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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한『강원도사』가 새롭게 발간됨을 300만 내외 전 도민들과

함께축하드립니다.  

어렵고힘든작업에몰두해주신원 환부위원장님를비롯한편찬

위원님들과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격려의말 을드립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과거의 것이 새롭게 검증·발굴되면서 모든 사회현상이 급변하는

추세에있습니다.

때문에역사적전통과문화는물론현대사에있어서기록하고보존

해야할자료들이방대해지고더욱다양해지고있습니다.

그간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난 95년에 4권 분량의『강원도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역사·민속·현대의 큰 틀에서 시대·

시기별30권분량으로보다전문화·구체화한『강원도사』를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은바로역사와문화·전통에서나오고그힘은바로내일을

움직이는성장동력이됩니다.

모쪼록이번에발간되는『강원도사』가강원도의깊이를더해주고

도민들의정신을고양시켜주는활력소가되기를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방대한『강원도사』를 잘 정리해 주신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 을 드리면서 강원도와 전 강원도민들의

무궁한발전과건승을기원합니다.

2010년 6월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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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푸르름이더해가는요즘살갑게찾아온『강원도사』의발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고장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현실인식과강원문화의가치를제고하기위한강원인의노력에

새삼자부심을느낍니다.

이번에 발간된『강원도사』는 강원도의 자연·인문환경에서 선사

시대와고대사를집대성하고있습니다. 일찍이단재신채호선생님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라고 갈파하신

바있습니다. 

우리『강원도사』도 그랬으면 합니다. 강원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

하려는모든이에게우리고장의맥과뿌리를알고, 현재를이해하며

미래를창출할수있는의미있고소중한큰자산이되었으면합니다.

아니, 『강원도사』는반드시그러하리라고확신하는것은비단저만의

바람이아닐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간될 역사편과 민속편·

현대편이더욱크게기대됩니다. 이렇게『강원도사』는명실공히강원

정신의 구심체로 자리할 것이고 강원발전의 원동력으로 그 가치를

발하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아무쪼록오늘의『강원도사』발간으로강원도의밝은미래가한층

더 기약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원 환

부위원장님를비롯한편찬위원님들, 그리고관계자여러분의노고와

정성에감사드립니다.

2010년 6월

강원도의회의장

축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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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2권에는 강원지역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과 문화의

변천과정을중심으로서술하 다. 인류의최초생활은강과산, 바다를

배경으로하 다. 

선사시대 강원지역의 산과 바다를 생활무대로 하 던 사람들은

주로 북한강유역의 양구·화천·춘천·홍천지역과 남한강유역의

횡성·원주· 월·평창 등을 중심으로 생활하 고, 바다를 배경

으로 생활하 던 강원지역의 선사시대 사람들은 주로 남북으로

길게뻗은동해안의고성·양양·강릉·동해지역을중심으로생활

하 다. 

고고학자들은오늘날우리가살고있는지구는약46억년전부터

존재하 고,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하여 생활한 것은 약 700만 년

전부터라고한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생활도구인 석기를

만들어사용한것은약250만년전이고, 한반도의선사문화(구석기

문화)가시작된것은약70만년전이며, 강원지역에는구석기 후기

인이약4~5만년전부터석기를만들어사용한인류가생활하 을

것으로추정하고있다. 『강원도사』는선사시대를구석기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구분하여서술하 다.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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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까지 강원지역의 선사시대 연구는 대체로 각 대학

박물관이나 전공학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연구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고, 21세기 들어오면서 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이

설치되어활발한발굴사업을함으로써강원의선사시대연구인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고, 연구도 활발하 으며 연구 성과도 크게

진전되어중요한업적들을남겼다. 

1995년에 발간된『강원도사』역사편에서 선사시대의 강원지방

이라는 편명으로 강원도의 선사문화를 190페이지로 편찬하 으나

이번『강원도사』2권은 26명의 집필자를 동원하여 680여 페이지의

방대한 책으로 출판하 다. 선사시대는 어느 분야보다도 최근에

많은 업적들이 나왔고, 이를 모두 수용하여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보다발전된『강원도사』라고할수있다. 

그러나명확한기록이없는선사시대의연구는대체로유물과유적

등으로추정의연구를할수밖에없기때문에학자들의의견이다를

수도 있으며, 또는 오류와 탈루가 있을 것이고, 아직도 밝히지 못한

부분도 많다.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가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 강원지역의 선사문화가 한반도 선사문화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마음간절하다.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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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강원도사』2권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물심양면으로지원한김진선강원도지사님을비롯한관계자

여러분과 편집위원, 집필위원, 감수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26명의

집필위원에게원고와사진을수집하고편집과교정을담당하여기일

내에차질없이출판한김동정상임위원과한성주연구원의노고에

감사의뜻을표한다. 

2010년 6월

강원도사편찬위원회부위원장 원 환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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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양구 상무룡리 뗀석기
❷ 홍천 하화계리 뗀석기

②

①Gangwon 
Province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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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ngw

on Province

❶ 양양 지경리 빗살무늬토기
❷ 고성 문암리 이음낚시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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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 
ProvinceGangwon Province

❶ 고성 문암리 고리모양 귀걸이
❷ 양양 오산리 사람모양 토제품

❸ 양양 지경리 갈돌과 갈판
❹ 정선아우라지 덧띠세김무늬토기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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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ngw

on Province

❶ 강릉 교동 민무늬토기
❷ 속초 조양동 부채모양도끼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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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 
ProvinceGangwon Province

❶ 춘천 천전리 경작 및 함정 유구
❷ 양양 정암리 청동거울과 동검
❸ 횡성 강림리 청동거울과 동검

②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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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ngw

on Province

❶ 화천 용암리 주거지
❷ 동해 송정동 목걸이 및 곱은옥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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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춘천 중도 적석총
❷ 춘천 중도 토기

②

①Gangwon 
Province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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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ngw

on Province

❶ 강릉 병산동 철(凸)자형 주거지
❷ 횡성 둔내 여(呂)자형 주거지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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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편찬목적
본 책의 편찬목적은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에 재조명하여 강원도민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강원도민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도민의공동체의식형성및애향심과자긍심을고취하는데있다. 또한학계의연구자
에게는강원도지방사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 서술원칙
○본책은선사시대에서최근까지강원도와관련된내용을서술하 다.
○본 책의 편찬에 앞서 편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고, 원고

집필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하여 분야별로 분담하 으며, 별도의 감수와
윤문을거쳐충실을기하 다.

○이책은제1편역사, 제2편민속, 제3편현대의총 3편 30권으로구성하 다.
○ 은 학술서 수준을 유지하면서 문장은 간결하고 내용은 정확·평이하게 하여

누구나쉽게읽고널리이해할수있도록서술하 다.
○원고는각주를달지않았고, 단부득이한경우미주를활용하 다. 미주와집필자명,

참고문헌은원고말미에일괄하여제시하 다.
○본문은 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고유명사는 (  )안에

한자를병기하고, 숫자는아라비아숫자를사용하 다.
○학술용어는 각 분야별 집필자마다 용어 사용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를 존중하되, 원고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감수자 및
전문가의의견을반 하여편집실에서수정·보완·삭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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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  강원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유적은 1933년에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유적이 발견된 일이 있

고, 1945년 이후에는 1962년에 두만강유역의 굴포리 서포항동과 1964년에 금강유역

인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굴된 이래 지금까지 수백여 곳의 

구석기 유적이 조사･보고되어 있다. 이들 유적은 우리나라 전 지역의 큰강(두만강･

동강･한탄강･임진강･한강･금강･낙동강･ 산강･섬진강･보성강)유역에 주로 분포하며, 

일부는 그 지류를 따라 내륙 깊숙한 곳과 동해안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 구석기시 에 한 연구조사는 1980년  초 부터 이루어졌다. 강원지

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구석기유적은 서지역의 횡성 둔내면 현천리유적이다. 

1982년 4월에 발견된 이 유적에서는 제작수법이 뛰어난 후기구석기시 의 주먹도끼 2

점과 몸돌 1점이 지표에서 채집되었다. 유적이 자리한 곳은 남한강 상류인 주천강 유

역에 해당된다. 이 유적은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도로공사로 인해 거의 훼손된 상태

에서 일부분이 발굴조사되었다. 1983년 11월에는 홍천 하화계리에서 다량의 구석기가 

발견되어 강원지역에서 구석기유적의 존재가 거듭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후일 발굴

조사를 통해 한국의 중요한 중석기시  유적임이 확인되었다. 유적이 자리한 곳은 북

한강의 남쪽 지류인 홍천강유역이다.

1980년  초에 지표조사를 통하여 북한강과 남한강유역에서 모두 구석기유적이 발

견된 후, 서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양구 상무룡리유적이

다. 평화의 댐을 북한강 상류에 건설하기 위해 화천댐 파로호의 물을 빼내자 과거에 

수몰되었던 양구 서천 유역의 상무룡리에서 구석기시  유적이 확인된 것이다. 1987

년부터 1989년까지 강원 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이 규모 유적에

서는 중기구석기시 에 해당되는 주먹도끼 및 주먹찌르개, 여러면석기, 찍개 등 형

의 석 제 석기들과 후기구석기시  최말기에 해당되는 흑요석제 세석기들이 량으

로 출토되었다. 또한 상무룡리유적 주변으로 서천과 수입천, 북한강의 양안을 따라 

20여 지점에 이르는 새로운 구석기시  유적의 분포가 확인되었다. 

1980년  말 남한강 유역에서도 그 상류인 월지역에서 지표조사로 후탄리 뒷들유

적과 옹정리 사정동유적 두 곳을 새로 찾아 학계에 보고하 다. 이들 유적에서는 석

제 자갈돌 찍개와 몸돌, 격지 등의 석기를 찾았다.



제1장 |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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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의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분포도(최승엽, 2010)

한편 동지역에서는 1984년에 고위 해안단구면에 해당하는 강릉 심곡리유적에서 

주먹도끼, 찍개, 긁개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 발굴조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

에 양양 도화리에서도 주먹도끼를 비롯한 다량의 석기들이 지표채집되어 알려지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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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로 접어들면서 강원 서지역에서는 한국의 구석기학사에서도 단히 중요

하게 다루어지는 홍천 하화계리 사둔지 중석기시  유적의 발굴조사가 강원 학교 박

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3년에 발견된 이후, 1991년에 고

속도로 공사구간에 포함되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유적에서는 석

과 수정, 흑요석 등 다양한 암질로 만든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 긁개, 개, 새기

개, 뚜르개 등 잔석기[細石器]들이 수천 점 발굴됨으로써 한국의 후기구석기시  최말

기 혹은 중석기시 의 문화양상을 논의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그밖에도 홍

천 하화계리 도둔, 횡성 부동리, 횡성 현천리 등 소규모 유적에 한 발굴조사가 있었

으며, 이외에도 지표조사를 통해 새로운 유적들이 확인되기도 하 다.

북한강유역에서는 춘천 월송리와 한덕리, 화천 구만리 다람쥐섬, 양구 해안면에서 

유적이 새로 알려졌다. 그리고 남한강 유역권에서는 횡성 안흥1리와 3리에서 주먹도

끼를 비롯한 석기들이 지표에서 찾아져 보고되었으며, 월 북쌍리 문개실과 남애 등

지에서도 주먹찌르개를 비롯한 여러 점의 석기가 발견되었고, 월 삼옥리･덕포리･연

하리, 평창 도돈리, 원주 월송리에서도 구석기유적이 확인되었다.

한편 동지역에서는 1992년에 구호동에서 주먹도끼가 수습되어 알려지고, 1995년에 

동해 발한동유적이 발굴조사됨으로써 심곡리유적 이후 지난 10여 년간의 공백기를 깨

고 동해안 구석기연구가 새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발한동유적의 발굴조사 

이후 1990년  말에 동해 구미동유적이 발굴조사된 정도여서 서지역에 비하면 조사 

및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진행된 편은 아니었다. 발한동과 구미동유적에 한 발굴조

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표조사를 통해 새로이 확인된 유적으로는 강릉 홍제동, 고성 초

도리, 동해 동회동, 고성 용암리, 동해 천곡동 한섬, 삼척 축천리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 는 강원지역에 발굴조사 전문기관들이 생겨나면서 구석기 연구사에서 새로

운 전기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2000년  초 서지역에서는 철원 장흥리유적에서 흑요석제 세석기들이 출토됨으로

써 한탄강 유역에서 발견된 유적들이 전곡리유적처럼 주먹도끼로 표되는 유물 구성

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후기구석기시  늦은 시기의 유적들도 존재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강원 학교에서 발굴조사한 하화계리 작은솔밭유적에서는 석기

구성상 아주 늦은 시기의 세석기 단계부터 보다 이른 시기의 주먹도끼 포함단계까지 

모두 확인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춘천 금산리 갈둔･거두리, 홍천 하화계리 백이유적 등 주먹도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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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석기가 석기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적의 발굴조사를 들 수 있다.

남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석회암 동굴인 월 연당 피난굴(쌍굴)과 평창 기화리 쌍굴

이 발굴조사되었다. 2004년에 발굴조사된 월 연당 피난굴(쌍굴)에서는 구석기시

의 개, 긁개, 가로날석기, 찍개, 몸돌과 격지 등 20여 점의 석기가 출토되었고, 사

람뼈와 사슴, 코뿔이, 하이에나, 원숭이 등 여러 종류의 동물 화석이 함께 출토되었

다. 또한 신석기･청동기시 의 유물과 고려시 의 돌무덤도 확인되어 오랜 기간동안 

동굴이 살림터와 무덤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발굴조사된 평창 기화

리 쌍굴에서는 구석기시 의 각종 동물 뼈화석과 함께 3개 층에서 몸돌과 격지, 잔손

질된 석기 등 석 제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중요 유적 이외에도 홍천 연봉리, 하화계리 돌터거리, 송정리, 하화

계리 수삼수매장부지, 내･외삼포리, 구성포리, 모곡리와 철원 강산리, 춘천 서상리, 

월 삼옥리, 원주 매지리 등지에서 소규모의 유적들이 시굴 혹은 발굴조사되었다.

2000년  들어 강원 서지역에서는 지표조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유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강원 전역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지표조사는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던 새로운 유적들이 발견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홍천강 유역에서

는 춘천 통곡리, 홍천 와동리･결운리･굴운리･철정리･풍암리･중화계리･상화계리･하화

계리 가들기 등 주변 일 , 하화계리 다리구석･굴지리 본마을･남노일리･노천리 새말

유적이 새롭게 알려졌다. 남한강유역의 원주 보통리, 횡성 지구리･ 랑리･춘당리･오산

리･조항1리･성산리･청곡1리･청곡2리･안흥4리･석문1리･하 리･매곡리, 월 용석리･신

천리･삼옥리･방절리･ 흥리, 연당리 피난굴(쌍굴) 주변의 연당1리 한 지점･연당2리 두 

지점･연당4리 두 지점･북쌍리 아랫들골, 정선 광하리유적 등도 이 시기에 확인되었

다. 한탄강 유역에서는 철원 산명리 삼봉동･하갈리･ 마리 석다동유적이 새로 확인되

었다. 그리고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구간내 지표조사에서도 원주, 횡성, 평창, 강

릉의 여러 지점에서 구석기유적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2000년 는 동지역에서도 구석기연구가 상당히 활성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이것은 동해안 지역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지표조사를 통해 새로운 유적을 계

속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1년에는 강릉 내곡동에서 주먹

도끼를 찾는 성과를 거두었고, 강릉 옥계 도직리와 천남리･초당동･내곡동2지점에서도 

구석기를 찾았다. 또한 강릉 내곡동 1지점･옥계 현내리, 동해 망상동 기곡･본말･매밑 

일 ･ 진동･용정동･단봉동 탄막･단곡･옹점동 일 , 삼척 증산동, 강릉 하시동리･담산

동･옥계 남양3리 칠재, 고성 청간리, 양양 상양혈리 등지에서도 새로운 구석기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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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었다. 이와 더불어 심곡리유적에서 새로 찾은 석기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지표조사를 통한 새로운 유적의 확인과 더불어 2000년 에는 동지역에서도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어졌다. 우선 2000년  초반에는 동해 망상동 노봉, 동해 추암

동, 강릉 주수리, 동해 망상동 기곡유적에 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노봉과 주수리유적에서는 지표교란층 바로 아래의 명갈색 점토층과 그 아래로 첫 

번째 토양쐐기 구조가 나타나는 암갈색 점토층에서 주로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비교

적 소형의 석 제 몸돌과 격지가 주를 이루며 나타난다. 도구들은 소형의 격지 및 돌

조각에 잔손질을 가한 홈날 및 긁개류가 주를 이루는 석 제 소형석기 중심의 유물군

이다. 전형적인 후기구석기의 개, 돌날, 슴베찌르개와 같은 석기는 보이지 않는다.

추암동유적은 시굴조사에 그쳐 유적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면석기, 자

갈돌석기, 어른 손바닥을 펼친 크기정도의 격지 등이 특징적이다.

망상동 기곡유적은 동해안 중석기 문화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표적인 

유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동해안의 구석기유적으로는 최초로 흑요석 석기가 출토되

었으며, 사용된 암질이 10여 종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정을 집중적으로 활

용하 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수정으로 만든 화살촉이 3

점 출토되어 신석기 단계로의 전이를 읽을 수 있다.

2000년  중반에는 동해 평릉동유적이 발굴조사되었는데, 주먹도끼와 여러면석기, 

형의 긁개, 찍개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상당히 정성들여 우수하게 제작된 주먹도끼 

1점은 단히 주목되는 명품이다.

2006년에는 동해 망상동 360-34번지유적이 발굴조사되었는데, 석기제작과정에서 

생겨난 몸돌 및 격지, 돌조각, 망치돌들과 함께 찍개, 긁개, 개, 홈날, 찌르개, 뚜르

개 등의 도구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석기제작장으로 추정된다. 특히 격지의 굽부분 

양 가장자리에 홈을 조성하여 결구하도록 만든 가로날석기(슴베연모)는 특징적이다.

최근에는 동해 묵호진동 월소유적이 발굴조사되었는데, 고위면에 형성된 중요한 유

적으로 평가된다. 상부에서는 석 제 유경식 화살촉 1점이 석 제 소형석기들과 함께 

출토되었고 그 하부 문화층에서는 주먹도끼, 여러면석기, 공모양석기, 찍개 등 주로 

형의 몸돌석기들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신석기유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양양 오산리유적의 최하층에서 최근에 토양

쐐기 구조가 발달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고 그 지층에서 여러 점의 구석기 유물이 출

토되어 주목된다. 더욱이 이 고토양층 상부로 해안사구가 형성되면서 서로 접촉한 퇴

적 단위에서 좀돌날몸돌과 좀돌날, 흑요석 및 수정석기, 여러 점의 석 제 타제석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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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기와 섞여 출토되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전이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많은 도

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고성 봉평리･원당리유적, 동해 망상동 44-2번지

유적, 강릉 정동진리 50-89번지유적, 강릉 담산동 군부  사업부지내유적 등의 조사

가 있었으나 소량의 석기가 출토되어 유적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에는 

강릉 두산동･안현동유적, 동해 지흥동유적에 한 시굴조사가 있었다(최승엽, 2010)

강원지역의 구석기시  유적의 특성과 문화상을 전국의 유적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

다. 전기구석기 시 는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300만 년 전부터 12만 5천 년 전까

지로, 전기구석기에 속하는 우리나라 유적은 공주 석장리 1~6문화층, 평남 검은모루 

1~4층, 제천 점말용굴 2･3층, 청원 두루봉동굴, 평산 해상동굴, 평양 청청암동굴유적 

등이 있다. 이 시기의 표적인 생활 도구로는 찍개를 비롯하여 주먹도끼로 변되는 

양면가공석기를 들 수 있는데 종류는 다양하지 못하다. 석기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주로 

망치를 상 돌감과 직접 부딪쳐 석기를 만드는 직접떼기와 상을 모루에 올려놓고 망

치로 때려 격지를 떼어내는 모루망치떼기, 그리고 돌감을 모루돌 따위에 던져서 부서지

는 조각을 이용해 석기를 만드는 던져떼기 등의 수법이 사용되었다.

