 『三國志』 魏書東夷傳
의 기록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실 이들 지역
과의 교역의 증거는 고분 출토 유물이 잘 방증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든 가락국기의 수
로왕 혼인기사도 이러한 국제교류를 반영하는
한 사례가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기사를 통해 許黃玉의 출자를
규명하는 데에 집중해 왔다. 허왕옥을 비롯해
그녀와 동행한 잉신인 趙匡과 申輔 등이 중국
식 이름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온 많은
물건 가운데 ‘한나라의 저자에서 사온 여러 가
지도 4. 고대 교통로 추정도
(대성동박물관, 2005)

지 물건(漢肆雜物)’이 포함되어 있음은 무역에
대한 다른 표현은 아닐까. 그녀를 태우고 온 배

38)『三國志』魏書東夷傳 弁辰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
二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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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쌀과 포목 등 많은 물건을 싣고 돌아갔다는 점은 더욱 그런 생각을 지우지 못하게 한
다. 남북으로 왜와 한을 잇는 중계무역도 행하였을 것이므로 南北市糴의 중간에서 이를 중
개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무역로의 설정은 탈해 관련 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방증되는 바이다.
이 시기는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사적 연구 성과에 의하면, 3세기를 전후한 무렵으로 이해
되고 있다. 고고학적 증거로는 분묘에서의 대형목곽묘의 출현을 들 수 있다. 2세기 후반으
로 편년되는 양동리 162호분이 그 예증이다. 바로 이때를 즈음하여 무덤에 덩이쇠가 다량
으로 부장되기 시작하므로 이로부터 가야 철기의 전성기를 열어가게 된 것이다. 번영을 거
듭하던 가야의 철 산업은 4세기 전반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해 그 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바로 고구려 미천왕의 313년과 314년에 연이은 낙랑 ․ 대방 등 한사군 축출에 따른
주요 수요처의 상실이 그것이다. 낙랑 등과의 원거리 무역의 차단은 시장을 잃은 이상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문화 전반의 문제에 걸쳐 생각한다면 더욱 그
러할 것이다.

② 가락국의 번영과 쇠퇴

가락국의 번영을 이끈 동력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철의 생산과 무역이다. 번영을 구가
하던 가락국은 4세기 이후 동아시아 해상 무역체계의 변화에 따라 서서히 쇠잔해 가기 시
작한다.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사군 설치 이후부터이다. 한은 衛
滿朝鮮을 멸하고 고조선의 옛 땅에 樂浪 帶方 등의 군현을 설치하여 한반도의 韓․濊와 바
다 건너 倭와의 무역을 중개하도록 했다. 한반도와 일본 九州 및 關西 지역에 이르는 연안
의 무역 항로를 따라 貨泉․五銖錢 등의 고대 중국 화폐가 발견되는 것은 낙랑군 설치 이후
동아시아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반영하는 예증이다.39)
우리 지역의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에서 이와 같은 화폐가 출토된 곳으로는 창원 다호리유
적 1호 널무덤에서 출토된 五銖錢 3,40) 성산패총의 五銖錢 1,41) 김해 회현리패총의 貨泉
1,42) 삼천포 勒島貝塚 출토 前漢代의 半兩錢 1매 등이 있다.43)
이러한 유물이 전해지는 루트는『三國志』 倭人傳에 묘사된 바와 같다. “대방군에서 왜에
39) 姜鳳龍, 2002,「古代 동아시아 海上交易에서의 百濟의 역할」,『韓國上古史學報』38,
p.38~77.
40) 李健茂 外, 1989,「義昌茶戶里遺蹟發掘進展報告(Ⅰ)」,『考古學誌』第1輯, 韓國考古美術
硏究所.
41) 崔夢龍, 1976,「西南區貝塚發掘報告」,『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p.127～128.
42) 朝鮮總督府,『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書』, 圖版 27.
43) 李健茂, 2001,「勒島遺蹟을 통해 본 古代 國際交流」,『勒島遺蹟을 통해 본 韓․中․日 古
代文化 交流』, 慶尙南道․慶尙大學校 博物館,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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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노정은 해안을 따라 韓國을 지나 동남쪽으로 가면 왜의 북쪽 狗耶韓國(지금의 김
해)에 이르고, 다시 바다를 건너면 對馬島에 도착한다.”44) 물론 대마도 이후의 노정은 一
岐島를 거쳐 열도로 이르게 된다. 최근 중간 기착지인 일기도에서 彌生時代의 선착장이 발
굴되어 이 루트를 일본학계에서는 南北市糴을 이끈 교역로라고 하며,45) 최근의 일본 연구
자들은 이 길을 ‘쇠의 길(鐵の道)’이라고도 부른다.46) 이것은 이 길을 통해 바로 우리 지역
변한의 鐵(鐵鋌; 덩이쇠)이 왜로 수출되었음을 방증하고 있음이다.
그러다 4세기 초엽 고구려에 의한 낙랑군(313년)과 대방군(314년)의 축출에 따른 국제질
서의 변화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가락국은 철의 주요 수요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漢代의 유물은 영남지역에 편중되어 발견되는데 비해 魏․晉(西
晉)의 유물이 馬韓․百濟의 고지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대조적인 현상이다.47)(윤재운;
2006) 이와 같은 고고학적 사실이야 말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단적인 예증
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42년 김수로에 의해 건국된 가락국은 491년을 이어오다 10대 구형왕에 이르러 신라에 투
항하니, 그때가 법흥왕 19년인 532년이었다. 이때 신라는 가락국을 金官郡으로 고쳤다.

③ 통일신라시대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가락국 후예들의 혁혁한 전공에 힘입어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
자, 문무왕은 20년(680)에 가락국 고지를 金官小京으로 삼았다. 경덕왕 16년(757)에는 전
국의 행정 구역을 중국의 제도를 차용하여 군현제로 개편하면서 金海小京으로 고쳤다. 이
때의 행정개편은 별다른 변화 없이 통일신라 전반 및 고려시대 초까지 오래 동안 지속되었
다.

(2) 중·근세

① 고려시대

고려 太祖 23년(940)에 김해소경을 김해부로 고쳤다. 뒤에 臨海縣으로 내렸다가 다시 臨
海郡으로 올렸다. 成宗 2년(983)에는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전국을 12牧으로 나누어 설치

44)『三國志』 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三十 倭人傳 「從郡至倭 遁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耶韓國 七十餘里 始渡一海 千餘里至對馬島」
45) 長崎縣敎育委員會, 2003,『壹岐․原の辻』.
46) 大塚初重 外, 1997,『考古學による日本歷史 -交易과 交通-』9, 雄山閣.
47) 윤재운, 2006,『한국 고대무역사 연구』, 景仁文化社,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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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하였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地方豪族勢力들로 인하여 당시
중앙에서 지방을 실질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처음으로 중
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독자적인 호족들을 통제하였던 점에 의미를 두었다, 하
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성종 14년(995)에 지방행정체계를 다시 ‘4都護府 10道’로 개편하
였으며, 顯宗 9년(1018)에 전국을 ‘4道護府 8牧 56州郡 28鎭’으로 나누게 됨으로써 고려
의 지방제도가 완성되었다. 이때 비로소 통일신라 때 이루어 진 지방명칭과 행정체계에 대
한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체계와 명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의 행정개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成宗 14년(995)에는 ‘金州 安東都護府’로 고쳤고, 光宗 22년(971)에 금주도호부라 하였다
가 穆宗 3년(1000)에는 안동도호부로 고쳤다. 顯宗 3년(1012)에 다시 金州로 고치고 방어
사를 두었다. 元宗 11년(1270)에 방어사 金咺이 密城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하고 삼별초
를 막은 공으로 ‘金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忠烈王 19년(1293)에 현으로 강등되었으며, 동
왕 34년(1308)에 다시 ‘金州牧’으로 승격되었고, 忠宣王 2년(1310)에 이르러 김해부로 개
편되었다.48)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는데, 高宗 10년(1223)~恭讓王 4년(1392)에 이르기
까지 169년간 총 529회에 이를 만큼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恭愍王~禑王
통치 시기에는 총 493회로써 침략빈도가 가장 많았으니, 그 노략질과 규모 또한 점차 대
담해져 남해안과 삼남지방은 물론 심지어 평안ㆍ함경지역, 그리고 내륙지방까지 침략하여
그 피해가 高麗王朝의 기저를 위협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김해지역도 예외일 수 없
었다. 특히 김해지역은 日本(倭)과 가장 가까운 海路의 요충지였으며, 物産 또한 풍성한 큰
고을로서 잦은 왜구의 침략과 노략질의 대상이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에 禑王 때
김해부사 朴葳는 이를 격퇴하는 한편, 김해에 邑城과 盆山城을 수축하여 왜구의 침탈로부
터 방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②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이르러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道 중심체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행정개편
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김해시는 먼저 太宗 13년(1413)에 ‘金海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이때에서야 이곳에 鄕校가 설치되었으며, 웅천ㆍ완포를 속현으로 대산ㆍ천읍을 부곡으로
삼았다.『世宗實錄』「地理志」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김해부의 호구 수는 1,290호, 인구
는 6,642명이었다.49) 그리고 文宗 2년(1452)에는 웅신현과 완포현을 웅천현으로 통합하여

