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거산성(八莒山城)은 금호강이 내려다 보이는 함지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다. 함지산은 해발287.7m 높이의 산으로 북동쪽으

로는 도덕산과 팔공산에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금호강까지 이어

지는 능선이 뻗어 있다. 산성에서는 금호강 너머의 대구 시내가 

한눈에 조망된다.

산성은 함지산의 정상부를 돌아가며 축조된 테뫼식 산성으로 성

벽은 급경사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축성하였다.

성안은 전체적으로 동고서저, 남고북저의 소쿠리형을 이루며 서

문 쪽에 평탄면의 대지가 만들어져 있다.

산성의 남북 길이는 약 370m, 동서 길이는 200m로서 남북이 약

간 긴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성벽의 총 길이는 1,136.8m이

며, 성안의 면적은 55,101㎡이다. 성벽은 동·북·남쪽은 토석

혼축의 편축법으로 축조하였고 서쪽은 다듬지 않은 산돌로 쌓았

다. 성벽의 높이는 밖에서 볼 때 동·북·남쪽이 5m 정도이고 

서문지 일대는 15m 정도에 이른다.

2018년 시굴조사 결과, 9개의 탐색트렌치 내에서 건물지, 추정 

집수지, 석군, 성벽, 축대 등이 확인되었으며 출토된 토기와 기와

편 등을 통해 볼 때 중심연대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된다.

 팔거산성(八莒山城) 1호분 56호분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연락처

(맥)참숯불한우갈비살돼지항정살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70, 3층 (산격동)     053 - 382-9277

24시교동촌콩나물해장국밥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 55 (태전동)  053 - 312-7112

3바다낙지해물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0길 58 (구암동)    053 - 322-1304

감포생밀복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7길 2-1 (노원동1가,2층3층)    053 - 353-0038

강북오리박사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0길 66 (구암동) 053 -326 -5292

거산이가네더덕밥 대구광역시 북구 이곡길 35-41 (서변동) 053 -985 -9044

고기한마당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9길 52 (산격동)     053 - 952-7671

곰내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6길 32, 2층 (칠성동2가) 053 -357 -7676

기와집보쌈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7길 6-10 (읍내동, A동 1,2층 B동 1층) 053 -324 -6886

꽃바위낙지 대구광역시 북구 학남로1길 24, 1층 (학정동) 053 -327 -2657

낙동점순네닭개장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0길 45 (구암동)  053- 313-6888

남다른감자탕대구산격점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49-2 (산격동) 053 -383 -2110

내고향식당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18길 43 (동변동)    053 - 951-1421

녹야원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128-10, 3층 (구암동) 053 -314 -6686

놀부보쌈부대찌개(금호사수점)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5, 2층 203호 (사수동, 썸.필링타워) 053 -314 -2345

누리마을감자탕(태전점)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 43 (태전동) 053 -311 -2600

누리마을감자탕,등뼈찜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9, 2층 (복현동) 053 -952 -7080

닭올닭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173 (국우동)  053- 311-5252

대양횟집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23길 62 (동천동) 053 -323 -8805

대현옻닭식당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10길 54 (대현동)     053 - 941-2755

돈패밀리솥뚜껑삼겹살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24 (학정동) 053 -291 -0100

돌고래회수산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0길 64 (구암동) 053 -322 -5470

돌판삼겹살미성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04 (학정동) 053 -323 -4433

동해해물탕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202 (태전동,외 1필지)  053-327 -2003

뚱보냉면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38길 29-45 (구암동)     053 - 324-7577

련칠곡3지구본점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128-15 (동천동,2층)  053- 313-8889

르네상스 스카이뷰 2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산격동,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7층) 053 -958 -2221

명성가든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33 (노원동1가)     053 - 352-8800

백록담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90-3, 1층 (복현동) 053 -383 -3366

별까지소문난갈비찜(침산점)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7, 1층 (침산동) 053 -358 -4800

복어명가 임진강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0길 132 (노원동2가)     053 - 352-5012

복어잡는사람들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06 (태전동)     053 - 312-7757