12만 5천 년 전을 고비로 전기구석기 시 는 중기구석기시 로 접어들게 된다. 3만 

5천 년 전까지 이어지는 중기구석기시 는 슬기사람(Homo sapiens)의 활동시기 는

데, 전기구석기시 에 비해 석기의 종류나 제작기술에 많은 발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슬기사람의 뼈화석은 충북 단양 상시 바위그늘, 평양 현동 석회암

동굴, 평남 덕천 승리산동굴, 충북 단양 도담리 금굴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이 석기

를 만드는 기술은 전기구석기시 에 주로 몸돌석기를 사용했던 것에 반해, 몸돌에서 

격지를 떼어내고 그 격지를 이용해 석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

게 함으로써 일정한 양의 돌감으로 보다 많은 석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1차로 가공을 한 석기에 다시 사용할 날부분만 2차로 정교하게 

잔손질을 하는 기술도 발달하여 중기구석기시 의 석기는 훨씬 다듬어지고 정리된 모

습을 지니게 된다.

중기구석기시 를 표하는 석기로는 사냥용 도구로 쓰는 창찌르개와 생활도구인 

긁개･홈날석기･톱날석기 등을 들 수 있으며, 무스테리안(Mousterian)양식의 석기들이 

종을 이루게 된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 유적으로는 양구 상무룡리 Ⅱ층, 홍천 하화

계리 작은솔밭, 동해 발한동, 경기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7~9문화층, 함북 

웅기 굴포리 1기층, 충북 제천 점말용굴 4･5층, 충북 단양 수양개, 평양 현동 동굴 

등이 있다. 참고로 상무룡리 Ⅱ문화층 연 는 략 90,000 B.P. 내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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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구석기를 담당한 사람은 슬기슬기사람(Homo sapiens sapiens)으로서 체질학적 

특성상 오늘날 현 인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후기구석기시 에 속하는 사람 

뼈화석이 나타난 유적은 평양 만달리동굴의 머리뼈, 덕천 승리산동굴의 턱뼈, 공주 석

장리의 머리카락, 청원 두루봉 홍수굴의 2개체분의 사람뼈가 나오는 유적 등이다. 슬

기슬기사람이 발전시킨 후기구석기문화는 중기에 비하여 상당히 발달되고 복잡한 성

격을 띄게 되는데 흔히 돌날석기에 의해 표된다. 중기구석기시 의 격지를 중심으

로 한 석기문화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생산효율을 가지는 돌날석기문화는 떼어진 돌날

의 둘레가 날카롭게 깨지기 때문에 별도의 2차 잔손질 없이 사용되었으므로, 여러 가

지 면에서 우수한 석기문화라고 하겠다.

후기구석기에는 돌날을 이용한 개, 새기개, 소형찌르개를 표적인 석기로 꼽을 

수 있다. 이 시기의 나뭇잎모양 찌르개와 같은 석기에서는 정교한 석기 제작수법이 

보이는데, 이것으로 전문적인 석기 제작공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작수법으로

는 정교하게 타격점을 조정할 수 있는 고 때리기와 눌러떼기가 특징적이다. 이 제

작법은 후기구석기문화와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며 발전해 나간다. 이 시기에 해

당하는 우리나라 유적으로는 양구 상무룡리 Ⅰ문화층과 경희  발굴지역의 흑요석출

토 문화층, 철원 장흥리, 홍천 하화계리 작은솔밭, 공주 석장리 10~12층, 웅기 굴포

리 2기층, 제천의 창내, 단양 수양개, 단양 상시 바위그늘, 평양 만달리유적 등이다.

복규(강원 학  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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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 시  강원

강원지역의 신석기시  유적조사는 1915년 조거용장(鳥居龍藏), 택준일(澤俊一) 등 

일본인 학자들이 강릉 토성지에서 즐문토기편을 채집한데서 비롯된다. 그 뒤 한동안 

조사 부진으로 1960년 까지만 해도 강원지역은 신석기문화의 공백지 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  춘천 교동유적, 강릉 진리･가둔지유적 등이 조사･보고되고, 

춘천 내평리유적이 발굴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 다. 특히 1990년 와 

2000년 에는 40여 개에 달하는 신석기유적들이 새로 발견되거나 발굴조사가 진전되

어 강원지역 전반에 걸친 신석기유적의 분포양상이 어느 정도 파악되기 시작하 다

(<그림 1>).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 동지방에서는 강릉과 양양을 중심으로 하

는 동해안지방에 유적이주로 분포하며, 서지방의 북부에는 북한강상유역에, 남부에

는 남한강상유역에 유적이 주로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지금까지 강원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은 10여 곳에 달하나 해당 유적의 극

히 일부분만이 발굴조사되었기 때문에 강원지역 신석기문화의 연구는 아직도 자료의 

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미 조사된 자료로 볼 때 오산

리유적이나 지경리유적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지역의 신석기문화는 지역적 특

징이 뚜렷하고 같은 유형의 문화가 일정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것은 신석기시 에 강원지역에 이주한 주민들이 이 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에 적응하

면서 이미 정착적 문화단계에 들어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강원지역은 

서나 동을 막론하고 태백산맥의 준령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지리적

으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원지역의 신석기문화에는 동북･동남･중서부지역의 문화요소가 혼합되어 있음이 특

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강원지역이 이들 중요 신석기문화권의 중간적 위치

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강원지역의 신석기유적에 

한 조사연구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전파와 교류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강원지역 신석기문화에 한 조사연구는 특히 강원 동해안지역의 조사연구의 

진전에 따라 일부 논자들은 이미 ‘동조선’(宮本一夫, 1986), ‘동해안 중부’(小原哲, 1987), 

‘동중부’(田中聰一, 2000)라는 이름으로 ‘신석기문화 지역권’을 구분하여 독자적 토기편

년을 작성하고 있으며, 필자도 ‘중동부지역 선사문화권’(백홍기, 2000) 설정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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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 본 바 있다. 그동안 강원지역의 신석기문화에 한 연구는 오산리유적 하층의 

토기편년 문제에 집중되고 있었는데, 그 중요 논점의 하나는 7개의 소층으로 세분되

고 있는 오산리 하층의 층서관계와 토기 형식분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융기문토기의 

편년적 위치 문제이다(宮本一夫, 1986; 小原哲, 1987; 김장석, 1991; 임상택, 1993; 

임학종, 1993; 하인수 1995; 안승모, 1995; 이동주, 1996; 田中聰一, 2000).

<그림 1> 강원도지역 신석기시대 유적분포도

번호 유적명 성격 관련문헌 번호 유적명 성격 관련번호

1 강릉 토성지 산포지 有光敎一, 1938 17 고성 문암리 주거지  윤근일, 1999

2 강릉 진리 산포지 임효재, 1966 18 양구 현리 산포지 최복규, 1997

3 강릉 가둔지 산포지 임효재, 1966 19 철원 군탄리 산포지 김남돈, 1995

4 강릉 지변동 포함층 지헌병, 1991 20 춘천 지촌리 산포지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4

5 강릉 교동 포함층 지헌병, 1991 21 춘천 내평리 산포지 한병삼, 1974

6 강릉 안현동 산포지 지헌병, 1991 22 춘천 중도 산포지 노혁진, 1997

7 강릉 송림리 산포지 지헌병, 1991 23 춘천 금산리 산포지 노혁진, 1997

8 강릉 판교리 산포지 ″ 24 춘천 신매리 산포지 국립중앙박물관, 1994

9 강릉 안인리 포함층 ″ 25 춘천 천전리 산포지 有光敎一, 1938

10 강릉 하시동 산포지 ″ 26 춘천 교동 주거지 김원룡, 1962

11 강릉 지경리 주거지 강릉대학교 박물관 27 원주 법천리 산포지 최복규, 1997

12 양양 하광정리 산포지 지헌병, 1991 28 월 방절리 산포지 노혁진, 1996

13 양양 조산리 산포지 지헌병, 1991 29 정선 덕천리 산포지 백홍기외, 1996

14 양양 오산리 주거지
서울대학교 박물관, 
1984, 1985, 1988

30 정선 문저리 산포지 백홍기외, 1996

15 양양 송전리 산포지 백홍기, 1980 31 정선 여량 산포지 백홍기외, 1996

16 양양 가평리 주거지 문화재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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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는 오산리식토기의 계통 구명에 중요하고, 후자는 한국 신석기문화에 있어서 오

산리 하층의 편년적 위치설정 문제는 물론, 강원지역 신석기문화의 기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융기문토기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동

북지방에서도 동아시아 신석기시 의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토기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동해안의 석호 형성, 해수면의 상승, 화분분석자료에 의한 식생변화와 기후

변동 등 지형학분야의 고환경에 관한 연구(오건환, 1970; 조화룡, 1979; 신숙정, 

1995), 토기의 재료과학적 분석(최문기, 2002), 토기제작의 실험연구, 도구와 생업 및 

사회상의 복원연구(이기길, 1993; 김건수, 1999; 안승모, 1995) 등 신석기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00년 에 들어서면서 유적의 발굴

조사 자료도 증가되고 신석기시  강원지역의 유적･유물은 물론 고환경, 주민의 생업, 

사회 집단, 교류 등에 한 연구도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우선 유적조사면에서는 고성군 문암리(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양양군 오산리C지구

(고동순･홍성학, 2007), 동해시 망상동(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양양군 용호리(강원문

화재연구소, 2004), 양양 가평리(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양양 송전리(예맥문화재연구

원, 2007), 양양군 지경리 주거지(백홍기･고동순, 2002), 강릉 초당동(강원문화재연구

소, 2006), 강릉 하시동(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고성군 철통리(박수 , 2006), 강릉 

지변동(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등이 발굴되어 신석기시 의 편년은 물론 환경, 생

업, 사회상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유적 조사자료의 증가로 강원지

역의 신석기시  연구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진전을 보게 되었다.

첫째로, 2006･2007년 오산리유적에서 동쪽으로 70m 떨어진 오산리유적 C지구가 

발굴조사되었는데, 강원 동해안지역 신석기문화의 기원과 편년 및 그 변화와 발전 양

상에 있어서 이미 알려진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서 금후의 강원 

신석기문화 연구에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한반도 신석기문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오산리 최하층보다 더 이른 

시기인 전기보다 앞서는 조기로 설정한 새로운 신석기문화단계가 있었음이 주장된 점

이다. 이 오산리 C지구의 조기문화는 우선 층위상으로 명확하여 오산리 전기의 사구

층보다 아래에 퇴적된 해발 4~5m 높이의 황갈색 점토층(갱신세층) 위에서 드러났다

고 하므로 이것은 진정한 오산리유적의 최하층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여기

서 나타난 5호 주거지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출토유물은 없었으나 이 시기의 문화층에

서 채집된 토기와 석기는 오산리 전기문화와 구별되는 오산리 조기문화의 특징을 보

여준다. 토기는 평저의 무문토기와 압날점열구획문토기가 출토되었고, 석기는 석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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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식 낚시･석촉류 등의 간석기와 어망추･몸돌･격지 등이 주로 출토되었으며 좀돌

날･좀돌날몸돌 등도 소량 포함되어 있어서 오산리유적 조기문화의 특징을 잘 반 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동순･홍성학, 2007).

오산리 조기와 같은 유형의 신석기문화가 2008년에 동해시 망상동에서도 새로 발굴

조사되어 오산리 조기신석기문화의 존재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예맥문화재연구

원, 2008). 동해시 망상동에서는 2개의 구석기문화 포함층과 1개의 신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신석기문화층에서는 유물과 관련된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많은 유물

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오산리유적 C지구 조기유형의 유물과 거의 유사하다. 출토유

물 중 토기는 모두 평저의 무문토기와 더불어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구연부의 

형태는 부분 약간 내경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적색마

연토기에 압날점열구획문을 시문한 점인데 이것은 오산리유적 C지구 최하층의 조기문

화층에서 나온 토기의 특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석기류는 망치돌･결합식 낚

시･추형석기･석도･석부･어망추와 함께 소량이지만 격지･뚜르개･ 개 등의 뗀석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망상동유적 출토 석기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결합식 낚

시의 허리 형태이다.

강원 동해안지역의 오산리, 문암리 등 신석기시  전기유적에서 량 출토된 결합

식 낚시는 허리의 형태에 따라 C자형과 J자형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오산리 

조기층에서는 주로 C자형이 부분인 반면 전기층에서는 J자형이 부분을 점한다는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망상동의 신석기문화층은 오산리 C지구 조기유형과 유사한 특

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망상동 신석기유적은 오산리 C

지구 조기유형의 신석기문화가 강원 동해안지역에 존재하 다는 개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강원지역에 처음 들어온 신석기시  

주민들이 이미 일정한 범위에 걸쳐 확산･정착하 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 오산리 최하층의 융기문토기의 편년적 위치는 1980년 에 발굴조

사된 자료가 불분명한 점이 많아서 학계의 논란 상으로 남아 있었으나 오산리 C지

구의 발굴에 의해서 그 편년적 위치가 분명해진 점이다.

융기문토기는 한반도에서는 남해안의 신석기시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

으나 남으로는 일본, 북으로는 중국 동북지방의 릉하상유역과 아무르강유역 및 송

수평원 일 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그 연 도 부분 신석기시  조기토기로 편년되

고 있어서 한반도 지역의 융기문토기 역시 신석기시  조기의 이른 시기 토기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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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통례로 되어 왔다. 따라서 오산리 융기문토기 역시 오산리유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토기이며 오산리식압날문토기 역시 융기문토기 문양의 형태에서 유래하는 것

으로 주장되었다(김장석, 1991). 그러나 오산리 C지구의 발굴 결과는 융기문토기가 오

산리식토기보다 상층에서 조사되었고 탄소연 측정에서도 오산리식토기 출토 주거지

가 융기문 출토 주거지보다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동순, 2006). 이러한 오산리 

C지구의 새로운 발굴조사 자료에 의하여 종래의 융기문토기 → 오산리식압날문토기의 

선후관계 개념에 부정적 관점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강원 동해안의 융기문토기와 오

산리식압날문토기의 선후관계 문제는 앞으로 재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성

군 문암리유적 Ⅳ-④층에서는 융기문토기와 오산리식압날문토기가 공반 출토된 정황

으로 보아서 양자간의 시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로, 그동안 오산리유적의 1980년  발굴조사와 연구들에 의해서 융기문토기 → 

오산리식평저토기 → 첨저즐문토기 순으로 전개된다는 큰 흐름이 파악되었으며, 더 

나아가 신석기시  전기 → 중기 → 후기로 이어지는 토기편년안도 체적 윤곽이 파

악되었으나 양호한 자료의 부족으로 좀 더 확실한 토기편년체계는 확립되지 못하 었

다. 특히 신석기시  중기･후기에 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 다. 이런 상황

에서 1995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유적이 발굴조사되고(백홍기･고동순, 2002), 1996

년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유적이 발굴조사되어(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강원 신석기시

 중기연구의 일정 부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새 자료가 제시되었다.

지경리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 10기는 구연부에 단사선문과 종속문, 동체부 단치횡

주어골문이 시문된 중서부지방의 첨저침선문계의 즐문토기를 주류로 하는 4호 주거지

군(3･4･5･7호)과 구연부 집선문과 동체부에 단치횡주어골문이 시문된 토기를 주류로 

하는 6호 주거지군(1･6호)으로 구분되었으며, 절 연 상으로 4호는 B.C.3,350년, 7

호는 B.C.3,355년이며, 6호는 B.C.3,035년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그 시차가 인정

되어 전자를 지경리 1기, 후자를 지경리 2기로 구분한 바 있다(백홍기･고동순 2002). 

이러한 강원 동해안지역에 있어서 신석기시  중기의 토기편년, 즉 1･2기 구분은 양

양 가평리유적과 송전리유적, 강릉 초당동유적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로써 중서부지

역 침섬문계토기에서 시작되는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중기 제1단계는 태선침선문

계로 볼 수 있는 삼각형집선문, 능형집선문, 제형집선문과 같은 동남부지역의 토기문

양 요소를 수용하는 제2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중 초당동에서 

출토된 토기문양은 지경리 2기 토기에 비해서 더욱 퇴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

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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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2006년 고성군 철통리유적(박수 , 2006)과 2007년 강릉 지변동유적(예맥

문화재연구원, 2007)에서 강원 동해안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석기시  후기유적이 확

인되어 이 지역의 신석기시  후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제공되었다.

고성군 철통리유적은 화진포 북쪽의 해발 20~30m 높이의 구릉상에 위치하며, 발

견된 주거지 7기는 남북 방향으로 뻗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배치되었음이 확인되었

다. 고성 철통리유적에서는 완형토기가 나오지 않았고 토기편도 불충분하여 이 유적

의 토기상의 전모를 알기 어려우나 단사선문과 횡주어골문이 구연부나 동체부에 시문

된 토기편들로 보아서 토기표면의 시문부위가 극히 일부분으로 축소되었고 문양 자체

도 퇴화 양상이 분명한 후기적 토기 양상을 반 하는 것이 부분이다.

강릉 지변동유적은 해발 30~50m 정도의 구릉 사면과 곡간지 에 위치한다. 이 지

역 역시 신석기시  당시에는 경포 호수변의 구릉지 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변동유

적에서는 주거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토층이 6개층으로 구분되었고 그 중 4층과 6층

에서 신석기시  토기편과 석기들이 포함된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퇴적층의 두께는 

0.5~1.5m이다. 유물포함층에서 나온 토기편은 부분 가는 시문구로 단사선문을 5~8

단에 걸쳐 촘촘이 시문한 것, 굵은 선의 사격자문이나 횡주어골문을 조 하게 혹은 성

글게 베푼 것이며 호형토기의 어깨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파수편도 나왔다.

양양 오산리유적 C지구 전경 및 주거지 노출 상태 

  

고성 철통리유적과 강릉 지변동유적의 중요한 특징은 강원 동해안지역의 조기･전

기･중기유적들이 부분 사구지 에 입지하는데 반해 20~50m의 산지구릉지 에 입

지하는 점이다. 이미 1990･2000년  지표조사된 강릉 장덕리유적･송림리유적･동덕리

유적･ 진리유적･판교리유적･양지말유적･유천동유적･하시동유적 등도 유사한 구릉지

이며 여기서 채집되는 토기편도 퇴화상이 뚜렷한 토기편들이 부분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강원 동해안지역의 조기･전기･중기에 낮은 호수가나 하천가의 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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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던 주민들이 후기에는 가까운 구릉지 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발굴조사 성과에 의하여 강원지역, 특히 동해

안지역에서는 우선 신석기시  전반에 걸친 편년체계의 기본골격이 세워졌다는 점에

서 큰 성과가 거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산리유적 C지구의 고토양층(황갈색 점토층)에서 조사된 5호 주거지는 방사성탄소연

측정치를 근거로 B.C.6,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오산리 최하층의 문화인 조기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 으며, 전기의 오산리식 토기가 나온 하층 문화층이 B.C.4,800~4,670년, 

융기문토기가 나온 C지구 1･2･3호 주거지가 모두 B.C.4,610~4,530년으로 나온 것을 근거

로 오산리 전기는 오산리식토기와 융기문토기가 나온 시기간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

다(고동순, 2006).

