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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양산 어곡 화룡일반산업단지지구 조성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2) 조사경위 

  조사 상지역인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산 6-2번지 일원은 기존의 어곡 지방산

업단지와 연계 및 공간 개발전략에 부응한 산업기반으로 양산 어곡 화룡일반산업

단지 조성계획에 의해 현상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문화재 보호법 제62조와 

제91조에 근거하여 (주)센텀이앤씨의 의뢰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공사구역 내 문화

재 분포여부를 파악하고 조사 상지역의 고고학적 성격과 현존상태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며 공사 시행 시 유적의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예정지에 한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5월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311,573㎡에 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를 68,420㎡를 추가로 편입하여 

사업 상면적의 변경이 있어 2010년 2월 확장지역에 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문은 2010년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부지 379,993㎡에 한 보고이다.

  3) 조사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산6-2번지 일원

  4) 조사면적 : 379,993㎡

  5) 조사기간 : 1차 2009년 5월 11일 ~ 6월 10일

                2차 2010년 2월 16일 ~ 3월 16일 

 

  6) 사업시행자 : (주)센텀이앤씨

 

  7) 조사기관: (재)한국문물연구원 

  8)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정 의 도(한국문물연구원 원장)

책 임 조 사 원 : 이 승 일(한국문물연구원 조사부장)

조 사 보 조 원 : 전 지 영(한국문물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신 은 제(한국문물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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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지역의 주변 환경

1) 자연ㆍ지리적 환경

  양산은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여 해안과 가까운 곳이지만 해발 700~900m 에 

이르는 고봉들이 즐비하여 동부 경남에서는 가장 산지가 많은 內陸山岳地的 특성을 

띠고 있다. 수리적으로는 동경 128°52‵ ~ 129°08‵, 북위 35°16‵ ~ 53°32‵에 위치

하며 면적은 484.17㎢이다.

  양산시의 중앙을 북북동에서 남남서로 관류하는 양산천을 사이에 두고, 양편으로 

높은 산지가 위치해 있어 경상남도 동부지역에서 산지가 가장 많은 고장에 속한다. 

양산의 주요 산들은 북북동-남남서로 뻗어 있고 그 산들 사이로 하천들이 같은 방

향으로 흘려 낙동강과 合水한다. 이러한 지형은 신생  3기 중신세에 발생한 단층

운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태백산맥의 말단부가 이 시기 일어난 단층운동으로 포

항 부근에 두 갈래로 분기되어 남남서로 뻗어가다 양산 지방에 이르러 그 고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한해협으로 이어진다. 

  양산을 감싸고 있는 두 줄기의 산맥은 영축산맥과 천성산맥이다. 영축산맥은 울

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의 신불산(1,208.9m)에서 시작하여 영축산(1,058.9m) → 시

상등(980.9m) → 염수봉(816.1m) → 오봉산(533m)에 이어지다가 낙동강에 이르러 

끝난다. 천성산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과 양산시 하북면과 경계를 이루는 

정족산(700.1m)에서 시작하여 천성산(922.7m)→ 금정산(801.9m)으로 이어져 그 자

락이 부산에 까지 뻗어 있다.

  양산에는 33개의 하천이 있는데, 양산과 밀양·김해를 가로질러 흐르는 낙동강, 

천성산맥과 영축산맥 사이를 관류하는 양산천, 웅상에서 발원하여 지금의 덕계지역

을 관류하는 회야강, 가지산에서 발원하여 원동 배내골을 흐르는 원동천 등이 표

적이다.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들은 유로가 짧고 거의 직선상이며, 또한 하

상구배가 급하다. 또 거의 부분이 단층곡에 지배된 적종하천으로서 단층선곡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낙동강에 흘러드는 양산천 하구 일 를 제외하면, 충적평야는 

발달하지 못했다.

  양산은 내륙산간 지방인데다 양산천을 비롯한 소하천들의 유로가 짧고 직선 하천

이어서 집중 호우 시에는 쉽게 강물이 넘쳐 홍수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양산

주민들은 옛날부터 수해를 막기 위해 하천의 자연제방에 인공적으로 둑을 쌓아 견

고한 제방을 구축하였다.

  양산지역은 지질학상 경산분지의 남동단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상누층군(慶尙漏

層群)이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며, 최상부 층을 이루는 제4계는 하천 양안에 분포

하고 있다. 양산의 주된 지질인 경상누층군은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 또는 분출한 

화산암류, 그리고 이들을 다시 관입한 화강암류 및 암벽류로 크게 구분된다. 퇴적

암류는 이 지역의 기반암인 신라통의 하부로서 동부의 운산 남쪽 산곡에 분포할 

뿐이다. 화산암류는 신라통의 상부로서 전 지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여 있으며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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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구성광물과 조직에 따라 안산암질암과 안산반

암 등으로 나누어진다. 화강암류는 화산암류를 관입한 불국사통으로 백암류를 제외

하면 불국사 화강암류에 속하며, 양산지역에 Ring처럼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제4계

는 홍적층과 충적층으로 구분되나 부분 하천 양안에 형성된 하성단구(河成段丘) 

층을 이루고, 곳에 따라 높은 산지의 산록에 분포한다.

  양산지역은 한반도 남동부에 있어서 북북동-남남서 주향의 단층과 이에 미세한 

단층들이 사교하는 이른바 양산단층계에 속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산단

층계는 부산의 서쪽 낙동강 하구로부터 경북의 경주와 포항을 지나 영덕군 병곡면 

영동 부근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200km의 비교적 긴 단층 이다. 더욱이 이 단층

를 따라 기반암 내에 파쇄 가 동반되어 있고 그 변위량도 커서 한반도에서 지질학

상 중요한 단층 로 알려져 있다.

  전체적으로 양산단층계는 양산천 하곡과 서장하곡을 기준으로 서ㆍ중ㆍ동부에 있

어서 지질분포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서부지역에서는 체로 북동방향의 

방향성을 보이며 주향에서는 북서방향, 그리고 동부지역은 동서방향 내지는 북서방

향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양산천 하곡을 기준으로, 서부와 동부의 단층계 관이배지는 분출방향에 상반되

며, 더욱이 중방리 부근에서는 N70°W 방향과 N10°E 방향이 서로 교차되는 단층으로 

이루어져있다. 중부의 북쪽 끝 및 서창 하곡의 북쪽에서는 완만한 습곡 내지는 와

핑(warping)의 축과 동일 방향성인 북북동 방향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양산단층계가 한반도의 地史로 볼 때 중생  말엽에 일어났던 광

범위한 화강암의 활동과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방향(북북동방향)의 축을 가진 약한 

습곡작용과 정단층운동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양산단층계의 활동 시기는 

규장질, 응회암을 변위시키고 있는 것을 보아 방사성 연 치 4500만년 이후이며, 

계속해서 신생 의 중신세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최근 들어 이 양

산단층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미약하지만 활단층의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양산단층계는 양산지역의 지질분포 뿐만 아니라 지형에도 영향을 미쳐 주요 산지와 

하곡들은 북북동-남남서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양산지역은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는 데다 겨울기간 찬 북서풍을 막아주는 영

축산맥이 북북동에서 남남서로 달리고 있어 기온이 체로 온화하다. 강수량 또한 

남해안 다우지역에 인접하여 많은 편이라 우리나라 기후구분상 이른바 “남해안

형”에 속한다. 그러나 이 고장은 내륙의 산간분지 지방이어서 기온의 연교차가 큰 

륙성기후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연평균 기온은 13.8℃로서 남해안에 면한 부산 14.4℃, 마산 14.8℃, 통영 14.

3℃, 남해 14℃보다 낮으나, 내륙지방인 밀양 13℃, 거창 11.4℃, 산청과 합천 

12.7℃보다는 높은 편이다. 월별 기온변화는 8월이 가장 높고 1월이 가장 낮다. 기

온이 가장 높은 8월은 평균 기온이 25.7℃로서 부산 25.5℃, 밀양 25.4℃, 남해 

25.5℃, 거제 25.2℃, 함안25.6℃에 비교하면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가장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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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평균기온이 0.9℃로서 부산 2.2℃, 통영2.5℃, 거제 1.6℃, 남해 1.4℃보다 

낮고 진주 -0.4℃, 함안 -1.2℃보다 높게 나타나 남해안 지방과 내륙지방의 중간정

도에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의 기록을 보면 고극기

온은 1983년 8월로서 38.6℃에 달했고 최저기온은 1936년 1월에 -16.7℃를 기록하

였다. 연중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달의 평균기온의 차를 나타내는 기온의 연교

차는 24.7℃로서 내륙지방인 밀양 24.8℃, 진주 25.1℃, 함안 26.8℃보다 작으나 

해안지방인 부산 23.3℃, 통영 22.9℃, 거제 23.6℃보다는 크다. 

  양산지역은 남해안지방과 함께 여름계절풍과 저기압의 통과 등으로 다우지에 속

한다. 특히 장마철과 집중호우ㆍ태풍이 닥칠 때는 강수량이 많아 인명피해를 입고 

있다. 이 지역의 연평균강수량은 1,274.6mm로서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편이다. 지

역적으로는 거제 1,791.1mm, 남해 1,789.5mm, 마산 1,503.7mm, 부산 1,491.5mm, 통

영 1,412.5mm, 보다 적으나 내륙지방인 밀양 1,234mm, 거창 1,265.8mm, 합천 

1,238.6mm 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다우지 인 남해안의 평균치에 이르고 있다. 계절

별로 보면 여름철에 해당하는 6~8월의 강수량이 연총량의 약 45%인 613.2mm로 가장 

많고, 다음은 봄철인 3~5월로 총량의 30% 내외인 390mm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겨울인 12~2월은 10% 미만인 104.1mm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강설은 체로 지상의 기온이 0~4℃이하가 되면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양산은 다른 해안지방에 비해 강설일수 및 강설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지

만, 경우에 따라 많은 눈이 오기도 했다. 1976~1998년 사이 20년간 양산지역의 강

설 기록을 살펴보면,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았던 1979년을 제외하면, 평균 3cm로 그

렇게 많은 편은 아니나 1980년 4.4cm, 1981년 6.1cm 그리고 1982년에 10cm의 적설

량을 보여 해에 따라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습도는 기의 건습상태를 표시하는 요소로서 우리의 일상행활, 모든 물질의 부

식상태, 미생물의 번식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산지역의 연평균 습도는 67.5%

로서 우리나라의 평균 습도 66~77%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고, 체로 여름철에 높고 

겨울철에 낮다. 장마철인 6,7월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기단의 영향을 받는 8월이 

80%이상으로 다습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습도가 가장 낮은 달은 1월이고 겨울

철 모두 58~60%로 다른 계절에 비해 낮다. 한편 양산지역은 부산의 68.2%, 마산의 

65.2%에 비해 높으나 밀양의 69.7%, 거창의 70.8%, 진주의 71.5%에 비하면 낮아 습

도 역시 경남의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중간형을 나태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산지역의 풍속은 일반적으로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해안지

방은 내륙보다 바람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평균 풍속은 2.2m/sec로서 부산의 

4.0m/sec, 통영의 2.5m/sec에 비해 약하나 밀양의 1.5m/sec, 합천의 1.2m/sec 보다

는 훨씬 강해 해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산의 풍속을 계절별

로 보면, 겨울기간인 12~2월까지 3.3m/sec로 강하나 여름기간인 6~8월은 평균 

2.3m/sec로 약한 편이다. 최다풍향의 분포는 연중 북풍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북동

풍과 북서풍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중 북북풍이 우세하고 다음으로 북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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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풍의 순으로 나타나는 인접한 부산과는 풍향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고고ㆍ역사적 환경

하북정 고분군 유적에서 타제석기가 출토된 바 있어, 舊石器시 부터 양산에서 인

간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산에서 확인되는 인류의 흔적은 靑銅器시

부터 본격화된다. 신기리 支石墓ㆍ북정리 支石墓群은 청동기시  양산의 표적인 

분묘유적이고 평산리 유적은 표적인 주거유적이다. 청동기시 를 넘어 삼한시

로 접어들면서 한반도 곳곳에서 ‘國 혹은 小國’이 형성되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

은 三國志, 魏志東夷傳에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양산패총, 남부동 패총, 평

산리 주거지 등을 통해, 양산지역에도 삼한시  인간이 거주하고 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三國志, 魏志東夷傳에는 弁韓ㆍ辰韓의 24개 국 가운데, 어느 나라

가 양산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에 해서는 엉성한 문헌기록과 부분적인 고고학

적 자료로 인해 확언할 수 없다. 때문에 학자마다 이견을 가지고 있다. 삼한시  

양산의 위치 비정에 관한 것은 차후 밝혀야 할 과제이다.

