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5번지 일원 내 梁山 架山里遺蹟

Ⅴ. 고찰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5번지 일원으로 국도 35호선의 서쪽
에 면해있다. ㈜피렌체 -양산지점에서 추진하는 건물신축공사부지로 ‘양산 호포 가산리 유물산포
지’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다. 전체 사업부지 면적은 4,008㎡이나 앞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유
구가 확인된 1,348㎡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일대는 부산광역시 북구와 양산시를 연결하는 육로의 최단거리이며, 양산천을 이용한 수운
교통의 요충지로 호포왜성, 분청사기․옹기 가마,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등의 유적이 인근에 분포
하고 있다. 조사결과 고려시대 분묘 2기․주혈 24기, 조선시대 수혈 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 유적의 입지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가산리는 양산시 서남단에 위치하며, 양산시 하북면 영취산(1,059m)에
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하북면 초삼리 부근에서 남쪽으로 크게 곡류하여 낙동강과 합류
하는 양산천의 하류 동편에 해당한다.
가산리는 양산천을 경계로 북서쪽에는 양산시 증산리, 낙동강을 경계로 서남쪽에는 김해시 월
촌리, 남쪽으로 부산광역시 금곡동과 면해있다. 양산천 하류지역은 양산 일대에서 가장 넓은 평지
가 형성된 곳이며 낙동강을 이용한 수운교통과 양산단층의 육로교통이 교차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호포왜성이 이곳에 축조되었으며 분청사기․옹기 가마 등 운송을 고려한 생산
유적이 위치한다.
조사지역은 현재 가산리라는 행정구역에 속해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여도 이 일대는 호포
(狐浦)라고 불리었고 이런 연유로 조사지역과 가장 인접한 유적으로는 호포왜성이 있다. 新增東
國輿地勝覽 양산군 산천조를 보면 ‘호포가 고을 남쪽 10리에 있다. 물이 두 근원이 있는데 하나
는 원적산에서 나왔고 하나는 취서산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합해서 황산강으로 갔으며 건너는 배
가 있다’고 하였다.42) 이 기사에 언급된 황산강은 고을 서쪽 18리에 있는 것이며43) 원적산은 고을
북쪽 20리에 있고 취서산은 고을 북쪽 30리에 있으며 언양현조에도 실려 있다고 하였다.44) 그리
42) 新增東國輿地勝覽 梁山郡 山川 狐浦在郡南十里 有二源 一出圓寂山 一出鷲栖山合流入黃山江 有渡船
43) 新增東國輿地勝覽 梁山郡 山川 黃山江 在郡西十八里 황산강은 가야진을 지나 흐르는 낙동강을 조선시대까
지 부르던 명칭이다. 이에 대하여는 정의도, 2014, ｢양산 용당 가야진사｣, 문물 제4호, 한국문물연구원. 참조.
44) 新增東國輿地勝覽 梁山郡 山川 鷲栖山 在郡北三十里 又見彦陽縣 圓寂山 在郡北二十里 一云千聖山一

| 66

고 역원조에는 ‘호포원은 호포 동쪽 언덕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였다.45) 이와 같은 기
사를 참고하면 호포는 두 물길이 지나는 곳으로 물을 건너는 배가 있으며 호포의 동쪽 언덕에는 호
포원이 있었으나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되던 16세기경에는 이미 폐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지도를 살펴보면 이 일대의 전반적인 지형은 서쪽에 위치한 금정산
(809m)의 영향으로 동에서 서로 갈수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동고서저의 지세이며 천변에는 길이
1km, 너비 400m 弧狀의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충적대지는 밀양 삼랑진을 거쳐 온 낙동
강 줄기가 물금 일대에 위치한 오봉산 부근까지 거의 직선상으로 흐르다가 조사지역의 서쪽에
위치하는 신어산(159m)과 각성산(130m)과 부딪혀 남동방향으로 유로가 크게 변경되면서 만곡
하고 침식되면서 생산된 토사가 운반되어 물금리~가산리에 이르는 낙동강변을 따라 충적대지가
길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조사지역의 서쪽에 형성된 충적대지는 낙동강의 영향과 함께 오봉산
과 금정산 사이를 흘러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양산천이 운반해온 퇴적물이 더해져 형성된 충적대
지이다.