중기는 오산리유적 B지구 2호 주거지와 C지구 6호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 측정치

가 B.C.3,640년이며 지경리 6호 주거지는 B.C.3,035년의 측정치가 나와 있다. 후기 

유적으로 편년된 철통리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 측정치는 B.C.2,920~2,870년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고환경이나 사회집단, 주변지역과의 교류, 주민들의 생

업 등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여전히 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강원 동해안지역에는 신석기시  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동식물의 유체, 목제 

등 유기질 유물 등이 풍부하게 잔존하는 패총이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

고 강원 동해안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변에서 저습지 유적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기

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발견 예가 드물어 신석기시 문화 연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 원주 학  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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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동 ･철 시  강원

한국고고학에서 청동기시 의 시작은 무문토기문화(無文土器文化)의 출현을 기점으

로 삼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기존의 수렵어로채집문화에서 정착농경문화로의 전환

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설정하고 있다. 철기시 는 철기의 출현과 확산을 기본적인 특

징으로 하지만 그 문화의 폭과 시기의 한정에 하여는 의견이 다양하다. 강원도의 

경우 청동기시 는 소위 돌 문토기문화(突帶紋土器文化)와 공렬토기문화(孔列土器文

化)의 출현과 확산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중국 요령(遼寧)지방에 중심을 둔 비파형동

검문화(琵琶形銅劍文化)의 요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고고학이 청동

기시 의 후기문화로 설정한 점토 토기문화(粘土帶土器文化)의 존재범위가 확 되고 

있다. 한편 강원도의 철기시 는 소위 중도식토기문화(中島式土器文化)의 출현과 확산

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강원도의 철기시 는 중도식토기문화가 서지방에서

는 백제에, 동지방에서는 신라에 완전히 흡수되는 시기까지로 보아야 하며, 이 시점

은 또한 강원지역에서 삼국시 가 시작하는 시점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돌 문토기문화와 공렬토기문화가 같은 시 의 문화인지, 전자가 후자보다 앞서 출

현하 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두 문화 모두 강원도에서는 기원전 15세기 

이전에 출현하 으며, 한반도의 돌 문토기문화와 공렬토기문화의 유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이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에 발굴된 춘천시 신매리유적에

서 공렬토기주거지의 밑에서 무유물간층(無遺物間層)을 사이에 두고 돌 문토기 주거

지가 발견된 예가 있지만, 강원도의 다른 모든 유적에서는 두 문화가 동일한 층위 안

에서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양자 간에 출현의 시차가 존재하 더라도 그 간격

은 길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문화는 분명한 유형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양

자는 주민의 차이를 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의 돌 문토기유적은 서지역의 한강(漢江)과 한강 지류의 충적 지에 소규모 

취락의 형태로 발견된다. 주거지는 장방형 평면과 위석식 노지(圍石式 爐址)를 갖추고 

있으며 구연부 직하에 연속돌 문이나 돌류문(突瘤文)을 단속적으로 돌린 평저무문양의 

심발형 토기가 공통된 특징이다. 장방형계 석도, 삼각형 석촉과 함께 구연부가 직립한 

소형의 평저호형 무문토기가 공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거지의 입지와 구조 및 유물조

합은 전형적인 정착농경문화의 초보적인 원형을 보여준다. 강원 서지역에서는 이러한 

돌 문토기 유적이 동강(東江) 최상류의 정선 아우라지유적이나 소양강유역의 천전리 

및 내평리와 같은 북한강의 상유역으로부터 홍천강의 외삼포리, 한강 하류의 미금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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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유적 등과 같이 소위 한강 수계의 전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강원 동지역에서는 발견사례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돌 문토기 요소는 

한반도의 동북지방과 서북지방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돌 문토기가 

어디로부터 확산되어 내려왔는지가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돌 문토기문화 가운데 가장 많은 유적이 강원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시기･지역적으로

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강원도 돌 문토기 유적의 양상과 성격은 한반

도 전체 청동기시 의 시작 부분을 추적하고 복원하는 열쇠가 된다.

한편 강원도의 공렬토기문화는 동북지방에서 동지방을 거쳐 강원도 전역과 한반

도의 중부와 남부에 확산된 문화이다. 북강원지역 및 원산과 추가령지구 를 포함하

는 함경남도 일원에 한 조사가 불가하여 중간에 공백이 있지만 남한 청동기문화의 

가장 표적인 유형이고 시기･지역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며, 돌 문토기문

화와 함께 가장 먼저 출현한 청동기시  전기문화이다. 공렬토기의 제 유형은 돌 문

토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구연직하에 반관통의 구멍문을 돌린 평저심발형의 무문토

기를 특징으로 한다. 이 문화는 강변 충적 지와 평야지  및 야산의 끝자락에 취락

을 이룩하 으며 고인돌을 축조하 다. 본격적인 알곡농사를 실시하 으며 각종 목공

구, 농경도구, 무기 등의 마제석기를 사용하 다. 현재 발굴결과 공렬토기문화의 연

는 기원전 15세기 이전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그 상한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층위적으로 공렬토기보다 후행하며 공렬문이 없는 무문토기로 구성된 유형이 확

인되고 있는데, 이 유형이 공렬토기문화가 변화된 후기단계의 양상인지 아니면 새로

운 집단의 출현인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속초 조양동의 선형동부(扇形銅斧)와 춘천에

서 채집된 비파형동검, 최근 춘천시 서면 현암리에서 출토된 추정 비파형동검편 등과 

같이 강원지역에서도 비파형동검 문화 요소가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 요소

는 강원도의 공렬토기문화인들이나 또는 무공렬무문토기유형의 집단이 한반도의 서북

지방으로부터 받아들인 외래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동기와는 달리 청동기시 의 후기에 속하는 강원도의 점토 토기문화는 

한반도의 서부지방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점토 토기인들이 강원도의 서지역

에 진입하여 동지역으로 진출한 결과 동과 서 각 지역에서 유적이 급증하고 있

다. 동과 서지역의 점토 토기인들은 양 지역의 공렬토기 선주민과는 일정한 거

리를 두고 주거 역을 마련하 으며, 공렬토기인들보다는 다소 산간의 고지 로 들어

와서 취락을 이룩하 고 주거지의 크기나 구조도 차이를 보인다. 점토 토기는 기본

적으로 구연말단을 점토띠로 감싼 크고 작은 무문양의 평저옹형 또는 발형토기인데, 

점토띠는 장방형과 원형으로 구분되며, 흑갈색 또는 적갈색의 무문양 장경호(長頸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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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반된다. 공반되는 석기 중에는 유구석부(有溝石斧)와 삼각형 석촉이 특징적이다. 

아직 주거지 안에서 청동기가 출토된 예는 없지만 양양 정암리와 횡성 강림리 등지에

서 세형동검과 다뉴세문경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집단의 강원도 출현 

시기는 기원전 5세기경으로 보이며, 철기문화가 도래하는 기원전 3세기경을 하한으로 

한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기존 무문토기인들과의 관계와 철기문화로의 융화과정은 

밝혀져야 할 과제이다.

강원도의 철기시 는 ‘중도식 토기문화’의 시기로 알려지고 있다. 중도식토기문화의 

윤곽과 문화내용에 한 파악은 최근 강원 동과 서지역의 활발한 유적조사를 통하

여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다. 먼저 중도식토기란 외반단경을 지닌 심발형의 

경질무문토기로서 1980년  춘천시 중도 주거지에서 발굴된 토기에 붙인 이름이다. 동

일한 토기는 함경북도와 러시아의 연해주 등지로부터 강원 동지역과 최근에는 경북 

울진에 이르는 동 일원, 서지역의 북한강과 남한강의 전 수계 및 경기도의 서북부

와 중서부 일원 등지에 이르는 한반도 중심부의 광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토기의 사

용집단은 ‘철(凸)’자형이나 ‘여(呂)’자형의 평면을 지닌 주거지와 도끼와 도자 등의 철기, 

그리고 중국계 토기류 등 일정한 문화유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고학적 유형과 

양상은 결과적으로 독자적인 집단이 동루트를 따라 내려와서 다시 서지역으로 확산

된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도식 토기문화’는 한강 하류지역

에서 백제의 건설 집단에 융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백제가 강원 서지역의 

한강 수계를 따라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 세가 위축되어가면서 흡수된 

것으로 보이지만, 춘천을 비롯한 한강의 상류지역에 자리 잡은 중도식토기 집단은 백

제가 국가로 성장한 이후에도 서로 일정한 정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원후 3세기 

이후까지도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 동지역의 중도식토기 집단들은 동

강유역에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 낙랑군 동부도위(東部都尉)를 통하여 낙랑의 선진문물

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속하 으며, 신라의 동지역 진출과정에 상응

하면서 동 일원이 신라의 행정구역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기원후 4세기까지도 일정

한 정치적 세력으로 존속하 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따라서 

강원 동지역 철기시 의 종말은 이 지역이 완전히 신라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된 후 

사회･문화적으로도 신라화하는 시기인 기원후 4세기 후반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의 청동기･철기시 의 문화는 한반도 청동기･철기시 의 중요과제를 해결하

는데 필수적인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 동지역에서 돌 문토

기유적이 확인되면 한반도의 가장 이른 단계인 돌 문토기문화의 전파경로가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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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중부지방을 거쳐서 남과 호남 및 제주도에까지 확산된, 한국 

청동기시 에서 시공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범위를 지닌 공렬토기문화의 초기와 전기 

단계의 성격과 양상은 강원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나아가서 소위 ‘중

도식 토기문화’는 한반도 철기문화의 중핵지 인 중부지방 철기문화를 형성한 문화로, 

이 문화가 강원 동지역을 거쳐 서지역과 한반도 중부지방에 확산한 것으로 밝혀

짐으로서 앞으로 이 문화의 실상을 더욱더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강원도 고고학이 

한국 철기문화의 복원을 위하여 담당해야 하는 필수과제가 되었다. 현재로서는 북강

원과 추가령지구 를 포함한 함경남도 지역에 한 조사단절과 연구정체로 인하여 문

화의 흐름과 전파 및 이동경로의 추적이 중지된 실정이지만, 조사연구가 가능한 남강

원에 한 충실한 조사를 통하여 북강원의 문화를 역추적하고 이를 토 로 남한 전역

에 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강원도의 청동기와 철기시 의 연구에 부여된 

사명이다.

진(한림 학  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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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화

46억 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지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가 출현하고 생활한 시간

은 넉넉하게 보아야 700만 년 정도이다.

지구는 오랜 기간 생물체가 없이 존재하 다가 원시단세포로부터 출발하여 동･식물들

이 나타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척추동물들이 출현한 것이 5억 년 전부터로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등으로 진화하 고 약 6천 5백만 년 전부터 가장 고등동물

인 포유류가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이 포유류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또 

몇 천만 년이 걸리게 되고 비로소 원숭이에서 ‘남쪽원숭사람(Australopithecus)’으로 진

화하게 되는 것이 빨라야 700만 년 전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의 ‘사람(Homo)’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으니 바로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록 이 ‘남쪽원숭

사람’들이 일회적으로,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돌과 나무를 썼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돌을 깨어 날카로운 날을 만들어 연모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석기를 만들어 쓰고 또 이러한 방법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문화를 형성한 ‘사람’들과 ‘남쪽원숭사람’이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사람들이 돌을 깨어 연모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구석기시 는 지금부터 약 250만 

년 전부터이다. 최근의 연구결과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석기들이 출토되는 오래

된 유적들의 연 가 이즈음으로 밝혀져 이때부터 구석기시 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늠

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석기문화는 약 1만 년 전을 전후하여 커다란 환경의 변화와 함

께 갈아서 석기를 만드는 신석기시 가 도래하기 전까지 계속된다. 

구석기시 는 지질학상으로는 신생  제4기(Quaternary)의 갱신세(Pleistocene) 시

기에 속하는데 이 시기의 자연환경은 최소한 4차례 반복되는 빙하의 향으로 매우 

기후변화가 심하 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명 ‘빙하의 시 ’라고도 불리고 있다. 빙

하가 발달하 던 빙하기의 기후는 매우 추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해수

면의 변동 상황으로도 잘 알 수 있다. 가장 추웠던 약 2만 년 전에는 바닷물의 수위

가 지금보다 약 160m나 후퇴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온으로 보면 연평균 -6℃정

도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기후가 온난해지는 간빙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잘 알려주는 것이 각 시기

마다 출토되는 동･식물 자료인데 특히 각 시기마다 출토되는 동물상의 분석을 통해 

보면 당시의 기후 양상을 잘 파악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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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시  동안 자연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진화이다. 250만 

년 동안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뇌용량과 함께 신체조건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뇌용량의 증가가 가장 큰 특징이다. 초기사람인 ‘손쓰는 사람(Homo habilis)’의 

뇌용량이 약 500cc이었는데 비하여 ‘슬기슬기 사람(Homo sapiens sapiens)’은 1,400cc 

정도여서 약 3배 정도 커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지능력을 비롯

한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진화는 구석기

시  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초기의 ‘손쓰는 사람’에서 ‘곧선사람(Homo erectus)’으

로, 계속하여 ‘네안데르탈사람(Homo neandertalensis)’에서 ‘슬기사람’으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진화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기술의 발전이다. 특히 석기에서 잘 나타

나고 있는 도구제작기술의 발달은 매우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처음에는 강가에 있는 자

갈돌을 한두 번 깨어내 석기를 만들어 쓰다가 계획적인 목적 아래 만들게 되는 주먹도

끼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후에는 ‘거북등떼기수법(Levallois 

Technic)’을 개발하여 얇고 넓은 격지를 만들어 이들을 손질하여 도구를 만들게 되고 

늦은 시기에는 돌날떼기란 수법으로 만든 작고 날카로운 격지를 나무나 뿔에 연결하여 

쓰는 복합연모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구석기시 에는 제작기법의 변화와 함께 구석

기 문화의 발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석기문화의 발전은 석기에서만이 아니었다. 자연으로 발생한 불을 길들여 여러모

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거칠지만 나름 로 효율적인 막집을 지어 기나긴 동

굴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예를 갖추어 매장을 하여 삶과 죽음

을 기릴 수 있게 되었으며 후기구석기시 에는 동굴에 그린 벽화나 뼈에 새긴 조각을 

통해 훌륭한 예술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구석기시 의 오랜 기간 동안 옛사람들은 

나름 로 발전하는 문화를 남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유적이 처음으로 찾아진 것은 1960년 이다. 일제 강점기에 찾

아진 북한의 동관진(강안리)이 철저히 무시된 이래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가

장 큰 수확은 구석기유적의 발견과 함께 한반도의 역사가 몇 만 년, 아니 몇 십만 년 

전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있을 것이다.

1963년 북한의 웅기 굴포리, 1964년 남한의 공주 석장리에서 처음으로 구석기문화

가 확인･발굴되었다. 이후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들 구석기유적의 수는 300여 곳 이

상으로 늘어났고 체계적인 발굴을 통하여 학술적으로 정리된 유적만 해도 100여 곳에 

이른다. 지역적으로는 한반도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큰 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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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요 구석기시대 유적
(붉은 원은 동굴유적 집중지역 : 성춘택, 2007을 약간 수정함)

바다를 가까이한 곳에서만 발견되었지만 이후 조사의 확 와 더불어 깊은 내륙지방 

혹은 높은 산악지방에서도 골고루 찾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전역이 구석기시  사람들

의 생활 터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찾아지는 유적의 성격도 다양하여 야외에 위치한 들판유적과 동굴유적 그리고 바위

그늘을 이용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부분의 

유적들이 한데에 자리한 들판유적들이고 동굴유적들은 주로 석회암 지 에서만 집중

적으로 찾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석기문화의 기원은 지금부터 약 70만 년 전으로 올라간다. 1983년 충

주댐 수몰지역 문화유적조사의 일환으로 찾아진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도담리의 금

굴은 남한강가에 위치한 매우 커다랗고 아늑한 동굴이다. 이 굴의 맨 아래층의 문화

상을 고찰한 결과 첫 번째 간

빙기에 사람들이 살았음이 밝

혀져 가장 이른 시기를 알려주

고 있다. 이밖에 충청남도 공

주시의 금강변에 자리한 공주 

석장리유적, 한탄강변에 자리

한 경기도 연천군의 전곡리유

적 등이 적어도 30만 년 이전

의 전기구석기시 에 형성된 

유적들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

만 우리나라 유적들의 많은 수

는 갱신세의 마지막 빙하기인 

뷔름(Wűrm)빙기에 속하는 중

기 혹은 후기구석기시 의 유

적들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초기에 이 땅에 살았

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생활 역을 넓혀가며 

늘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다. 한국의 구석기문화 연구

는 1980년 에 와서야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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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최근 조사연구된 구석기 유적들(최승엽, 2008)

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규모의 개발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고속도로 건설, 규모 단지 건설, 그리고 댐 건설 등에 따른 사전 유적조사

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땅속에 파묻혀 있던 구석기유적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 강

원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유적을 확인한 것이 1982년

에 찾아진 횡성의 현천리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학계의 주목을 받은 곳이 파로호 

퇴수지역에서 찾은 양구 상무룡리유적이다. 1987년부터 89년까지 강원 학교 최복규 

교수에 의해 발굴된 이 유적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많은 양의 유

물과 특히 흑요석으로 제작된 석기들이 특징적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기존의 유적들의 위치와는 달리 우리나라 중부내륙의 고위도지역에서 유적의 존재를 

확인하 다는 점이다. 이 유적의 발견을 계기로 학계에서는 한반도의 내륙지방에 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 다. 이후 90년 에 들어서 다시 한 번 강원지역이 주목을 

받은 중요한 유적이 찾아졌

다. 홍천의 하화계리 사둔지

유적에서 찾아진 잔석기문화

는 우리나라에 그동안 가능

성으로만 논의되었던 중석기

시 의 유적이 분명히 존재

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

한 발굴이었다.

이후 강원지역의 구석기연

구는 동지방으로까지 범위

를 넓히게 된다. 동해안 지역

의 구석기문화의 존재는 이미 

80년 부터 알려지기 시작하

지만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

가 이루어지는 것은 90년  

이후 2000년 에 들어와서이

다. 최근까지 40여 곳의 유

적이 확인되어 오히려 서

지방보다 더 많은 유적의 존

재가 알려진 이 지역은 바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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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따라 발달한 해안의 단구와 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에 한 면 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석기시  옛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가늠된다.

한편 들판유적의 연구와 함께 최근에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동굴유적의 연구는 구

석기시 의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인접한 충청북도 단양･제천에서 이미 중요한 구석기시  동굴유적들

의 발굴이 있었고 이들과 함께 연결된 석회암지 인 월, 평창 지역에는 아직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수의 동굴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에 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

루어지게 된다면 더욱 많은 구석기시 의 유적들을 찾을 것으로 기 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될 때 강원도는 들판유적, 동굴유적, 그리고 바닷가의 해

안유적들이 어우러진 구석기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

부에 속해 있는 이곳 강원지역이 앞으로 우리나라 구석기시  연구의 중심이 될 것으

로 기 된다.

태 (연 학  역사 학과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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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환경

구석기시 의 옛사람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람의 진

화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 옛사람들은 요즈음의 우리보다 

훨씬 더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민감하게 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생활양

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기후와 기온, 그리고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를 

파악해야 당시의 생활환경에 한 종합적인 고찰이 가능해질 수 있다.