  삼한시  일정한 정치체가 존속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산지역은 이후 신라와 

가야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는 지금의 양산시 물금읍의 황산나루에서 신라와 가야

가 격전을 벌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은 북정ㆍ신

기고분군과 소토리고분군의 발굴결과 5세기 초엽부터 신라의 영향력 아래 편입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로 편입된 후 양산의 지배층의 분묘는 성황산 자락에 집

중해 있다. 양산의 고분군은 크게 3群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일 북쪽 능선에 위

치하고 있는 북정리 고분군, 북정리 고분군과 얕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 

위치한 신기리 고분군이 있고 이외 삼호리와 소토리 고분군이 있다. 이들 고분군 

가운데 부부총이 위치한 북정리 고분군과 신기리 고분군은 신라로 편입한 후인 5~7

세기 양산지역이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들 고분군에서 부부총과 금조총은 당시 양

산에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평장방형 횡구식 설실묘인 이들 고분은 구릉

의 정상부나 경사면에 분포하는 점에서는 가야적인 성격이 있으나 출토된 유물은 

신라적 성격이 짙다. 부부총과 금조총에서 출토된 금동관, 금동신발, 금제귀고리, 

금제팔찌, 삼루환두 도 등의 유물은 경지지방의 형 목곽묘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유사하다. 특히 출토유물이 화려해 피장자가 신라와 깊은 관련을 가졌을 것으로 추

정된다.

  신라시 의 양산은 초기에 馬頭라는 지명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제19  

눌지왕 1년(417) 朴堤上이 歃良州干을 맡고 있었다는 기록과 제20  자비왕 6년

(463)에 倭가 歃良城을 침략하였다가 패를 당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삼국사기 지리지를 살펴보면 양산은 문무왕 가 되어서야 삽양주로 명명되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한 문무왕은 665년 上州와 下州의 땅을 갈라서 歃良

州를 두었고 歃良州를 九州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이후 신문왕은 7년(687) 삽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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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둘레 1천 2백 60보의 성을 쌓았다. 삼량주는 경덕왕 16년(757) 전국적인 군·현

명 개편에 따라 良州로 개명되었다.1) 

  1천년 동안 왕조를 이어온 신라는 혜공왕  규모 내란을 겪더니 진성여왕 에 

이르러 급속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양산 역시 호족이 등장하여 양산의 실력자로 자

리잡았다. 신라말 고려초 양산을 지배한 호족은 金忍訓으로 알려져 있다. 후삼국 

쟁패기 김인훈은 이미 부산일 까지 세력을 확 한 견훤에 항하였고 고려 건국에

도 공을 세웠다. 양산은 태조 23년(940)에 이름을 良州에서 梁州로 고치고 현종 9

년(1018) 방어사를 두었다. 현종 9년 양산에 방어사가 설치된 것은 당시 창궐하여 

고려의 동계지역을 노략질 하던 동여진에 비하기 위해서였다.현종 3년에는 동여

진이 지금의 포항일대를 습격하여 큰 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동여진의 목표는 

경주로 추정되는데2) 고려 정부는 동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남해안 일대에 방어

사를 두는 한편 성곽을 축조해 대응하였다. 당시 동여진은 고려뿐만 아니라 일본까

지 괴롭혔는데 현종 10년(1019) 대마도, 이끼, 하카다를 습격한 이른바 ‘도이(刀伊)

사건’은 일본까지 긴장시켰다.  

  방어사가 설치되었던 양산은 고려 충렬왕  密城에 병합되었다. 征東行省平章事

로 元에서 파견된 闊里吉思는 백성의 수에 비해 관리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여 전국

적으로 지방관아를 축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산이 밀성으로 병합된 것이다. 그

러나 이 병합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闊里吉思가 원으로 소환된 충렬왕 30년(1304) 

곧 복구되었다. 고려말 왜구가 창궐하자 양산은 집중적인 노략질의 상이 되었다. 

양산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낙동강 어구에 위치한 요충지여서 왜구들

이 빈번하게 출몰하였다. 실제 박위와 조민수는 양산에서 왜구와 격전을 벌여 그들

을 퇴치하였다. 

  조선이 건국한 후, 태종 13년(1413) 양주는 梁山郡으로 개칭되었는데, 태종은 유

수부· 도호부·목관을 제외한 ‘~州’라는 이름을 가진 군현의 명칭을 ‘~山’, 

‘~川’으로 개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주도 양산군 되었다. 조선 성종23년에는 양

산군에 높이 11척, 둘레 3,710척의 읍성을 축조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양산

군수 趙英圭는 동래부로 가 동래성을 지키다 전사하였는데, 왜란이 끝난 후 고을을 

제 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東萊府에 편입되었다가 선조 36년(1603)에야 다

시 복구되었다. 광무 원년(1897) 전국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邑內ㆍ東面ㆍ上西ㆍ

下西ㆍ上北ㆍ下北ㆍ龜浦ㆍ大猪의 8개면을 관할해오다, 광무 10년(1906)에 구포와 

저면을 각각 동래군과 김해군에 넘겨주는 동시에 울산군의 外南面과 熊上面을 편

입 받았으며, 1910년 외남면을 울산군에 환부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내ㆍ동면ㆍ상서ㆍ하서ㆍ상북ㆍ하북ㆍ웅상의 7개

면 58개 마을로 개편 관할하였다. 1918년 읍내면이 양산면으로 개칭되었다. 출향인

1) 신라시대 양산지역의 명칭에 대해  『三國史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三國史記』卷 第34 雜志第三 

地理一 新羅條 「良州 文武王五年 麟德二年 割上州下州地 置歃良州 神文王七年 築城周一千二百六十步 景德王

改名良州 今梁州 領縣一巘陽縣 本居知火縣景德王改名今因之」

2)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보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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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양산 출신 尹顯振이 상해임시정부 재정차장이 되었고, 徐炳熙가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1936년 상서면이 물금면으로, 하서면이 원동면으로 개칭되었다.

3. 조사내용

 

  1)문헌조사

  조사 상지역은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산 6-2번지 일원이다. 梁山郡은 『慶尙

道地理志』에서 “四方界域 東距東萊縣境沙背峴十一里 機張縣境靈川十二里 南距郡任

內東平縣境沙川二十九里 西距金海府境黃山津十七里密陽府境松旨三十四里 北距彦陽

縣境大悲院三十三里”로 기술되어 있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동쪽으로 

機張縣 경계까지 23리, 東萊縣 경계까지 17리이고, 남쪽으로 같은 현 경계까지 46

리, 서쪽으로 密陽府경계까지 50리, 金海府 경계까지 18리, 북쪽으로 彦陽縣 경계

까지 41리이며 서울과의 거리는 9백 16리이다3)고 하였다. 

  1786년에 편찬된 梁山郡 邑誌 방리조에 서면(西面)의 자연마을은 別良谷里, 曲

浦里, 由山里, 魚谷里, 凡魚里, 佳自方里, 黃山里, 勿古味里, 甑山里, 花濟里, 凡

西里, 院洞里, 龍塘里, 內浦里, 含朴山里, 新興寺, 梨川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

운데 조사 상지역인 어곡동은 1807년~1936년까지 上西面에 속하였으며 1914년에 

화룡리와 어곡리를 어곡동으로 통합되었다. 1936년~1979년까지 상서면이 勿禁面으

로 개칭되고 魚谷里의 자연마을 化龍里, 仙庄, 鳥項, 魚谷里로 구분되었으며 법정

리로는 어곡리로 분류되었다. 그 후 1979년 어곡리( 동, 화룡, 용선)가 교동, 유

산과 함께 양산읍에 편입되었다.

  어곡마을은 북쪽으로 원동면에 접하고 서쪽으로 비봉산(선암산ㆍ복호산ㆍ선 산 

: 700m) 이 원동면 화제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비봉산은 새목마을 화제고개에서 

협곡을 이루면서 다시 麻姑城으로 이어진다. 동으로는 神佛山에서 뻗은 준령이 상

북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유산마을 앞 양지등에서 멈추어 양산천에 접한다. 마을 중

앙에는 어곡천 양어귀의 비탈진 전답이 층을 이루면서 큰 타원형 분지를 이루면서 

남으로 열려있다. 남으로는 유산공단이 있으며 동마을 뒤로는 어곡공단이 조성되

어 있으며 새터의 소한정, 화룡의 반룡 , 어곡의 두연  등이 위치하고 있다.

  魚谷里는 물고기가 많은 골짜기란 뜻이다. 또 속칭으로 御室이라고도 하는데 어

실은 곧 임금이 거처하는 곳으로 풀이된다. 어실이란 지명은 신라 진성여왕릉과 관

련지을 수 있다.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眞聖王 11년(899) 2월에 왕이 북궁

(北宮)에서 돌아가심에 진성이라 시호하고 黃山에 장사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황산은 물금에서부터 양산 서쪽의 산 일 를 총칭하는 것으로 黃山 중 어곡리

로 추정되는 설도 있다.

3) 梁山郡 東至機張縣界二十三里至東萊縣界十七里 南至同縣界四十六里 西至密陽府界五十里至金海府界十八里址至

彦陽縣界四十一里 距京都九百十六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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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增東國輿地勝覽』양산군 고적조에 “於谷所는 고을 서쪽 5리에 있으며 조그

만 성이 있다. 俗號는 水蛭獄이라 하였는데 옛날에 所가 있었을 때 죄인을 가두던 

곳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4) 어곡소의 위치는 현재의 魚谷里와 동음을 가진 곳

이 있기 때문에 所가 있었던 곳으로 유추되고 있다. 