48)『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49)『世宗實錄』卷一百五十 <地理志> 金州都護府 戶口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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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감을 두었고, 世祖 13년(1467)에 지방군제 개편으로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관하의 鎭管을
설치하였다. 조선 중기 宣祖 25년(1592)에 壬辰倭亂이 발발하여 가락면 죽동에 상륙한 왜
군 제3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나 결국 김해성이 함락되기도 하였다(김해성 전투).50)
이후『金海府邑誌』의 기록에 의하면, 英祖 35년(1759) 김해도호부의 호구 수가 8,511호
에 인구가 33,015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전기에 비해 많은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이상에서 보듯이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인근 지역들과의 통합과 분리를
거치면서 승강을 거듭하면서도 대체적으로 ‘府’단위의 행정체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다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는 郡으로 행정개편이 이루어 졌으며,
인근 지역들과 여러 차례 개편과 편입을 거치면서 현재 김해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3) 근 · 현대

조선 말기인 高宗 32년(1895)의 ‘23府制’의 지방관제 개편으로 인하여 ‘金海郡’으로 되었
다. 光武 10년(1906)에 大山面이 창원군으로 편입되고, 양산군에 大上面ㆍ大下面이 편입되
었다. 이후 1910년 9월, 21개 面이 13개 面으로 개편되었고, 1914년 군ㆍ면 폐합에 따라
밀양군의 下南面ㆍ下東面의 일부를 병합하여 14개 面과 134개 里로 개편하여 관할하였다.
1918년 좌부면과 우부면을 병합하여 金海面을 신설하고, 1928년 4월 하계면을 進永面으
로 하고, 1931년 11월 김해면을 金海邑으로 승격하였다. 1942년 진영면을 읍으로 승격, 2
읍 11면이 되었다.
이후 해방이 되고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1978년 남해고속도로가 개통되던 해에 김해군
의 대저면, 명지면, 가락면의 강동지구가 현 부산광역시 北區에 편입되었고, 1981년 김해
읍이 김해시로 승격되면서 김해군과 분리되어 한때 김해군의 세력이 많이 약화되기도 하였
다. 1983년 2월 김해군 生林面의 금곡리와 생림리 일부가 二北面에 편입되었으며, 1987년
1월 이북면이 翰林面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 도농통합시로 金海市ㆍ郡이 통합되었다.51)
1998년에는 칠산동과 서부동을 칠산서부동으로 통합하였고 2013년 장유면을 장유
1동, 장유2동, 장유3동으로 분동하였다.

50) 이때 四忠士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끝까지 왜군과 싸웠고, 모두 장렬히 전사하였다. 사
충사는 宋賓ㆍ李大亨ㆍ金德器ㆍ柳湜 등 4명으로 후일 이들을 위해 분산성에 四忠壇을
설치하고, 高宗 8년(1871)에는 사충단비를 설치하였다.
51) 김해시의 面 단위 행정구역명 변천관련은『경상남도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저, 1997,『경상남도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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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례면의 자연환경과 역사

1) 진례면 자연환경

사진 5. 진례면 위성사진(출처 : naver)

조사구역이 위치하는 진례면은 김해시의 서부에 위치하고 북쪽은 진영읍, 동북쪽은
주촌면 ․ 한림면, 동남쪽은 주촌면 ․

장유면, 서쪽은 창원시가 인접하고 있다.

지형은 동서가 짧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타원형 침식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분지의
외곽으로는 북동에서 시계 방향으로 무릉산(해발 312.3m)-황새봉(해발 392.6m)매봉산(해발 336m)-용지봉52)(해발 743m)-대암산(해발 486m)-태종산 등을 연결
하는 산맥이 병풍처럼 에워져 있어 安穩한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창원
과 장유의 경계를 이루는 대암산(해발 607.4m)과 용지봉이 고지를 이룬다.
하천은 용지봉에서 발원한 화포천53)과 진례천 등 12개소의 대소 지류들은 초전리
에서 합류하여 진례면 중앙을 관통하는 화포천을 따라 북쪽의 한림들을 지나 낙동

52) 옛 이름은 龍祭峰이니 이 산의 정상에서 물을 다스리는 용에게 기우제를 지낸데서 비
롯한 이름이다.
53) 옛 이름은 이 하천의 雪倉 즈음에 있던 섶다리(신교)에서 비롯한 薪橋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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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으로 유입된다. 이 화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전리와 담안리, 진영 본산리에 이
르는 넓은 유역평야와 그 주변의 얕은 구릉은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이 유리한 곳이
다.54) 화포천 주변에는 충적평야가 넓게 조성됨에 따라 평야지대는 대부분 논으로
경작되고 자연마을은 분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조성되어있다. 주요 교통로는 남해고
속도로와 1042번 지방도 및 부산~목포간의 경전선이 면을 남북으로 관통해 진영과
창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에 의해 이른 시기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했을 것으로 추
정되는데 분지를 향하여 뻗은 구릉의 사면에는 고모리고분군 ․ 담안리 서재골고분
군 ․ 당리고분군 ․ 산본리고분군(학성고분군) ․ 신안리고분군 ․ 송정리 산월고분군 ․
시례리고분군 ․ 청천리고분군55) ․ 의전리 안평고분군 ․ 죽곡리 외촌고분군 등의 고
분유적 등이 있다. 그리고 비음산의 정상부에는 진례산성이 있고 비음산에서 동쪽
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에는 신안리 토성과 송정리 토성이 있으며 주촌면과 경계를
이루는 매봉산에는 양동산성이 있다. 그 외에도 송현리유적 ․ 송정리 유적 ․ 돈담 유
물산포지 ․ 청천리 유물산포지 등이 확인되고 있다.56)
지질은 기반암이 安山巖 및 安山巖質凝灰巖, 정각산층, 黑雲母花崗巖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한 암층 중 안산암 및 안산암질응회암, 정각산층은 進禮盆地의 배후산지
에 띠처럼 분포하며, 조사구역이 포함되는 산각과 분지저에는 흑운모화강암이 분포
해 있다. 이와같은 지질구성에 따라 현재의 지표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각 암석의 경도 차이가 지금의 지형을 만든 배경이 된 것이다. 즉,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는 조사구역 일대는 화학적인 풍화에 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나타내는 구릉의 완경사면과 侵蝕性 低丘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57) 조사구역의

54) 조사구역과 가까운 당리고분군과 학성고분군, 담안리 서재골고분군, 담안유물산포지를
비롯하여 분지 외곽의 죽곡리 외촌고분군, 고모리고분군, 송정리 둔덕 취락유적. 신안
리고분군, 신안리 토성 등의 삼국시대 유적과 냉정고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청동기시
대~삼국시대의 유물산포지인 냉정유적, 고려시대 이래의 역인 성법역과 그 길 등이 분
포하는 것이 그 예증이다.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김해시-』, 김해시.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1,『金海 陶藝村 豫定地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昌原大學校博物館, 2003,『釜山 新港 背後鐵道區間 文化財 地表調査 結果報告』, 鐵道廳.
慶南發展硏究院 歷史文化센터, 2005,『金海 進禮~酒村間 外 1個地區 道路 擴․鋪裝工事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55) 시례리고분군과 청천리고분군은 김해 복합레포츠타운 사업부지 내 발굴(시굴)조사에서
확인된 고분군으로 시례리고분군은 석실분이 중심이고 청천리고분군은 삼한 및 고려시대
고분이 중심이다.
(재)경남문화재연구원, 2011,『김해 복합레포츠 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자문위
원회의 자료(1차)- 1~6지구』.
56) 김해시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
57) 과학기술부(한국자원연구소), 1998,『부산지질도폭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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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을 구성하는 흑운모화강암(Kbgr)의 분포양상은 진례분지의 북쪽을 제외한 삼
면을 ‘U’자상으로 에워싸고 있다. 그 배후로는 중생대 백악기 유천층군 구성의 안산
암 및 안산암질응회암(Kat)이 북북동-남남서향의 대상으로 분포한다. 진례분지의
북측과 서측, 남측에 분포하는 중생대 백악기 유천층군 구성의 정각산층(Kjk)은 북
북동~남남서향의 주향을 가진다.58)