1. 4  후변동과 한  화

주지하다시피 구석기시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는 신생  제4기의 갱신세(Pleistocene)

이다. 이 시기는 앞서의 오랜 시간보다 더욱 기후변화가 심하 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바로 빙하이다. 략 25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갱신세의 초기부터 빙하기

가 끝나고 기후가 다시 온난하여지는 후빙기가 시작되는 1만 년 전후까지 계속된 이 

기간 동안 최소한 4차례의 빙하가 귄쯔･민델･리스･뷔름 빙기의 차례로 발달하여 추운 

기후가 내습하 고, 각 빙하기 사이에 일정 기간의 간빙기가 존재하여 온난한 기후로 

다시 돌아오는 반복이 계속되었다. 이 연구는 19세기 이래로 프랑스의 알프스산맥 지

역의 지질조사결과 얻어진 성과로서, 알프스 빙하체계로 알려지며 일찍부터 사용되었

으나 각 시기마다 간격이 적게는 몇 만 년 많게는 몇 십만 년씩으로 구성되어 너무 

폭이 넓은 문제가 있었고, 또 륙마다 지역적으로 빙하의 발달과 시간구성이 다른 

것을 발견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 에 들어와 태평양의 심해퇴적물을 연구하면서 얻어진 산소

동위원소의 변화에 기초한 분석이 새로운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갱신세

의 마지막 70만 년 동안 최소한 19차례의 기후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온난한 후빙기인 현세의 <MIS 1>기부터 가장 추웠던 <MIS 2>기, 그리고 다시 온난해

지는 <MIS 3>기의 순으로 추운 시기와 따뜻했던 시기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 

분석은 빙하기의 구분에 따른 시기구분보다 훨씬 더 자세한 것이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마지막 간빙기인 리스･뷔름 간빙기는 <MIS 5>기에 해당하며 두 번째 간빙기인 

민델･리스 간빙기는 <MIS 9>기에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조건의 변화 아래 우리나라의 구석기유적들이 어느 시기에 속하며 어떠

한 시간적 위치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유적의 

부분을 구성하는 들판유적은 연 측정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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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4기 갱신세의 구분과 중부지역 구석기동굴유적의 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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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커다란 문제가 토양의 산성이 매우 강하여 동물화석, 식물화석을 포함한 모든 

유기물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연  측정이 어렵고 또한 유적의 기후 환경적 성

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나마 여러 가지 자료가 남아 있는 동굴유

적을 통하여 갱신세 시기의 편년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뿐이다. 강원도와 같은 중부

지방의 동굴유적들의 각 층위별 문화양상을 앞서 논의한 갱신세의 구분 방법과 비

하여 본 것이 <표 1>이다.

이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는 금굴의 I 문화층으로 첫 번째 간

빙기(G/M 간빙기) 혹은 <MIS 19>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 하지만 구

석기시  동굴유적의 많은 층들은 후기 갱신세에 자리하고 있으며 몇몇의 중기 갱신

세시기의 문화층이 확인될 뿐이다. 즉 늦은 시기로 오면서 옛사람들의 확산이 우리나

라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석기만 출토되는 들판유적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선사시 의 자연환경을 고찰하는 데에는 문화적 구분보다는 지질학적 구분이 더욱 

용이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구석기시  사람들은 

중기 갱신세와 후기 갱신세의 환경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한

반도의 자연환경을 동물상과 식물상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동 상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  연환경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물화석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먼저 맨눈으로도 

쉽게 구분되고 관찰이 가능한 토끼 이상의 ‘ 형 포유류 짐승(macro faune)’과 발굴

할 때 체질 등의 세심한 분석을 통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설치류 등의 ‘소형 포유류 

짐승(micro faune)’이다. 이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은 작은 쥐 등의 소형 

짐승들이다. 특히 이들은 세 교체의 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들로의 진화가 빨리 

이루어져 일찍부터 서구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는 일부에서 부분적인 연구만 진행되고 있을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를 기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형의 짐승들은 각 유적에서 찾아지는 동물들마다 기초연구가 되어 

있어 강의 갱신세시기의 동물들을 가늠하여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짐승들은 각

각의 서식환경이 달라 분석을 통하여 각 발굴 유적마다의 기후환경 조건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들은 옛사람들의 사냥의 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뼈



자연환경 | 제2절

제2권 선사시대 53  

들을 가지고 만든 도구들은 인간의 문화활동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석기문화를 연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각각의 짐승들은 나름 로의 기후환경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준

다. 이러한 짐승들을 표준화석(Type fossil) 또는 지시화석(Index fossil)이라 지칭하여 

예전의 분석에서는 이들만을 가지고 논의하기도 하 다. 즉 원숭이만 나오면 그 유적

은 무조건 더운 기후라고 판단하 는데 이렇게 한두 종의 짐승만으로 유적 전체의 환

경을 논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전체적인 짐승 조합상(Faunal 

Assemblage)을 고찰하고 그 구성에 따른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동물화석이 출토되는 구석기시 의 동굴유적은 모두 5곳

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충북의 청원 두루봉을 제외한 단양의 도담금굴･구낭굴･상

시바위그늘과 제천의 점말용굴은 강원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찾아진 곳들로 이 유적들

에서 나온 동물상이 지금의 지역 구분과 달리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지역 전체의 동

물 생활환경이었을 것으로 가늠된다.

먼저 중기갱신세시기에 살았던 동물상들은 큰쌍코뿔이, 옛코끼리, 옛소, 말, 호랑이, 

사자, 곰 등의 큰 짐승들과 큰꽃사슴, 말사슴, 멧돼지, 하이에나, 늑 , 고라니, 원숭이 

등의 중간 크기의 짐승들, 그리고 족제비, 너구리, 오소리, 여우 등의 작은 크기의 짐승

들이 출토된다.

전체로는 25종의 짐승들이 서식하 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은 멸종되

어 없어진 사멸종들 10여 종이 포함되어 있다. 짐승들의 구성으로 볼 때 추운 기후의 

동물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아열 성 동물들이 일부 보이는 가운데 온난한 기후의 동

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의 기후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가운데 때

로 아열 성 기후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후기갱신세시기로 오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 시기의 짐승들은 모두 

40여 종의 큰 젖먹이 짐승들이다. 먼저 사슴과 짐승들로는 사슴･말사슴･고라니･사향

노루 등이 옛소･들소 등의 소과 짐승과 함께 우제목을 표하며 말･털코뿔이･코뿔이 

등의 기제목 짐승들이 초식 짐승을 표하고 있다. 한편 식육류 짐승의 번창이 눈에 

띠는데 곰･호랑이･사자 등의 큰 짐승과 함께 수달･너구리･산달･담비･ 륙족제비 등의 

소형 식육류의 확 가 주목되고 있고 장목인 원숭이의 존재도 계속하여 확인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멸종의 수는 앞선 중기시기보다 줄어들어 현생의 동물상 구조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추운 기후에서 적응하는 들소, 털코뿔이, 륙족제비, 북쪽오소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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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기후의 동물

옛코끼리    넓적큰뿔사슴   쌍코뿔이   하이에나   원숭이

온대기후의 동물

  큰뿔사슴    말사슴      사슴       멧돼지       노루

호랑이         사자         표범      너구리      곰

서늘한기후의 동물

    첫소             말            들말         산양

추운기후의 동물

    털코끼리(맘모스)       털코뿔이             들소

<그림 1>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 출토 동물과 환경(조태섭, 2005)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기후조건이 

서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온 성 기후의 짐승들이 훨씬 넓

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나

라의 후기갱신세시기에 그리 극

심한 추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

의 전체량으로 볼 때 사슴과 짐

승화석의 출토가 매우 많은 것을 

보면 당시의 자연환경 속에서 이 

짐승들이 우세종을 점유하고 있

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준다. 

이것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선택

적 사냥과도 연관이 되지만 생태

계에서 초식짐승의 상위계급인 

식육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

을 살펴볼 때 먹이사슬구조 속에

서 사슴과 짐승이 그만큼 많았다

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의 기후환경을 

동물상에 기초하여 살펴볼 때 전

체적으로 따뜻한 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약간 더웠던 시기가 있었던 중기갱신세에서 

후기갱신세로 오면서 점차 추워지고 있는 것으로 가늠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위

는 북쪽 지방으로 가면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북쪽지방의 표적

인 동물이 맘모스와 털코뿔이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 식 상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  연환경

고고학 유적에서 나오는 식물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고식생(Pa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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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의 연구 상이 되는 식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식물의 종자, 열매(과일), 또

는 나무로부터 나무숯, 꽃가루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구석기시 의 식물상(Flore)을 

연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나무숯과 꽃가루 분석이다. 특히 산성토양 속에도 

존재하며 살아 있는 모든 식물에게서 종자번식을 위해 생기는 꽃가루의 분석이 제일 

중요한 연구가 된다. 이 꽃가루들은 오래된 퇴적의 토양 속에서 찾아지는데 그 크기가 

아주 작아 보통 0.02㎜에서 0.08㎜로 분석에는 아주 정 한 기술과 방법이 필요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현미경을 이용한 실험실 분석을 통하여 식물을 동정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게 된다. 특히 분석되는 꽃가루들은 각각의 종류가 다양하고 나무, 풀, 초본식물 

그리고 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백분위 빈도표(pollen diagrams)

로 나타내어 점유정도와 층별 구성비 비교를 통하여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유적의 해석과 관련되어 보면 먼저 나무꽃가루(AP)와 풀꽃가루(NAP)의 비율이 주

목된다. 즉 나무꽃가루가 우세하면 그 유적은 나무숲이 우거진 숲지성 조건이며 풀꽃

가루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유적의 기후를 초원이나 개활지 또는 추운 경우에는 

스텝성 기후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나무의 경우에도 활엽수와 침엽수로 구분되어 이

들의 구성비율에 따라 온 성 숲이나 한 성 숲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구석기유적 가운데에는 공주 석장리유적에서 제일 처음 화분 분석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지금까지 20여 곳의 유적들에서 분석결과가 보고되고 있기는 하

지만 부분의 연구 결과가 후기갱신세시기 늦은 시기의 유적들에 집중되어 있는 실

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뼈들이 출토되지 않는 들판유적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꽃가루분석을 통해 식생을 재구성하고 자연환경을 해석하는데에는 이 방

법이 앞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가늠된다.

중기갱신세시기의 우리나라의 식생에 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먼저 북한에

서 이 시기의 식물상을 보여주는 곳으로 함경북도 화 군의 장덕리유적이 있는데 화

천 인근의 소택지에 형성된 이탄층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후기갱신세시기에 해

당하는 털코끼리가 나온 층보다는 훨씬 오래전에 형성된 지층의 화분분석 결과 물이

끼, 고사리 등과 함께 호두나무, 자작나무 등이 찾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기갱신세 늦은 시기의 충북 제천의 점말 용굴에서는 다양한 식물상이 전개되었는

데 주목･전나무･소나무･자작나무 등의 가는잎 나무(침엽수)와 가래나무･참나무･팽나

무･감탕나무･피나무･버드나무 등의 넓은잎 나무(활엽수)들이 인근에 분포하 던 것으

로 나타난다. 식생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시기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들이 좀 더 넓

게 분포한 온화한 기후 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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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비나무 측백나무 주목

이깔나무

전나무

소나무

소나무 꽃가루
전나무 꽃가루

바늘잎나무와 꽃가루

넓은잎나무와 꽃가루

목련 생강나무 녹나무 가래나무 느티나무

호두나무 오리나무 자작나

무
서나무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팽나무
 호두나무 꽃가루

너도밤나무 꽃가루

피나무 꽃가루

<그림 2>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 식물과 꽃가루(손보기, 1988)

후기갱신세시기의 식생분포

에 한 분석은 여러 지역에

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특

히 주목되는 것은 약 8만 년 

전부터 시작된 마지막 빙기인 

뷔름기의 식생의 변천인데 전

체적로 볼 때 상록성 침엽수 

나무인 소나무가 우점종을 이

루는 가운데 이른 시기의 수

종으로는 피나무, 서어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느릎나

무, 느티나무, 감탕나무 등의 

다양한 활엽수가 분포하여 있

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서늘한 기후의 바탕 

아래 온 성 기후의 식생 가 

제법 널리 자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식생환경

은 빙하기가 끝나는 뷔름기의 

끝부분으로 올수록 추운 기후

의 식생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나무, 가문비나무, 측백나무, 주목, 이깔나

무 등의 상록성 침엽수의 확장은 기후조건이 더욱 서늘하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꾸준히 참나무, 가시나무, 서어나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주 극심한 추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꽃가루분석을 통한 식생의 분포를 자료로 삼아 우리나라의 환경변화를 정

리하여 보면 중기갱신세시기가 상 적으로 후기시기보다 온난하 음을 보여주는 가운

데 후기갱신세에 들어와서는 현세와 가까워질수록 기후조건이 서늘하여지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장 기온이 하강하는 <MIS 2>기에서도 한반도는 그리 극심

한 추위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부지역에 자리한 강원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식생 의 변화 양상과 크

게 다름이 없었을 것으로 가늠된다. 하지만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태백산맥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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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륙인 서지방과 해안가인 동지방으로 갈라놓고 있는 특징을 볼 때 앞서의 분

석은 주로 서지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해안가인 동지방은 이것과

는 다른 식생과 기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방의 기후 조건

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연구가 기 된다.

4. 시  연환경  해 과 복원

구석기시 의 옛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금보다 열악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

이 사실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이들의 생활이 요즈음의 우리보다 더욱 강인하

고 삶에 한 의지와 종족보존과 발전에의 의지가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빙하로 표되는 갱신세시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기후변화가 심하 고 이러한 환

경의 변화속에서 적응하는 사람들의 삶은 자연과의 거친 투쟁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환경조건을 밝히기 위해 지질학에서 변화하는 시기의 측정과 시기구분을 

하게 되고 이를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물상과 식물상의 분석을 통해 상호 비교

검토를 하여 편년과 함께 각 단계별 기후환경에 한 추정을 하게 된다. 물론 수십만 

년 동안 심하게 변화하 던 기후환경조건을 단지 몇 십 개의 유적에서 얻어진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성근 해석이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최 한 당시의 상

황을 이해하고 복원하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임무인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중기갱신세시기의 자연환경을 앞서 살펴본 동물상과 식물상의 자

료를 토 로 재구성하여 보기로 한다. 동물상 자료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온 성 기후

의 짐승들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아열 성 기후의 짐승들이 분포하 던 것으로 나타

난다. 한편 식물상의 분석에서는 부분적인 해석만 가능할 뿐인데 활엽수와 침엽수의 

혼재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당시의 자연환경을 그림으로 재현하여 본 것이 <그림 3>이다. 이것

은 북한의 상원 검은모루유적 일 의 당시 모습을 복원한 것으로 나무숲이 울창하고 

더운 기후의 쌍코뿔이 등이 거니는 모습으로, 특히 나무들은 활엽수 일색이고 전체적

인 모습은 온 성 내지는 아열 성의 기후환경조건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복원된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중기갱신세시기의 우리나라의 자연생태환경, 즉 따뜻하

고 때로는 더운 기후환경에 한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후기갱신세시기로 와서는 전체적으로 중기갱신세보다 서늘한 기후조건 아래 

있게 되며 특히 늦은 시기로 오면서 추위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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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의 중기갱신세 환경의 복원(조선유적유물도감, 1988)

<그림 4> 점말 용굴의 마지막 빙하기때의 자연환경
(충북문화재연구원, 2009)

도 아주 극심한 추위는 아니었

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동물

상의 증거로 보면 마지막 빙하

기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슴

을 비롯한 초식짐승들이 우세

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같은 시

기에 유럽에서는 매우 추운 기

후에 적응하여 사는 순록이 우

세한 것을 비교해보면 우리나

라는 유럽에서와 같은 심한 추

위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간 크기의 식육류 짐승들이 많이 서식하 던 것을 보여주는데 이들 역시 

온 성 기후환경 아래 번창하는 짐승들임을 보면 위의 해석을 뒷받침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약간의 기후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일부 한 성 기후의 털코뿔

이, 들소, 맘모스 등이 마지막 빙하기의 끝무렵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점차 기후환경

이 추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물상의 분석 또한 비슷한 흐름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게 하여준다. 전체적으로 온

 활엽수와 한  침엽수의 혼재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침엽수의 존재가 마지막 

빙하기의 끝무렵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인 기후환경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조건을 잘 보여

주는 것이 다음의 <그림 4>이다. 

우리나라의 중부지역에 자리한 

충북 제천 점말용굴 일 의 자연

환경의 모습을 충북문화재연구원

에서 복원하여 그림으로 표현하

여 본 것이다. 마지막 빙하기의 

추운 환경을 상징적으로 묘사하

고 있는 이 그림은 눈덮힌 유적 

근처에 동굴곰, 북극여우, 산양 

등과 함께 사슴들이 보이며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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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소나무와 같은 추운 기후의 침엽수들이 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여 우

리나라의 마지막 빙하기 동안의 추운 기후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구석기시 의 옛사람들은 오랫동안 계속된 중기갱신세시기와 비

교적 짧았던 후기갱신세시기 동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아열 와 같은 더운 환경 속에서, 때

로는 아주 추운 한 성 기후 아래서도 삶을 지속하 으며 게다가 새로운 도구제작기

술을 발달시키고 주어진 생활환경을 나날이 바꾸어가며 살았던 바로 우리들의 조상인 

것이다.

태 (연 학  역사 학과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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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에티오피아 오모(Omo) 21유적에서 나온 찍개
(Laboratoire de Prehistoire du Musee de l'Homme, 1982)

3  시  

구석기시 (Paleolithic)는 옛사람들이 돌을 깨서 도구로 사용하던 시기를 말하는데, 

2백 50만 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최초의 도구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카다 고나 

(Kada Gona)유적에서 발견되었는데, 자갈돌을 몇 번 쳐내서 날카로운 날을 만든 아

주 간단한 도구 다. 그 뒤 구석기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발달하다가 지

구상에서 빙하가 물러나는 1만 년 전까지 계속되었다. 문자의 발명이 기원전 3천 년

의 일이니 인류 문명사에서 보자면 99%의 시간이 구석기시 에 해당하는 셈이다.

사람의 먼 조상과 다른 장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럿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은 연모를 제작하는 능력이다. 일부 동물들도 연모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팬지는 나무막 기로 개미집을 공격해서 개미를 잡아먹으며, 해달(sea otter)은 배 

위에 조개를 얹어놓고 돌로 쳐서 조갯살을 빼먹는다. 그러나 동물들은 사람처럼 자신

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능력은 없다.

구석기시 는 전기구석기시 , 중기구석기시 , 후기구석기시  3시기로 크게 나누

는데 시작된 시기와 지속된 기간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석기 유형과 그 시기에 

살았던 옛사람의 유형이 이와 같은 시기분류의 기준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국에

서는 백만년보다 더 오래된 유적에서 연모가 발견되고 있어서 전기구석기시  앞에 

문화단계를 하나 더 설정해서 조기구석기시 로 세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는 그렇게 시기가 올라가는 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전

기･중기･후기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시

전기구석기시 는 구석기시 에서도 가

장 길었던 시기이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

가 있으나 250만 년 전부터 12만 5천 년 

전까지가 해당되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 다. 190만 년을 전후한 시

기에 이른 전기구석기시  사람들이 아프

리카를 빠져 나와서 서아시아, 인도네시

아, 아시아 지역으로 생활 역을 넓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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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전기구석기시  문화가 가장 늦게 등장하는 곳은 유럽지역으로 백만 년 전 

무렵이다. 최초의 연모는 자갈돌을 간단하게 떼어 날카로운 날을 만든 찍개 다(<그

림 1>).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면을 정교하게 다듬은 양면석기(biface)로 발달하게 

된다(<그림 2>). 

유럽의 아슐리안(Achelian)문화가 가장 표적인 양면석기문화이며, 전기구석기시

에 많이 사용된 연모로는 찍개, 양면석기, 주먹찌르개, 긁개 등이 있다.