복터진집칠곡점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23길 58, 1층 (동천동) 053 -321 -1998

봉창이해물칼국수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66 (산격동) 053 -383 -0110

빡빡이참숯화로구이(침산점)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4 (칠성동2가) 053 -341 -9285

뼈마시감자탕부대찌개(금호점)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9, 2층 201,202,203호 (사수동) 053 -322 -7877

뼈큰감자탕금호점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30, 2층 201,202,203호 (사수동) 053 -322 -7709

뼈큰청진동해장국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01 (서변동) 053 -941 -8877

삼백찬가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23길 8, 남측 2층 (동천동) 053 -313 -3007

샤브향엑스코점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50, 3층 (산격동) 053 -381 -3350

석경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칠성동 리치프라자 1층 108호 (칠성동2가) 053 -323 -2918

송정가든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 18 (산격동)    053 - 942-7209

신천불주꾸미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54길 4 (구암동) 053 -324 -4200

아라쭈꾸미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21-25 (산격동)     053 - 383-9233

안동황소식육식당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39, 1,2층 (매천동) 053 -312 -7776

약전골목원조국수 대구광역시 북구 태평로 161, 10층 (칠성동2가, 롯데백화점) 053 -660 -1801

언덕아래집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9길 49-6 (대현동)     053 - 941-5229

연화정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21-19 (산격동) 053 -384 -9982

옛살나비추어탕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3-8 (읍내동) 053 -325 -5565

오늘잡은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183-8 (국우동)  053- 321-2277

와촌식육식당 동.서변점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51길 5-29 (서변동) 053 -959 -8892

왕추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9길 55 (대현동,외 2필지) 053 -959 -0038

용수산한상차림 대구광역시 북구 태평로 161, 10층 (칠성동2가, 롯데백화점) 053 -660 -1800

우돈생고기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07 (복현동,외 1필지)  053- 941-5090

우뚝해장국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21-23 (산격동)  053- 384-5656

우야지막창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4 (칠성동2가,(1층,2층)) 053 -352 -1092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연락처

원할머니보쌈대구침산점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3 (노원동1가) 053 -353 -5382

유통복어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13-14 (산격동) 053 - 383-8833

이비가짬뽕대구칠곡점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643, 1층 (읍내동) 053 -326 -6000

이화수전통육개장복현점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89 (복현동,외1필지)  053- 957-6688

자연숯불갈비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307, 1층 (복현동) 053 -957 -0006

장마당(산격점)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66 (산격동) 053 - 384-9033

장원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8길 6 (산격동) 053 - 957-9494

전원숯불(태전점)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269, 2층 (태전동) 053 -268 -2110

전원숯불침산점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66, 1층 (칠성동2가) 053 -951 -1122

정동진해물찜 대구광역시 북구 대불서길 63 (산격동) 053 -383 -6665

정코다리(칠곡점)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605 (읍내동)  053- 314-3388

짬뽕신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98, 1층 (고성동3가) 053 -355 -8285

천안문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62 (산격동)  053- 382-3472

칼치본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65길 2 (구암동) 053 - 326-9040

큐브30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261 (복현동)  053- 944-1223

팔공산맥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29 (태전동,외 2필지)  053- 311-8445

피제리아칠곡점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125-15, 2층 (동천동) 053 -323 -9393

한가네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21길 23 (칠성동2가) 053 -351 -7999

한만수의통영멸치국수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5-15 (동천동) 053 -323 -8855

한서회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122 (동천동) 053 - 321-0663

한통정육식당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27 (태전동)  053- 325-5002

해바라기숯불갈비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10-10 (복현동) 053 -942 -1250

해송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21-29 (산격동) 053 -382 -2224

호야암소한마리 대구광역시 북구 이곡길 24-1 (서변동)  053- 522-2221

화요옥대구점 대구광역시 북구 태평로 161, 10층 (칠성동2가, 롯데백화점) 053 -660 -2655

황장군유통단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8길 50 (산격동)  053- 384-5858

황장군침산점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06 (고성동3가,외 1필지)  053- 355-8000