삽도 2. 현재 지형도 (左)와 大正十四年 朝鮮ノ 洪水
｢洛東江沿岸金海龜逋梁山附近汎濫狀況圖｣(右)에 보이는 조사대상지역(

)

云小金剛山
45) 新增東國輿地勝覽 梁山郡 驛院 狐浦院 在狐浦東岸 今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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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호포 일대는 부산지하철 호포차량기지가 들어서 있고 일부 민가와 야외시설이 들어서
있으나 일제강점기 전만 하여도 낙동강의 범람이 심하여 경작이나 주거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곳으
로 보기는 어려웠다. 현재, 밀양에서 이어지는 경부선 철도가 호포를 지나고 있는데, 이 철도는 일
제강점기에 낙동강을 따라 식량증산을 위해 축조된 제방 위에 건설되었다.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
기 이전에 이 지역은 홍수로 낙동강 물이 불어나고 양산의 북쪽에서 시작된 양산천이 북에서 남으
로 직류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면 호포 일원은 그야말로 물천지가 되어 남아나는 것이 별로 없었
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축조된 것이 증산벌을 관통하는 석축제방이라고 볼 수 있다.46)
이러한 범람의 흔적은 인근의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조사지역은 구릉과 제방이
만나는 경계지점으로 남쪽에 면해서 가산천이 서쪽으로 흐르는데 가산천의 남쪽에 위치한
1190-4번지 발굴조사에서 저습지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지금보다 유로 폭이 넓었
거나 이 일대에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47) 또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大正
十四年 朝鮮ノ 洪水 ｢洛東江沿岸金海龜逋梁山附近汎濫狀況圖｣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조사지역이 위치한 가산리와 금산리, 서쪽의 증산리 일대는 양산천과 낙동강변을 따라 20세기 초
엽까지 홍수범람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거나 생활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
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지역은 지금의 경부선이 지나는 제방의 안쪽 즉, 동쪽에 해당되는데 유적의 동쪽
으로는 양산과 부산을 잇는 국도가 바로 지나고 있어 지금의 호포 일원은 강과 도로에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호포가 지니는 지리적 요충으로서의 위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앞서 지적한 부산과 양산을 잇는 국도가 바로 지나며 양산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곳이며 호포에
서 배를 건너면 증산리와 원동, 밀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
란 당시 왜군이 울산에서 순천까지 왜성을 축조하면서 호포에도 그들의 성곽을 축조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성은 바로 나가는 길목이나 바다에서 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축도되고 있는데
호포는 바다로 나고 들며 또한 강으로 오르는 길목이며 또한 뭍으로 오르면 일약 한양으로 북상할
수 있는 요충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통의 이점은 범람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성 이외에도 교통이 중요한 입지 조건인 가마 등의 생산유적이 이 일대에 분포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이 많이 퇴색되기는 하였으나 호포 주변으로 큰 2개
의 다리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조사대상지역은 해발 14m 지점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미 호포라는 나루가 사라져 정확한 위치
46) 한국문물연구원, 2012, 양산 물금 제방유적.
47) 한국문물연구원, 2013.09,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90-4번지 일원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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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기 어렵지만 이것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지적한 호포 동쪽의 언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말하자면 이곳은 서쪽으로 발달한 금정산의 산맥이 낙동강을 향하여 돌출하다시피 한 곳으
로 이러한 지형적 조건이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양산천이 약간 유로를 서쪽으로 틀게 되는 이유
로 보인다. 아무튼 이곳에 서면 서쪽과 남쪽으로 낙동강이 흐르는 광경과 북쪽으로 양산천이 흘러
내려오는 광경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위치이며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 위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의 유적들이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고려시대 토광묘
양산 가산리 유적에서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토광묘가 2기가 확인되었다. 이중 유물이 출토된
토광묘 1호를 중심으로 유물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 편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1) 유구