1. 아베빌리앙 양면석기 

2. 아슐리앙 양면석기 

3. 아슐리앙 전통의 무스테리앙 양면석기

<그림 2> 양면석기의 발전(J.-P. Lhomme et al, 1990)

전기구석기 문화는 ‘일하는 사람(Homo ergaster)’ 또는 ‘곧선 사람(Homo erectus)’

이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 거점을 확 했을 뿐 아니라 석기제작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달시켰다. 또한 5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편리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방편을 얻게 되었다. 이 시기의 

여러 유적에서 불땐자리[화덕]가 발견되었고, 중국의 주구디엔(周口店, Zhoukoudian)유

적에서는 수십 ㎝ 두께로 쌓여있는 재[灰]층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상원 검은모루유적 1~4층, 연천 전곡리유적, 단양 금굴유적 1~2문화층, 

청원 두루봉유적, 공주 석장리유적 1~6문화층 등이 전기구석기시 에 속하는 유적들이다. 

전기구석기시 를 표하는 석기는 찍개, 양면석기(biface), 여러면석기(polyhedron), 주

먹찌르개(pick), 가로날도끼(cleaver), 긁개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몸돌 자체를 다듬어

서 도구로 사용하 으며, 한 석기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작업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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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를 만들 때에는 돌망치로 다른 돌을 직접 쳐내는 직접떼기, 모루에 돌을 올려놓

고 격지를 떼어내는 모루망치떼기, 모루에 부딪혀서 모양을 다듬는 모루떼기 등이 사

용되었다. 양면석기를 다듬을 때에는 뿔, 뼈, 나무로 만든 무른 망치를 쓰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토양의 산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옛사람 화석이나 동물 화석 같은 유기

질 자료들이 보존되기 힘든 환경이다. 석회암지 의 동굴 유적이나 몇몇 특수한 환경에

서만 이런 자료들이 보존될 따름이다.

그런데 최근 함경북도 화 군 석성리에 있는 큰봉에서 화산용암 속에 묻힌 세 사람

분의 인류화석이 발견되었다. 연구자들은 체질특성과 절 연 측정자료(32±4~5만년)

를 바탕으로 하여 ‘곧선 사람’으로 보고 있다(한창균, 2002에서 재인용). 따라서 지금

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한반도 지역의 전기구석기시  사람에 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강원지역에서 전기구석기시 로 비정된 유적은 아직 없다. 1980년 에 발견되었던 

강릉 심곡리와 양양 도화리유적이 전기구석기시 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

으나 최근 연구결과에서 이보다 늦은 시기인 4~5만 년 에 형성된 것으로 다시 해석

되었다(이선복, 2006). 그러나 강원 동･ 서 지역에서 양면석기를 포함하여 옛 유

형의 석기들이 발견되는 유적들이 많은데다가 고위도의 해안단구에 있는 유적들이 있

어서 앞으로 전기구석기시  유적이 발견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2. 시

구석기시 의 2번째 문화단계인 중기구석기시 는 12만 5천 년 전에서 4~5만 년 

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에 유럽과 근동지역에서는 ‘네안데르탈 사람

(Homo sapiens neandertalensis)’이 살고 있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지역은 ‘슬기사

람(Homo sapiens)’이 점유하고 있었다.

중기구석기시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했지만 같은 유적에서 여러 개의 문화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냥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여러 짐승을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중점적으로 사냥하는 특화 전략도 확인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석기를 만드는 기술도 

크게 발전되어 전기구석기시 부터 사용되던 석기제작기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제작할 석기 모양을 염두에 두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석기를 만드는 르

발르와(Levallois) 기법이 등장한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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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르발르와 기법(Lhomme J.-P, 1990, Tailler le silex)

이 방법은 복잡한 제작과정을 거치지만 생산되는 격지나 도구의 형태가 일정한 규

칙성을 갖게 되어서 석기의 제작기술단계를 한 차원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격지의 활용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전기구석기시 에는 몸돌 자체를 다듬어서 석기로 사용했는데 중기구석기시 가 되

면 떼어낸 격지를 다듬어서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양의 돌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도 연모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더불어 석기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60여 종의 석기가 사용되었다.

중기구석기시 에는 석기문화의 지역성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의 유적에서 

비슷한 유형의 석기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석기구성이나 유형별 점유비율이 차이가 

있어서 지역에 따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뼈와 사슴뿔도 도구를 만드는데 이용

하기 시작하지만 널리 쓰이지는 않았다.

중기구석기시 가 되면 유적의 숫자가 전기구석기시 에 비해 증가하는데, 이는 옛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점차 점유 공간을 확 해갔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술적인 면 뿐 아니라 인류의 인지력도 크게 발달하게 된다. 죽은 사람을 묻

는 매장 행위가 중기구석기시 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지금부터 10만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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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추정된다. 매장 행위는 당시 사람들이 현재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까지 생

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샤니다르(Shanidar)유적에서는 

죽은 사람을 풀과 들꽃으로 엮은 들것 위에 뉘여서 정성껏 장례를 치 던 흔적도 확

인되고 있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매장 풍습이 있었던 것이 유라시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중기구석기시 에 해당하는 유적의 숫자가 증가하듯이 한반도 

전역에서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급격하게 많아진다. 공주 석장리유적 7~9문

화층, 평양 룡곡동굴유적 1~3문화층, 평양 현동유적, 황해남도 태탄 냉정골유적, 단

양 금굴유적 3문화층, 점말 용굴유적 4~5문화층, 단양 상시유적, 순천 죽내리유적 등

이 있다. 이 시기에 한반도에 살았던 옛사람들에 한 자료도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표적인 유적으로 평양 룡곡동굴유적을 꼽을 수 있다. 룡곡동굴유적은 석회암 

지 에 있는 유적으로 1~3문화층에서 거의 완전한 머리뼈들을 비롯하여 아래턱, 허벅

지뼈 등 10여 명에 해당하는 인류 화석이 발견되었다. 룡곡사람은 체질 특성으로 볼 

때 ‘슬기 사람’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시기는 5만 년을 전후한 시기로 가늠된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양구 상무

룡리유적 Ⅱ문화층(ㄱ지역), 금산 갈둔유적, 홍천 하화계리 작은솔밭유적, 홍천 백이유

적 등이 있다. 절 연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볼 때 강원도 지역에서는 중기구석기시

 끝 무렵인 5~6만 년을 전후한 시기의 유적들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 중기구석기시

에 많이 사용된 석기들은 긁개･홈날석기･톱니날석기･찌르개처럼 격지를 잔손질해서 

만든 석기들이며 형 몸돌과 형 격지들도 생산되었다. 그러나 양면석기들을 비롯하

여 찍개, 여러면석기 등 전기구석기시 부터 제작되던 석기들이 계속 출토되고 있어서 

전기구석기시 에 사용되던 석기제작기술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후 시

구석기시 의 마지막 단계인 후기구석기시 는 4~5만 년 전을 전후하는 시기에 시작

하여 지구상에서 빙하가 물러나는 1만 년 전 무렵에 끝이 난다. 후기구석기시 에는 현

재 우리와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슬기슬기사람(Homo sapiens sapiens)’이 등장한다. 

지적 능력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슬기슬기사람’들은 생활 역을 

더 확장시켜서 지구 곳곳에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들 현생인류가 어디서 비롯

되었는지에 해서는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과 ‘다지역 기원설’의 2가지 입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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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프리카 기원설’은 현생 인류가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점차 전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현지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을 체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하는 증거

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다지역 기원설’은 현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진

화해서 현생 인류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다지역 기원설’ 지지자들은 각 지역에서 문화

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이 보이며, 5~6만 년 전 사이에 인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장 

먼저 현생 인류가 등장한 아프리카 자체 내에서 전지역으로 현생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10만 년이 넘게 걸린 점들을 들어서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현

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현생 인류로 발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erevienko, 2009).

후기구석기시 는 ‘문화 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인류의 기술과 인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로서(Bar-Yosef, 2002),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술적인 측면

이다. 후기구석기시 에는 ‘돌날떼기(blade technic)’라는 새로운 기술이 널리 쓰이면

서, 석기제작의 생산성이 중기구석기시 보다 더 커진다(<그림 4>).

<그림 4> 돌날 떼기(blade technic)(Lhomme J.-P, 1990, Tailler le si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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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석기의 모양이 표준화되었고 날의 길이도 훨씬 길어지면서 연모의 

효율성도 극 화되었다. 그리고 돌날보다 더 좁고 길쭉한 좀돌날(microblade) 제작 

기술이 등장하면서 석기의 생산성은 최 가 된다(<그림 5>).

석기제작방법도 크게 발달하 다. 전기･중기구석기시 에 쓰이던 직접떼기 외에도 

중간 매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힘을 가해서 석기를 떼어내는 방법[간접떼기], 압력

을 이용해서 눌러서 떼는 방법[눌러떼기]도 사용되었다. 특히 후기구석기시  말기가 

되면 석기가 극도로 작아지게 되는데 이런 석기제작을 위해서는 간접떼기나 눌러떼기

가 쓰 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 철원 장흥리 유적에서 출토된 좀돌날 몸돌(연세대학교 박물관, 2001)

또한 석기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전기･중기구석기시 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

의 석기가 등장했다. 약 200여 종의 도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 새기

개, 뚜르개, 찌르개, 좀석기(microlithic) 등이 후기구석기시 에 가장 널리 쓰인 석기

들이다. 이처럼 새로운 석기가 많이 나타난 것은 다양한 종류의 작업이 생겨나면서 

그 용도에 맞추어 특화된 도구가 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전기･중기구석기 

시 의 석기들이 다기능이었던 것과 분명하게 비되는 변화라 하겠다.

도구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도 매우 다양해졌다. 무엇보다도 석기제작에 사용되는 

돌감의 종류가 다양해졌다. 전기･중기구석기시 에 단단한 석 , 규암 등이 석기제작

에 많이 쓰 다면, 후기구석기시 에는 이들 외에도 응회암, 규질쉐일, 유문암, 흑요

석 등 예전에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돌감들이 등장했다. 특히 흑요석은 선사시  사

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흑요석은 화산지 의 용암이 분출

되면서 급속하게 냉각되어 생기는 유리질 암석이다. 따라서 떼어내면 아주 날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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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을 만들 수 있어서 석기 만들기에 아주 좋은 재질이다. 그런데 흑요석은 얻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분출될 때마다 독특한 성분을 갖기 때문에 성분분석을 통

해 원산지 규명이 가능하다. 이를 가지고 후기구석기시  흑요석의 이동경로, 더 나아

가 당시 사람들의 문물 교류까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뼈, 뿔, 상아, 조가비 같은 유기질 재료들도 폭넓게 사용되었다. 전

기･중기구석기시 에도 나무나 뼈를 가지고 도구를 만든 사례가 간헐적으로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후기구석기시 에는 이들 유기질 물질들이 도구로 제작되어서 일상생활

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 뼈 끝을 갈아서 만든 송곳, 바늘 같은 생활용품 뿐 아니라 이

를 이용해서 만든 치레걸이 등도 유적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중국 내몽골 지역에 있

는 쉬이동구(Shidonggu)유적에서는 타조알껍데기로 만든 목걸이도 발견되었다(Wang 

ChunSue et al., 2009).

일상생활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더 조직화 된 듯하다. 후기구석기시 의 집터 유적을 

보면 바닥에 황토를 깔아서 정리하거나 깔개를 덮었던 흔적이 발견된다. 작업의 성격

에 따라서 석기를 제작하던 공간, 사냥해 온 짐승을 해체하던 공간, 쉬는 공간 등으로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업경제의 폭도 넓어졌다. 사냥기술은 발

달된 도구 덕분으로 한층 발달하 으며 물고기잡기[漁撈]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후기구석기시  사람들이 이룬 업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술의 발달이다. 

예술행위는 3만 5천 년 무렵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채색과 원근법까지 사용하면서 

생생하게 묘사된 예술품들은 당시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는 앞서 설명했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단양 상시 바위그

늘유적에서 뼈의 옆면에 X모양을 새긴 예술품이 찾아졌다.

우리나라는 4만 년을 전후한 시기에 중기구석기문화에서 후기구석기문화로 전이되

는 흔적들이 나타난다. 후기구석기시  초기에는 석기가 여전히 격지석기 중심으로 

제작되지만 돌감 사용이 다양해지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어 3만 5천 년 무렵이 되면 

돌날이 제작되기 시작하며, 2만 3천 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좀돌날문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1만 5천 년 무렵이 되면 좀석기의 사용이 보편화된다(한창균, 앞 글).

후기구석기문화를 일군 ‘슬기슬기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여러 유적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표적인 고인류화석으로는 덕천 승리산유적 위층에서 출토된 아래턱, 단양 상

시바위그늘 유적의 머리뼈 등을 들 수 있다.

후기구석기시 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유적으로는 양구 상무룡리 Ⅰ문화층(ㄴ지역), 

양구 상무룡리유적 ㄱ지역, 단양 수양개유적, 제천 창내유적, 남양주 호평유적,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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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장리 10~12층, 순천 월평유적, 순천 죽내리유적, 양 고례리유적, 진주 장흥리유

적 등이 표적이다.

198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강원도 지역의 후기구석기문화는 잘 알려지지 않아

서 양구 상무룡리유적만 거론될 뿐이었다(최복규, 1989). 그러나 지금은 여러 곳에서 

후기구석기시  유적이 발견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

한 양구 상무룡리 유적뿐 아니라 철원 장흥리유적, 홍천 작은솔밭유적, 강릉 주수리 

2유물층, 동해 발한동유적, 망상동 노봉유적, 동해 기곡 2유물층 등이 발견되었다.

강원지역의 후기구석기시 에는 다양한 돌감이 석기제작에 쓰 다. 특히 흑요석의 

활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많은 것이 눈에 띠는데, 강원도지역 후기구석기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석기제작기술에서도 발전된 면을 보여주는데, 철원 장흥

리유적에서는 흑요석 좀돌날의 타격면을 일부 간 뒤에 좀돌날을 떼어낸 기술도 사용

되었다(최복규 외, 2001). 석기의 종류도 앞 시기에 비해 훨씬 다양해지며 개, 긁

개, 찌르개, 슴베찌르개, 뚜르개, 새기개 등이 후기구석기시 를 표하는 석기들이

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잘 찾아지지 않는 후기구석기시  집자리가 동해 노봉유적

에서 발견되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도 차츰 알려지게 되었다.

구석기시 는 250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걸쳐서 서서히 발전해왔다. 이 긴 시간동

안 옛사람들은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고 이에 잘 적응하 다. 구

석기문화는 인류 문화사 전체의 99%를 차지하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의 부

분이 이 시기에 발명되었다. 현재도 지구 곳곳에서 옛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속

속 발견되고 있다. 이들 유적에 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아직도 많은 부분이 베일에 

쌓여있는 옛사람들의 문화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공 진(연 학  원주  학 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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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락톤-온-시 유적에
서 발견된 나무 창 끝
(Cattelain et al., 2002)

4  시  사람  생활

1. 도

구석기시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었다. 

이 시 를 표할 수 있는 도구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돌로 만든 도구인 석기들

이겠지만 그 외에 뼈, 뿔, 나무, 조가비 등도 쓰 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돌에 비해

서 이런 재질들은 쉽게 없어져서 유적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적을 뿐이다.

1) 나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재질 자체가 썩기 쉽다는 속성이 

있어서 늪지나 토탄 지역 같은 곳에서 종종 출토되기는 하

지만 그 예가 매우 적다. 아프리카의 칼람보 폴스(Kalambo 

Falls)유적에서는 30만 년 전 층에서 나무로 만든 창이 동

물 화석들과 함께 발견된 사례가 있고, 유럽의 클락톤온 시

(Clactonon sea)유적에서 물푸레나무로 만든 나무 창의 끝

부분이 역시 동물 화석들과 함께 발견된 바 있다. 독일의 

쇠닌겐(Sch ningen)유적에서는 나무 창 3점이 발견되었는

데 끝부분을 불에 달구어서 단단하게 처리했다(Cattelain 

et al., 2002, 11~14쪽, <그림 1>).

이처럼 고고유적에서 발견되는 사례는 드물어도 호주 원

주민들은 나무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냥도구와 그릇 등을 

만들고 조각품으로 다듬는 것을 볼 때 구석기시 에도 나

무를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뼈  뿔

뼈와 뿔은 날카로운 생김새 때문에 인류가 아주 오래 전부터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

성이 높다. 그래서 구석기시 를 ‘석기 시 ’가 아니라 ‘석기-뼈 시 ’로 불러야한다고 

주장했던 학자도 있다(Semenov, 1964). 그러나 뼈연모에 한 연구는 석기에 한 

연구보다 훨씬 적은데, 뼈연모가 쉽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뼈연모 자체가 갖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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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양 금굴에
서 출토된 뼈 찌르개
(손보기, 1984) 

때문에 그러하다. 뼈를 깨는 목적은 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를 빼내기 위한 것으로 풀

이된다. 이 과정에서 뼈들은 조각이 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적

당한 형태를 갖는 것들을 골라서 그 로 쓰거나 아니면 약간의 

손질을 해서 사용했다. 따라서 손질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석기보

다는 인위적인 요소가 덜 반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시  뼈연모가 발견된 사례는 모두 석회

암 동굴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중기구석기시 의 충북 제천 점말

용굴에서는 사슴뼈를 깨고 다듬어서 만들었고(조태섭, 1986; 손

보기, 1988), 후기구석기시 의 충북 단양 금굴 유적에서는 사슴

의 갈비뼈를 갈아서 만든 찌르개 1점이 출토되었으며(손보기, 

1984; <그림 2>), 역시 충북 단양 구낭굴 유적에서 뿔연모와 손

질된 뼈연모가 여러 점 출토되었다(이융조 외, 2007).

강원도지역에서도 구석기시  동굴유적으로 월 연당쌍굴유

적, 평창 기화리 쌍굴유적이 조사되었다(최삼용, 2004; 연세 학

교 박물관, 2008). 이들 유적에서도 동물 화석과 석기들이 발견

되고 있으나 뼈연모에 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아직 조사되지 않은 동굴 유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원도지역 구석기시  유적에서도 뼈연모가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3) 

돌을 재료로 만드는 석기는 구석기시 를 표하는 도구이다. 인간 행위를 보여주

는 자료 중에서 가장 세 하고 믿을 만한 자료이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나무나 

뼈, 뿔에 비해서 보존이 상 적으로 잘 되기 때문이다.

석기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적당한 돌감[재료]을 찾아야 하는데, 석기를 만들기에 

알맞은 돌은 단단하고 알갱이가 고운 돌로써 중간에 불순물이나 맥(脈)이 끼어있지 않

아야 한다. 구석기시  사람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용도에 맞는 

돌들을 익히고 찾아서 사용했을 것이다. 이들이 사용했던 돌감으로 당시 사람들의 생

활 방식도 알 수 있다. 유적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류의 암석이라면 당시 사

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가 도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돌감으로 만든 석기가 나왔다면 이 돌들은 다른 곳에서 들여왔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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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회암 동굴유적에서 석  자갈돌로 만든 석기가 나온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를 통해서 이들의 행동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감이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유적의 기능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돌감이 원석부터 잔손질된 도구까지 모두 출토되는 유적과 이 중 일부 유

물만 출토되는 유적의 성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잘 다듬어진 완성된 

도구만 주로 연구 상이 되었으나 요즘에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돌감을 구하는 것부

터 도구가 완성될 때까지 전체 과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데, 이는 각 단계마다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석기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긁개, 

개, 자르개처럼 기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사실 석기의 쓰임새를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구석기시  사람들이 살던 환경이 너무나 다

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기의 쓰임새는 부분 민족지 자료에 기 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사냥-채집 경제를 위하거나 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참고한다. 또

한 석기에 남아있는 ‘쓴 자국(use-wear)’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졌던 쓰임새를 바

로 잡거나 보완하기도 하고 있다. 또한 나뭇잎모양 석기와 달팽이모양 석기처럼 생긴 

모습이 동물이나 식물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인 이름도 있다. 때로는 유적이 발견된 

마을이나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주기도 한다.