  한편 어곡마을 내 화룡마을은 동으로 가마등이 뻗어내려 상북면과 접해 있고 동

북쪽으로는 거무곡의 깊은 계곡이 뒷들의 층층계단 논밭의 수원을 공급하고 있다. 

뒷돌 위로는 광개밭골이 있다. 북쪽은 사태곡으로 현재 외국어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 아래에 모래들이 펼쳐져 있다. 모래들 위 하천가의 점떡걸 자리는 조선

시  농기구 및 생활용품을 만들던 마을 터였으며 다시 그 위로 용선마을 있다. 서

쪽으로는 어곡천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으며 앞산의 삼밭골을 지나면 선암산이 우

뚝 솟아 원동면 화제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으로는 반룡 가 있고 그 아래 서

쪽으로는 전북들이 宿虎嶝으로 이어져 어곡공단과 맞닿는다. 어곡으로 가는 길가에

는 밑등걸이 있고 그 옆의 동쪽 산 아래 반송들과 접한다. 현 마을 동북편에는 새

각동이 북쪽으로는 옛 마을의 터전인 동넷골이 있다. 구전에 의하면 현재 자리잡고 

있는 마을에서 동넷골로 들어가는 입구 어곡리 1,211번지에 큰 문이, 그 윗쪽 

1,233번지에 옥독골이 있었으며 다시 그 위로는 서향의 경사진 층계식 밭이 약 

5,000평정도 있었다고 한다. 화룡마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초기이

며 처음에 동넷골에 살다가 차츰 현재의 마을 위치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입

촌성씨는 충주 지씨, 김해 김씨, 영일 정씨 순이다. 화룡이라는 마을 이름은 용이 

승천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동여지도(1861년,지도3)를 살펴보면 黃山江으로 표기된 낙동강에서 북쪽

으로 뻗은 北川은 현재의 양산천으로 추정된다. 조사 상지역은 양산천의 서쪽 지

류인 유산천 가운데에 해당된다. 이곳은 黃山驛에서 渭川驛을 연결하는 도로망에 

인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주변유적5) 

 (1) 양산 어곡동 요지(梁山 魚谷洞 窯址)

  어곡동 신불산공원묘지에서 배내골로 넘어가는 도로의 우측에 있다. 유적은 서에

서 동으로 발달한 완만한 구릉에 위치하며, 현재 계단식 경작지와 나무숲이 조성

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남동쪽 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경작지의 절개면과 표

토, 소로상에서도 일부 관찰된다. 수습된 유물은 가마벽체, 백자편, 흑유자기편, 

분청사기편 등이 주류를 이룬다. 수습된 유물로 볼 때 조선시  백자요지가 분포했

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양산 어곡동 용선 유물산포지Ⅰ(梁山 魚谷洞 龍仙 遺物散布地Ⅰ)

4) 在郡西五里有小城 俗號水蛭獄 古爲所時 囚罪人之地

5) 양산시ㆍ 통도사성보박물관,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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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곡동 용선마을 북쪽 신불산공원묘지로 향하는 도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유

적의 북동쪽은 개천을 향하여 완만한 구릉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는 현재 계단식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유적의 서쪽은 물류창고와 민가가 조성되면서 원지형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수습유물은 경작지의 표토와 농로에서 인화문 토기편, 청자

편, 흑유자기편, 백자편, 분청사기편, 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통일신라에서 조선시 에 걸쳐 유적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양산 어곡동 용선 유물산포지Ⅱ(梁山 魚谷洞 龍仙 遺物散布地Ⅱ)

  어곡동 용선마을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 중심에는 용선마을 동제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유적 내부에는 민가와 공장이 들어서 있으며 중심부는 경작지로 이

용되고 있다. 민가와 공장의 건립으로 인하여 유적의 많은 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며 

유물은 주로 중심부 경작지의 표토와 소로상에 청자, 흑유자기, 백자, 분청사기편 

등이 산재되어 있다. 관찰되는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조선시  백자요지가 분포

할 가능성도 있다.

  (4) 양산 어곡동 화룡 유물산포지Ⅰ(梁山 魚谷洞 化龍 遺物散布地Ⅰ)

  어곡동 반룡  남서쪽 구릉에 위치한 유적으로 어곡천을 끼고 남북으로 길게 뻗

어 있다. 완만한 능선상에 조성된 계단식 경작지와 휴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물

은 경작지와 휴경지의 표토에서 주로 관찰된다. 고려시 의 유물로 추정되는 토기

편을 비롯하여 조선시 의 흑유자기편, 슬래그편, 와편 등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  이후의 생활유적으로 추정된다.

  (5) 양산 어곡동 화룡 유물산포지Ⅱ(梁山 魚谷洞 化龍 遺物散布地Ⅱ)

  어곡동 동리마을과 화룡마을 사이 남서방향으로 완만하게 이어진 구릉상에 위치

한다. 현재 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유물은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 휴경

지의 절개면과 표토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삼국시 의 유물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고배편을 비롯하여 조선시 의 분청사기편과 다수의 와편이 수습되었

으며 와편은 반송사라고 구전되는 寺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6) 양산 소토리 효충 고분군(梁山 所土里 孝忠 古墳群)

  소토리 효충마을의 서쪽 구릉상에 위치해 있다. 유적이 입지한 구릉은 다소 경사

가 심한 편이며 현재 유적지 내부는 소나무를 주종으로 하는 임야와 일부는 계단식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유적 내에 분포하는 유구는 수혈식 석곽묘를 주묘제로 하

는 고분들이며 유물은 주로 경작지의 표토에서 파상문이 시문된 경질토기편들이 수

습되었다. 기종은 기 와 부호, 각 등이 주류를 이룬다.

  (7) 양산 어곡동 유산 유물산포지(梁山 魚谷洞 由山 遺物散布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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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곡동 터널 주변에 위치한 유적으로 그 중심은 유산동 마을회관 북동쪽 구릉에 

해당된다. 유물은 주로 동쪽 사면에 집중되고 있으며 경작지의 표토와 농로에서 회

청색 경질토기편, 청자편, 분청사기편, 시유도기편, 백자편, 와편 등 다양한 유물

이 산재되어 있다. 유물의 분포양상으로 볼 때 삼국시 에서 조선시 에 걸쳐 형성

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8) 양산 어곡동 리 유물산포지(梁山 魚谷洞 大里 遺物散布地)

  어곡동 어곡초등학교 맞은편 남서쪽에 위치한 유적으로 남동방향으로 완만한 경

사를 이루는 구릉의 상부와 말단부에 유물이 분포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경작지의 

절개면과 표토, 소로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 고배편, 시유도기편, 청자편, 분청사

기편, 흑유도기편, 백자편 등이 관찰된다. 유물의 분포양상으로 볼 때 삼국시 에

서 조선시 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된다.

  (9) 양산 유산동 고분군(梁山 由山洞 古墳群)

  유산동 양산지방공단 내의 만호제강 북측 구릉에 위치한다. 유적이 입지한 곳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舌狀丘陵이다. 현재 유적지 내부는 부분이 

임야이며 곳곳에 현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유구는 주로 남서사면에 분포하고 있

으나 많은 수의 유구가 도굴과 분묘 조성으로 인해 파괴된 상태이다. 특히 구릉 남

서쪽은 공단 조성과정에서 크게 잘려나가 많은 유구가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유적 내에 분포해 있는 부분의 유구는 竪穴式石槨墓이며 평면형은 細長方形

이다.

  (10) 양산 유산동 고장성(梁山 由山洞 古長城)

  이 성은 교리와 화제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정(해발 479.9m)의 9부 능선(해발 

410~420)을 따라 축조한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이곳은 주민들 사이에‘할마산성’, 

‘마고성’, ‘산성고개’, ‘성산만딩이’ 등으로 불리고 있어 일찍부터 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성이 입지한 정상부는 세 봉우리가 이어져 있는 

가운데 중봉(해발 479.9m)이 최고봉을 이룬다. 성내의 지형은 체성의 구축선에서 

정상부로 이어지면서 급경사를 이루고 정상부의 봉우리에 이르러 경사가 둔화된다. 

성벽은 붕괴가 심하여 구체적인 축조기법을 판단하기 어렵다.

  (11) 양산 유산동 유물산포지(梁山 由山洞 遺物散布地)

  유산동 양산지방공단 공단정수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우측에 위치한다. 비교적 경

사가 완만한 독립구릉이며 현재 양산시에서 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유적은 남향으

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하부는 공단이 조성되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구릉지 

남서편의 완만한 경작지 표토와 구릉의 절개면 하부에서 많은 양의 유물이 수습되

었다. 청동기시 의 무문토기편을 비롯하여 삼국시 의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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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토기편, 그리고 청자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 다양한 유물이 관찰되며 기종

은 器臺, 高杯, 大壺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물의 분포양상으로 볼 때 청동기시

에서 조선시 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3)현장조사 

  조사 상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산 6-2번지 일원이다. 조사

상지역은 부산 구포에서 양산 시내를 연결하는 35번 국도를 타고 양산천을 나란

히 두면서 양산 방면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양산교를 건너 북상하면 유산교에 이르

게 된다. 여기서 좌회전하며 유산천을 따라 3.4km 서북진하면 제1화룡교에 다다르

며 제1화룡교를 건너지 않고 좌측에 화룡마을 진입로가 나타난다. 화룡마을로 들어

서면 마을의 배후 산지 일 가 조사 상지역에 해당한다.(사진1,2)

  조사 상 구역은 평면이 團地形을 띠고 있다. 조사 상지의 북쪽 경계는 거무골 

협곡의 깊은 안쪽 해발 140m 이며 남쪽 경계는 화룡새마을회관 부근이다. 서쪽 경

계는 경남 외국어고등학교 진입로 입구와 성원프라임 공장 부근이며 동쪽 경계는 

웅진컨테이너와 모락스 보세장치장 부근 해발 170m 의 산지에 한정된다. 

  조사 상지역의 지형은 영축산맥의 주봉 중 하나인 염수봉(해발806m)과 토곡산 

(해발855m)사이를 북서-남동 방향으로 관류하는 유산천이 만들어낸 협곡의 좌측 충

적지에 위치한 화룡마을 뒷산의 구릉지에 해당한다. 조사 상지역은 새미골과 거무

골을 흐르는 개울에 의해 3개의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조사 상지역이 입

지한 유산천 주변 역시 현재까지 窯址, 야철유적, 寺址, 고분군, 유물산포지 등 여

러 성격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지도1 참조)

  조사방법은 사전에 조사 상지형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도보로 답사하여 유적

의 분포유무에 해 조사하였다. 우리 조사단은 조사의 편의를 위해 전체 지역을 5

개 지구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2009년 조사지역에서 거무골과 새미골짜

기를 경계로 거무골 좌측 구릉을 Ⅰ구역, 거무골과 새미골 사이의 구릉을 Ⅱ구역, 

새미골 우측 구릉을 Ⅲ구역으로 정하였다.(지도2 참조) 2010년 추가된 조사 구역은 

두 개 지구로 나누어 화룡마을을 Ⅳ구역, 산지를 Ⅴ구역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했

다.