양산 가산리유적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토광묘는 총 2기이다. 해발 14m 지점에 조성되어 있는
데 약 3m 정도 거리를 두고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한 북서-남동방향
으로 조성되어 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180~206㎝, 너비는 64~76㎝, 깊이 24~28㎝
가량 잔존한다. 두향은 북쪽으로 추정되며 관정이나 목재흔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토광묘 모두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1호는 차곡차곡 포개어진 유물들이 바닥에서 약 10㎝가량 뜬
상태로 출토되었고, 2호는 토층으로 미루어 보아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48)
표 5. 고려시대 토광묘 일람표
연번

규모(cm)

장축방향

평면형태

출토유물

24

북서-남동

장방형

청자유병, 청자접시, 청동발, 청동숟가락

28

북서-남동

장방형

도기편 (소편, 기종불명)

길이

폭

깊이

1호

180

64

2호

206

76

48) 목관의 사용 여부는 관정이나 관재가 존재할 경우 가장 명확하지만 결구식으로 목관을 제작했을 때에는 알기
어렵다. 다만, 결구식으로 된 목관을 사용할 경우 토층 상에서 충전토가 확인되거나, 토층단면이 ‘U’자상의 함
몰이 관찰되며, 혹은 묘광 바닥면에서 관재 부식흔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물며 유물이 약간 떠서 출토되는 경
우는 목관이 붕괴되면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울산문화재연구원, 2011, ｢Ⅴ. 고찰｣, 울산 한지
골유적Ⅰ, p.179 ; 황철주, 2008, ｢Ⅴ. 고찰｣, 함양 황곡리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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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유물은 1호에서만 4점이 확인되었는데, 피장자의 발치(남쪽) 바닥에서 약 10㎝ 뜬 상태로 출토
되었으며 맨 아래에서부터 청동숟가락→청동발→청자접시→청자소형병(유병) 순으로 차곡차곡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것은 시신이 안치된 목관을 먼저 토광에 하관한 뒤 목관 위에 유물
을 부장하였고, 시간이 흐른 뒤 목관이 부식되어 함몰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출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진 사당리 43호
수혈 1호 폐기장 출토 청자유병

양산 가산리유적 청자유병에
보이는 국화당초문

부안 유천리 가마 출토 향로에
보이는 국화 당초문

보령 구룡리 토광묘 2호
출토 청자유병

삽도 3. 양산 가산리 유적 출토 청자유병과 타유적 출토유물의 비교
먼저, 청자소형병은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고, 크기가 기고 5.0㎝, 구경 2.3㎝, 동최대경 7.7㎝이
다. 구연은 안으로 살짝 단이 져 있는 반구형의 형태이며 동체는 횡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동
최대경 위쪽으로 2줄이 한조인 선문을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문양대를 구획하였고 그 안쪽
에 11개의 소국화문을 등간격으로 인화한 뒤, 백토를 채워 장식하였고, 그 소국화문 사이사이로
당초넝쿨과 잎을 음각하여 흑상감하였다. 이러한 형태와 문양은 강진 사당리49)와 부안 유천리50)
가마터의 유물과 유사하며, 특히 소국화당초문은 소형병 외에도 다양한 기종에서 주문양으로 사
용된다. 굽 접지면에는 모래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양산리 가산리유적 출토 유병과 아주 유사한

49) 강진청자박물관, 2013, 강진 고려청자의 최근 발굴조사 성과강진청자박물관 학술총서 17.
50) 전라북도부안군, 2006, 부안 유천리 고려도자, 부안 도자 자료집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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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과 형태를 가진 유물이 보령 구룡리 유적 토광묘 2호에서도 출토되었다.51)
토광묘 1호의 피장자는 청자소형병의 출토로 보아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통해 청자 소형병 출토여부는 피장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되었다.52)
그 연구에 따르면 영남지역 고려시대 분묘에서 출토되는 도자기로 제작된 15㎝이하의 소형병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용도 및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소형병은 연구대상의 약 3/4 정도
가 목관 내에서 출토되었으며, 동반되는 가랑비녀와 동경, 가위 등과 소형병이 일정한 공간에 함께
부장되며 청자 및 청동식기류와는 다른 공간에 부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3) 또한, 가랑비녀와
동경, 가위 등은 여성의 일상 생활용구 중 하나로 판단하였으며, 기존에 화장도구의 하나로 소형병
이 ‘油甁’이라고 불리게 된 근거를 고려시대의 기록과 회화를 통해 파악하였다.
청자접시는 측사면이 약 45°정도로 벌
어져 있고 내저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어
있다. 굽은 낮고 얕게 깎았으며, 구연 아
양산 가산리유적 출토