업소명 소재지(도로명) 연락처

리드모텔 북구 유통단지로13길 3-11(산격동) 053-381-0050

시크릿모텔 북구 대구체육관로2(산격동) 053-267-0111

원갤러리 북구 유통단지로13길 13-5(산격동) 053-381-1704

글로리아모텔 북구 유통단지로13길 13-9(산격동) 053-384-8080

에코코퍼레이션 북구 대구체육관로 34(산격동) 053-945-0555

컨벤션모텔 북구 유통단지로8길 86(산격로) 053-382-1002

프랜즈모텔 북구 대현로 50 (대현동) 053-951-0774

더블유(W)모텔 북구 대현로 32(대현동) 053-957-4005

꼬모모텔 북구 대학로 140(복현동) 053-941-3983

칸모텔 북구 칠곡중앙대로207 (태전동) 053-312-3343

투썸모텔 북구 칠곡중앙대로46길 9(태전동) 053-325-5279

타임모텔 북구 동천로138-18(동천동) 053-325-9783

호텔노스텔 북구 동천로128-12(동천동) 053-322-0055

베네치아 북구 호국로239(서천동) 053-958-0540

마이더스 북구 동암로12길 24-20(동천동) 053-351-8888

호텔아싸 북구 동천로23길 30-9 053-323-0333

라인모텔 북구 대현로 92-1 053-213-3355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북구 유통단지로 80 053-380-0114

오페라게스트하우스 북구 침산로21길 23, 103동 1805호 010-2024-9933

 북구 모범 음식점

 북구 우수 숙박업소(대구시 지정 더굿나잇 기준)

적석석곽분이란?

·테뫼식산성 :  봉우리들을 둘러쌓아 테를 두른 것처럼 성을 축조한 것으로 
산 정상을 중심으로 하여 능선을 거의 수평으로 하여 둘러싼 
형태이다.

·편축법 : 외벽만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채우는 방법

·토석혼축 : 흙과 돌을 섞어 쌓는 방식

지면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나무 덧널을 조성한 뒤 돌을 쌓

아올리는 신라의 대표적 고분 양식인 적석목곽분과 달리 구

덩식 돌덧널을 매장시설로 마련하고 그 위에 다시 돌을 올려 

봉분을 만드는 형태이다.

·봉분 : 흙더미를 쌓아올려 만든 둥근 모양의 무덤을 말한다.

TIP

TIP
주곽? 부곽?

·장방형 : 직사각형을 말한다.

·개 석 :  무덤을 조성할 때 석실 위에 덮는 한 쪽이나 두 
쪽으로 된 방형의 석재. 혹은 비석 등을 세울 때 
위에 지붕형태로 만들어 그 위에 얹는 돌

한 무덤 안의 여러 곽 가운

데 중심이 되는 인물의 주검

을 넣는 곽

주곽에 딸려 있어 대개 껴묻

거리를 넣어 두는 곳

TIP

1호분의 북분은 남분에 이어서 축조하였는데, 주곽과 부곽이 

위치하는 곳만 일부 정지한 후 주곽과 부곽을 ‘11’자 형태

로 배치하였다.

봉분의 적석은 남분과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봉분의 규모는 

길이 12m, 너비 11m, 높이 2.9m로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주곽은 세장방형의 수혈식석곽으로 규모는 길이 516cm, 너

비 86cm, 깊이 153cm 정도이다.

석곽의 벽석을 축조할 때 석재들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점

토반죽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주곽에는 4매의 개석이 확인되었다. 부곽은 주곽의 북쪽에 

위치하며, 바닥의 높이가 주곽보다 80cm 정도 높다. 부곽 역

시 세장방형의 수혈식석곽으로 규모는 길이 510cm, 너비 

86cm, 깊이 120cm 정도로 주축방향은 주곽과 동일하다.

벽석을 주곽과 동일한 방식으로 축조하였고 개석은 6매가 확

인되었다. 주곽과 부곽의 개석 상부에는 점토와 할석을 같이 

사용하여 밀봉하였다.