①Ⅰ구역  

  Ⅰ구역은 화룡 새마을회관 앞으로 난 길을 따라 거무골 개울을 건너면 선암사로 

올라가는 시멘트 포장도가 나타나며 포장도의 서쪽 구릉 사면에 해당한다. 1구역의 

서쪽 경계는 경남외국어고등학교와 성원프라임 공장 주변이며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의 우측산체에 의해 막혀져 있다. 동쪽 경계는 거무골의 개울 너머 2구역이 위치하

고 있다. 북쪽은 염수봉의 지맥인 산체로 막혀있고 남쪽은 공장과 식당으로 경계가 

지워진다.(사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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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구릉의 말단부 중 완경사 부분에는 가옥이 5-6채 남짓 들어서 있다.(사진4 

참조) 가옥이 들어선 부분의 남쪽에는 계단식 축 를 조성하고 콩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무골 계곡과 나란한 포장도를 따라 올라가면 선암사라는 절이 위치하고 있

다.(사진5 참조) 선암사는 주지스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20년 전에 지어진 절이라고 

하며 현재 웅전과 산신각, 창고 3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선암사의 북쪽은 

계곡으로 연결되는 남서방향의 급경사지로서 수목이 울창하다. 이곳으로 접근하는 

오솔길이 있어 능정선부가 형성된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석축, 분묘 등 유

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사진6 참조) 

  조사 상구역의 서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유적이 확인되었다. 먼저 5-6채 가옥

이 밀집한 곳의 북쪽 구릉 능선부를 따라 오솔길을 따라가면 소나무 숲(사진 7참

조)이 보이는데 숲 안쪽 사면에 도굴된 고려시 -조선전기로 추정되는 석곽 2기가 

발견되었다.(사진8 참조) 석곽은 주축이 등고선의 진행방향과 직교하며 임도 개설

로 반 정도가 잘려나갔고 또 1기는 임도 아래에 개석이 노출되어 있다. 석곽이 발

견된 소나무 숲 남쪽 콩밭과 진입로에는 회청색경질토기편(사진9 참조) 등이 채집

되었고 석곽의 위치 또한 주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묘군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석곽이 위치한 능선과 이어져 가옥이 모여있는 곳의 서쪽 

사면에 계단식으로 콩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슬래그편, 도기편, 자기편 등

이 집중적으로 채집되었으며 이전 통도사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화룡리야철지로 표

기된 곳이다.(사진 10,11 참조) 이들 유물산포지와 분묘군이 인접하며 같은 능선상

에 있으므로 1개소의 유물산포지로 묶었다. 

  Ⅰ구역에서는 유물산포지(분묘군 포함) 1개소에 해 정밀시굴조사가 필요하다. 

②Ⅱ구역

  화룡 새마을회관을 지나 개울가에 있는 노거수가 나타나며 여기서 북쪽을 바라보

면 남서방향으로 뻗어 내려오는 완만한 구릉이 위치한다. 전면에서 보면 구릉의 말

단부는 계단식으로 밭을 조성해 놓은 상태이다.(사진12 참조)

  Ⅱ구역의 경계는 서쪽으로 Ⅰ구역, 동쪽으로 새미골 너머 Ⅲ구역, 북쪽으로 염수

봉에서 뻗어내린 산체에 의해 막혀있다. 남쪽으로는 개울가 식당과 마을로 이루어

진 Ⅳ구역이 경계가 된다. 구릉의 양 옆은 개천으로 서쪽은 거무골, 동쪽은 새미골

로 불리우고 있다. 구릉의 남단은 계단식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들 계단식 밭을 

답사해 본 결과 상당량의 도 토기편이 흩어져 있어 분묘군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사진13,14 참조) 이들 계단식 밭의 북쪽은 감나무 과수원이 위

치하는데 여기서도 자기편과 도기편이 간헐적으로 분포하고 있다.(사진15,16 참조) 

이러한 유물들은 감나무과수원을 조성하면서 중장비를 이용한 삭평 작업이 벌어지

고 이때 훼손된 유구에서 유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암사에서 거무골 개울을 건너 해발 105-130m  완경사지에는 냇돌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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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조성된 축 가 있고 밭이 형성되어 있다.(사진 17참조) 이곳은 통도사 박물

관의 지표조사에서 동네골사지6)로 표기한 곳이며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이곳에 서 

초석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현지조사 결과 초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량의 와

편과 생활자기편, 그리고 조선후기 동전이 채집되어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

는 곳으로 판단된다.(사진18,19 참조)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해발 190m 의 경계까지는 수목이 울창하고 도기편, 자기

편, 석축, 분묘 등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Ⅱ구역에서는 동네골 

사지로 알려진 구역에 해서는 정밀시굴조사, 감나무과수원을 포함하는 구릉의 능

정선부를 포함하는 구역에 해서는 표본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③Ⅲ구역

  화룡새마을회관 뒤편 구릉으로 구릉 능선 말단부 민가 뒤쪽에 서로 뻗은 구릉 사

면에 해당한다.(사진 20참조) 구릉의 서쪽 경계는 Ⅱ구역 북쪽과 동쪽 경계는 염수

봉 산체에 의해, 남쪽 경계는 웅진컨테이너, E.F.T, 경금속 등 공장과 화룡마을

(Ⅳ구역)이 위치한다. Ⅲ지구를 답사하기 위해서 구릉 말단부에 있는 마을 공동 식

수탑으로 이어지는 소로를 따라 능정선부를 타고 조사하였다. 공동 식수탑은 능정

선부 완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식수탑 아래에서 능정선부를 따라 남서쪽으로 이어

지는 구릉 말단까지는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소로를 개설하고 밭을 조성하기 위

해 절개한 사면에서 노벽체, 포개진 백자접시편, 초벌구이 접시편 등이 다수 발견

되어 백자가마터가 잔존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사진21 참조) 이외 지역은 구릉

의 능정선부를 따라 계곡 가까운 북서쪽에 과거에 계단식 논을 조성하였던 흔적으

로 축 와 논둑, 저수시설이 남아있으며 이들은 현재 방치되어 있다. 계곡과 구릉

의 능정선 해발 130m를 경계로 윗부분은 표토의 퇴적없이 기반암이 노두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묘지 등 유적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한 입지로 판단된다.(사진22 참조) 

게다가 계곡 부분에는 산체에서 붕적되어 쌓인 암괴가 다량으로 분포한다. 전체적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지로서 수목이 울창하고 골짜기 2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

도는 해발90m~180m 에 해당한다. Ⅲ구역에서는 가마터로 추정되는 구역에 해 정

밀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Ⅳ구역

  Ⅳ구역은 화룡새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한 화룡마을 전체와 거무골을 사이에 두고 

화룡마을과 마주하고 있는 밭지 와 개울건너편 텃밭일부로 이루어져 있다. 화룡마

을은 현재 20여채에 달하는 가옥이 있으며 마을 중앙을 새미골에서 내려온 계곡이 

관통하고 있고 거무골은 마을의 서북쪽을 감싸고 있다. 현재 마을은 폐가가 다수 

존재하고 일부 집터가 공터로 남아 있다. 마을에 한 조사는 화룡새마을회관 뒤편 

새미골 동편에서 도보로 시작하였다.(사진23 참조) 마을 뒤편의 집과 공터에는 조

6) 주7과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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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기로 추정되는 자기편이 산재해 있으며(사진24 참조) 현재에는 나무 숲이 조

성되어 있는 마을 뒤편 언덕에서도 자기편이 노출되어 있었다.(사진25·26 참조)  

한편 마을 골목에는 治石된 것으로 보이는 장방형석재도 확인되었다.(사진27 참조) 

  마을을 따라 서북쪽으로 가면 거무골이 마을과 밭지역을 가로 지르고 있고 몇 채

의 건물이 마을과 마주하고 있다. 조사 상지역은 현재 21세기 타이어라는 카센타 

뒤편으로, 아래에는 논이 있고 그 위로는 계단식으로 밭이 조성되어 있다.(사진28 

참조) 이들 지역에 한 도보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둑과 밭에서 다수의 자기편이 

수습되었다.(사진29 참조) 

마을 앞을 흐르는 유산천 너머 1022지방도와 사이에 구릉이 위치하는데 도로 건설

로 구릉의 상부가 절개되었고 구릉은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사진30) 군데군

데 기반암이 노두되어 있어 1m 이상의 계단상 밭으로 현상변경이 심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조선후기 백자편이 다수 수습되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Ⅳ구역 마을 일부에 현 식 건물도 혼재하는 

등 현상변경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층건물이 부분이고 지표에 유물이 다수 

채집되므로 표본시굴조사가 필요하며 계단식 밭과 논부분 일부는 Ⅰ구역 유물산포

지의 연장선상에 있어 정밀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산천 건

너편 구릉지에 해서는 입회조사가 필요한 것 판단된다.

 

⑤Ⅴ구역

  Ⅴ구역은 거무골의 상류지점으로 거무골의 두 계곡이 합수하는 지점 위쪽이다. 

거무골 상류 해발 122m지점에 있는 민가에서 산쪽으로 약 150m정도 떨어진 지점에

서 시작하여 거무골 본류 동남쪽에서 새미골을 지나 모락스보세 장치장 뒤편의 산

자락까지 이어진다. 략 해발 150~225m 정도에 이르는 산비탈로 이루어진 Ⅴ구역

은 수목이 우거져 있다. 이 구역에서는 다수의 석축이 확인되었는데 석축은 계곡을 

따라 좁은 폭의 계단식 논을 조성하기 위해 혹은 몇몇 민묘를 조성하기 위해 축조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사진31·32 참조) 그러나 이 구역은 부분이 기반암이 

노두되어 있어 계곡이 깊어 분묘군을 조성하기에 좋은 입지는 아니며 분묘의 봉분

이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어 근현 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사진33·34 

참조)     

 4)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① 양산시 어곡동 화룡리 산 60-3번지 일원은 양산시에서 추진 중인 양산 어곡화룡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규모 현상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

에서는 설계사인 (주)센텀이앤씨의 의뢰로 조사 상지 내 문화재 보존 책을 강구

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의뢰사의 사정에 따라 계획면적

에 변동이 발생하여 2009년 5월에 조사 후, 2010년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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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조사는 면적의 변동과 조사단의 편의상 2개의 계곡을 경계로 Ⅰ~Ⅴ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부연하자면 Ⅰ구역은 구릉부로 아랫부분은 콩밭 등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고 윗부분은 적송군락이 들어서 있다. Ⅱ구역은 보다 완만한 구릉지를 

이루고 있으며 축 를 쌓은 계단식 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구역 내 남쪽에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구릉 위에 감나무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Ⅲ구역은 화룡마을의 뒷산

으로 아랫부분에 밭이 형성되어 있으며 밭이 끝나는 곳부터 산 위로 골짜기 2

개를 포함하는 임야이며 일부 개울가에 접해서 계단식 논이 형성된 지점을 제외하

고는 임야로 방치되어 있다. Ⅳ구역은 거무골과 새미골이 유산천과 합수하는 지점

으로 거무골을 중심으로 화룡마을과 그 맞은편 지역에 해당한다. 화룡마을은 30여

채의 가옥이 입지해 있으며 그 가운데는 다수의 폐가와 공터가 있다. 마을 북쪽 거

무골 너머는 타이어 상점과 그 뒤편으로 논과 밭이 조성되어 있다. Ⅴ구역은 거무

골과 새미골 상류 해발 150~225m에 이르는 산비탈로 돌너덜과 잡목이 무성하며 좁

은 면적의 계단식과 수기의 근현 묘가 확인되었다. 