부안 유천리 가마터 출토

삽도 4. 양산 가산리 유적 출토 청자접시와
타유적 출토유물의 비교

래와 내저면 바닥에 1줄의 음각선을 돌
려 장식하였고 그 외 특별한 문양이나
장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저면에는 받

침 흔적이 없고 굽 전면에는 굵은 모래가 확인된다.
청동발은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그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외면을 두들겨 만드는 주조기법
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청동발의 여러 속성 중에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은 구연의 형태와 대
각의 유무인데, 1호에서 출토된 청동발의 구연은 크게 외반하는 형태이고, 대각은 없었던 형태로
추정된다.
청동숟가락은 술잎 대부분과 술자루 일부가 결실되어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잔존하는 술자
루의 단면은 크게 장방형(0.65×0.2㎝)→방형(0.4×0.3㎝)→세장방형(0.9×0.1㎝)으로 변화되는데
특히 끝으로 갈수록 평면이 넓어지고 두께는 얇아지며 끝단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추정
된다.

5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1, 보령 구룡리 유적.
52) 허선영, 2015, ｢고려시대 분묘 출토 소형병 연구｣, 문물5호, 한국문물연구원.
53) 양산 가산리유적 토광묘 1호처럼 소형병이 목관 밖에 부장되는 경우는 상당수의 다른 유적에서도 확인 할 수 있
는데 함께 부장되는 유물이 일정한 위치에 한꺼번에 부장 될 경우 주로 목관 밖에 부장된다.
(허선영, 2015, ｢고려시대 분묘 출토 소형병 연구｣, 문물5호, 한국문물연구원,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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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년

토광묘의 조성시기는 출토유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청자 유병은 크기가 기고 5.0㎝, 구경
2.3㎝, 동최대경 7.7㎝이고 구연은 안으로 살짝 단이 져 있는 반구형의 형태이며 동체는 횡타원형
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문양은 인화와 상감으로 표현하였고 흑백상감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러
한 형태는 최근의 형식분류 연구 결과에 따르면 ⅡAc형식으로 이 형식은 주로 고려시대 중기(12
세기~13세기 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많이 제작하고, 후기(13세기 중반~14세기)에는 이전 시
기보다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54)