구석기시 에 쓰 던 석기 종류는 2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 던 도구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찍개(chopper-chopping tool)는 인류가 만들었던 최초의 연모이다. 자갈돌 또는 모

난돌을 적어도 2번 이상 쳐내서 날을 만들었는데, 한 면을 다듬은 외면찍개와 두 면을 

다듬은 양면찍개로 나눌 수 있다(<그림 3>).

<그림 3> 양구 상무룡리 유적에서 출토된 양면 찍개
(왼쪽 길이 110㎜, 오른쪽 148㎜, 연세대학교 박물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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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년 전에 처음 등장한 찍개는 후기구석기시 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찍개

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석기시  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석기이기

도 하다. 이 도구는 나무나 동물의 뼈를 찍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면석기(biface)는 전기･중기구석기시 를 표하는 석기이다. 말 그 로 2면을 다

듬어서 만든 석기인데, 부분 몸돌로 만들지만 때로는 두껍고 넓은 격지로 만들기도 

한다. 양면석기문화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지역에서 폭넓게 발견되고 있다. 이 유형

의 석기가 가장 발달된 것은 유럽의 전기구석기시 인 아슐리안 문화(약 70만 년 전

에 시작)를 표하는 연모 유형인데, 최근에는 백만 년 된 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처음에 만든 주먹도끼는 두텁고 날의 모습도 고르지 않다가 차츰 더 얇고 완벽한 좌

우 칭을 이루게 된다. 양면석기를 잔손질할 때는 단단한 돌망치 외에 뿔이나 나무로 

만든 무른 망치도 사용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양면석기가 발견되고 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양구 상무룡리유적, 춘천 거두리유적, 홍천 백이유적 등을 들 수 있다(<그

림 4>). 그러나 전체 석기 구성에서 양면석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다양한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그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춘천 거두리유적에서 출토된 주먹도끼(최승엽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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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여러면석기 사용 복원도
(Cattelain et al., 2002)

주먹찌르개(pick)는 끝부분을 길고 두터우며 뾰족하게 만든 석기를 말하는데, 한 면

만 다듬은 것에서 양면석기와 구별된다. 체로 양면석기와 같은 시기에 출현하여 사

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가로날도끼(cleaver)는 양면석기와 함께 출토되는 사례가 많은데, 주로 아프리카와 

남부 유럽,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진-한탄강 유역의 파

주 운정유적, 파주 신곡리유적, 연천 전곡리유적에서 찾아지고 있다.

<그림 5-1> 홍천 백이유적에서 출토된 여러면석기(김선주 외, 2008)

여러면석기(polyhedron)는 3~4개의 날이 있

으며 체로 각이 져 있다. 때로는 여러 곳에 

으스러진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며 공처럼 둥근 

형태를 갖기도 한다(<그림 5-1>). 사냥돌, 팔매

돌로도 불리며 우리나라 구석기시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이다. 이 석기의 용도는 

사냥용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고, 동물의 가

죽이나 힘줄을 말려서 만든 줄로 2~3개를 묶어

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데, 남미의 초원지

에서 목동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그림 

5-2>). 그리고 으스러진 자국으로 볼 때 식물

의 뿌리 등을 찧어서 사용하던 공이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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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철원 장흥리 유적에서 출토된 
슴베찌르개(길이 48㎜ 연세대학교 박물관, 2001)

<그림 7> 철원 장흥리유적에서 출토된 좀돌날들
(우측하단 좀돌날 길이 16㎜, 연세대학교 박물관, 2001)

긁개(scraper)는 몸돌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를 다듬어

서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 날의 형태에 따라서 곧은날, 오목날, 볼록날 등으로 나누

는데, 특히 오목날 긁개는 나무를 다듬는 것과 연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end-scraper)는 격지나 돌날의 한 끝을 다듬어서 만든 연모인데, 부분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도구는 가죽을 무두질하는데 쓰 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벗긴 뒤에 뒷면에 붙어있는 힘줄 

등을 제거하는 구실을 했던 것인데, 이 때 황토

를 뿌리면 다듬기가 더 좋다는 민족지 자료가 있

다. 개는 후기구석기시 가 되면 전 세계적으

로 출토되는 사례가 급증을 하는데, 이것은 마지

막 빙하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추운 기후에서 자

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과 관련된 작업이 

많아졌던 결과로 여겨진다. 새기개(burin)는 격지

나 돌날의 끝을 떼어내서 조각칼처럼 만든 도구

로서 후기구석기시 에 특별히 많이 발견된다. 

이 도구는 뼈나 뿔에서 연모를 만들 조각을 마름

질할 때 쓰 던 것으로 생각된다. 뚜르개는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연모인데, 가죽에 구멍을 뚫

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 가죽옷에 구멍을 뚫거나 하는데 많이 쓰 을 

것으로 여겨진다.

찌르개는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도구인데, 짐승을 사냥할 때 쓰 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후기구석기시  유적에서는 잡이 부분[슴베]이 있는 슴베찌르개가 나오는데, 

강원지역에서는 철원 장흥리에서 발견되었다(<그림 6>).

후기구석기시  늦은 시기에 등장하는 좀

돌날은 구석기시  석기 제작 기술이 정점에 

달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좀돌날을 다듬어서 

연모로 쓰기도 하 고, 의도적으로 작게 조

각을 내서 여러 조각을 잡이에 끼어 넣어 사

용하기도 했다(<그림 7>).



제2장 | 구석기시대의 강원

76 강원도사 

2. 생활상

구석기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유적에서 발견되는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

는데, 워낙 오래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매우 한

정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토양의 산성도가 강한 지역에서는 유기질 자료가 보

존되지 않아서 더더욱 한정된 자료만 남아있는 어려움이 있다.

1) 거리

우리는 흔히 ‘의식주(衣食住)’라는 말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정리하는데, 구석기시

에는 아마도 ‘식주의(食住衣)’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먹을거리 확보가 중요한 

과제 다. 전적으로 자연에 기 어 살았던 구석기시  사람들은 사냥, 채집, 물고기잡

이 등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생업경제는 지역에 따라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열 나 온  지역에서는 식물성 먹을거리의 활용

도가 높다면, 북극권의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식물성 먹을거리

가 제한된다.

구석기시  사람들은 유적에서 발굴되는 동물뼈와 석기의 형태 때문에 고기만 먹었

던 육식주의자처럼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람의 생리구조로 볼 때, 오랫동안 

고기만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몸에는 단백질 외에도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등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석기시  사람들의 치아에 나타난 자국을 관찰해 보아도, 역

시 식물성 먹을거리를 많이 섭취했음을 알 수 있다. 치아에 길고 수직으로 난 선은 

빠르게 고기를 씹은 흔적이고, 옆으로 또는 비스듬하게 난 짧은 선들은 오랫동안 씹

어야 했던 식물성 먹을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Delluc G. et al., 1995).

구석기시  사람들에게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식량원은 고기

고 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냥이었다. 구석기시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물 화

석은 인류의 생활 전략을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이면서 동시에 가장 풍부한 자료를 제

공해준다.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도 육식을 하게 된 것이 크게 향을 미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물의 뼈와 이빨을 가지고 어느 동물의 것인지 감정을 하게 된

다. 일각에서는 구석기시  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이 모두 사냥감이었겠느냐는 회

의적인 시각이 있다. 특히 식육류 짐승이 많이 나오는 유적의 경우, 이런 질문이 더더

욱 강해진다(배기동, 1999). 물론 구석기시  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이 모두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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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빨이나 발가락처럼 동물의 뼈  중 일부가 나오는 경

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특정 동물의 전체 뼈 가 모두 발견된다거나 해체 과정에서 

생긴 자른 자국(cut-mark)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간의 행위가 분명하다(Cho, 2006; 

<그림 8>).

<그림 8> 자른 자국이 확인된 사슴의 뼈대 부위(Cho, 2006)

인류는 언제부터 사냥을 했던 것일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따르자면 옛사람들

이 처음부터 사냥을 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다른 동물들보다 신체적으로 뛰어나지 

못했던 옛사람들은 다른 동물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들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기

구석기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하게 된 듯 하다. 특히 일부 유적에서는 

특정한 짐승을 위주로 사냥이 이루어진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후기구석기시 가 되

면 도구의 발달과 더불어 사냥기술도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들은 사냥 상이 

되는 동물들의 생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동물 무리를 쫓아서 함께 이동생활을 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 구석기시 에 살았던 동물들은 석회암지 에서 발견된 구석기시  유적들

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더운 기후에 사는 옛코끼리, 쌍코뿔이, 원숭이 

등도 있고 추운 기후에 살았던 털코뿔이, 털코끼리(맘모스) 등도 있지만 주로 온 성 

기후에 사는 초식동물과 소형 식육류들이 많이 나온다. 특히 사슴과 짐승은 이 땅에 

살았던 옛사람들이 주로 사냥했던 동물로 보인다(조태섭, 2008).

월 연당 쌍굴유적의 구석기층에서는 꽃사슴, 노루 등 사슴과 동물이 주로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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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코뿔이, 하이에나, 원숭이 등 멸종된 짐승의 뼈도 출토되었다(최삼용, 2004). 2008년

에 발굴된 평창 쌍굴유적에서 3개의 구석기시  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유적에서도 사

슴, 산양 등 초식동물들이 발견되었으며, 육식동물도 조금 나온 것으로 보고되었다(연세

학교 박물관, 2008). 이 두 유적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석기시  사

람들의 사냥과 생업경제에 한 자료들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구석기시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충당할 수 있는 다른 행위는 그러모으기[채집]이

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석기시  유적에서 식물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씨앗이나 과일이 화석화된 채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부분 토양에 들어있

는 꽃가루분석을 통해서 당시의 환경뿐 아니라 식물 자료에 한 것들도 복원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석기시  이후에는 화석화된 식물 자료들이 적잖이 발견되지만 

구석기시  유적에서 발견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모으기는 아마도 옛인류의 경제 활동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중요도가 줄어들기도 했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고

(古)경제 활동이다. 민족지 자료에서도 식물성 먹을거리가 매우 중요했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사는 부쉬맨의 여자들은 매일매일 그러모으기를 하는

데, 먹을거리의 80%를 이를 통해서 충당한다고 한다. 호주의 원주민들도 300여 종의 

식용 식물을 알고 있는데, 이들이 소비하는 식량 자원의 70~80%를 차지한다고 한다

(Delluc G. et al., 1995).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모으기가 구석

기시  사람들의 생업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물고기잡이[어로(漁撈)]도 옛사람들이 먹을거리를 구하는 수단 중 하나 다. 물고기

잡이는 유적에서 발견되는 물고기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람이 물고기를 잡

아먹었을 경우에는 머리부분의 뼈가 남아있지 않은데 비해서, 짐승이 먹은 경우는 뼈

 전체가 남아 있다고 한다(Collectif, 1997). 물고기뼈는 전기구석기시  유적에서 

매우 드물게 발견되다가 후기구석기시 부터 급증하게 된다. 더불어 도구 중에서도 

물고기잡이와 관련된 종류들이 이 시기에 함께 늘어나게 되며 때로는 예술품으로 표

현되기도 하 다. 물고기 종류로 본다면, 주로 강이나 바닷가에서 잡는 어종들이 부

분이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  유적에서는 물고기뼈나 조가비류가 많이 발견되지만, 구석

기시  유적에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다만 부분의 구석기시  유적들

이 강이나 바닷가에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물고기잡이를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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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최근에 양학적인 측면에서 구석기시  사람들, 특히 후기구석기시  사람들의 식

단을 재구성한 연구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구석기시  사람들의 식단에서 고기가 차

지하는 비율은 35% 정도이고 나머지 65%는 식물의 어린잎이나 열매, 뿌리 다고 한

다(Delluc G. et al., 1995). 그런데 이 비율이 현  양학자들의 권장하는 이상적인 

식단 구성과 엇비슷한 점이 흥미롭다.

2) 주거 생활

구석기시 의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고 계절에 따라 혹은 사냥감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 그 중에서 살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 곳들은 옛사

람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살기도 했다. 이것은 한 유적에서 여러 개의 구석기시  문

화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구석기시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그늘을 이용해서 살기도 하고 들판에 막집을 짓

기도 했다. 동굴이나 바위그늘은 옛사람들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다. 사나운 동물

로부터 방어하기도 쉽고 동굴 내부의 온도 변화가 적어서 살기에 적당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굴 내부의 자연 지형을 최 한으로 이용하여 쉼터를 꾸미고 살았던 것으로 보

인다. 들판에 세웠던 막집은 쉽게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는 구조 을 텐데, 커다란 나

무 기둥을 엇갈리게 세워서 얼개를 만들고 그 위에 말린 가죽이나 식물의 잎 등을 얹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날씨가 추워서 큰 나무들이 자라기 힘든 지역에서는 털코끼리

(맘모스)의 상아와 팔･다리뼈, 아래턱, 머리뼈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들기도 했다. 들

판에 살림터를 꾸  때는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내부 공간도 석

기를 만드는 공간, 사냥감을 해체하는 공간처럼 작업 성격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했

던 것 같다. 집자리 바닥에도 풀을 엮어서 깔기도 하고 황토를 덮기도 하 으며, 때로

는 막돌을 깔아서 주거 환경을 좋게 했던 것 같다. 다만 동굴 살림터가 옛사람들의 

흔적을 상 적으로 잘 보존하고 있다면, 들판 막집들은 퇴적된 이후에 여러 변화를 

거치기 때문에 보존되기가 쉽지 않다.

한국에서는 공주 석장리유적, 제천 창내유적, 화순 전유적, 동해 노봉유적에서 구

석기시  막집터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후기구석기시 에 속하는 것들이다. 동해 노봉 

유적에서는 1문화층에서 집자리 기둥자리가 수십 개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약 3채의 구

석기시  막집으로 복원되었다(최복규 외, 2002; <그림 9>). 이 3채의 집들은 한꺼번에 



제2장 | 구석기시대의 강원

80 강원도사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당시 사람들이 여러 번 찾아와서 만든 것일 수도 있겠다.

<그림 9> 복원된 노봉 유적의 후기구석기시대 막집(최복규 외, 2002) 

3) 복

구석기시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당시 사람들의 의복일 

것이다. 부분 유기질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보존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석기시  사람들의 의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예술품이다. 2만 5

천 년 무렵부터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이른바 ‘구석기시 의 비너스’들이 제작되는데, 

이 중에서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나 머리 수건 같은 장신구의 흔적을 찾을 수 있

다. 무덤에서 발견되는 자료들 중에서도 의복과 관련된 것이 일부 있다. 특히 후기구

석기시 의 무덤에서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순기르(Sungir)유적에

서 발견된 사람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치장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고고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한 결과, 이 무덤에 묻혔던 사람은 가죽으로 만든 상의와 하의, 

그리고 장화를 신고 있었고 그 위에는 동물 이빨과 뼈 구슬, 상아 구슬 등으로 꾸며

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석기시 의 도구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2만 년을 전후한 시기에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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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후기구석기시대의 뼈바늘과 제작 과정 복원
(Delluc B. et G., 2003)

로 만든 바늘이 출현하는데, 아마

도 옷을 만드는데 쓰 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이다(<그림 10>). 공

교롭게도 이 시기는 빙하극성기로 

불리는 때로 기후가 가장 혹독하

게 추웠던 시기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지 구석기시  사람들의 의복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들이 발견되

지 않았다.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산성도가 강한 토양 

환경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강원 남부지역에는 200여 개가 넘는 석회암 동굴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겠다(국립춘천박

물관･ 월군, 2009).

4) 과 매장

(1) 

선사 예술은 지금부터 3만 5천 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옛사람들의 인지 능력을 보

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아주 얕은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체 조각품까

지 다양하게 표현된다. 예술품 중에는 동굴 벽화처럼 고정된 물체에 만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구석기시 의 비너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다. 동굴 

벽화의 경우는 동굴의 자연 곡면을 이용해서 입체감과 질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선사 예술에 표현되었던 소재를 보면, 무엇보다도 동물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털

코끼리, 말, 들소, 사슴, 순록 등이 즐겨서 표현되었다. 그러나 선사 예술에 등장하는 

소재의 빈도는 실생활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후기구석기시  동안

에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냥된 짐승은 순록이지만 선사 예술의 소재로써 가장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주변 풍경이나 생활 도구 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람도 

아주 드물게 표현되는데, 부분 반인반수의 상태이거나 사람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변형된 형태로 등장한다.

구석기시  사람들은 왜 예술 활동을 했을까? 이에 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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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단양 상시바위그늘유적에서 출토된 소과 짐승의 갈비뼈
(Cho, 2006, 151쪽)

다. 사냥을 나가기 전 일정한 의식을 거치면서 사냥의 성공을 기원했다는 해석이 있

고, 비너스 조각상에서 보이듯이 집단의 번성을 기원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일부 

예술품에서는 망가뜨린 흔적이 보이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여서 결과물보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공동 

의례로써 일종의 역 표시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시  유적에서 예술품이 발견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 먼저 

제천의 점말용굴 유적에서 털코뿔이의 앞팔뼈에 새긴 사람 얼굴 모습의 예술품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자료 던 탓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부 학자들

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자주사현미경으로 정  분

석한 결과 날카로운 도구로 일정

한 방향으로 여러 번 그어서 만든 

것임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룡곡 1

호 동굴에서도 뼈를 일정한 크기

로 자른 다음 안쪽 면을 갈은 다

음에 점과 구멍으로 얼굴을 표현

한 예술품이 출토되었다(인류진화

발전사, 1986). 그리고 단양의 상

시 바위그늘유적에서는 갈비뼈의 

옆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X’자를 

새겼는데, 한 면은 갈았으며, 한쪽 

끝에 구멍을 뚫었던 흔적이 나타

난다(손보기, 1990, 136쪽; Cho, 

2006, <그림 11>).

(2) 매장

중기구석기시 인 10만여 년 전부터 사람을 묻었던 것이 근동지역의 유적에서 확인되

고 있다. 유적에서 발견되는 사람뼈는 성인 남자와 여자인 경우가 부분이며, 구덩이

를 파고 묻거나 그냥 평지에 놓은 채 무덤을 쓰기도 하 다. 때때로 머리뼈와 나머지 

부분의 뼈가 분리되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2차장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람뼈 근처에서 치레걸이나 동물뼈, 석기 등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매장 의식이 갖는 의미에 해서는 원시적인 종교의 형태로도 이해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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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더 많은 사례가 필요하다. 또한 구석기시  무덤에서 발견되는 껴묻거리[부장

품]가 차이가 있다면 묻힌 사람의 사회적 지위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자료들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시  사람 화석이 몇몇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매

장 의례가 있었다고 뚜렷하게 보여줄 만한 사례들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앞에서

도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조사될 유적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 할 뿐

이다.