조사대상구역

지도 5. 조사구역과 주변의 지질도
(국립지질조사소, 1963, -마산도폭- (SHEET 6919-Ⅳ)에서)

2) 진례면 역사
조사지역이 위치하는 진례에 대한 기록은 三國史記에 처음 나타나며 新增東國輿
地勝覽 金海都護府 古蹟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각종 지지와 ｢昌原 鳳林寺 眞鏡大師
寶月凌空塔碑文｣59)에서도 진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58) 과학기술부(한국자원연구소), 1998,『부산지질도폭 설명서』.
59) 鳳林寺 眞鏡大師寶月凌空塔碑
｢無何遠聞 金海西有福林 忽別此山 言歸南界 及乎達於進禮 暫以踟躕 爰有□□ 進禮城諸
軍事 金律熙 慕道情深 聞風志切 候於境外 迎入城中｣
｢先是知金海府進禮城諸軍事 明義將軍金仁匡鯉庭稟訓 龍闕馳誠 歸仰禪門 助修寶所 □師
心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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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 列傳 甄萱에는 ‘견훤은 군사를 일으켜 步騎 1만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大耶城을 쳐서 함락시키고 군사를 進禮城으로 옮겼다. 이에 신라 경명왕은 아찬 김
율을 고려로 파견하여 태조에게 구원을 청하고 태조가 출사하니 견훤은 이로 인하
여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고 하였다’60).
高麗史 太祖 世家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실렸다. 이 기사에는 대야성을 공함하였
다는 기사 대신에 견훤이 大良과 仇史 二郡을 취하였다고 하였고, 진례성 대신에
進禮郡이라 하였다61).
三國史節要에 나타난 기록은 크게 다른 것이 없고62), 그 후 조선시대의 각종 지
지에 진례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新增東國輿地勝覽金海都護府 古蹟에 진례성의 위치는 김해 서쪽 35리 지점이고
신라 때 김인광을 진례성제군사로 삼았다고 하였다63).
輿地集成에는 진례성의 위치가 新增東國輿地勝覽과 달리 “김해 서쪽 30리 지
점이요. 신라 때 김인광을 진례제군사로 삼았다. 그리고 세상에 전하기를 수로왕이
한 아들을 진례성주에 봉하고 왕궁, 태자단, 첨성대를 설치하였고 아직 그 대지가
남아있으며 성내의 사람들은 자신을 京城(都城 안)인이라고 한다.”고 하여 좀 더 상
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64). 이에 대해 金海府邑誌에서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65).
진례성은 진례면 남쪽의 독립된 구릉 정상에 위치한 ‘송정리 토성’으로 내부와 주변
에서 출토된 주름무늬토기병이나 회청색 경질항아리 편과 같은 고고학적 유물로 보
아 10세기 전반에 송정리토성과 그 주변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
으므로 송정리 토성을 기록에 나타난 신라 하대의 진례성으로 비정하고 있다.66)
조선 예종 때의 『경상도지리지』(1469년)에 “부서 진례촌(부서 진례촌)”으로 기록
되어 있다. 당시 청천면으로서 속칭 청내라 하였으며 이는 열두 골짜기에서 흘러내
리는 물이 청천리에 모여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열두 청내라 불렀다.
60) 三國史記 列傳 甄萱 ｢甄萱步騎 一萬攻陷大耶城 移軍於進禮城 新羅王遺阿湌金律求授
於太祖 太祖出師 甄萱之 引退｣
61) 高麗史 太祖 世家 ｢庚辰三年冬十月 甄萱侵新羅 取大良仇史二郡 至于進禮郡 新羅遣阿
粲金律來救援 王見兵求之 萱聞之 引退｣
62) 三國史節要 ｢庚辰四年冬十月 後百濟甄萱率步騎一萬 攻陷大良仇史二城 至于進禮郡 王
見阿粲金律 救援於高麗 高麗遣兵求之 萱聞之 引退｣
63) 新增東國輿地勝覽 金海都護府 古蹟 ｢進禮城 在府西三十五里有古址 新羅時以金仁匡爲
進禮城諸軍事｣
64) 輿地集成 ｢在府西三十里 新羅時以金仁匡爲進禮諸軍事 諺傳 首露王封其一子爲進禮城
主 以設王宮太子壇瞻星臺遺址 至今猶存 居人號稱京城內云｣
65) 金海府邑誌 ｢瞻星臺在府西三十里 世傳駕洛封太子爲進禮城主 有土城瞻星臺遺址在焉｣
66) 鄭義道, 2002, ｢新羅下代 進禮城 硏究｣ 考古歷史學志 제17 ․ 18집, 東亞大學校博物館.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김해 복합레포츠 사업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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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경장 때 진례면 5리(청천, 시례, 송정, 신안, 초전)와 율리면 9리(산본,
신월, 송현, 신안, 고모, 고령, 관동, 성법, 개동)로 나누었다가 1914년 진영면 의전
리와 죽곡리 일부를 병합하여 진례면이 되었다. 1942년에는 진영면이 읍으로 승격
하기 위해 죽곡리와 의전리를 진영으로 편입하였다.

4. 담안리 환경
조사지역이 위치하는 담안리는 매봉산(해발 338m)에서 황새봉(해발 393m)으로 연
결되는 능선에서 서쪽으로 뻗어가는 해발 60m 이하의 구릉 말단부와 화포천 주변
의 충적지에 자리하고 있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산록에는 공장과 자연취락이 형
성되어 있고, 취락 사이와 그 앞에는 계단식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구릉 사이의
계곡에서 발원한 소하천은 충적지와의 경계에 조성한 소류지(개동저수지, 담안저수
지)에 담수되거나 진례평야를 관통하는 화포천에 유입된 후 낙동강으로 흐른다. 화
포천 주변의 저평한 대지(20m 이하)에 자연취락(상평마을)에는 청동기시대의 지석
묘가 있으며, 서쪽으로 뻗은 구릉의 말단부에는 삼국시대의 고분(서재골고분군)과
생활유적(유물산포지), 조선시대 생활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진례 지역에 분포하는
삼국시대 고분군은 대부분 진례평야를 중심으로 뻗은 돌출된 구릉의 사면에 분포하
고 있는 것처럼 담안리에 분포하는 서재골고분군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자연취락을 이루고 있는 담안리는 대부분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마
을로는 담안(안담안, 바깥담안), 서재골, 작은들말(상평), 큰들말(하평)마을, 개동 등
이 있다. 서재골 마을은 담안 본동의 북쪽에 위치한 구릉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다. 마을 이름은 옛날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서재가 있
었다고 그렇게 붙여졌다. 안담안 마을에는 임진왜란 때, 김해 사충신의 한 분인 송
빈의 만묘소인 첨모재가 있다. 작은들말(상평) 마을은 전에는 작은 들이었다는 의미
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큰들말(하평) 마을은 옛날 큰 들이었다는 뜻에서 명명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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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조사대상구역과 주변유적 위치도(1/25,000)

- 20 -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29번지 일원 공장건립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지표조사

Ⅲ. 조사내용
1. 조사구역 주변의 문화재 현황67)
조사구역 반경 1㎞ 이내에는 생활유적과 분묘유적 등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학계에 확인 · 보고된 바 있다. 이 중 이번 조사구역과 가장 인접한 유적은 ‘김해시 서
재골고분군’이 일부 포함되고 있다.68) 이 유적들 외에도 용지봉-불티고개-황새봉으로
연결하는 진례면 동쪽 산 능선에서 진례면 중앙을 관통하는 화포천으로 뻗은 구릉 말단
부와 자연마을 주변에는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명명된 삼국~조선시대의 생활유적과 분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번 조사구역은 상기한 유적들의 가시적 영향권 내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주변유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69)은 아래와 같다. (도면 1. 참조)

1) 김해 죽곡리 외촌고분군70)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704-8번지 일원

지정현황：

시

대：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2.4㎞

조사대상지역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
인 부산 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구간에 해당
한다. 조사지역은 2004년 창원대학교박물관에
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기와편, 조선시대 도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이에 부산신항 배후철도 건
설공사에 앞서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시
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가지구에서는 삼국시대 매납유구 1기, 조선시대 분묘 20기, 용도미상 수
67)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김해시-』.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68)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김해시-』.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69) 1998년 출간된『문화유적분포지도-김해시-』의 내용을 따랐으며, 이후 추가 지표, 시
· 발굴 등 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진 곳 중 ‘문화재청 GIS인트라넷시스템’에서 유적이 확
인된 지점을 본고에 수록하였다.
70)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9,『김해 죽곡리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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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 1기, 구상유구 1기 등 23기가 검출되었으며, 나지구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13
기, 분묘 131기, 제사유구 1기, 수혈 2기, 구상유구 4기와 고려~조선시대 분묘
267기, 시기미상 석개토광묘 2기 등 총 443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다지구에서는
유구가 검출되지 않았다.