보령 구룡리 토광묘 2호 출토유물

구포 덕천동 목관묘 6호 출토유물

양산 가산리유적 고려시대
토광묘 1호 출토유물

창녕 초곡리 왕거 토광묘 Ⅳ-1호 출토유물

삽도 5. 양산가산리유적 출토유물과 타유적 출토유물과의 비교

54) 제작기물의 재질에 따라 도기는 Ⅰ형, 자기(청자+흑유자)는 Ⅱ형으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구연의 형태에 따라
반구형은 A식, 팔구형은 B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적인 형태가 표주박형인 것은 C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다시 동최대경에 대한 기고의 비율에 따라 a식은 1.2이상, b식은 1.2~0.8, c식은 0.8이하로 나누었다.
(허선영, 2015, ｢고려시대 분묘 출토 소형병 연구｣, 문물5호, 한국문물연구원,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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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접시는 측사면이 약 45°정도로 벌어져 있고 내저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어 있다. 굽은 낮고
얕게 깎았으며, 구연 아래와 내저면 바닥에 1줄의 음각선을 돌려 장식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 가마터에서 확인되는 유물이다.55) 유천리 가마터는 12~14세기까지 비교적
긴 시기 동안 조업이 이루어졌으나56) 그 중심시기는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이다.57)
청동발은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외반되는 구연의 형태를 통해 대
강의 연대를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동발은 여러 속성 중에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
은 구연의 형태와 대각의 유무인데 박미옥의 연구에 의하면 청동발의 대각의 유무는 시간성을 보이
지 않으나 구연의 형태는 직립→외반→내만 순으로 시간성이 확인된다고 한다.58) 구연이 외반되는
청동발의 중심시기는 함께 동반되는 청자유물의 편년을 통해 12세기~13세기 중반으로 비정된다.
청동숟가락은 술잎의 거의 대부분과 술자루 일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기 어렵다. 다만
잔존하는 술자루의 단면은 세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다시 아주 얇은 세장방형으로 변화되며 끝단
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태의 숟가락은 청도 대전리 Ⅰ-14호와 창녕 초
곡리 왕거 Ⅳ-1․4호 토광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59) 이러한 형태와 공반되는 청자는 퇴화된
압출양각접시와 팔각접시와 퇴화된 형태의 상감이 장식된 대접 등이 함께 부장되는데 이러한 유
물은 13세기~14세기로 편년되는 유물이다.
이상으로 각 개별유물의 형태나 문양의 특징을 살펴본 후 생산유적이나 소비유적에서 출토되
는 유사한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편년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국화당초문이 흑백상감 된 청자
유병과 사선형에 가까운 측사면과 편평한 내저면을 가진 청자접시, 끝이 살짝 외반되는 청동숟가
락, 구연이 외반되는 청동발 등의 유물을 비슷한 기형이 출토된 유물들의 동반유물 등으로 미뤄보
아 토광묘 1호는 13세기 중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수혈
조선시대 수혈유구는 총 6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의 해발 14m 선상을 따라 산재한다. 1호

55) 현재까지 조사에서 상감청자를 주로 생산한 가마는 왕실과 관련이 있는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 가마가 알
려져 있다. 이외에 지방가마에서 그 제작 예를 찾기 어렵다.
56) 국립중앙박물관, 2011, 부안 유천리 도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p.239.
57) 강경숙, 2012, 한국도자사, 예경, pp.246~248.
58) 박미욱, 2006, ｢고려 토광묘 연구-부장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42~45.
59) 성림문화재연구원, 2008, 청도 대전리, 고려․조선묘군Ⅰ.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창녕 초곡리 유적.

73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5번지 일원 내 梁山 架山里遺蹟

만이 조사지역의 서편에 위치하고 나머지 유구는 중앙에 모여 있는 형태이다. 평면 형태는 장방
형, 부정형이고 규모는 길이 56~506cm, 너비 46~204cm, 깊이 8~24cm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
혈유구는 풍화암반층을 사선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갈색계통의 사질점토 단일층
이 퇴적되어 있다. 대부분 삭평으로 인해 유구의 바닥만 남아 있고, 수혈 4호에서 확인된 주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내부시설 또한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유구의 성격은 알 수 없다. 유물은 잔존
상태가 불량한 분청사기편, 백자편, 옹기편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조사지역이 협소하고, 규모나 평면형태, 내부시설 등이 불명확하여 수혈의 정확한 성격 및 용도
를 알기 어려우나 그 중 수혈 2호는 고려하면 분묘유구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부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평면이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이 남북향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 내부에는 분청사기 편을
제외하면 어떠한 유물도 확인되지 않아 유물을 부장하던 풍습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18세기 이후
의 분묘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산 가산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수혈의 조성시기는 대략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것으
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는 조사 결과 13세기 경의 고려분묘가 조성되었다가 상당한 -약 200년 정
도- 기간이 경과한 다음 앞서 살펴본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호포원의 설치기록을 들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이 반포될 당시 16세기 중반에 이미 호포원이 폐원되었다고 하였고, 폐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 당시 호포왜성이 이 일대에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출토
되는 유물은 대부분 유구상부에서 확인되었으며, 분묘유구로 판단되는 2호 수혈 내부에서 출토되
는 분청사기 편은 호포원이 운영되던 시기의 것이 남아 있다가 분묘가 조성되면서 쓸려 들어간 것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호 수혈 유구의 상한시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다른 유물이 확인
되지 않는 수혈 등의 유구는 호포원이 운영되다가 폐쇄되고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축조된 호포왜
성이 퇴폐하고 난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조사대상지역에서 확인되는 수혈과 주혈군의 정확한 조성시기나 목적은 알기 어렵지만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곳이 호포나루나 낙동강, 양산천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곳이며 주변에서
는 거의 이 일원을 바라 볼 수 있는 유일한 언덕(東岸)이기 때문에 이곳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수
상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장소였으며 수혈과 주혈은 제사를 치른 다음 제물을 땅에 묻을 행
위의 최종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60)