③ 유구의 흔적은 Ⅰ구역에서 슬래그, 도기편, 자기편과 석곽묘 유구가 발견되는 

유물산포지 1개소, 석곽묘가 분포하는 지역 1개소가 발견되었다. 이들 2개 유적의 

범위가 인접하므로 1개의 시굴 상구역으로 정했다. Ⅱ구역에서는 동네골사지로 알

려진 유물산포지 1개소와 감나무과수원과 밭에 조성된 유물산포지 1개소가 확인되

었다. Ⅲ구역에서는 구릉 말단의 밭에서 추정 백자가마터 1개소가 발견되었다.Ⅳ

구역에서는 다수의 자기편과 치석된 석재가 확인되었다. 

  이들 지표조사 결과를 정리한다면 다음 표1과 같다. 

조사

구역

 조사대상지

 내용

표본시굴조사

면적

정 시굴조사

면적

입회조사

면적

Ⅰ 유물산포지 및 분묘군 46,345㎡

Ⅱ
유물산포지(표본), 동네골

사지(정 )
23,500㎡ 11,000㎡

Ⅲ 추정 가마터 1개소 8,583㎡

Ⅳ 유물산포지 7,791㎡ 2,642㎡
  

 표1. 시굴조사 상지 조견표(조사 상면적은 현지측량결과에 따라 변동가능하다.)

④ 이번 조사에서 총 5개소의 시굴 상지와 1개소의 입회조사 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들 조사 상지에서 제외되는 사업구역에 해서는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한 것

으로 사료된다. 



지   도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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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조사대상지역의 인공위성 사진

사진2. 조사대상지역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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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Ⅰ구역 전경

사진4. Ⅰ구역에 위치하는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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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선암사

사진6. 선암사 북쪽 능정선부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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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Ⅰ구역 소나무 숲

사진8. Ⅰ구역 도굴된 석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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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Ⅰ구역 석곽 부근 채집유물

사진10. Ⅰ구역 유물산포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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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Ⅰ구역 유물산포지 채집 슬러그 및 도·토기편

사진12. Ⅱ구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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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3. Ⅱ구역 계단식 밭 부분

사진14. Ⅱ구역 계단식 밭 채집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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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5. Ⅱ구역 감나무 과수원

사진16. Ⅱ구역 감나무 과수원 채집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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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7. Ⅱ구역 동네골 사지 근경

사진18. Ⅱ구역 동네골 사지 채집 기와와 자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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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 동네골 사지 채집 상평통보

사진20. Ⅲ구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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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 Ⅲ구역 추정 백자요지 채집유물(요벽체, 백자편, 초벌구이 백자편)

사진22. Ⅲ구역 구릉 능정선부 위에 노두된 기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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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3. Ⅳ구역 새마을회관 뒤편 마을전경

사진24. Ⅳ구역 마을회관 뒤편 민가와 공터 수습 자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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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5. Ⅳ구역 마을 뒤편 대나무 숲 언덕 원경

사진26. Ⅳ구역 마을 뒤편 대나무 숲 노출 자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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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 Ⅳ구역 마을 골목 治石된 석재

사진28. Ⅳ구역 거무골 건너편 논과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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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9. Ⅳ구역 거무골 건너편 논과 밭에서 수습된 자기편

사진30. Ⅳ구역 유산천 건너편 구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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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1. Ⅴ구역 석축위의 계단식 논

사진32. Ⅴ구역 석축위의 민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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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3. Ⅴ구역 잡목과 잡석

 

사진34. Ⅴ구역 기반암



Ⅱ. 지질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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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질개관

1. 1 광역 지질개관

  경상남북도에 발달되어 있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 경상누층군은 대략적인 층후

가 8,000 내지 10,000 m에 해당된다. 경상누층군의 구성암석은 역암, 사암, 셰일 

및 이암 등의 쇄설성 퇴적암이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이회암과 석회암이 협재되

고 상부에는 화산암류가 발달되어 있다(엄상호 외, 1983). 이 지층은 Koto (1903)

에 의해 경상층으로 명명된 이래 Tateiwa (1929), Chang (1975) 등에 의하여 지

층구분이 이루어졌다. Chang (1975)은 경상분지 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암석층서구분을 시도하였다. Chang (1975)은 화산활동 및 심성활동과 관

련하여 경상분지의 발달과정을 선화산활동 퇴적기, 화산활동 동시퇴적기, 화산활동 

절정기 및 화강암 관입기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지층단위들을 신동층군, 하

양층군, 유천층군 및 불국사 관입암류로 명명하였다. 

  경상누층군의 최하부층군인 신동층군은 두께가 2,000 내지 3,000m 로서 사암, 

셰일, 역암,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석탄층이 하부에 협재되어 있다. 

신동층군은 붉은색층의 협재 유무를 바탕으로 하부로부터 낙동층, 하산동층 및 진

주층으로 나누어진다. 

  하양층군은 셰일, 이암, 사암, 이회암 및 소량의 역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헐

적으로 화산암류를 협재한다. 대체적인 층후는 1,000 내지 5,000 m 로서 지역에 

따라 변화하며, 신동층군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지층의 발달양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층구분이 다르게 이루어져 있다. 경상분지의 남서부에 해당하는 지

역은 하부로부터 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진동층 등으로 나누어진다. 

  경상누층군의 최상부층군인 유천층군은 경상분지에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

던 시기에 이루어진 지층으로서, 두께는 2,000에서 3,000 m에 달한다. 구성암석은 

안산암, 유문암질석영안산암, 유문암 및 석영안산암, 응회암 등의 화산암류와 화산

쇄설물을 주로 하는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천층군은 화산암류의 빈번한 협

재와 이에 따른 복잡한 층서로 인하여 통일된 지층구분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

다. 

  한편, 경상누층군의 대체적인 지질시대는 산출화석(연체동물, 화분과 윤조류 등의 

식물화석)과 분출 및 관입암의 절대연령측정치 및 지자기층서대비를 바탕으로 중생

대 백악기초에서 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2 조사지역 주변의 지질개관

  조사대상지역은 1:50,000 지질도 양산도폭(이민성, 강필종, 1964)의 서측에 위치

한 곳이다. 양산도폭에 분포하는 지층은 암상에 있어서 함안층과 대비되리라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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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붉은색 셰일을 주구성암으로 하는 육성퇴적층인 대양동층을 최하위로 하여 이

와 관계불명으로 각력질응회암인 팔용산층이 분포하며, 이들은 후기의 화산활동에 

의한 안산암질암의 분출 및 관입에 의하여 피복되어 있다. 한편 규장반암 및 장석

반암은 대양동층, 팔용산층 및 안산암류를 관입함으로써 백악기 말 화산활동이 있

었음을 시사하여 준다(표 1, 이민성, 강필종, 1964). 

  그림 1에 따르면 조사대상지역에는 불국사화강암류인 흑운모화강암이 분포되어 

있다. 이 흑운모화강암은 하부 하양층군 지층의 기저암들을 관입하고 있으며, 일반

적으로 중립질이고 육안으로 석영, 장석, 흑운모 등의 조암광물이 식별된다. 

  황병훈 외(2002)의 유천-언양-양산 일원에 분포하는 화강암류를 형성한 마그마

의 기원 및 진화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에 따르면, 연구지역의 화강암류는 석영몬조

섬록암에서부터 화강섬록암, 화강암, 알카리장석화강암까지 매우 다양한 암질을 나

타내고 있으며, 특히 마그마 불균질혼합의 증거를 잘 나타내주는 포획암도 넓은 지

역에 걸쳐 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표 1> 조사지역의 지질계통표

제4기 충적층

백악기

불국사통

산성암맥

염기성암백

반화강암

화강반암

화강섬록암

흑운모화강암

---관입---

신라통

장석반암

규장반암

---관입---

원효산함각력안산반암

도대동안산반암

주산안산암

---관입 및 분출---

팔용산층

--관계불명--

대양동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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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사지역의 지질도 (이민성, 강필종, 1964).

2.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에서 보고된 주요 화석기록 

  우리나라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 경상누층군에서는 공룡발자국, 공룡뼈와 알화석

을 비롯하여 어류화석, 연체동물화석 등 많은 자연사기록들이 보고되어 있다. 이는 

경상누층군이 우리나라 백악기 당시 자연환경의 이해를 돕는 귀중한 자연사기록의 

보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상누층군에서 보고된 주요 화석들의 산출특성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1 공룡뼈화석

  경상누층군에서 발견된 최초의 척추동물화석은 경북 의성군 탑리 봉암재 지역에 

발달된 구계동층에서 1973년 김항묵에 의해 발견된 공룡의 肢骨화석으로서, 장기

홍 외(1982)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이후 간헐적으로 경상누층군 내에서 공룡뼈화석

이 보고되어 오다가, 최근 백인성 외(1998)의 연구에 의하여 경상누층군 내에 발달

한 공룡화석층의 구체적인 산출특성이 밝혀지면서 다수의 공룡골편화석의 발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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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으며,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해안부근의 한 돌섬에서는 ‘천년부경

룡(Pukyongosaurus millenniumi)’이라 명명된 용각류 공룡의 부분적인 골격화석이 

보고되었다(Dong et al., 2001). 

2.2 공룡알화석

  1976년 경남 하동군 금남면 수문리 해안의 연체동물화석 산지에서 공룡알껍질 

화석이 처음 보고된 후(양승영, 1976), 1990년대 초 2차로 같은 장소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다(윤철수, 양승영, 1997). 이와 함께 1999년 경남 고성군이 발주

하고 한국고생물학회가 용역을 담당한 공룡화석지 조사연구에서 고성군 삼산면 판

곡리 해안 고성층에서 공룡알화석이 발견되었다. 또한 부산의 경상누층군 유천층군 

다대포층에서도 공룡알화석이 산출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석회질고토양기원의 캘크

리트를 함유한 범람원기원의 붉은색층에서 산출된다. 

2.3 공룡발자국화석

  1982년 1월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해안 백악기 진동층에서 양승영이 공룡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것이 국내에서 최초이다. 이 외에도 거류면, 회화면, 개천면, 

구만면, 고성읍, 하일면, 동해면 등 많은 지역에서 다량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마산, 함안, 창녕, 사천, 의령, 거제, 양산, 통영, 남해 등지에서 공

룡발자국 산지가 속속 발견 보고되었다(양승영, 2000).