2) 김해 죽곡리 571번지 유적71)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571번지 일원

지정현황：

시

대： 조선시대

이격거리： 2.3㎞

조사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지 진영읍 죽곡리
571번지 일원이며, 태숭산(해발 312.6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해당
하며, 현재 조사지역 일대는 과수원과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으로 고모리고분군, 의전
리 안평고분군, 청천리유물산포지, 시례리 하
촌유물산포지, 시례리 유적추정지, 삼국시대
수혈유구와 고상건물지가 확인된 송정리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인접하여 위치
한 죽곡리유적에서 삼한~삼국시대 수혈주거지, 삼국시대 고분과 함께 조선시대 분
묘가 다량 발굴조사되어 본 조사지역 내에는 이와 유사한 유적이 유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사결과 조선시대 주거지 1동, 분묘 14기,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
었다. 유물은 백자발, 백자완, 기와편, 청동발, 철제가위, 관정, 청동시 등이 수습되
었다.

3) 김해 고모리 유물산포지72)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596번지 일원

지정현황：

시

대： 조선시대

이격거리： 1.4㎞

진례분지 동편 남북으로 산세가 형성된 황새봉(해발 390m)의 서쪽 말단부에 조성
된 민가를 포함한 동서방향의 타원형 범위의 유적이다. 마을 동편 구릉 말단부는
71) (재)동서문물연구원, 2017,『김해 죽곡리 571번지 유적』.
72)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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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감나무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마을 서쪽 다소 평탄한 부분
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 일대에서 조선시대의 분청자기에서
부터 생활토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조선
시대 전기부터 이 일대에 취락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4) 김해 고모리 상우유물산포지73)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730번지 일원

지정현황：

시

대： 조선시대

이격거리： 1.2㎞

유적은 진례분지의 동쪽 남북으로 형성된 황
새봉을 위시한 산지의 서쪽 말단에서 조금 올
라온 곳으로 현재 계단식 과수원과 밭으로 이
용되고 있다. 상우마을의 뒷부분부터 중턱의
급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에 봉분이 있는 무덤
군이 자리잡은 곳까지 해당하는 이곳에서는
조선전기의 분청자기에서 후기의 백자까지 고
루 수습된다. 따라서 이곳은 조선시대 전기 이래의 분묘군이 줄곧 들어섰을 가능성
이 있다.

5)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74)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429-1번지 일원

지정현황：

시

대： 삼국, 조선시대

이격거리： 연접 또는 일부포함

기존 ‘김해 담안리 서재골 고분군’의 범위에서 서쪽
과 북서쪽의 구릉능선부와 사면부를 따라 삼국시대
고배편, 호편 등과 함게 조선시대 자기편도 수습된
다. 기존 유적과 지형적으로 연속되는 양상으로 보
아 이 일대에 넓게 고분군 및 관련 유적이 존재하
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 낮은 구릉에 있는

73)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74)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김해시-』.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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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군은 3~5m 크기의 도굴 구덩이가 있고, 토기편도 주위에 흩어져 있다. 도굴
등으로 인해 유구가 노출되어 있고, 주변에 민묘 조성으로 파괴가 심하다. 유구의
축조형태와 출토유물로 보아 비교적 늦은 시기의 석곽이나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6) 김해 담안리 서재골유물산포지75)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520번지 일원

지정현황：

시

대：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160m

진례분지의 중간의 동편 남북으로 산세가 형
성된 황새봉(해발 390m)의 퇴적물에 의해 형
성된 선상지의 선앙부에 해당한다. 황새봉에서
흘러내려 화포천과 합류하는 동서방향으로 흐
른 소하천의 중간 좌안에 주변보다 다소 높은
해발 25m 전후의 미고지성입지를 보인다. 지
형의 경사면을 따라 동서로 긴 부정형으로 유
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삼국시대 토기편에서 조선시대 자기편까지
고루 확인되고 있어 동쪽에 불과 100m 떨어진 담안리 서재골고분군과 관계된 취락
유적의 존재가 의심된다.

7) 김해 담안리 유물산포지76)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071번지 일원

지정현황：

시

대： 고려~조선시대

이격거리： 550m

유적은 진례분지 남동쪽 남북으로 형성된 황
새봉의 서쪽 말단부에 자리한 마을 바로 아래
서쪽 들판부에 해당한다. 다소 완만하긴 하지
만 계단식의 논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는 조선시대 생활토기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
된다. 마을이 경사면 위쪽에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을 조성 이전에 조선시대부터 취락이 형성
75)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76)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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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며 논경작면에도 관련 유적의 존재가 추정된다.

8) 瞻慕齋77)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238번지

지정현황：

시

대： 조선

이격거리： 926m
임진왜란때 김해 四忠臣의 1인인 宋賓의 萬慕所이다.
창건 연대는 미상이나 1873년에 松亭里에서 別廟와
함께 옮겼다가 다시 1969년에 이곳으로 재이건하였다.
팔작지붕으로 정면 4칸의 목조와가 건물이다. 別廟와
흙돌담을 둘렀다.

9) 김해 송현리 유물산포지78)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6번지 일원

지정현황：

시

대：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723m

진례분지의 동편이자 남북으로 산지가 형성되
어 있는 황새봉(해발 390m) 사이 다소 평탄하
게 형성된 논 경작지가 유적에 해당한다. 동고
서저의 지형이나 바둑판식 농지정리가 되면서
지형변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유적으로 추정되
는 부분은 주변부보다 다소 높은 해발 20m
전후의 미고지성이다. 유적 내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경질토기편 및 조선시대 자기편이 함께 수습되고 있어 관련 시대 유적의
존재가 의심된다.

10) 김해 당리고분군79)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당리마을 시
대： 삼국~조선시대
지정현황：
이격거리： 1.7㎞

77)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김해시-』.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78)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79)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김해시-』.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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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마을 뒷편 완만하게 경사를 이룬 구릉 사면 전체 중 특히 동
쪽 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고분군의 일부는 과수원과
민묘, 민가로 파괴되었는데 그나마 최근까지 도굴이 행해진 듯하
다. 도굴 구덩이 주변에는 기형을 알 수 없는 토기편이 흩어져 있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들이다. 이 고분군은 토광묘가 주류를 이루는 듯하다.

11) 김해 돈담유물산포지80)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돈담마을 일원

시

지정현황：

대： 삼국~조선시대

이격거리： 1.8㎞

초전리 돈담마을 일대에 위치한 유적은 현재 돈담마을과 밭 등으
로 되어 있다. 유물은 잘려진 단애상과 과수원 경작지에서 삼국~
조선시대의 연질 및 경질의 생활용 토기편이 다수 채집되고 있다.