60) 정의도, 2007, ｢제장으로서 산성연구:진산을 중심으로｣, 문물연구제12호, 재단법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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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조선시대 수혈유구 일람표
규모(cm)
연번

장축방향

평면형태

8

동-서

부정형

90

16

남-북

장방형

분청사기편, 묘로 추정

136

100

24

북동-남서

부정형

분청사기편

4호

220

164

14

남-북

부정형

백자편, 옹기편
(소편, 기종불명)

5호

340

100

20

북동-남서

부정형

6호

(56)

(46)

8

-

-

길이

폭

깊이

1호

506

204

2호

(172)

3호

비고

* ( )는 잔존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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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이번 조사지역은 (주)피렌체-양산지점에서 추진하는 건물신축공사부지로 양산 호포 가산리 유
물산포지와 인접한다. 이 일대는 부산시 북구와 양산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육로와 양산천을 이
용한 수운이 교차하는 요충지로 호포왜성, 분청사기․옹기 가마,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등이 인근
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서쪽에 위치한 금정산의 영향을 받아 동에서 서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지는 구릉
경사면이다. 이 일대는 제방 위에 설치된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동쪽은 배후습지, 서쪽은 하안사
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조사대상지역은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다. 하안사주는 상시적인 주거가 어
려운 곳으로 낙동강 하구둑과 상류의 댐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범람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된 지역
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인근의 1190-4번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저습지층과 일제강점기에 제작
된 大正十四年 朝鮮ノ 洪水 ｢洛東江沿岸金海龜逋梁山附近汎濫狀況圖｣의 홍수 범람 범위 등
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조사지역 일대는 20세기 초엽까지 홍수로 인한 범람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거나 생활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제한을 받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가산리 일대는 육로와 수운교통이 유리한 지
역으로 자연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유적 외에도 교통이 중요한 입
지 조건인 왜성과 가마 등의 생산유적이 홍수범람지역의 최대경계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지역은 국도 35호선의 동쪽에 면하며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5번지
일원이다. 사업부지의 전체면적은 4008㎡이나 유구가 확인된 발굴조사지역은 1,348㎡이다. 조사
결과 고려시대 분묘 2기․주혈 24기, 조선시대 수혈 6기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토광묘는 총 2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의 북쪽에 치우쳐서 등고선에 나란히 조성
되었다. 토광묘 1호는 피장자의 발치(남쪽)에서 아래에서부터 청동숟가락, 청동발, 청자접시, 청
자유병 순으로 각각 겹쳐져 1점이 부장되어 있다. 국화당초문이 흑백상감 된 청자유병과 사선형
에 가까운 측사면과 편평한 내저면을 가진 청자접시, 끝이 살짝 외반되는 청동숟가락, 구연이 외
반되는 청동발 등의 유물을 비슷한 기형이 출토된 유물들의 동반유물 등으로 미뤄보아 토광묘 1
호는 13세기 중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주혈은 총 24기이며 조사지역 내 곡부의 양쪽(동서)에 군을 이루고 있다. 주혈은 직경
10cm 내외의 원형이고 단면은 보강토 없이 나무를 그대로 박아 놓은 ‘Ⅴ’字形이다. 각 주혈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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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기적인 구조는 나타나지 않으나 곡부 양안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수혈은 총 6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에 산재한다. 평면 형태는 부정형, 장방형이
고 규모는 길이 56~506cm, 너비 46~204cm, 깊이 8~24cm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바닥만
남아 있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분청사기편, 백자편, 옹기편 등이 소량 소편으로 출토되어
조성시기는 조선시대로 추정된다. 조사지역이 협소하고, 규모나 평면형태, 내부시설 등이 불명확
하여 수혈의 정확한 성격 및 용도를 알기 어렵다. 다만, 양산 가산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수혈의 조
성시기는 대략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앞서 살펴본 신증동국여지
승람의 호포원의 설치기록을 들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이전에는 호포원이 있었고, 16세
기경에 폐원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호포왜성이 이 일대에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함께 출토되
는 유물은 대부분 유구상부에서 확인되었으며, 그 시기는 15세기를 전후한 유물임을 감안한다면,
호포원과 관련된 유물로 판단되며 수혈이 조성된 이후에 상부에서 유입된 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조사대상지역에서 확인되는 수혈과 주혈군의 정확한 조성시기나 목적은 알기 어렵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곳이 호포나루나 낙동강, 양산천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곳이며 주변에서
는 거의 이 일원을 바라 볼 수 있는 유일한 언덕(東岸)이기 때문에 이곳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수
상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장소였으며 수혈과 주혈은 제사를 치른 다음 제물을 땅에 묻을 행
위의 최종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고려시대 매장유구를 비롯하여 주혈, 조선시대 수혈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적이 위치한 구릉 전반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구가 지속적으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지역의 면적이 협소하고 유구의 수가 적어 정확한 유적의 성격을 밝
히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향후 이 주변지역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77 |