2.4 어류화석

  지금까지 경상누층군에서 보고된 어류화석의 대부분은 경상누층군 신동층군 진주층과 

진주층 하위에 발달된 하산동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들의 산지와 지층 및 어류화석의 

산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지역의 하산동층 : 녹색의 실트스톤 내지 중립의 이암 내

에서 흑색의 경린어류 비늘화석 집단으로 산출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지역 하산동층 : 녹색의 실트스톤 내지 중립 이암 내에서 

흑색의 경린어류 및 일반어류의 비늘화석 산출

  경남 진주시 호탄동 진주 IC 진입로 부근 진주층 : 흑색 셰일층 내에서 소형 담수어

류 및 대형 경린어류화석 산출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부근 진주층 : 경린어류 비늘 및 골편화석 산출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룡리 부근 진주층 : 어류화석 산출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 부근의 남해고속도로 연변 진주층 : 흑색 셰일 내에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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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어류화석 산출

  경남 합천군 쌍백면 상신리 부근 진주층 : 흑색 셰일 내에서 담수어류화석 산출

2.5 연체동물화석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발꾸미마을에서 연체동물인 복족류(Brotiopsis) 

패각화석과 이매패류 화석, 척추동물의 골편화석이 산출되었다. 특히 복족류화

석들은 약 10cm 두께의 얇은 층의 규모로 집중적으로 산출되거나 세립사암층 

내에 렌즈상으로 산출되는데 이들은 주로 완형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 화석층은 

회색 내지는 녹회색의 판상 사엽층리가 발달한 세립 사암과 셰일로 이루어진 

퇴적층 내에 보존되어 있다. 또한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환치마을에서는 

연체동물인 복족류와 이매패류 화석, 척추동물 골편화석이 산출되었다. 특히 연

체동물 복족류(Brotiopsis)의 패각화석은 다량 산출되었다. 이들 패각화석층은 

호수주변부(사질평원 내지 이질평원)에서 천호환경에서 폭풍에 의해 재동되고 

퇴적된 것으로 여겨진다. 

2.6 곤충화석

  진주층에 발달된 흑색 셰일층 내에서 다량의 절지동물화석이 산출되었는데(백광석 외, 

2001), 대부분 곤충화석으로, 메뚜기목, 매미목, 사마귀목, 파리목의 파리과와 모기과, 

딱정벌레목의 딱정벌레과, 물방개과, 개갑목에 해당하는 개갑류과, 수서곤충의 유충, 거

미목의 거미과 등 매우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었다. 이 절지동물화석들은 여러 종의 유

충과 수서곤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서곤충 중 잠자리 유충과 모기류에 속하는 곤

충들이 가장 많이 산출되었고, 이중 날개가 달린 곤충화석류도 30종 이상 발견되었다. 

3.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지구 자체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자연환경의 기반이 되고 생명체의 서식처인 지형, 지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수재 

외, 2003). 이러한 연구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안전하

고 완전한 지질유산을 향유하고 이를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자원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질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

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지형, 지질 중 보전가치가 높은 것을 판별하는 기

준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존대상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 



- 51 -

  유네스코는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지정하여 이를 유지 보호하려고 노력

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 가운데 지형 및 지질에서 지구역사의 주요변화단계를 대

표하는 걸출한 사례장소를 판별기준으로 보고 여기에는 생명의 기록(화석),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으로 생긴 지형, 중요한 지형적 혹은 지문적 형

태가 포함된다. 근래 들어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우리나라도 지질유산

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과 민속자료 

등의 문화재를 보고, 관리하고 있는데, 기념물 중에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

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 지형, 지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다. 뿐만 아니라 경승지 중에서 지형, 지질, 동식물상, 경관 등의 관

점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것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형, 지질 분야의 

천연기념물은 2003년 11월 기준으로 총 38개인데, 그 중 동물과 고생물이 각각 

13개, 11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암석 및 광물은 4개를 차지한다. 이는 화석과 같

은 자연사 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인식이 되고 있으나 암석과 광물의 중

요성을 인식함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지역은 경남 양산시 어곡동으로 현재 보존가치가 있는 주요 지형 및 지

질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조사대상지역은 화강암류가 분포하는 지

역이다. 화강암류가 분포한 지역에서 형성될 수 있는 특이지형 및 지질문화재와  

국내의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문화재 가운데 화강암류로 구성된 것을 정리하

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토르(Tor)

  토르(tor)는 지하의 핵석이 심층풍화를 받은 후 지상으로 노출된 일종의 핵석지형

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지표하(地表下)풍화에 의해 치 한 절리를 

가진 암석은 붕괴되고 큰 암괴는 구상으로 풍화되는 과정을 겪고 지상으로 노출되

면 나타나는 지형으로, 특히 화강암지역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토

르의 좋은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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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위치 내용 문화재지정

강릉 청학동 

소금강

강원도 강릉시 연

곡면 삼산리 산 

1-12 등

풍화와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강

한 중생대 쥬라기의 페그마타이

트질 화강암과 세립질 복운모화

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절리 외 

다른 특이한 침식지형이 발달한 

만·장년기 지형

오대산 국립공원 안에 포함

1970. 11. 23. 

명승 제 1호

불영사 계곡 경북 울진군 근남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여러 모양 1979. 12. 11

위치 구성암석
사진

(출처: http//www.korearth.net)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구역)

화강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장도 

장도습지

북쪽해안방향

홍색장석화강암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덕유산 국립공원

편마암 

(2) 국내 보고된 보존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화강암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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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면 수곡리 산 121 

외 855필

의 바위와 기암절벽의 하식애가 

많고 계곡을 따라 뛰어난 자연 

경관

명승 제 6호

상백도, 하백도 

일원

전남 여수시 삼산

면 거문리 산 30 

외 35필

신생대 제3기초의 미문상 화강암

으로 구성되며 수직절리, 해식작

용, 풍화작용 등의 영향으로 기

암절벽의 아름다운 경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

1979. 12. 11

명승 제 7호

삼각산

경기도 고양시 덕

양구 북산동 산 

1-1, 서울시 강북

구 우이동

쥬라기 말 대보화강암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형상을 달리한 화강

암 돔으로 되어 있어 수려한 자

연경관

2003. 10. 31

명승 제 10호

운평리 

구상화강암

경북 상주시 낙동

면 운평리 179외

공모양의 섬록암 덩어리

2억3천만년전 한반도의 지각이 

변동될 때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만들어진 것

1962. 12. 03

천연기념물

제 69호

달성 비슬산 

암괴류

대구 달성군 유가

면 용리 산 1 등

큰 자갈 또는 바위크기의 둥글거

나 각진 암석 덩어리들이 집단적

으로 산사면이나 골짜기에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쌓인 것

중생대 백악기 화강암의 거석들

로 이루어진 특이한 경관

2003. 12. 13

천연기념물 

제 435호 

서울 인왕산 

선바위 풍화혈

서울 종로구 무악

동 산 3-4 인왕산 

인왕사 뒷편

풍화작용으로 기묘한 형상을 이

루며 형성된 구멍은 수직절리와 

대체로 나란한데, 이러한 수직절

리를 따라 물이 유입되면서 장석

과 흑운모가 풍화 받아 점토광물

로 변하여 빠져나가면서 점점 크

게 확장되어 현재와 같은 모양으

로 변한 것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4호

2003. 12. 

천연기념물 

지정 건의

서울 북악산 

(백악산)

서울 종로구 삼청

동

중생대 쥬라기에 관입한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

산 정상부에 여러 가지 풍화지형

이 발달한 화강암이 노출

토르(tor) 발달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 

예정

서울 불암산 

화강암 돔

서울 노원구 중계

동-경기도 남양주

군 별내면 화접리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암석에 

수직절리는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지표면에 평행한 판상절리

가 발달하여 표면이 돔 모양

천연기념물 

지정 건의

부산 금정산 

암괴류

부산 금정구 청룡

동 범어사 계곡 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거

력의 크기가 점점 굵어지는데 이

는 근원지에서 멀어지면서 퇴적

물의 입자가 작아지는 일반적인 

하천과는 다른 양상

이들 화강암의 암괴들은 일반적

으로 산사면에서 발달하는 각이 

진 암괴로 구성되는 테일러스와

는 달리, 원마도가 좋은 둥근 또

는 타원형의 암괴

천연기념물 

지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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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지역의 지질 및 자연사기록 산출특성(화석포함)

  조사대상지역은 경남 양산시 어곡동 일원으로 대상지 내에는 대부분 전답과 임야

가 분포하고 있다(그림 2, 3).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지역의 암반과 조사대상지역

에 인접한 하천의 바닥에 노출된 기반암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지점이 조사되었고

(그림 4), 각 지점에 분포하는 암상과 자연사기록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조사대상지역의 위성사진.

그림 3. 조사대상지역의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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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사대상지역 및 조사지점의 위치도.

제 1지점(N35˚23'24.6"/E129˚00'58.8")

  이 지점은 선암사 진입로에 위치한 곳으로, 계곡의 바닥과 옆에 기반암이 노출되

어 있고 암괴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계곡의 바닥은 대부분 인공 구조물로 보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지점의 암석은 화강암류로 풍화되어 담황색을 띠고, 일부에서는 

약 2-3mm 크기의 결정들이 풍화되어 빠져나간 흔적이 나타난다. 또한 검은색의 

흑운모결정도 관찰된다. 이곳의 화강암에는 많은 절리들이 발달되어 있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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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 1지점의 야외전경사진(A, B). 절리가 발달된 화강암(C)과 근접사진(D, 

E). 

제 2지점(N35˚23'32.7"/E129˚01'02.6")

  이 지점은 선암사 경내 계곡변과 바닥에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고 암괴들이 형성

되어 있다. 이 지점의 암석은 제 1지점과 동일한 화강암류로 이루어져 있고, 풍화

양상 및 결정의 발달특성 역시 동일하다. 풍화되어 표면은 담황색을 띠고, 일부에서

는 약 2-3mm 크기의 결정들이 풍화되어 빠져나간 흔적이 나타난다. 또한 검은색

의 흑운모결정도 관찰된다. 선암사 경내 용왕당의 후편에 발달된 화강암류는 많은 

절리의 발달로 붕괴의 위험이 있어 보인다. 선암사를 기준으로 하여 계곡의 상류는 

자연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하류는 인공 구조물로 보강되어 있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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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제 2지점의 야외전경사진(A, B). 용왕당 뒤 절리의 발달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화강암반(C, D). 수직절리가 발달된 화강암(E). 

제 3지점(N35˚23'34.4"/E129˚01'06.9")

  이 지점은 선암사 뒤쪽 계곡으로 계곡의 바닥과 주변에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고 

암괴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점의 암석 역시 타 지점과 동일한 화강암류로, 풍화

되어 표면은 담황색을 띠고 유백색의 결정들이 관찰되며 많은 수직절리들이 발달되

어 있다. 또한 이 지점에서는 자연상태의 계곡과 소규모의 폭포가 잘 보존되어 있

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화강암반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폭포는 자연사적으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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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이나 경관적으로 뛰어난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생태환경의 보존 측면

에서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7. 제 3지점의 야외사진. 계곡과 소규모 폭포가 잘 발달되어 있다(A, B). 절리

가 발달된 기반암(C)과 기반암의 근접사진(D). 