12) 김해 담안리 상평지석묘군81)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644-2번지 일원

시

지정현황：

대： 청동기시대

이격거리： 827m

담안리 상평마을에 지석묘 상석 3기가 위치하고 있다. 2기
는 담안리 644-2번지 (주)효신 공장안에 위치하여 있고 나
머지 1기는 상평교회의 사택건물 뒤편 텃밭에 위치한다. 화
포천에 의해 형성된 범람원의 자연제방에 위치한 것으로 판
단된다.
번호

상 석 크 기(㎝)
길 이 너 비

두 께

성

혈

1호

195

170

45

25개(직경 10~5㎝, 깊이 5㎝)

2호

260

140

75

15개(직경 12~3㎝, 깊이 5㎝)

3호

150

140

45

비

고

공장 내 북측

상평교회사택, 1,2호와 15m이격

80)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81) (재)동서문물연구원, 2010,『김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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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대상구역 지형도(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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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사진 1. 조사대상구역 위성사진(출처 :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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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역사분야
본 지표조사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29번지 일원에 예정된 공장건립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문화재지표조사이다. 이번 지표조사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비제이테크(대표 : 배영희)
의 의뢰로 공사 시행(한문협: 2018-0960) 이전에 유적의 분포유무를 파악하기 위
해 수행하였다.
조사구역의 위치는 장유에서 진례면으로 가는 서부로(지방도 1042호)를 따라가면
진례면 송현리로 가는 ‘신월삼거리’가 있고, 이 삼거리에서 진례면 고모리로 가는
고모로를 따라가면 상평마을이 있다. 이 상평마을의 중앙에서 담안리 서재골마을로
가는 ‘고모로364번길’을 따라가면 담안리 서재골마을이 있다. 조사구역은 ‘서재골마
을의 북쪽에 있는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있는 묘역 ․ 나대지 ․ 감나무가 있는 과수원
등으로 구성된 곳이다. 조사구역 주변에는 서재골마을의 주택과 공장, 고모리 개동
마을과 서재골마을 사이에 있는 과수원과 밭 등의 경작지가 있다. 조사구역의 서쪽
과 남쪽에는 ‘고모로364번길’과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다. 조사구역의 양 가
장자리 좌표는 X179711.1194, Y295828.2654과 X179662.1066, Y295764.9318
이며, 면적은 2,258㎡이다.

사진 6. 조사대상구역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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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구역은 김해시 진례면과 한림면의 경계를 이루는 불티고개와 황새봉을 연
결하는 능선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에 해당한다. 전면에는 진례면의 중앙
을 관통하는 화포천의 지류인 진례천이 있고, 진례천 주변에는 선상지성 충적지인
‘상평들(들말들)’이 있다. 현재 평야와 조사구역 주변에는 ‘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업
단지’와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는 상평마을 ․ 서재골마을의 자연마을과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상가와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 이 평야와 연접한 서쪽에는 경
전선 철도와 남해고속도로가 진례면을 관통하고 있다.
조사구역은 금음산(해발 376.3m)에서 서쪽으로 연결된 구릉과 무릉산(해발 313m)
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구릉이 만나는 황새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에 있
다. 구릉 말단부는 근래까지 과수원과 밭 ․ 논으로 이용된 경작지인데, 1980년대 이
후부터 경작지와 ‘서재골마을’의 자연마을에는 공장이 급속하게 조성되면서 현재는
조사구역 주변에는 공장이 밀집해 있다. 조사구역은 분포지형상 산록경사지의 구릉
지로서 붕적층에 해당되며, 전면인 서쪽에는 ‘진례천’과 황새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 능선에 의해 홍적대지와 선상지인 충적층 ․ 충적붕적층과 홍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82)(도면 3. 참조)

조사대상구역

조사대상구역

도면 3. 조사대상구역 분포지형과 퇴적양식(출처 : 흙토람)

조사구역의 북동쪽은 선행 조사에서 확인된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의 외연에
속해 있다83).(도면 2, 위성사진 1 참조)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은 진례면과 한
림면의 경계를 이루는 황새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완사면에는 삼국시대 고배편, 호편 등과 함께 조선시대 자기편이 흩
어져 있다. 이 일대는 삼국시대 고분군과 이와 관련된 유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
8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환경정보시스템.
83) 동아대학교박물관, 1998,『문화유적분포지도 –김해시-』.
문화재청 문화재인트라넷시스템(http://intranet.gis-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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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된다. 조사구역의 북쪽인 해발 30~50m의 구릉에는 다수의 도굴 구덩이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삼국시대 토기편이 흩어져 있다. 삼국시대 고분군은 도굴과
분묘 조성으로 유구가 노출되거나 파괴가 심하다. 고분군은 유구의 축조형태와 출
토유물로 보아 삼국시대의 석곽묘 또는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구역은 북동쪽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의 외연에 속해 있으므로, 조사구역
과 그 주변에 이와 관련한 유구 · 유물 및 가시적 구조물 등의 분포범위를 파악하
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조사대상구역은 황새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의 해발 35~40m의 서쪽 사
면에 해당된다. 조사구역의 동쪽과 남쪽에는 공장이 조성되어 있고, 서쪽과 북쪽에
는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작지이다. 조사구역은 중앙에서 공장과 연접
한 북동쪽에는 경주이씨의 묘역(산29번지 북동쪽)이 있고, 남쪽과 동쪽의 공장과
연접한 곳에는 공장과 도로를 조성하면서 3m로 성토된 나대지(404-7번지와 산29
번지 일부)가 있으며, 서쪽은 나대지 또는 감나무를 경작하는 과수원(468-2번지)에
해당된다.
조사구역은 현재 묘역 ․ 나대지 ․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과수원과 경주이
씨묘역의 지표에서 삼국시대 경질 승석문호편과 조선시대 백자편이 발견되었다. 조사구
역 북동쪽은 선행 조사에서 확인된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의 외연에 속해 있다.(도
면 2, 위성사진 1 참조) 조사구역은 묘역을 조성하면서 지형이 약간 훼손되었다만 대부
분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구역의 북동쪽이 기존의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져 있
는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의 외연에 속해 있고, 지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연결되
면서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 이전에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조사(면적: 2,258㎡)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적의 보존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사회 ․ 민속 ․ 지명유래분야
1) 사회 ․ 민속84)
민속은 각 지역의 민간신앙 ․ 세시풍속 ․ 전통놀이 ․ 구비전승 ․ 제례행사 등 일상생
8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韓國民俗大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國文化院聯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慶南民俗資料集』.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
진례면지편찬위원회, 2004,『進禮面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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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 전해오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의미가 아주 광범위하다. 그리
고 다양한 민속행위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의식이나 특성, 생활양식 등을 내포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현재까지 각 지역에 전승되는 행위전승만도 100여 종 이상
으로, 널리 알려진 놀이로서 줄싸움, 매구놀이(농악), 달집태우기, 연날리기,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지신밟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외에 갖가지 신앙이나 인
물과 관련된 의식과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
제가 각 마을 단위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신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진다.
김해시 역시 다양한 민속행위와 놀이가 전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에
는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많다. 이 중 무형문화재와 제례의식과 놀이, 민요와 설화,
동제의 사례 및 문화행사를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제례의식으로 ‘金海 崇善殿 祭禮’(춘제 ․ 추제, 도무형문화재
제 11호)가 있다. 제례는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숭선전에서 행해지는데, 숭선전은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과 허황후 두 분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흔히 수로왕릉
전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왕릉 자체는 납능이라 하고 숭선전 앞에는 숭앙전이라 하
여 왕묘가 없는 2대에서 9대까지의 8왕과 왕비 16분의 위패를 모셔두고 있다. 수
로왕릉은 국가 사적 제 73호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제향을 지내고 기타 왕은 김해
김씨 문중 제사 때 같이 지내며 집례는 따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춘향대제는 매년 3월 15일(음력)이며, 추향대제는 매년 9월 15
일(음력)이다. 대제를 행할 때 구형왕과 김유신장군의 제도 모신다. 초헌관은 정부
의 대표가, 아헌관은 종친 대표가, 그리고 종헌간은 유림의 대표가 각각 맡고 있다.
조선시대에 제례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유교식으로 봉행되고 있다. 대제의 일시는
조선시대 예조에서 선정하였다. 부속 건물로 제기고인 전사청과 향촉․대 보관소인
안향각이 있으며, 가락 유물관에는 대제 시 제단의 모형을 전시해 놓고 있다. 단을
차릴 때, 날 것으로 차리는데 이는 ‘왕은 혈식군자’라는 의미이고, 술을 놓지 않고
차를 사용하는데 이는 허황후가 아유타국에서 도래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속가면극인 ‘김해오광대’는 가락면에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에 연희되던
탈놀이로, ‘동래야유’와 ‘초계 대광대탈놀음’을 모방한 것이라고 전하는데, 지리적으
로 가장 가까운 동래 ․ 진주 ․ 마산의 오광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모두 여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과장은 중(승려), 둘째 과장은 노름꾼,
셋째 과장은 양반, 넷째 과장은 영노, 다섯째 과장은 할미 ․ 영감, 여섯째 과장은 사
자춤이다. 내용은 대개 파계승의 풍자, 양반에 대한 조롱, 일부대 처첩간의 삼각관
계, 逐邪延祥의 呪願 등을 보여주고 있다.