출토유물-간지_언양신화리 15. 8. 14. 오전 11:06 페이지 1

출토유물 목록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5번지 일원 내

梁山 架山里遺蹟 출토유물 목록

연번

유물명

도면

사진

1

청자상감국화당초문유병

5

5

2

청자접시

5

5

3

청동숟가락

5

5

4

청동발

5

5

5

분청사기편

8

8

6

분청사기 저부편

9

9

7

토기 동체부편

15

15

8

토기 경부편

15

15

9

토기 구연부편

15

15

81 |

| 조사보고서초록
보고서명

발 행 기 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5번지 일원 내

발행일

梁山 架山里遺蹟

2015년 09월 01일

명칭

㈜피렌체(양산지점)․한국문물연구원

주소

(4930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401 청운빌딩
조사연구실 (051)206-4201
사 무 국 (051)206-4202

FAX

조 사 사 유

구제발굴(건물신축)

면적

발굴 : 1,348㎡

유적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호포로 20 일원
(구. 가산리 1185번지)

조사
기간

2013. 08. 26.~2013. 09. 06.

TEL

조
집

사

조사연구실 (051)206-4209
사 무 국 (051)206-4203

자

정의도ㆍ최은아ㆍ김상현ㆍ윤선경ㆍ신가화

필

정의도ㆍ김윤희ㆍ허선영ㆍ김순정

유물정리 및
복
원

김상현ㆍ윤선경ㆍ신가화

유물실측 및
탁
본

고미정ㆍ엄기아ㆍ이수경

편

김윤희ㆍ허선영ㆍ김순정

집

유구․ 유물
제
도
시대 및 연대

고

조

유물사진촬영

황정미

강아진

유구 종별

기수

중요유물

토광묘

2

청자, 청동유물 등

주혈

24

-

수혈

6

분청사기 등

려

선

특기사항

양산동면 동래도서관-판권_한문연-판권 15. 8. 14. 오전 11:05 페이지 2

古跡調査報告 第43冊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5번지 일원 내

梁山 架山里遺蹟
인쇄일

2015년 8월 25일

발행일

2015년 9월 01일

편
발

집
행
(4930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401 청운빌딩
조사연구실 Tel. 051) 206-4201 | Fax. 051) 206-4209
사 무 국 Tel. 051) 206-4202 | Fax. 051) 206-4203
www.kaari.or.kr

(주)피렌체(양산지점)
(50639) 경상남동 양산시 동면 호포로 20
Tel. 055) 366-5046
인

쇄

세종문화사
(48964)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1번길 12
T e l. 051) 463-5898, 253-2213~5
Fax. 051) 248-4880

ISBN

978-89-94913-42-1-93910

※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함.