제 4지점(N35˚23'32.5"/E129˚01'08.3")

  이 지점은 제 3지점에서 북동측에 위치한 곳으로 식생이 분포하는 곳이나, 부분

적으로 기반암인 화강암이 지표부근에 노출되어 풍화암 내지는 풍화토 상태로 산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특이 형태의 자연사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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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 4지점의 야외사진. 풍화된 기반암(A)과 암괴들(B, C, D). 

제 5지점(N35˚23'20.8"/E129˚01'00.5")

  이 지점은 화룡 새마을회관 앞 하천변과 바닥에 노출된 기반암이 산출되는 곳이

다. 이 지점의 암석은 다른 지점과 마찬가지로 화강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이 

형태의 자연사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그림 9. 제 5지점의 야외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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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지점(N35˚23'22.4"/E129˚01'03.9")

  이 지점은 화룡마을의 인가 부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고 암괴

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암석 역시 다른 지점과 동일한 화강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이 형태의 자연사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그림 10. 제 6지점의 야외전경사진(A, B). 풍화되어 담황색을 띠는 화강암(C, D). 

제 7지점(N35˚23'22.4"/E129˚01'04.8")

  이 지점은 화룡마을 뒤 산길에 위치한 곳으로, 주변은 대나무밭으로 조성되어 있

고 부분적으로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으며 암괴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의 암석 역

시 다른 지점과 동일한 화강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이 형태의 자연사기록은 나

타나지 않는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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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 7지점의 야외사진(A, B, C). 기반암의 근접사진(D).

제 8지점(N35˚23'21.8"/E129˚01'04.1")

  이 지점은 화룡마을 인가 바로 옆에 부분적으로 노출된 기반암이 분포하는 곳으

로, 다른 지점의 암석과 동일한 화강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이 형태의 자연사기

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그림 12. 제 8지점의 야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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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지점(N35˚23'16.8"/E129˚01'10.8")

  이 지점은 풍남 산업 옆에 부분적으로 노출된 기반암이 나타나는 곳으로, 다른 

지점의 암석과 동일한 화강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이 형태의 자연사기록은 나

타나지 않는다. 

자연사기록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그림 13. 제 9지점의 야외사진.

5. 조사결과 종합 및 결론

  조사대상지역은 현재 대부분이 전답과 임야가 분포하며, 이 조사에서는 인접 지

역을 포함하여 9개 지점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지점에 노출된 암반은 모두 동일한 

암종인 화강암류로 확인되었다. 각 조사지점별 암질 특성을 종합하면 <표 2>와 같

다. 

  조사대상 지역 내 산지에는 계곡과 소규모의 폭포가 발달되어 있고, 이들의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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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기반암인 화강암류의 암반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화강암류의 암괴들이 

산재되어 있다. 하류로 가면서 계곡의 바닥은 부분적으로 인공적인 구조물에 의해 

훼손되어 있으나, 상류의 계곡과 소규모 폭포는 자연사적인 희귀성이나 경관적으로 

국공립공원이나 명승처럼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자연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유량도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화강암반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폭

포 지형은 생태환경의 보존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

겨진다.

  결론적으로 조사대상지역 내에서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자연사기록들은 산출되

지 않았으며, 화강암지대에서 나타나는 토르와 같은 보존 가치가 있는 특이지형 및 

지질은 발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

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조사대상지역 내 계곡과 폭포는 생태환경의 보존 측면에

서 이 지역에서의 토목공사 및 개발로 인한 오염 및 훼손으로부터 가능한 보호되어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2> 조사지점의 암질 및 기타특성

조사지점 암질특성 비고

제 1지점  화강암류 특이사항 없음

제 2지점  화강암류 특이사항 없음

제 3지점  화강암류 계곡 및 소규모 폭포 발달

제 4지점  화강암류 특이사항 없음

제 5지점  화강암류 특이사항 없음

제 6지점  화강암류 특이사항 없음

제 7지점  화강암류 특이사항 없음

제 8지점  화강암류 특이사항 없음

제 9지점  화강암류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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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1) 조 사 명 : 양산 강서동 화룡마을 민속조사

2) 조사경위 : 조사대상지역인 양산시 강서동 화룡마을 일원은 ‘어곡 화룡일반산

업단지 조성부지(추가)’ 예정지이다. 현재 화룡마을에는 50여 가구가 있으며, 그 가

운데 40여 가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추가) 예정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

서 이번 민속조사는 화룡마을의 민속문화와 마을사람들의 생활상을 기록하는 기초

조사로써,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마을지 작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에 목적

이 있다.  

3) 조사지역 : 경남 양산시 강서동 화룡마을(강서동 8통 1 ․ 2반 일대)

4) 조사기간 : 2010년 2월 26일 ~ 3월 8일

5) 조사기관 : 미리벌민속박물관

6) 조사단 구성

   - 책임조사원 : 김진형(미리벌민속박물관 학예사, 박사과정)

   - 조  사  원 : 성윤석(미리벌민속박물관 학예사, 문학석사)

   - 조사보조원 : 박현호(미리벌민속박물관 에듀케이터, 문학사)

2. 조사지 개관

화룡마을은 경남 양산시 강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곡의 서북쪽의 마을로서 

마을의 뒷산 모양이 용(龍)이 화(化)한 형국이라고 한다.7) 본동 격인 ‘화룡’을 비롯

하여 ‘새각당(新閣堂)’과 ‘새터’ 등 모두 3개의 자연마을로 화룡마을을 이루고 있으

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양산시 강서동 8통이다. 그리고 새각당에서 마을 앞 천(川)으

로 흐르는 시내(溪)를 중심으로 다시 1반과 2반으로 세분된다. 개울을 기준으로 화

룡새마을회관 방향의 화룡은 1반에 속하고, 새각당과 새터는 2반에 속한다. 

7) 『한국지명총람』9 (경남편 Ⅱ), 한글학회, 2000, 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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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화룡 새각당 새터

가구수 30호 9호 약 10호

인구수  약 70명  약 20명 약 15명

표 9> 마을별 가구수와 인구수(2010년 3월)

사진 1> 화룡 전경(1반 일대) 

 

사진 2> 새각당 전경(2반 일대)

1980년대 화룡마을의 인구수는 250여명 이었으나, 오늘날에는 100명 남짓만 마

을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자연마을별 가구수와 인구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8) 

화룡마을의 입향조는 정도만(鄭道萬)이라는 인물이다. 그의 본관은 경북 영일9)이

며 합천에서 이곳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경남외고 인근의 동넷골(동네골)에 터를 

잡았지만 물이 부족해 지금의 화룡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이후 그의 후손들이 대대

손손 이곳에 살아오면서 영일정씨(迎日鄭氏) 동성마을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여러 

성씨가 함께 사는 각성마을이다.10) 현재 마을 내에 입향조의 9대손까지 살고 있으

며, 이를 통해 마을의 역사를 270여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화룡마을이 과거 영일정씨 동성마을이었기 때문에 반룡대(盤龍臺), 반룡재(盤龍

齋) 등 영일정씨와 관련된 문화유적도 마을 내에 있다. 반룡대는 1870년(고종 7년) 

8월 화룡에 거주하던 정상순(鄭相淳)과 정세기(鄭世基)가 축조하였고, 반룡재는 

1993년 영일정씨 화룡문중에서 마을의 입향조인 정도만을 비롯한 선조를 모시고 

문중친목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재실이다.11)

화룡마을 사람들은 모랫들과 마을 주위의 산비탈을 개간하여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모랫들은 ‘모래들’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8) 손광헌(남, 55세, 8통 통장)의 제보(2010년 3월 5일, 화룡새마을회관).

9) 오늘날 포항시의 북구와 남구 일대.

10) 현재 화룡마을(화룡, 새각당, 새터)의 영일 정씨는 7~8가구만 있다.

11) 양산시 홈페이지 참고(www.yang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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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인해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여기(모랫들)가 다 논이었습니다...(중략)... 한 2000년에만 해도 공장 아무 것도 없

었습니다...(중략)... 다 논이었습니다...(중략)... (지금은 모랫들의 논이) 10분의 1 정

도 (남아 있습니다).12)

사진 3> 모랫들(모래들)

 

사진 4> 지명을 활용한 마을 인근 음식점

그리고 마을 주위의 산비탈을 개간하여 만든 계단식 경작지에서는 벼농사와 밭농

사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마을 곳곳마다 엄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자가소비를 

하거나 양산시장에 가져가 팔기도 한다.

사진 5> 엄나무밭

 

사진 6> 화룡새마을회관 옆 엄나무 

마을사람들의 공동 휴식공간은 ‘정자나무’와 ‘화룡새마을회관’이다. 정자나무는 주

로 여름철에 마을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며, 수종은 포구나무이다. 화룡새마

을회관은 주로 겨울철에 사용하며, 마을의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보낸다.

12) ○○○(남, 3대째 화룡마을 거주)의 제보(2010년 3월 4일, 모래들 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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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화룡마을 정자나무 

 

사진 8> 화룡새마을회관 

3. 민속신앙

화룡마을의 민속신앙은 마을공동체 신앙과 가신신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 신앙의 경우, 현재 ‘당산제’라는 명칭으로 모시고 있다. 그리고 가신신앙

의 경우, ‘세존단지’와 ‘조상단지’를 모시는 가정이 있으며, 과거에는 안동지역의 ‘용

단지’와 비슷한 ‘구석단지’를 집안에서 모시기도 하였다.

1)당산제

매년 음력 3월 초이틀 자정이 되면 마을 도로변에 위치한 ‘할매나무’에서 ‘당산제’

라는 명칭으로 마을사람들이 제사를 모신다. 원래는 마을 위에 위치한 ‘할배나무’에

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할매나무로 내려와 제사를 지냈는데, 1990년대 후

반부터 할매나무에만 제사를 모시고 있다. 이는 마을사람들의 고령화와 인구가 감

소한 상황에서 할매나무가 할배나무보다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크

게 작용한 결과이다.

당산제가 다가오면 통장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제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회의를 한다. 원래 마을회의에서 선출된 제관부부가 제사를 주관하지만, 

마을에 사람들이 적다보니 2005년부터는 통장을 중심으로 마을사람들이 함께 제사

를 준비하고 모신다. 마을회의가 끝나고 제사를 모시기 전에 5명~8명의 마을사람

들이 할매나무 주위를 정비하는데, 비록 지금은 제사를 모시지 않지만 할배나무도 

함께 정비한다. 제물은 양산시장에서 마을회비로 구입하며 절대 가격을 흥정하지 

않는다. 구입한 제물은 마을회관에서 마을사람들이 함께 손질한다.  

당산제를 모시는 날에는 먼저 할매나무에 금줄을 매고, 그 주위에 황토13)를 쳐서 

부정을 막는다. 그리고 제단에 음식을 진설하고 독축고사형식으로 제사를 모신다, 

13) 황토는 마을 인근의 산에서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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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모신 뒤에는 마을사람들의 소지를 태워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한다.  

사진 9> 할매나무 전경

 

사진 10> 할매나무에 맨 금줄

2) 가신신앙

(1) 세존단지

‘세존단지’는 김영대 씨댁(석산댁)의 층방14) 모서리 한쪽 높은 곳에 모시고 있다. 