공 진(연 학  원주  학 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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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 

1. 한강 역

북한강은 크게 북한강 본류와 지류인 소양강, 홍천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남

한강을 본류로 하는 한강의 제1지류 하천으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남한

강과 합류한다. 북한강 본류의 길이는 332.73㎞, 유역 면적은 10,758.93㎢이다. 유역

분지는 휴전선을 경계로 상류는 북한지역, 중류와 하류는 남한지역에 위치하며, 해발

고도가 낮은 서쪽에 치우쳐 체로 남 또는 남서류하여 흐른다. 이 일 의 기반암은 

크게 선캄브리아 의 편마암과 중생  쥐라기 보화강암이 부분이다. 한편 1944년

에 완공된 화천댐부터 1989년 준공된 평화의 댐까지 총 6개의 발전 및 홍수조절용 댐

이 건설되어 우리나라 하천 중 댐의 분포 도가 가장 높으며, 하도와 하천 양안은 

부분 제방과 댐에 의해 개조되어 있어 원지형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북한강은 지류인 홍천강, 소양강에 비하여 하안단구 발달이 매우 빈약한데, 이는 북

한강이 신생  제4기 후반에 퇴적작용보다는 지속적인 하방침식을 통해 현재의 유로

를 형성하 음을 의미한다. 북한강의 하안단구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상류 쪽에서 신

포리와 인남리 일 , 춘천의 소양강 합류점 부근인 금산리 일 , 하류 쪽에서는 홍천

강과 합류하는 관천리 일 와 이후 예각으로 곡류하는 지점인 고성리 일 , 그리고 

삼회리 일 에서 유로를 따라 길게 하안단구가 분포하고, 그 이후로는 양수리까지의 

하도 우안에 소규모의 하안단구성 선상지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이광률, 2004b).

북한강 제1의 지류하천인 소양강은 남한의 하천 유역분지 중 최북단에 위치하며 태

백산맥에 바로 접하고 있다. 춘천시 소얄로와 사우동 일 에서 북한강에 유입되며, 본

류 길이는 166.2㎞, 유역 면적은 2,776.07㎢로 한반도 융기축으로 추정되는 태백산맥

의 무산(1,320ｍ) 부근에서 발원하는 하천이다. 소양강의 유로는 감입곡류 하천의 특

성을 띠고 있으며 하곡이 매우 좁아 유역분지내 넓은 평지가 매우 드물다(이광률, 

2004a).

한편 북한강 제2의 지류하천인 홍천강은 홍천군 내면을 제외한 홍천군의 전지역과 

춘천시 남면, 남산면 남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북부지역을 그 유역분지로 삼고 있

으며 유역 면적은 1,566.20㎢이다. 홍천강유역 분지는 동서로 길며 하천이 발원하는 

배후산지인 응봉산(1,106m), 쇠뿔봉(1,127m) 등은 동쪽에 치우쳐 있다.

홍천강 중류구간과 하류구간의 하천 형태는 조적이다. 즉 홍천강 중류는 단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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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직선상으로 남서류하고, 하류는 감입곡류 구간으로 서류하여 북한강으로 합

류한다. 홍천강유역의 단구지형은 중류구간 유로 양안에 넓게 분포하며 하류구간은 

감입곡류의 활주사면에 좁게 나타난다(윤순옥･이광률, 2000).

부분의 지역이 산지인 북한강유역의 인류활동은 하천변에 발달한 선상지 혹은 단

구지형과 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강 본류의 구석기유적은 1986년 평화의 댐 기초공사작업을 위하여 물을 빼면서 

이 때 드러난 퇴수지역에 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 다. 양구 상

무룡리유적은 1987년 강원 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파로호 퇴수지역에 한 지표조

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후 1988년 파로호 퇴수지역에 한 2차 지표조사에서 양구읍 

상무룡1리의 서호유적, 화천읍 동촌리 동촌･산곡･모일유적,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신

내･반구뫼･병풍골유적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고(강원 학교 박물관, 1989; 강원 학

교, 1997), 화천읍 동촌리 다람쥐섬유적(강원 학교 박물관, 1996), 양구 해안 현2리

유적(강원 학교, 1997), 춘천시 월송리･거두리･서상리･금산리 갈둔유적 등이 분포하

고 있다.

북한강일원의 구석기유적 분포(최승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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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유역의 구석기유적 분포(최승엽, 2010)

한편 홍천강유역의 구석기유적

은 1991년 중앙고속도로 건설구

간내에 포함되어 있던 하화계1리

의 사둔지유적에서 다량의 흑요

석제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이 출

토되었으며, 그밖에도 석 이나 

수정, 흑요석 등으로 만든 세석

기들이 수천 점 발굴되었다.

특히 흑요석 및 수정으로 만든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이 주를 이

루는 잔석기 유물양상은 한 시기

의 문화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인 양상으로 우리나

라의 후기구석기 최말기 혹은 중

석기시 의 문화양상을 논의하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사둔지유적이 위치하는 하화계리 일 는 홍천강이 U자 형

태로 회절하면서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된 하안단구 지형이 발달하여 있어 선사유적

의 입지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 이외에도 새로운 유적이 분

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1995년 발굴조사된 도둔유적에서도 사둔

지유적과 동일한 퇴적층 내에서 다량의 석 제 세석기가 출토되어 하화계리 일 에 

한 관심을 한층 더 증폭시켰으며, 이후 지속적인 조사로 인하여 홍천강유역의 구석

기유적은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결운리･연봉리, 화촌면 내삼폴리･외삼포리･구성포리･

송정리･굴운리, 두촌면 철정리, 서석면 풍암리, 동면 노천리, 남면 남노일리, 북방면 

능평리･굴지리･중화계리･상화계리･하화계리, 서면 모곡리, 춘천 남면 한덕리, 남산면 

통곡리 일 에 20여 지점이 분포하고 있다.

1) 사  

(1) 양  상 룡리

양구 상무룡리유적은 원래 파로호에 수몰되었던 지역인데, 북한의 금강산댐에 응

하기 위한 평화의댐 공사로 물을 빼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1987년 1월부터 시작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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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룡리유적 전경(강원대학교 박물관, 1989)

상무룡리유적 조사 모습(강원대학교 박물관, 1989)

원 학교 박물관의 파로호 퇴수지역 유적조사로 찾게 된 유적으로 강원도지역에서 최

초로 정식 발굴되어 보고된 규모 유적이다.

유적에 한 조사는 강원 학교와 경희 학교에 의하여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

차(1차 발굴 1987. 10. 21~12. 15, 2차 발굴 1988. 10. 14~12. 12, 3차 발굴 1989. 4. 

11~5. 30)에 걸쳐 발굴조사되었으며(강원 학교 박물관, 1989), 상무룡리유적 발굴로 

인하여 북한강 상류의 내륙 깊숙한 산악지 에서도 규모의 유적 발견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유적은 행정구역상 양구군 양

구읍 상무룡리에 속하며(북위 38°0

7′, 동경 127°55′), 화천댐이 생기기 

전에는 허수리로 불렸다. 수입천과 

서천이 만나는 지점에 발달한 하안

단구지형에 해당하는데, 이곳을 중

심으로 주변에 15곳 이상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정 지표조사로 알

려진 서호, 모일, 산곡, 동촌, 반구

뫼, 신내, 병풍골 등 포함).

유적의 층위는 지점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원 학교가 발굴한 ‘ㄴ지

구’의 층위는 위에서 아래로 겉흙층(Ⅰ층)찰흙층(Ⅱ층)모래질 찰흙층(Ⅲ층)자갈층

(Ⅳ층)기반암 풍화층(Ⅴ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찰흙층에 Ⅰ문화층이 있고, 자갈층과 

모래질 찰흙층 사이에 Ⅱ문화층이 존재한다. 찰흙층과 모래질 찰흙층의 경계에는 토양

쐐기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희  발굴지역(Ａ지구)

의 층위는 겉흙층(1층)미갈색 

진흙층(2층)갈색 진흙층(3층)

검붉고 성근 진흙층(4층)흑갈색 

진흙층(5층)암반풍화토(6층)로 

구분되었다. 갈색 진흙층(3층)에

서는 흑요석 석기가 나오며, 검붉

고 성근 진흙층(4층)에서는 석

질 석기가 많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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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교에서 발굴한 석기는 모두 2,718점(제Ⅰ문화층 868점, 제Ⅱ문화층 1,850

점)이며, 여기에 지표채집한 3,694점의 석기를 더하면 6,412점에 달한다.

Ⅰ문화층 출토유물은 찍개 34점, 사냥돌 1점, 긁개 141점, 톱니날 2점, 개 22점, 

찌르개 18점, 뚜르개 11점, 홈날 2점, 자르개 3점, 째개 1점, 주먹까뀌 1점, 주먹 패 

6점, 돌망치 17점, 몸돌 3점, 격지 252점, 떼개 3점, 덜된 연모 276점, 부스러기 75

점이며, Ⅱ문화층 출토유물은 주먹도끼 8점, 찍개 47점, 사냥돌 1점, 긁개 349점, 톱

니날 7점, 개 57점, 찌르개 50점, 뚜르개 19점, 홈날 10점, 자르개 6점, 째개 2점, 

주먹까뀌 1점, 주먹 패 13점, 돌망치 84점, 모룻돌 7점, 몸돌 37점, 격지 230점, 떼

개 13점, 쪼으개 7점, 덜된 연모 617점, 부스러기 285점에 이른다. 전체유물 가운데 

성형석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제Ⅱ문화층이 30.8％(570/1,850점)이고, 제Ⅰ문화층은 

27.9％(242/868점)로서 서로 비슷하다. 출토유물의 돌감은 부분 석 암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97~99％), 그 외에 반암, 화강암, 사암, 흑요석 등으로 만든 석기도 포함

되어 있다.

경희 학교에서 발굴한 지역에서는 흑요석으로 만든 잔석기가 다량 출토되어 주목

된다. 정확한 통계표가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좀돌날, 새기개, 개, 긁개 등

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

출토유물의 조합을 살펴보면, 다량의 흑요석 석기 뿐 아니라 석  석기가 집중적으

로 출토되었으며, 특히 덜된 연모와 부스러기 같은 버리는 석재의 비율이 높고 모룻

돌이 발견되어 이 지역에서 석기제작 행위가 직접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상무룡리유적 출토 유물[흑요석제 석기, 찍개, 주먹도끼](강원대학교 박물관, 1989)

유적의 형성연 에 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최복규는 석기

의 형태와 지층에 따라 Ⅰ문화층은 후기구석기(2~5만 년 전), Ⅱ문화층은 중기구석기 

또는 그보다 이른 시기(7~12만 년 전)의 문화로 보았다. 손보기･한창균은 제Ⅱ문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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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지막 간빙기 초 즉 125,000B.P.이며, 제Ⅰ문화층은 마지막 빙하기 초 또는 

18,000B.P.일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 이선복은 강원  발굴지점을 상부단구로 보아 

75,000~32,000B.P.로 보았다. 연 폭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기구석기시

(강원 학교 발굴지점)와 후기구석기시 (경희 학교 발굴지점)의 문화적인 특징을 뚜

렷이 보여주는 규모 유적이라는 점에는 견해차가 없다(강원도, 1995).

(2) 천 상리

춘천 서상리유적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일 에서 추진된 신매-오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에 포함되어 2009년 3월~6월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예맥문화재연구

원, 2009a). 유적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서면 서상리 1174번지 일원(동

경 127°41′57″, 북위 37°56′01″)에 형성되어 있는 해발 90m 내외의 하안단구지형으로 

동편의 북한강 수면과 비교하 을 때 20m 내외의 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적의 

서편에는 지표조사로 알려진 월송리 구석기유적(한림 학교 박물관, 1997; 최복규, 

1999)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유적과 연속되어지는 구릉선상에 유적이 위치한다.

층위는 지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표교란층-황갈색 점토층-적갈색 점토층-

황갈색 사질점토층-황색 사질점토층-황등색 점토층-모래자갈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 중 적갈색 점토층에 한 OSL연 측정이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이루어졌는

데, 각각 48,000±4,000B.P.와 78,000±4,000B.P.의 값이 얻어졌으며, 황색 사질점

토층 55,000±3,000B.P., 자갈층 상부의 황등색 점토층은 78,000±6,000B.P.의 연

값이 얻어진 바 있다.

1유물층은 지표교란층(Ⅰ지층) 바로 아래의 황갈색 점토층(Ⅱ지층)에 해당하며 8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유물층은 첫 번째 쐐기구조가 관찰되는 적갈색 점토층(Ⅲ

지층)에 해당하며 95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1･2유물층의 돌감의 구성이 유사

하며 서로 되붙는 접합유물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개의 문화층이 형성된 후 

Ⅲ지층의 침식과 Ⅱ지층의 퇴적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에 일부 유물이 Ⅱ지층에 혼입되

어져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인다.

유물분포는 20×20m로 구획된 B10칸에 집되어 석기제작터의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석기제작에 사용된 돌감은 부분 모난 규암 자갈돌을 사용하 고 반암, 화강암 

등 기타 암질의 석기도 소량 관찰되고 있다. 유물의 구성은 석기제작의 부산물인 몸

돌, 격지, 조각돌, 모루 등이 부분이며 잔손질된 석기는 찍개, 긁개, 개, 홈날 등 

10여 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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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리 갈둔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서상리유적 유물 출토 모습 및 출토 석기[되붙는 석기 및 밀개, 긁개](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3) 천 산리 갈

갈둔유적은 개인주택 신축을 

계획함으로서 2005년 8월~11월

까지 발굴조사된 유적이다(강원

문화재연구소, 2008a). 유적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

시 서면 금산리 906-5번지 일

원(동경 127°41′34″, 북위 37°5

3′59″)으로 북한강 본류에 형성

된 해발 85m 내외의 하안단구

지형에 해당하며 북한강 수면과 

20m 내외의 해발고도차이를 보이고 있다.

층위는 모두 9개 지층으로 마사토 복토층-구지표교란층-부식토층-명갈색 점토층-암갈

색 점토층-암적갈색 점토층-사질점토층-소하천퇴적층-고하천퇴적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는데, 이 중 4･5a･5b･6a･6b･8지층에 한 OSL연 측정결과, 4지층은 3,800±500B.P., 

5a지층은 38,000±4000B.P., 5b지층은 68,000±2,000B.P., 6a지층은 86,000±6,000B.P., 

6b지층은 92,000±7,000B.P. 98,000±5,000B.P. 102,000±9,000B.P., 8지층은 측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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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얻어졌으며, 5b･6a･6b지층에서 얻어진 목탄시료에 한 AMS연 측정결과, 

5b지층은 30,400±200B.P., 6a지층은 29,900±100B.P., 6b지층은 37,300±400B.P. 

28,000±150B.P.의 값이 얻어졌다.

위의 지층 중 4･5a･6a･6b지층에 유물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1･2유물층은 국

지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출토유물의 양상도 산발적이어서 1･2유물층을 합하여 32점

에 불과하며 3유물층이 543점, 4유물층에서 1,377점이 출토되었다.

석기의 구성상을 살펴보면, 1유물층의 표적인 유물은 홈날, 개가 있으며 후기구

석기 늦은 시기를 변하는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과 같은 특징적인 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2유물층 또한 여러면석기 1점과 더불어 긁개 2점, 홈날 1점 등이 출토되었다. 3유

물층은 긁개, 개, 홈날, 수정석기 등과 함께 비교적 형석기에 해당하는 찍개, 주

먹 패, 여러면석기 등이 공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유물층은 주먹도끼, 주먹찌르

개, 찍개, 주먹 패, 여러면석기, 긁개, 개, 수정석기, 홈날, 톱니날, 뚜르개 등의 

구성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먹도끼 및 주먹찌르개가 17점이 출토되어 주목할 만하다.

금산리 갈둔유적 출토 주먹도끼 및 주먹찌르개(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4) 천 거 리

거두리유적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에서 시행한 춘천 거두2지구 택지개발사업범위

에 포함되어 2005년 2월~2007년 7월까지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한림 학교 박

물관, 2005;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b). 유적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동

내면 거두리 산 174-2번지 일원(동경 127°45′24″, 북위 37°51′15″)으로 춘천분지의 남

동쪽에 위치한다. 유적은 룡산 줄기에서 뻗어 나온 해발 약 104~108m의 단구지형

으로 북한강의 지류인 공지천 상류에 위치하며 공지천의 범람원 고도와 비교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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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약 20m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층위는 기반암인 화강암 풍화층 위에 9개의 지층으로, 명적갈색 사질점토층-암갈색 

점토층-암갈색 점토층-명적갈색 혹은 명황갈색 사질점토층-명적갈색 점토-회황색 

모래층-담황색, 담회청색 유기물포함층-명황갈색, 적갈색 모래층-적갈색, 회갈색 자

갈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두리유적 전경과 출토된 주먹도끼류(예맥문화재연구원, 2009b)

이 중 3･4･6･8지층에 한 OSL연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각각 62,000±3,000B.P., 

57,000±4,300B.P., 78,000±4,800B.P., 100,000±7,700B.P.의 연 값이 얻어졌으며, 

2지층 출토 목탄에 한 연 측정결과 28,100±200년의 연 값이 얻어졌다. 

이 중 2∼5지층에 이르는 4개의 유물층에서 70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다

수의 유물(600여 점)은 3지층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찍

개, 주먹 패, 여러면석기 등의 몸돌석기와 긁개, 홈날, 개 등 잔손질된 석기로 구

성된다. 돌감은 부분 석  및 규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암, 화강암 등도 소량 

확인된다.

(5) 홍천 내･ 삼포리

이 유적은 2006년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내 외삼포리( 평리) 유물산

포지에 한 발굴조사중 조사지역 동쪽으로 인접해 있는 인터체인지구간인 내･외삼포

리 구릉에서 긁개, 몸돌, 돌조각 등 몇 점의 구석기 유물이 수습되어 알려졌으며(강원

문화재연구소, 2007a), 이후 2007년 3~8월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강원문화재연

구소, 2009a).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산 3-1번지 일원(동경 

127°57′52″, 북위 37°45′29″)의 해발 180m 내외의 고위단구면이며, 홍천강이 북에서 남으로 

U자형으로 굽이쳐 흐르고 남으로는 군업천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 홍천강에 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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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삼포리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9a)

인근의 홍천강의 수면과 

40m 내외의 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적은 조사 전 이미 고

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부분의 지역이 훼손된 상

태에서 조사된 관계로 A･

B･C지구로 나뉘어 조사되

었다. A지구의 층위는 정

상부와 사면부가 약간의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

상부의 층위를 살펴보면 위로부터 지표교란층-명갈색 점토층(1유물층)-적색 점토층(5

유물층)-암적갈색 점토층(6유물층)-사질점토층-기반암 풍화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

으며, 사면부의 층위는 지표교란층-명갈색 점토층(1유물층)-암갈색 점토층(2유물층)-

적갈색 점토층(3유물층)-암갈색 점토층(4유물층)-모난돌층-기반암층의 순서로 이어

지고 있다. 

사면부에서는 정상부의 5･6유물층인 적색 점토층과 암적갈색 점토층은 확인되지 않

았다. 퇴적층에 한 OSL연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정상부의 5유물층인 적색 점토층

은 53,000±3,000B.P., 6유물층인 암적갈색 점토층은 58,000±4,000B.P., 암적갈색 

점토층 하부의 사질점토층은 측정불가의 값이 얻어졌으며, 사면부의 3유물층인 적갈

색 점토층은 5,1000±4,000B.P., 4유물층인 암갈색 점토층은 53,000±4,000B.P.의 

값이 얻어졌다.

A지구의 유물구성은 1유물층이 몸돌 2점, 격지 7점, 돌조각 11점, 자갈돌 1점 돌날

격지 1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과 같은 특징적인 석기는 발견

되지 않으나 흑색 판암제의 돌날격지 1점이 주목된다. 