- 32 -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29번지 일원 공장건립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지표조사

‘김해 걸궁치기 놀이’는 장유면 유하리 버등마을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김해시 일원
에서 행해지는 놀이로 집안의 악귀를 물리치고 태평을 기원하는데서 유래하였다.
성주굿(고사) 풀이 등 여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해지역에서만 이어져 오는
‘질굿’(길굿이라고도 한다.)은 여섯가락으로 넘겨 집는 특이한 짜임새를 보여 주고 있
다.
이 외에도 김해지역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아직까지 동제가 행해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흥동 1궁의 경우, 마을의 뒤편 임호산 중턱의 산신당과 마을 중간에 있는 당
산에서, 연 1호 정월 14일 자정 전후에 지낸다. 동리의 가장 연로한 어른을 제주로
삼고, 도수 1인, 제관 2인을 선정하여 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당산에서 당산제
를 지낸 다음 거리잡신을 위하여 마을 동 ․ 서 ․ 남 세거리 입구에 제물을 진수하여
제를 마친다.
또한, 진례면에는 많은 민요와 설화,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 먼저 민요의 경우를 살
펴보면, 장르가 노동요 ․ 유상요 ․ 경세요 ․ 의식요 ․ 애환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며, 내용은 노동의 고달픔과 신성함이 배여 있거나, 청춘의 고독과 애환, 인생의 환
희와 무상, 삶의 애환이 구구절절이 배여 있다. 그 대상도 자연숭배, 애정, 여가놀
이, 가족 ․ 살림살이, 풍자와 해학 등 다양하나, 근원과 취지가 불분명하고 내용의
혼합분류가 어려운 잡설과 잡가도 많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들로는 ‘모찔 때 노
래’, ‘오전 모심기 노래’, ‘보리타작 노래’, ‘베틀 노래’, ‘권주가’, ‘시집살이 노래’,
‘청춘타령’, ‘백발가’, ‘정열가’ 등 다양하다. 설화 및 전설의 경우, 지명 및 인물들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중 몇 가지 예를 들면, 선녀들이 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외돌바위’전설과 담안마을 앞 낮은 언덕이 마치 배의 형상을
하고 있어 까치집인 정자를 세워 그 기를 억제하였다는 ‘까지청’에 얽힌 전설, 조선
承議朗主簿를 지낸 효자 潘碩徹과 관련된 ‘효자답과 효감천’의 전설 및 청주 송씨와
관련 있는 ‘탁발승의 봉변’, 송장군에 얽힌 ‘비석골과 갑옷바위’ 등 다양하게 전하고
있으며, 특히 김해지역의 ‘金海三奇’ 중 한 곳으로, 산 반대쪽에서 말을 하면 그 소
리가 고개 넘어 저쪽까지 들렸다고 전하는 ‘비음령’ 전설은 대표적인 이 지역의 전
설이다.
조사지역인 담안리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도 다양하다. 이 중 특색 있는 것을 중
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풍신제’는 일명 ‘바람올리기’라고도 한다. 바람신인 영등할머니께 지내는 고사
로 2월 초하룻날 새벽에 정화수를 떠다 장독대에 놓고 제를 지낸다. 이 외 ‘기우제’
등이 전승되고 있다. 전승되는 놀이로는 대보름날 남녀노소 모두 동구 밖 다리를
밟으며, 한 해 동안 다리병과 액운이 없기를 기원하는 ‘다리밟기’와 봉선화로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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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여자들의 ‘봉선화 물들이기’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아름다
워지고 소망하는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붉은 색은 잡귀를 쫓는 의미를 지
니고 있다. 또한 지금은 산업화의 추세에 밀려 사라졌지만, 특색 있는 ‘꽃이 먼뎅이
놀이’가 음력 8월 16일에 행해졌다고 한다. 이것은 진례면 신안에 위치한 ‘꽃이 먼
뎅이’에서 진례를 비롯한 인근 장유 ․ 주촌 ․ 진영 등지의 부녀자들이 모여 하루 종
일 자유스럽게 노는 행위로, 이 날 만큼은 여자들이 자유로웠다고 한다. 명칭은 이
날 모인 부녀자들의 옷이 산 전체를 울긋불긋하게 물들여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외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줄다리기, 지신밟기, 농악놀
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윷놀이, 돈치기, 달맞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놀이들이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진례면은 특산품인 도자기를 축제로 접목시켜 ‘김해 분청도
자기축제’를 행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80여 개의 업체에서 가
야토기 재현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다. 김해지역에서 도
자기가 발전하게 된 것은 태토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과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도공기술이 승화된 것으로 이 축제는 이를 내실 있는 지역행사로 발전시
킨 것이다.

2) 지명유래85)
(1) 김해시

金海라는 지명은 김해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이 있다. 그러나 그 이름만을 거론할
뿐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경우는 없다. 김해라는 지명에 표기된
쇠 금(金)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금관가야의 금(金)이다. 또한 金寧이라고 기록하고
김령이라고 읽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금관도 김관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결론이 나
온다. 즉 금(金)이 김(金)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발음상
의 문제만으로 보면 경상도 지방말로 금 발음은 ‘검’이다. 검은 검다. 까맣다. 가마
득하다 등에서 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그런데 검은 감으로도 발음이 변형되는
데 검다가 까맣다로 발음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말 지명에 가물창(창녕 적포
의 玄倉), 가막골(까막골=가마골=釜谷), 까막섬, 감골 감나무골(창원 팔용 부곡의 감
나무먼당) 등이 있는데 이때 지명에 사용되는 '감'은 옛말 '감'에서 온 말로, '신성하
85) 김해문화원, 1996,『증보 김해지리지』.
민긍기, 2005,『김해의 지명』.
한글학회, 2003,『한국지명총람8-경남Ⅰ』.
진례면지편찬위원회, 2004,『進禮面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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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높다. ‘으뜸', 또는 '크다'의 뜻이다. '감'은 검, 곰, 가마, 가막, 까막'으로도 변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감, 검, 곰, 가마 등은 지모신을 뜻하는 우리말 -(감-가
마)의 변이형이다. 그런데 고대에는 우리말을 우리글로 기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였는데 한자의 음이나 훈을 따서 표기하였다. 이러
한 표기법을 借字表記라고 한다. 지모신을 뜻하는 , , 곰, 검 등을 한자로 표
기할 때

사용되는 한자는 감 柿, 가마 釜, 곰 熊, 거북 龜(=검) 등이다. 이 중에서

김해와 관련되는 지명에 사용된 한자는 龜이다. 龜山洞, 龜旨峰이 그것이다. 여기서
구산과 구지는 같은 말이다. 구산은 검산으로 읽히는데 거북 龜의 고어발음은 검이
기 때문이다. 구지에서 구는 검이며 맛 지(旨)는 봉우리나 언덕을 표기하는 우리말
맏을 한자로 차자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지와 구산은 같은 말이다.
구지가 첫 구절의 노랫말을 풀면 “검하 검하 머리를 내어라”라고 읽을 수 있다. 이
때 검으로 불리는 구(龜)는 주술의 대상으로서의 ‘검’ 곧 신이다.