작은 단지에 고깔을 씌운 형태이며, 그 안에는 쌀이 들어 있다. 가을철 햅쌀이 날 

때 단지 안의 쌀을 바꾸며, 단지 안에 있던 묵은쌀로는 밥을 지어 먹는데, 이 때 지

은 밥은 가족들끼리만 먹는다. 그믐에는 초를 밝혀두고, 보름에는 보름밥을 지어 올

리며,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올리는데, 가족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온을 기원한다. 

세존은 ‘세준’이라고도 부르며, 집안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여기고 있다. 

세준이 더 높지. 조상은 우리조상이고...(중략)...내 생각에는 세준이 더 높지...(중

략)...보름밥 담아 놓을 적에도 조상에는 생선을 놓아도, 세준에는 우리 할매(시어머

니)가 고기는 못 놓는다데, 생선이고 육고기도 안 놓고...(중략)...일부로 두부를 사가

지고 놓는다.15)

세준이 높지...(중략)... 세준에는 비린 음식도 안 놓고. 우리가 다 세준에서 태어났

단다. 우리 사람들이.16)

사람들 모두가 세존에서 태어났다는 믿음 때문에 가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으

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음식도 각별히 신경 쓰는데, 비린내 나는 생선이나 육고기

는 절대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14) 김영대(여, 71세, 석산댁) 씨댁에서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찬방을 겸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15) 김영대(여, 71세, 석산댁)의 제보(2010년 3월 5일, 화룡새마을회관).

16) 김경운(여, 85세)의 제보(2010년 3월 5일, 화룡새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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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김영대 씨댁 세존단지

(2) 조상단지

‘조상단지’는 김영대 씨댁의 가신 가운데서 세존단지 다음가는 것으로 안방의 모

서리 한쪽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작은 단지 안에 쌀을 넣고 고깔을 씌웠는데, 

세존단지와는 다르게 고깔 중간부분의 양쪽이 정자관처럼 위로 튀어 나와 있는 형

태이다. 음력 시월 보름에 쌀을 교체하며, 묵은쌀로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

는다. 그리고 정월 그믐, 정월 보름, 동지에 세존단지와 마찬가지로 초를 밝히거나 

음식을 올려 가족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온을 위해 치성을 드린다. 

사진 12> 김영대 씨댁 조상단지 

4. 사회조직

1) 공적조직

(1) 청년회

화룡마을 청년회는 1970년대 중반에 조직되었으며 부녀회와 함께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두루 참여하였다. 마을 내 공적조직 가운데서 가장 먼저 결성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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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부터 젊은 남성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거의 활동이 없어졌다. 마을사람 

중 65세 이하의 남성은 누구나 청년회의 회원으로 자동가입 된다. 매년 회의를 통

하여 회장단을 선출하고는 있지만 마을회의 참여 외에는 청년회의 활동이 거의 없

기 때문에 청년회 회장직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2) 부녀회

1970년대 후반 관의 주도로 부녀회가 조직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매년 

회의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부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마

을 내 65세 이하의 여성들은 부녀회의 회원으로 자동가입이 된다.

부녀회를 조직한 후 초기에는 새마을회와 함께 마을 내 절미운동과 환경미화 등 

농촌마을 개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현재는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 

지금도 마을회의나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양산삽량문화축

전’과 같은 지자체의 행사에 주로 참여하고 있어 초기의 성격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청소하고 마을청소하고 절미저축하고 삽량문화제17) 때 저 행사할 때는 장봐

가 추어탕 끓이고 밥 해가 그 놀러 온 사람들 다 접대하고...(중략)...삽량문화제 때 놀

러온 사람들 다 그거하고 자연보호하자 이것도 저 통도사나 냇가에 있는데 청소하

고...(중략)...그래하믄 그때 부녀회장하고 할 때는 3일 걸렸다. 날 받아가 음식 장만코 

당일날하고 그 이튿날 하고 하믄 우리 옛날에 농사도 많이 짓고 하이께네, 비도 오고 

하이께네 우리 집에 일이 얼마나 지저분하드라고.18)

(3) 새마을회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한참이던 1970년대, 전국각지에서 새마을회가 조직되었

다. 화룡마을의 새마을회 역시 부녀회와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 후반 결성되었다. 

새마을회는 다른 조직과 달리 가입에 있어 성별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다. 새마을회 

역시 부녀회처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회와 같은 지자체의 행사에 

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마을의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

녀회와 함께 매년 마을의 경로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며, 마을 대소사를 결정하는 마

을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17) 정식 명칭은 ‘양산삽량문화축전’이나 마을사람들은 흔히 ‘삽량문화제’로 부르고 있다.

18) 김영대(여, 71세, 석산댁)의 제보(2010년 3월 5일, 화룡새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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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화룡새마을회관 간판

(4) 경로회

경로회는 1980년대 중반에 결성된 사회조직으로서 공적조직 가운데서 그 역사가 

가장 짧다. 경로회는 마을사람들 중에서 65세 이상은 자동가입이 되며, 현재는 25

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다. 경로회의 회장은 연말에 회의를 통해 선출되는데, 오늘날

에는 연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경로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청

년회, 부녀회, 새마을회와 달리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

금으로 경로당의 난방비, 관리비 등을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경로당 내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로당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경로당에 모여서 TV를 보

거나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주로 경로당에서 해결한다. 이처럼 화룡

마을의 노인 여성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지내고 있다. 또한 매년 어버이

날이 되면 경로회의 회원들은 회비와 마을의 지원금을 합쳐 관광을 가기도 한다. 

사진 14> 화룡경로당회장 등록증

 

사진 15> 화룡부락경로당 현판

2) 사적조직

화룡마을의 사적 조직으로는 ‘상포계’가 있다. 상포계는 1960년경에 조직되어 화

룡마을의 사회조직 가운데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상포계는 회장과 총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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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운영되며, 연말 회의를 통해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지만, 대부분 연임되고 

있다. 마을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포계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마을의 70여 가구 

중에 30여 가구가 가입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마을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회원수도 점차 줄고, 장례형식의 변화로 

인해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도와주거나 조문객들을 받는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영여와 상여 등 상례기구들을 보관하던 곳집도 있었으나, 약 5년 전에 마을 

주위에 도로가 나면서 곳집은 철거되었고 안에 있던 상례기구들 역시 모두 폐기되

었다.

사진 16> 곳집이 있었던 곳

5. 세시풍속

1) 정월

정월 초하루가 되면 가정마다 차례를 지낸다. 차례 때에는 과일, 어물, 육류 등을 

제물로 올린다. 정월 초하루 차례에서는 주로 4대 봉사를 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

마다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세배

를 하고, 손윗사람은 손아랫사람에게 덕담을 건넨다. 

정월대보름에는 가정마다 잡곡밥과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미역나물 등

을 먹고 부럼을 깨기도 한다. 부럼깨기를 할 때는 주로 땅콩을 이용하는데 마을에 

공장이 들어서고 농사지을 땅이 줄어든 이후로는 주로 시장에서 구입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는 생략하는 집들이 많다고 한다.

입춘이 되면 가정마다 가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입춘축을 붙인다. 입춘축

은 가정에서 직접 써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불교신자들은 인근의 사찰에서 얻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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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는 경우도 있다. 김영대 씨의 경우에는 매년 입춘이 되면 시동생이 입춘축을 

보내준다고 한다. 그리고 입춘축은 집의 대문에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김영대 

씨는 비․바람에 의한 훼손 때문에 집안에 입춘축을 붙이고 있다.

사진 17> 김영대 씨댁 방문 위에 붙인 

입춘축

 
사진 18> 화룡새마을회관 출입구에 붙인  

입춘축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초가 되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지신밟기19)를 하

고 놀았으나, 그 이후 마을사람들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신밟기와 같은 

놀이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월대보름의 달집태우기는 전승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자연마을별로 달집태우기를 하면서 복을 빌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마을이 통합하여 달집태우기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 주도의 행사적 성격이 많

이 가미되었다.

어곡에. 옛날에는 부락부락에 했는데 요새는 사람도 할데가 없으이께네 저 어곡리

라고 통합으로 해가 한다카이께네. 옛날에는 마을마다 했지. 마을마다 했는데 지금은 

인자 몬하고 세 개 부락에 어불러가 합쳐가 한다. 옛날에는 달집 불 지를 때 그거도 

산데이. 돈주고. 아 못놓거나 하면 정성들인다꼬.20)

2) 3월

삼월에는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제는 화룡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 제

의로서 매년 음력 삼월 초이틀에 지내고 있다. 원래는 할배나무와 할매나무에 제사

를 지냈지만, 10여 년 전 부터는 할매나무에만 제사를 지내고 있다. 

3) 4월, 7월

사월의 초파일과 칠월 칠석에 불교신자들은 주로 절을 찾는다. 각자 찾는 절이 

다르겠지만, 화룡마을 내에는 ‘선암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어 마을사람들은 주로 이

19) 정민교(남, 37세)씨에 의하면 화룡마을에서는 지신밟기를 ‘걸신밟기’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20) ○○○(여, 73세)의 제보(2010년 3월 4일, 화룡새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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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찾아 불공을 드린다.

사진 19> 선암사 표지석

 

사진 20> 선암사 전경

8) 8월

팔월 추석은 설날과 함께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진다. 추석이 되면 송편과 같은 시

절식을 해먹고 차례를 지낸다. 

5) 10월

시월 동지에는 잡귀를 물리기 위해 새알심을 넣은 팥죽을 쑤어 먹는다. 가신을 

모시는 가정의 경우, 팥죽을 쑤고 나면 집안의 가신에게 먼저 팥죽을 올린 후에 사

람들이 먹는다.  

6) 윤달

윤달은 ‘손이 없는 달’이라고 하여 평소에 꺼리거나 하지 못하던 일을 해도 무탈

하다고 여겼다. 특히 묘를 이장하는 일처럼 조심스러운 일은 윤달에 주로 행했고 

윤달에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다고 하여 이 때 장을 많이 담갔다.

6.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양산시 강서동에 위치한 화룡마을은 화룡, 새각당, 새터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

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양산시 강서동 8통에 속한다. 영일정씨 정도만을 입향

조로 약 270년 동안 마을을 형성해 오고 있다. 

오늘날 화룡마을도 다른 마을들처럼 민속문화의 전승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제의인 당산제가 아직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세존단지와 

조상단지 등 가신을 모시는 가정이 남아있을 정도로 민속문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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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룡마을의 일대가 ‘어곡 화룡일반산업단지(추가)’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데, 마을 내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마을사람들의 이주가 불가피하다. 마을 주

위가 급속도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룡마을은 시골

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당산제를 지내는 할매나무가 일반산업단지(추

가)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산제의 전승주체인 마을사람들이 이주한다

면 당산제의 전승이 더욱 약화되거나 단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산업단지(추가)가 마을 내 들어설 경우, 화룡마을에 대한 면 한 민속

조사를 토대로 마을사람들의 생활상과 마을의 민속문화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

을지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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