구암동고분군은 팔거리 집단의 수장무덤이다.

발굴된 1호분에서는 에서는 긴목항아리와 굽다리접시 등 삼

국시대의 다양한 토기류를 비롯하여 은제 관모장식, 은제 허

리띠, 금제 귀걸이 등 신라의 지역 최고 수장묘에서 확인되

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5~6세기 팔거평야를 중심으로 성장

했던 신라 지역 세력(팔거리 집단)의 수장층 무덤으로 추정

된다.

2019년 실시한 56호분 재발굴조사에서는 56호분의 본분과 

북분의 호석 범위와 평면형태를 명확하게 밝혔으며, 배장분

(묘) 4기를 새롭게 확인하였다. 또한 인접한 고분의 호석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하고, 호석 배치와 연접 방식, 봉분의 

토층 양상을 통해 고분의 축조순서를 파악하게 되었다.

구암동고분군은 봉분의 군집과 연접방식 및 주부곽식 구조

를 보이는 점에서 신라 고분의 특징을 보이면서도 다른 신

라·가야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적석석곽분의 축조방

식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고대사와 고분 연구에 중요

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관모 :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미적 감각을 살리고 

계급의 표시를 겸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실용적인 의미에서 착용하였으나, 이후 장식적인 요

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첨가되면서 의례, 계급, 상징

을 표시하게 되었다.

56호분은 봉분은 적석분이고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

으로 이루어진 적석석곽분이다. 원형의 적석 봉분 내에 

‘11'자 형태로 배치된 주·부곽을 갖춘 본분과 북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대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40년만에 재발굴된 56

호분에서는 배장분(묘) 4기(매장시설 5기)가 새롭게 확인

되었다.

제56-1호 석곽에서는 대부장경호, 대부호, 고배, 개, 연질

옹 등의 토기류와 철부, 철촉 등 금속류가 소량 출토되었다. 

제56-3호 횡구식석실에서는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대부완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제56-2호는 부곽의 일부가 도

굴되었으나 나머지는 비교적 그 원상을 잘 유지하고 있으

며 주곽의 내부에서는 장경호, 발형기대 등의 토기류와 마

구류, 세환이식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고분의 조성

시기는 출토된 토기류의 속성과 특징으로 보아 제56호 본분

의 조성시기는 5세기 말, 가장 후축된 것으로 판단되는 제

56-3호(횡구식석실)는 6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된다.

TIP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6호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북구 유통단지로 80 053-380-0114

오페라게스트하우스 북구 침산로21길 23, 103동 1805호 010-2024-9933

북구 관내 등록 관광숙박업소



해설 따라 길 따라

구암동고분군은?

구암동고분군(鳩岩洞古墳群)은 함지산의 서쪽 산록에   

입지하여 금호강의 갈래인 팔거천이 흐르는 팔거평야를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다.

고분군이 분포하는 능선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경사가 심한 편이다.

구릉의 능선 위에는 대형분이, 경사면 일대에는 소형분이 

입지하여 총 379기가 분포하고 있다.

신라·가야 고분에서 무덤 구조가 특이한 적석석곽분!

구암동 고분군의 특징은

첫째,  봉분을 적석으로 만들고 매장주체부는 석곽으로 축

조한 적석석곽분이라는 특이한 구조가 확인된다.

둘째,  한 봉분 내에 여러 매장주체부가 축조되는 연접방식

의 축조가 확인된다.

셋째,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석곽으로 주곽과 부곽이 

‘11’자 형태를 이루는 양상이 확인된다.