구지봉 즉 검산,

검봉, 지모신에서 우두머리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두머리 즉 머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首露이다. 그러므로 우두머리를 부르는 한자말 수로는 일반명사이다.
일반명사로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다른 우두머리와 구분할 수 없다.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태어난 장소를 이름에 같이 사용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택호를
사용하여 출생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다. 수로는 검산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 이
름에 검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다. 검을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표기하면서 검(金)이
되고 검(金)이 쇠금(金)과는 달리 지모신을 뜻하는 검(金)임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또한 노력 절감을 위한 음운탈락으로 김(金)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금
령(金寧)이 김녕으로 읽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해(金海)라고
기록해 놓고 김해(金海)로 읽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한편 김수로라는 이름과 유사하게 일반명사형의 이름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뜻을 강조하거나 그 출신지를 강조하는 말을 앞에 붙인 경우가 박혁거세이다. 朴赫
居世의 원래 이름은 혁거세이다. 赫은 ‘밝다’이다. 居世는 거서간 즉 무당이나 왕을
지칭하는 고어이다. 그러므로 밝은 왕이 그 의미이다. 세상의 이치나 신을 모시는
일이나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밝은 왕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일반명사이다. 그런
데 혁거세라는 말이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명사가 되면서
그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하여 밝다는 의미를 가진 다른 한자를 붙여서 그 뜻
을 강조한 것이 박(朴)이다.
김해도호부의 연혁 변천에 대해서는『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김해도호부
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金海都護府는 본디 駕洛國인데, 後漢 光武 皇帝 建武 18년 임인에 가락의 장 我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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干, 汝刀干, 彼刀干 등 아홉 사람이 그 백성을 거느리고 (禊飮) 하다가 구지봉을 바
라보니, 이상한 聲氣가 있기에 가서 보았더니, 金盒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속
에 둥글기가 日輪과 같은 금빛 알이 있었다. 아홉 사람이 절을 하고 신령스럽게 여
겨 아도간의 집에 奉置하고 이튿날 아홉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을 열고 보니, 한
아이가 껍데기를 벗고 나왔는데 나이는 열다섯 살 가량 될 만하고, 용모가 매우 잘
났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모두 拜賀의 예를 다하였다. 아이가 날마다 크고 뛰어나서
10여일이 지나매 신장이 9척이었다. 그달 보름날에 아홉 사람이 마침내 받들어서
임금을 삼으니, 바로 首露王이다. 나라 이름을 駕洛, 또는 伽倻로 일컫다가 뒤에 金
官國으로 고쳤다. 그 나라는 동쪽으로 黃山江에 이르고, 동북쪽으로 伽倻山에 이르
며, 서남쪽은 큰 바다에 닿았고, 서북쪽은 지리산을 경계로 하였다. 즉위한 지 1백
58년, 後漢 獻帝 建安 4년 기묘에 죽고, 9대손 仇亥王에 이르러, 梁 武帝 中大通 4
년 임자에 國帑과 보물을 가지고 신라에 항복하였다. 수로왕으로부터 仇衝이 나라
를 두기까지 무릇 4백 91년이다.
신라 法興王이 이미 구해의 항복을 받아 客禮로써 대접하고, 그 나라를 식읍으로
삼고, 이름을 金官郡으로 하였는데, 文武王이 비로소 金官小京을 설치하고, 景德王
이 金海小京으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 23년 경자에 金海府로 고쳤다. 뒤에 낮추어
서 臨海縣으로 하였다가, 또 올려서 郡으로 하였고, 成宗 14년 을미에 金州安東都
護府로 고치고, 顯宗 3년 임자에 낮추어서 金州防禦使로 삼았다. 元宗 11년 경오에
防禦使 金暄이 密城의 난을 평정하고, 또 삼별초를 막아 공이 있는 까닭으로, 올려
서 金寧都護府로 하고, 인해 김훤을 발탁하여 都護로 삼아 鎭守하게 하였다. 忠烈王
34년 무신에 金州牧으로 올렸다가, 忠宣王 2년 경술에 여러 牧을 없앰에 따라 다시
김해부로 하였는데, 본조에서 그대로 따랐다가, 태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도
호부로 고쳤다.”

(2) 진례면

진례면은 1914년 본래 진례면에 율리면과 중북면 죽곡리, 의전리 각 일부가 병합
되어 설치되었다. 이 때 진례면에는 고모리, 담안리, 송현리, 산본리, 청천리, 시례
리, 송정리, 신월리, 초전리, 신안리 등 10개 법정리가 설치되었다.
진례면 지역이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진경대사비’이다. ‘진경대사가 심해
에 복림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명주의 산사를 떠나 진례에 다다를 즈음에 진례성제
군사 김율희가 대사의 소문을 듣고 경외에서 기다리다가 성중으로 영입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진례면이 다시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慶尙道地理志』와『世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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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김해도호부에 성법역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慶尙道續撰地理誌』를 보면
‘김해도호부 북쪽에 있는 진례촌제가 120결을 관개한다.’고 하였고, ‘김해도호부 서
쪽 고법야촌에 노현원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진례성과
무송지가 등장한다. ‘진례성이 옛터가 김해도로부에서 서쪽으로 35리에 있는데 신
라시대 때 김인광을 진례성제군사로 삼았다.’고 하였고, 또 ‘무송지가 김해도호부에
서 서쪽으로 35리에 있다.’고 하였다. 진례촌제가『慶尙道續撰地理誌』이후의 기록
에 등장하지 않고, 대신 무송지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무송지는 진례촌제의 또
다른 이름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례면지역의 면단위 행정구역이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
후기의『輿地圖書』이다. 이 때 김해도호부에는 상동면 하동면 활천면 좌부면 우부
면 칠산면 주촌면 유등야면 태야면 율역면 진례면 하계면 대산면 중북면 하북면 생
림면 명지도 등 18개의 면 단위 행정구역이 속해 있었다. 이 중 율역면과 진례면이
진례면 지역인데 율역면은 율리면으로 개칭하기 이전의 이름이다.
그리고 진례면 지역의 리 단위 말단행정구역 전체가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戶口總數』이다. 당시 진례면 지역에는 율역면에 생법리, 관동리, 산본리, 점
현리, 송북리, 율역리, 평리, 개동리, 고모곡리, 상우리 등 11개리가 속해 있었고,
진례면에 곤법리, 시례리, 대동리, 충훈부리, 무송리, 신리, 진례리, 둔덕리 등 8개리
가 속해 있었다.
『戶口總數』이후 율역면은 율리면으로 개칭하였다. 1832년『慶尙道邑誌』에 율리
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800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개칭된 것으로 생각된다.
율촌면에 속해있던 청천리가 진례면에 속하게 된 것도 비슷한 시기의 일일 것이다.
또한 리단위 말단행정구역에도 약간의 변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嶺南邑誌』를 보면 율리면에 11개, 진례면에 9개리가 속해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리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다. 그리고 『구한국지방행
정구역명칭일람』을 보면 율리면에 산본리, 관동리, 생법리, 송현리, 담안리, 개동
리, 상우리, 고령리, 고모리 등 9개, 진례면에 청천리, 시례리, 송정리, 초전리, 신당
리 등 5개리가 속해 있다고 하였다. 율리면과 진례면에 속해 있던 이들 14개리는
1914년 율리면이 진례면에 통합되면서 고모리, 담안리, 송현리, 산본리, 청천리, 시
례리, 송정리, 신월리, 초전리, 신안리 등 10개 법정리로 조정되었다.
1914년 설치되었던 10개 법정리는 그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면
소재지를 초전리에서 송정리로 옮겼을 뿐이다. 1929년 발간된『金海邑誌』에 송정
리가 진례면의 면소재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옮겼을 것이다.
진례면은 진례촌에서 연유할 것이다. 진례촌의 ‘진’은 남쪽은 물론 남쪽에 있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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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마을 등을 뜻하는 ‘~’의 변이형태 ‘갈’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일 것으로 생
각된다. ‘진’의 훈에 ‘나아가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그리
고 ‘례’는 논이나 밭으로 쓰이는 넓고 평평한 땅을 뜻하는 ‘들’의 병이 현태 ‘덜’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례’의 훈은 ‘절’로 ‘덜’의 구개음화한 형태
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절’의 옛말이 ‘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촌’의 훈이 ‘마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례
촌은 ‘갈덜말’의 차자표기로서 ‘남쪽들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겠다. 태종산의 남쪽
들에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戶口總數』를 보
면 진례리가 등장하고, 초전리에 진례동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옛날 진례촌지역
에 형성된 마을일 것이다. 물론 진례면은 진례촌에서 ‘진례’를 취하고 거기에 면을
붙여 면단위 행정구역이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이겠다.
율역면은『戶口總數』에 등장하는 율역리에서 연유할 것으로 생각된다. 율역리의
‘율’은 동쪽은 물론 동쪽에 있는 산 들 마을 등을 뜻하는 ‘~’를 표기하기 위
한 차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율’이 전통적으로 ‘~’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역’은 ‘율’로 차자 표기된
‘~’의 말음을 표기하면서 ‘율’을 자음으로 읽지 말고 ‘~’라는 훈으로
읽으라는 뜻을 첨기하기 위해 사용된 차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역’이 이두표기에서
전통적으로 ‘이’ 혹은 ‘여’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
자되었을 것이다. 또한 ‘리’는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말’을 표기하기 위한 차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리’의 훈이 ‘마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그
러므로 율역리는 ‘~말’의 차자표기이면서 ‘~말’의 ‘말’이 ‘리’로 차자표
기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말단행정구역의 하나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으로 ‘동쪽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겠다. 청천의 동쪽 편에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름이 붙었을 것이다. 물론 율역면은 울역리의 ‘율역’에 면을 붙여 면단위 행정구역
이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이겠다. 율리면의 ‘율리’는 율역리의 또 다른 표기로 생각
된다. 율역리에서 ‘역’이 빠지고 율리가 된것을 차자표기체계가 변하면서 굳이 ‘역’
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락국 때 수로왕이 왕자를 진례성에
봉했다고 하며, 통일신라말기에 김인광이 진례성제군사가 되어 이곳을 지켰다고 한
다. 봉림사의 진경대사탑비에 의하면 진성여왕 때 김율희가 진례성제군사였다고 나
와 있다. 이를 보면 통일신라이대까지는 하나의 작은 고을을 이룩하고 말기에는 호
족이 자치하고 있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 예종 때의『慶尙道地理志』(1469)에는 부
서진례촌으로 나와 있다.
조선시대에는 청천면으로서 청내라고 불렸고, 열두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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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천내에 모여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열두 청내’라고 불렀다. 1894년 갑을경
장 때 진례면 5리(청천 시례 송정 초전 신안)와 율리면 9리(산본 신월 송현 담안
고모 고령 관동 생법 개동)로 나누었다가 1914년 중북면 의전리 일부와 죽곡리 일
부를 병합하여 진례면이 되었다. 1988년 6월4일 송정리 246번지에 면사무소를 개
축하였다.