양산동면 동래도서관-표지 15. 8. 13. 오후 5:52 페이지 2

43
경
상
남
도
양
산
시
동
면
가
산
리
1
1
8
5
번
지
일
원
내

| 韓國文物硏究院 古跡調査報告 目錄
第1冊 進禮 松峴里 遺蹟
第2冊 金海 生林面 鳳林里 靑磁窯址 (Ⅰ)
第3冊 金海 漁防洞 盆山 遺蹟
第4冊 進禮 松峴里 遺蹟(2)
第5冊 機張 佐東里 遺蹟
第6冊 泗川 德谷里 遺蹟
第7冊 蔚山 梅谷洞 330-2番地 遺蹟
第8冊 梁山 北亭洞 683番地 遺蹟
第9冊 釜山 訥次洞 817-4番地 遺蹟
第10冊 釜山 華明洞 898-9番地 遺蹟
第11冊 晉州 中川里遺蹟
第13冊 東萊 馬鞍山遺蹟
第14冊 昌原 鳳林洞遺蹟 (Ⅰ)

第17冊 金海 應達里遺蹟
第18冊 釜山 民樂洞 包伊鎭遺蹟

2015

www.kaari.or.kr

CMY K

SEJONG

梁山 架山里遺蹟

SEJONG

CMY K

第15冊 機張 安平里 543-36番地遺蹟
第16冊 梁山 蓴池里 山 28-3番地遺蹟

第20冊 晉州 草田 環壕聚落遺蹟 (上)·(中)·(下)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1185번지 일원 내

梁
山
架
山
里
遺
蹟

第12冊 彦陽 新華里遺蹟 (上)·(下)

第19冊 陜川 三鶴里 交通通信遺蹟

古跡調査報告 第43合冊

第21冊 梁山 內松里 高麗 陶器窯址
第22冊 昌原 鳳林洞遺蹟(Ⅱ)
第23冊 釜山 華明洞 朝鮮時代 墳墓群
第24冊 梁山 勿禁 堤防遺蹟
第25冊 彦陽 新華里遺蹟(2)

2
0
1
5

第26冊 晉州 葛田里 218-2番地遺蹟
第27冊 蔚山 黃城洞 新石器時代 遺蹟
第28冊 蔚州 川前里 高麗時代 建物址
第29冊 梁山 龍塘里 朝鮮時代 伽倻津祠遺蹟
第30冊 釜山 水營洞 15-2番地遺蹟
第31冊 東萊 馬鞍山遺蹟(2)
第32冊 進禮 松峴里 1278-7番地遺蹟
第33冊 東萊 樂民洞 303番地遺蹟
第34冊 釜山 望美洞 朝鮮時代 墳墓遺蹟
第35冊 東萊邑城 雉城
第36冊 金海 府院洞 626-10番地遺蹟
第37冊 釜山 生谷洞 440-2番地遺蹟
第38冊 釜山 東三洞 下里 古代木 出土地
第39冊 釜山 加德島 獐項遺蹟(上)·(中)·(下)
第40冊 晋州 束沙里遺蹟
第41冊 固城 鳳岩里遺蹟
第42冊 蔚州 直洞里·西河里·仁甫里·活川里遺蹟
第43冊 梁山 架山里遺蹟

비매품

(49301)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401 청운빌딩
조사연구실 Tel. 051) 206-4201 | Fax. 051) 206-4209
사 무 국 Tel. 051) 206-4202 | Fax. 051) 206-4203
※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본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함.

(주)
피
렌
체
·

9391 0

9 7 88994 91 3421

ISBN 978-89-9491-342-1

㈜ 피

렌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