 구암동고분군 이야기

 북구 8경

· 도심 속 산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수변
공원. 둘레길, 분수시설, 아름다운 야경, 
함지산 등산로와 연계되는 녹색쉼터

· 구암동고분군·팔거산성 탐방

·명품 하늘열차와 금호강 일몰의 경치

·모노레일 지나는 대교의 야경

·경북대학교 본관 주변 아름다운 경치

· 일청담과 지도못, 벚꽃길 등 젊은이의 
유명한 데이트 장소

· 대구 북구 최대 생활공원으로 다양한 
조경시설과 물놀이장으로 유명

· 정자 주변 조경시설은 지역민의 새로운 
휴식공간

·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고, 배려와 
나눔의 선비정신이 깃든 곳

·인의예지신을 실천하는 곳

·침산만조로 유명한 지역의 조망장소

· 서거정의 대구십영 '침산만조'로 유명한 
야간경관 명소

·도심속 대규모 계절꽃단지

·봄 3~5월(유채꽃, 청보리)

·가을 9 ~ 11월(코스모스)

·도심에서 즐기는 벚꽃 동산

·신천변의 새로운 벚꽃명소로
이색 데이트 장소

칠곡청구타운

역사문화거리

칠곡운암역

운암지공영주차장

56호분

304호분

구암공원

칠곡청구타운

역사문화거리

칠곡운암역

운암지공영주차장

56호분

304호분

구암공원

수혈식 석곽이란?

돌을 사용하여 주검을 안치한 매장시설이다.

한반도에 수혈식석곽이 조영된 시기는 4세기 후반부터이고,

영남의 신라·가야지역에 집중 분포하였다.

한반도의 수혈식석곽은 돌을 사용하여 매장주체시설을 만드

는 정보를 수용하여 앞 시기의 묘제인 목곽묘의 목재를 교체

하여 조영되었다.

TIP

운암중학교

운암유치원
칠곡동서영남

아파트

칠곡영남타운
2차아파트

화성타운2차
아파트

대구북구
초등학교

칠곡한라타운
2차아파트

솔밭공원

동촌근린공원

관음사

S-OIL

부영6단지
아파트

부영7단지
아파트

운암교회
화성센트럴
파크아파트

거산부동산

운암지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구암
네거리

운암
중학교
네거리

농어촌
공사
네거리

◀칠곡운암역 탐방안내소탐방안내소

찾아오시는 길

●  동대구역(1호선) → 명덕역(3호선) → 칠곡운암역(3호선) 하차 → 1번 출구 
→ 도보18분

● 급행2, 708, 937, 939

    동대구터미널(복합환승센터)

● 만평역(3호선) → 칠곡운암역(3호선) 하차 → 1번 출구 → 도보18분
● 719, 칠곡1-1, 937, 708, 726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 북구청역(3호선) → 칠곡운암역(3호선) 하차 → 1번 출구 → 도보18분
● 칠곡1-1, 708, 937, 719, 939

    북구청

●    운암지 수변공원 입구 운암지 공영주차장(구암동 415-2) 주차 → 
운암지 수변공원 방향으로 도보5분

    자가용 이용(주차안내)

탐방해설 이용 안내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점심시간 : 12 ~ 13시

탐방안내소에서 듣는 구암동고분군·팔거산성 이야기

언제든, 누구나, 예약 없이 가능

시 간

내 용

방 법

일반해설

매주 토요일 10:00 출발, 1호분길 또는 누리길 대상

사전예약 필수, 개인 또는 단체 가능(10명 이상 출발)

사전예약 또는 탐방객 단체 10명 이상인 경우 탐방길 안내

전화예약 I 구암동고분군·팔거산성 탐방안내소 053-325-2344

북구 관광과 053-665-2342~4

수시탐방

예약방법

정기탐방

휴 무 일 매주 월요일, 설·추석 명절기간

탐방해설

1경 금호강 하중도 2경 꽃보라 동산

3경 운암지 수변공원 4경 팔달대교 야경

5경 경북대학교 캠퍼스 6경 함지공원

8경 침산정7경 구암서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정 제544호

자 율 탐 방

누 리 길

1 호 분 길

팔거산성길

탐방안내소 해설 듣기 후 자율탐방

탐방안내소 → 1호분 → 56호분 →
함지고(해산) 1.6km

탐방안내소 → 1호분(1.6km) → 탐방안내소

탐방안내소 →  팔각정 → 팔거산성(서문) →
탐방안내소 복귀 또는 자율탐방

 탐방길 코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