(3) 담안리

조사지역인 담안리는『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하며,
당시 율리면에 속해 있었다. 1914년 일제의 김해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율리
면 盖洞里와 중복면 蟻田里 일부를 통합하였다.『金海地理誌』를 보면 담안리에 대
해 ‘地形이 담으로 둘러싸인 듯 하다고 담안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그러나 담안
리의 ‘淡’은 중심은 물론 중심에 있는 산, 들, 마을 등을 뜻하는 ‘~’를 표기하
기 위한 차자이고, ‘安’은 ‘~’를 첨기하기 위한 차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淡’
의 훈이 ‘말갛다’이고, ‘安’이 전통적으로 ‘알’이라는 음가를 표현하기 위한 차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차자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里’는 마을을 뜻하는 우리말 ‘말’을
표현하기 위한 차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里’의 훈이 ‘마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차자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淡安里는 ‘~말’의 차자표기이면서 ‘~말’
의 ‘말’이 ‘里’로 차자표기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말단행정구역의 하나라는 사실을
표기한 것으로 ‘중심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겠다.

(4) 송현리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里이다. 당리마을 뒤쪽에는 당리저수지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솔티저수지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江邊, 塘里, 솔티, 松峴, 솥골, 栗里, 鶴
城 등이 있다. 송현리는 솔티 고개 밑에 위치하여 솔티 또는 송현이라고 하였다. 강
변은 당리 서쪽 냇가 근처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솥골은 당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이곳에서 솥을 만들었다고 한다. 학성은 황새등 밑에 위치하였다
하여 이름이 유래된다.

(5) 고모리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里이다. 동쪽으로 황새봉의 산자락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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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천이 흘러 화포천으로 유입되며, 상우저수지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고령(높은
재), 고모리(고무실), 上右 등이 있다. 고령은 고모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외부에
서 마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높은 재 너머에 위치한 조그마한 분지에 마을이 조
성되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모 입구에는 돌로 쌓은 두 개의 돌탑이 있
다. 한 사내아이가 산모의 배를 뚫고 출생해 산모가 비참하게 죽어 아이가 역적이
될까 우려한 마을에서 돌탑을 세워 이를 방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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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재보존 대책(현황) 및 종합고찰

1. 문화재 보존대책
○ 조사면적 : 2,258㎡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26일~2018년 11월 30일(05일간)
○ 조사의뢰 기관 : 비제이테크(대표 : 배영희)
○ 역사ㆍ고고 분야
- 총 현황(면적단위 : ㎡)

조사기관

유적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면적

유적

조사단

(㎡)

성격

의견

두류문화
연구원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2,258
담안리 산29번지 일원

동아대학교 5
박물관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429-1번지 일원

동아대학교 6
박물관

김해 담안리
서재골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520번지 일원

동아대학교 7
박물관

김해 담안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071번지 일원

동아대학교 9
박물관

김해 송현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6번지 일원

동서문물 12
연구원

김해 담안리
상평지석묘군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644-2번지 일원

동아대학교 8
박물관

첨모재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238번지 일원

고분군
일부
분묘 일부포함
/고분군 지표에서
삼국시대 포함
유물수습

해당
있음
생활 해당
· /유물산포지
없음
생활 해당
· /유물산포지
없음
생활 해당
· /유물산포지
없음
분묘 해당
· /지석묘
없음
건축 해당
·
/사묘 없음
·

비고

분묘
/고분군

연접
160m
550m
723m
827m
926m

2. 종합고찰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29번지 일원에 예정된 공장건립부지에 대한 국
비지원 문화재 지표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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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구역은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산29번지 일원에 예정된 공장건립부지로
서 지표조사 대상면적은 2,258㎡이다. 조사구역의 위치는 장유에서 진례면으로 가
는 서부로(지방도 1042호)를 따라가면 진례면 송현리로 가는 ‘신월삼거리’가 있고,
이 삼거리에서 진례면 고모리로 가는 고모로를 따라 가면 상평마을이 있다. 이 상
평마을의 중앙에서 담안리 서재골마을로 가는 ‘고모로364번길’을 따라 가면 담안리
서재골마을이 있다. 조사구역은 ‘서재골마을의 북쪽에 있는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있
는 묘역 ․ 나대지 ․ 감나무가 있는 과수원 등에 해당된다.

2) 조사구역은 금음산(해발 376.3m)에서 서쪽으로 연결된 구릉과 무릉산(해발
313m)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구릉이 만나는 황새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
에 있다. 이곳은 최근까지 과수원과 밭 ․ 논으로 이용된 경작지였다. 1980년대 이래
로 경작지와 ‘서재골마을’에 공장이 급속하게 조성되면서 현재 조사구역 주변에는
공장이 밀집 조성되어 있다. 조사구역은 분포지형상 산록경사지의 구릉지로서 붕적
층에 해당된다.

3) 조사구역의 북동쪽은 성행 조사에서 확인된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의 외연
에 속해 있다.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은 진례면과 한림면의 경계를 이루는 황새
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의 서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는
삼국시대 고배편, 호편 등과 함께 조선시대 자기편이 발견된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이번 조사구역이 속한 구릉 일대에는 삼국시대 고분군과 이와 관련된 생활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구역 북쪽 해발 30~50m 대의 구릉에는 다수
의 도굴 구덩이가 있고, 그 주변으로는 삼국시대 토기편이 흩어져 있다. 삼국시대
고분군은 도굴과

분묘 조성으로 일부 유구가 노출되거나 파괴가 심하다. 고분군은

유구의 축조형태와 출토유물로 보아 삼국시대의 석곽묘 또는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4) 조사대상구역은 황새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 말단부의 해발 35~40m의 서쪽
사면에 해당된다. 조사구역의 동쪽과 남쪽에는 공장이 조성되어 있고, 서쪽과 북쪽
은 과수원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구역 중앙에서 공장과 연접한 북동쪽에는
경주이씨의 묘역(산29번지 북동쪽)이 있고, 남쪽과 동쪽의 공장과 연접한 곳에는
공장과 도로를 조성하면서 3m 정도 성토된 나대지(404-7번지와 산29번지 일부)가
있으며, 서쪽에는 나대지 또는 감나무를 경작하는 과수원(468-2번지)이다.

5) 조사구역은 현재 묘역 ․ 나대지 ․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과수원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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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씨묘역의 지표에서 삼국시대 경질 승석문호편과 조선시대 백자편이 발견되었다. 조
사구역 북동쪽은 선행 조사에서 확인된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의 외연에 속해 있
다. 조사구역은 묘역을 조성하면서 일부 지형이 훼손되었지만 대부분 원지형을 유지하
고 있다.

6) 이번 조사구역은 기존의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김해 담안리 서재골고분군’의 외연
이 이번 조사구역 북동쪽에 속해 있고, 지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연결되면서 원지형
을 유지하고 있으므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시행
이전에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조사(면적: 2,258㎡)글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적의 보존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조사범
위와 면적은 (도 6)과 같다.

(재) 두 류 문 화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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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대상구역과 건물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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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대상지역 원경과 담안리 서재골고분군 전경

사진 8. 조사대상구역과 연접한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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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조사대상구역 근경

사진 10. 조사대상구역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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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조사대상구역 근경

사진 12. 조사대상구역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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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조사대상구역 근경

사진 14. 조사대상구역 세부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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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조사대상구역 세부근경

사진 16. 조사대상구역 세부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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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조사대상구역 세부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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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 조사대상구역 내 분묘

- 53 -

www.duryu.or.kr

사진 21. 조사대상구역 내 수습유물

사진 22. 조사대상구역과 연접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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