2유물층은 석 암으로부터 얻어진 격지 3점만이 출토되었으며, 3유물층은 몸돌 1점

과 격지 7점, 돌조각 10점, 자갈돌 5점이 출토되었다. 4유물층은 몸돌 5점, 찍개 1점, 

여러면석기 2점, 자갈돌 4점으로 이루어졌으며, 5유물층은 격지 2점과 돌조각 11점만

이 출토되었다. 마지막으로 6유물층은 다른 유물층에 비하여 석기구성이 다양한 편으

로 몸돌 10점, 격지 12점, 돌조각 14점, 자갈돌 8점과 찍개 1점, 개 1점, 긁개 2점, 

홈날 3점, 주먹찌르개 1점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유적과 유물 | 제5절

제2권 선사시대 95  

내･외삼포리유적 전경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9a)

B지구는 A지구 동편으로 약 150m 이격되어 있다. 퇴적층위는 지표교란층-명갈색 

점토층-적색 점토층-암적갈색 점토층-갈색 점토층-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

색 점토층과 암적갈색 점토층은 A지구 정상부의 5･6유물층에 비된다. 암적갈색 점

토층에 한 OSL연 는 58,000±4,000B.P.의 값이 얻어졌다.

출토유물은 적색 점토층와 암적갈색 점토층에서 6점씩 모두 12점의 석기가 출토되

었으며, 적색 점토내에서는 몸돌 2점, 격지 1점, 돌조각 1점, 자갈돌 1점, 주먹 패 1

점이 수습되었고, 암적갈색 점토층에서는 긁개+찍개 1점, 격지 1점, 망치돌 1점, 돌조

각 2점, 자갈돌 1점이 수습되었다.

C지구는 유적의 가장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침식계곡면을 사이에 두고 B지구와 

마주하고 있다. 층위는 지표교란층-갈색 점토층-적색 점토층-암적갈색 점토층-황갈

색 점토층-사질점토층-회색뻘층-자갈층-기반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색 점토층과 

암적갈색 점토층은 A지구 정상부의 5･6유물층과 비된다. 

OSL연 측정결과 갈색 점토층은 측정불가, 적색 점토층은 54,000±4,000B.P., 암적

갈색 점토층은 56,000±4,000B.P., 하단부 자갈층 사이의 모래층은 63,000±4,000B.P.

의 연 값이 얻어졌다. 

출토유물의 돌감은 모두 석 암을 활용하 으며 갈색 점토층의 석기 구성은 긁개 4

점, 홈날 4점, 망치돌 1점, 몸돌 22점, 격지 60점, 돌조각 74점, 자갈돌 1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적색 점토층은 긁개 1점, 홈날 1점, 여러면석기 1점, 모룻돌 1점, 몸돌 4

점, 격지 13점, 돌조각 15점, 자갈돌 1점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암적갈색 점토층은 

긁개 1점, 몸돌 3점, 격지 3점, 돌조각 15점, 자갈돌 2점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내･외삼포리유적은 홍천강

일 의 구석기유적의 입지 중 

고위면에 해당하며, A지구 정

상부 암적갈색 점토층에서 최

소한의 가공을 통한 주먹찌르

개 1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6) 홍천 포리

구성포리유적은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조사된 유적으로 

2006년 강원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단이 외삼포리유적을 조사하던 중 구성포리 공사현

장에서 찍개, 긁개, 몸돌 및 격지가 수습되어(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200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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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동년 10월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연세 학교 원주박물관, 2008).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산 100-11번지 일원(동경 127°56′4

4″, 북위 37°45′12″)으로 190m 내외의 단구면에 해당하며, 홍천강을 사이에 두고 내･

외삼포리유적과 동-서 방향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 유적 또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조사 전 이미 부분의 지형이 훼손된 상태

로 조사되었으며, 층위는 위로부터 명갈색 찰흙층-암갈색 찰흙층-적갈색 찰흙층-갈

색 찰흙층-모래자갈층-화강암질 편마암 풍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갈색 찰흙층에 

1개의 유물층이 분포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몸돌･격지･긁개･찍개 등 48점의 석기가 

출토되었고, 석기제작에 사용된 돌감은 부분 석 으로 구성된다.

구성포리유적 출토 유물(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8)

 

(7) 홍천 송

이 유적은 육군본부에서 홍천군 관내 군부 시설 설치 편입부지에 하여 2003년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강원문화재연구소, 2003a), 2004년 11월~2005년 

7월까지 발굴(시굴)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9b).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267번지 일원(동경 127°56′12″, 북위 

37°44′40″)으로 해발 175~190m에 해당한다. 층위는 위로부터 지표-갈색 점토층-농갈색 

점토층-농갈색 사질할석층-황갈색 사질층-연갈색 사질할석층-연갈색 사질층-뻘모래층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습유물은 총 4점이며 지표에서 여러면석기, 몸돌이 수습되었

다. 쐐기구조가 발달한 농갈색 점토층상부의 갈색 점토층내에서 망치돌과 돌조각 1점이 

수습되었다. 유적은 경사각이 급하여 표층수 및 경사면의 중력에 의한 지형의 침식과 삭

박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유물포함층의 퇴적 두께가 얇아 국지적인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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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리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송정유적 전경 및 여러면석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9b)

(8) 홍천 연 리

이 유적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에서 시행한 홍천 연봉2지구 택지개발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2004년 5~6월까지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2004년 10월~2005년 3월까지 발굴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6리 4-9번지 일원

(동경 127°53′03″, 북위 37°41′

01″)으로 해발 155m 내외에 해

당하며 하상비고 35m 내외의 

하안단구면을 이루고 있다.

층위는 위로부터 암갈색 표토

층-명갈색 점토층-상부 갈색 점

토층-하부 암갈색 점토층-붉은 

빛의 조립질 사면퇴적층-밤색 

유기질 점토띠층-적갈색 사면퇴적물층-자갈층-기반암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2･

3･4지층에 3개의 유물층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퇴적층에 한 연 측정이 3･4･6지층

에 하여 이루어졌는데, 3지층인 상부 암갈색 점토층에서 수습된 목탄에 한 AMS연

측정결과 41,600±600B.P.의 값이 얻어졌으며, 4지층인 하부 암갈색 점토층의 토양을 

이용한 AMS연 측정결과 45,900±1,200B.P., 마지막으로 6지층인 짙은 밤색 유기질 

점토띠층의 토양을 이용한 AMS연 측정결과 50,000B.P.보다 많은(older than) 값이 

얻어졌다.

출토유물은 2지층 10점, 3지층 85점, 4지층 22점이 출토되었으며, 성형석기의 수는 

지극히 적은 편으로 3지층에서 긁개 2점, 개 1점, 홈날 8점이 수습되었고, 4지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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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병 생활관유적 2유물층 유물출토 모습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d)

서 찍개 1점, 주먹 패 1점, 홈날 1점이 수습되었다. 돌감의 선택에 있어서 2지층은 

석 맥암이 주를 이루는 3･4지층에 비하여 반암 혹은 응회함 암질의 채용이라는 돌감

구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지층의 출토유물은 2･3지층의 석기들과 비교하 을 

때 상 적으로 석기의 부피와 무게가 형화･중량화되어 있다.

연봉리유적 1･2･3유물층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9) 홍천 하화계리 병 생활 (보 )

이 유적은 군부  내의 생활관 신축부지에 포함되어 2009년 7~9월까지 발굴조사되

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9d; 최승엽･최 석･김연주, 2009).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화계리 산 341-6번지 일원(동경 127°51′45″, 북위 37°41′47″)으로 해

발 144m 내외의 단구지형에 해당한다.

층위는 위로부터 지표교란층-명갈색 점토층-암갈색 점토층-적갈색 점토층-황갈색 

사질점토층-고운모래층-모래자갈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명갈색 점토층과 암갈

색 점토층, 적갈색 점토층, 황갈색 사질점토층에 4개의 유물층이 분포하고 있다.

유적 내에서 약 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부분 2유물층에 집중되는 양상

을 보인다. 분포양상은 1유물층은 일부지점에 한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2유물층은 

좁은 구간에 집중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3유물층은 일부 집중양상을 보

이나 유물집중도가 높은 편은 

아니며, 4유물층은 산발적으로 

소량 분포하고 있다. 출토유물

의 구성은 부분 석기 제작과

정의 부산물인 몸돌, 격지, 돌조

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면석기, 부릿날, 찍개, 홈날,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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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병 생활관 3유물층 출토 글개(상), 홈날(하)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c)

개, 개 등의 성형석기들은 소량에 불과하다. 유물층간의 특별한 석기제작기법의 차

이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돌감은 부분 석 자갈돌을 주로 사용하 다.

(10) 홍천 하화계리 병 생활 (본 )

이 유적 또한 군부  내의 생활관 신축부지에 포함되어 2008년 11월 토층조사를 실

시하 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09년 3~4월까지 발굴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9c; 최승엽･최 석･김연주, 2009).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 264-4번지 일원(동경 127°51′45″, 북위 37°31′30″)으로 해발 148m 내외의 단구지

형에 해당한다.

유적의 층위는 위로부터 지표교란층-적

색 점토층-적갈색 점토층-갈색 사질점토

층-적색 사질층-고운모래층-모래자갈층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적색 점토층, 

암적갈색 점토층, 갈색 사질점토층에 3개

의 유물층이 분포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1유물층 25점, 2유물층 180

점, 3유물층 100여 점으로 약 3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분포양상은 산발적이

다. 석기제작에 사용된 돌감은 부분 석

자갈돌을 사용하 으며, 부분 석기제작의 

부산물인 몸돌, 격지, 돌조각이고 긁개, 홈

날, 찌르개 등의 성형석기는 소량 출토 되

었다.

(11) 홍천 하화계리 

이 유적은 국도 5호선 삼마치-홍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포함되어 2000

년 7~8월까지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02년 3~8월까지 발굴조

사되었다(강원 학교유적조사단, 2004).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

리 204-3번지 일원(동경 127°51′33″, 북위 37°41′10″)으로 해발 145m 내외의 중위단

구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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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작은솔밭유적 전경 및 조사 모습(강원대학교  유적조사단, 2004)

유적의 층위는 위로부터 표토층-옅은갈색 찰흙층-짙은갈색 찰흙층-붉은색 모래질찰

흙층-모래층-강자갈층-기반암 풍화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옅은갈색 찰흙층과 짙

은갈색 찰흙층, 붉은색 모래질찰흙층, 모래층에 모두 4개의 유물층이 분포하고 있다. 옅

은갈색 찰흙층에서 수습된 목탄에 한 AMS연 측정결과 13,390±60B.P.의 연 값이 

얻어졌으며, 짙은갈색 찰흙층에서 수습된 목탄에 한 AMS연 는 40,600±1,500B.P., 

지층에 한 OSL연 측정결과는 39±2kyrs의 연 값이 얻어졌다. 또한 강자갈층 상부

의 모래층에 한 OSL연 측정결과는 66±3kyrs의 연 값이 얻어졌으며, 강자갈층에 

한 OSL연 측정결과는 79±4kyrs의 연 값이 얻어졌다.

1유물층은 옅은갈색 찰흙층에 해당하며 2,26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돌감의 구성

은 70% 가량이 석 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흑요석, 수정, 판암, 반암, 이암, 

사암, 벽옥, 화강암, 유문암, 규암 등의 다양한 구성을 보이며 후기구석기 늦은 시기 

혹은 중석기시 를 변할 수 있는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과 같은 세형석기군을 이루

고 있다. 2유물층은 총 787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돌감의 구성은 석 이 92% 가량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수정, 판암, 반암, 이암, 사암, 화강암, 응회암 등의 구성

을 보이고 있다. 3유물층에서는 총 226점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돌감의 구성은 석 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사암, 반암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4유물층은 18점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돌감은 모두 석 제로 찍개, 주먹도끼, 긁개 등의 성형석기가 있

으며, 상부의 유물층과 비교하 을 때 석기의 제작기법이 매우 거친 편이다.

작은솔밭유적에서는 각 지층마다 연 측정값이 얻어져 있으며, 지층 내에서는 주먹

도끼가 포함된 단계에서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과 같은 잔석기 문화양상을 보이는 단

계까지 모두 확인되어 하화계리 일  구석기유적군의 석기구성상 및 연 설정의 중요

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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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작은솔밭유적 1문화층 출토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좌)과 2문화층 출토 유물(우)
(강원대학교 유적조사단, 2004)

하화계리 작은솔밭유적 3문화층 출토 찍개(좌) 및 4유물층 출토 주먹도끼(우)
(강원대학교 유적조사단, 2004)

 

(12) 홍천 하화계리 사 지

이 유적은 중앙고속도로 건설구간에 포함되어 1991년 3~6월까지 발굴조사되었다

(강원도, 1992). 사둔지유적은 홍천강유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구석기시  유적으로 

한 시 의 문화양상을 변할 수 있는 잔석기군이 확인됨으로써 후기구석기 최말기 

혹은 중석기시 의 문화양상에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564-1번지(동경 127°51′08″, 북위 

37°41′11″)일원으로 홍천강변에 발달한 해발 130m 내외의 저위 단구면에 해당한다.

층위는 위로부터 표토층-옅은갈색 찰흙층-짙은갈색 찰흙층-모래질찰흙층-모래자

갈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옅은갈색 찰흙층에 유물층이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은 잔석기가 석기들 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잔석기들의 돌감은 흑요

석 800여 점, 수정 150여 점, 판암 70여 점, 석  2,000여 점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후기구석기 최말기 혹은 중석기시 를 변하는 다양한 제작기법의 좀돌날 몸돌

이 27점 발굴되었으며 좀돌날의 수는 515점에 이른다. 특히 흑요석 834점, 수정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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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수삼수매장유적 1･2유물층 몸돌(상), 3유물층 
찍개 및 주먹찌르개(하)(강원문화재연구소, 2008b)

점이 출토되어 단일 유적으로는 흑요석 및 수정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석 , 흑

요석, 수정 등 한 종류의 암질만을 주로 다룬 석기제작장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적

은 현재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며 그 주변의 경작지일 에서는 여전히 유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하화계리 사둔지유적 조사전경 및 유물 출토 모습(최복규, 1994)

  

(13) 홍천 하화계리 삼 매장

이 유적은 1995년에 강원 학교 유적조사단에 의해 구석기유적임이 확인되어  홍천

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책자에 소개된 바 있다(최복규･최승엽･이해용, 1996; 최복규･

최승엽, 1997). 이후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 겨울에 토지소유주에 의해 합답･개답

의 명목으로 2~3m 가량의 점토층이 절토되는 현상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국인

삼공사 수삼수매장부지로 선정되어 우여

곡절 끝에 일부지역에 하여 2006년 

5~7월까지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강원문

화재연구소, 2008b).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536번지 일원(동경 127°51′23″, 

북위 37°41′21″)으로 해발 140m 내외의 

중위단구면에 해당한다. 유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부분이 훼손된 상황에서 조

사되었으며, 층위를 살펴보면 위로부터 

표토층-암적갈색 점토층-황갈색 점토층

-암갈색 점토층-황갈색 점토층-사질점

토층-모래층-모래자갈층으로 나누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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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유물층은 암적갈색 점토층(1유물층), 암갈색 점토층(2유물층), 황갈색 점토층

(3유물층)에 3개의 유물층이 분포하고 있다. 황갈색 점토층에 한 OSL연 측정결과 

40,000±3,000B.P.의 연 값이 얻어졌다.

석기의 구성은 석기제작과정의 부산물인 몸돌, 격지, 돌조각이 거의 전부이며, 성형

석기는 주먹찌르개 1점, 찍개 1점 뿐이다. 유물층별로는 1유물층은 몸돌 2점, 격지 9점, 

돌조각 14점, 자갈돌 1점, 2유물층은 몸돌 1점, 격지 5점, 돌조각 6점, 3유물층은 찍개 

1점, 주먹찌르개 1점, 몸돌 1점, 격지 10점, 돌조각 7점의 구성양상을 보이고 있다.

(14) 홍천 하화계리 도

이 유적은 조선맥주공장 설립부지에 포함되어 1995년 9~11월까지 발굴조사되었다

(강원 학교, 1996).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40번지 일원(동

경 127°50′36″, 북위 37°41′32″)으로, 홍천강변에 발달한 해발 130m 내외의 저위단구

면에 해당하며 홍천강을 사이에 두고 하화계리 사둔지유적과 마주하고 있다.

하화계리 도둔유적 전경(강원대학교, 1996)

유적의 층위는 위로부터 표토층-옅은갈색 찰흙층-짙은갈색 찰흙층-모래질찰흙층-

고운모래층-모래자갈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옅은갈색 찰흙층에 유물층이 분포하

고 있다. 유물이 사둔지유적과 같은 옅은갈색 찰흙층에서 출토되고 있어 유적의 형성

시기는 후기구석기 최말기 혹은 중석기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출토유물은 모두 789점이며 성형석기는 114점으로 전체유물의 14.4% 가량을 차지하

고 있다. 한편 도구 중 94.7%는 긁개, 개 등의 소형석기이며 찍개, 주먹 패 등의 

형의 몸돌석기는 그 출토비율이 5.3%로 상 적으로 낮은 편이다. 소형석기는 긁개, 

개, 째개, 뚜르개, 자르개, 찌르개, 톱날 등으로 분류되었는데, 긁개 48점, 개 16점, 

째개 18점, 뚜르개 11점, 자르개 9점, 찌르개 4점, 톱날 2점의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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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기제작의 부산물인 격지의 속성을 살펴보면, 3㎝ 미만의 잔격지들이 어느 정도 규

격화되어 있으며 격지의 최 너비가 굽쪽에 치우쳐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격지의 등면

은 자연면이 남겨진 것이 거의 없으며 혹의 발달이 미약하여 배면의 형태가 편평한 것이 

부분이다. 이러한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유적 내의 격지들은 석기제작과정에서 떼어

졌다기보다는 의도적인 잔격지떼기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홍천 하화계리 돌 거리

이 유적 또한 육군본부에서 홍천군 관내 군부 시설 설치 편입부지에 하여 2003

년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강원문화재연구소, 2003a), 2005년 3~7월까지 

발굴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9b).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

화계리 360-3번지 일원(동경 127°51′13″, 북위 37°41′49″)으로 해발 127m 내외의 단

구지형에 해당한다. 유적의 북으로는 성동천과 부사원천이 합수하여 서쪽의 홍천강과 

합류하고 있다.

유적의 층위는 위로부터 지표(교란층)-농갈색 점토층(유물층)-연갈색 점토층-황갈색 

사질층-갈색 사질층-모래자갈층-기반암 풍화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모래

자갈층은 최소 3회에 걸쳐 하천이 향을 받아 퇴적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위로부터 

4번째 지층인 황갈색 사질층에 한 OSL연 측정결과 41.7±2.7B.P., 45.5±2.0B.P,의 

연 값이 얻어졌다. 구석기시  유물층은 토양쐐기구조가 발달한 2지층인 농갈색 점토

층으로 상단부는 지표경작으로 인하여 삭평되었다. 발굴조사시 총 562점의 유물이 수

습되었는데 발굴조사된 것이 458점, 지표수습유물이 104점이다.

하화계리 돌터거리유적 전경 및 접합유물 출토 모습(강원문화재연구소, 2009b)

 

유물의 출토양상은 유적의 전면에 고루 분포하는 양상이 아니라 몇 군데의 석기집

중구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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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백이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9b)

사용된 돌감은 석 암 528점, 규암제 18점, 흑요석 5점, 산성화산암 2점, 반암 1점

으로 석 암이 선호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흑요석제 석기는 좀돌날 몸돌 1점, 호형

긁개 2점, 격지 1점, 돌조각 1점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출토석기 중 성형석기는 주먹

패 2점, 찍개 2점, 손질된 자갈돌 1점, 긁개 7점, 개 2점, 찌르개 2점, 뚜르개 1

점, 홈날 6점, 톱니날 1점, 손질된 돌조각 4점이 있으며, 20여 건의 되붙는 사례도 

관찰되어 주변지역의 석기제작행위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다.

  

(16) 홍천 하화계리 

이 유적 또한 육군본부에서 홍천군 관내 군부 시설 설치 편입부지에 하여 2003

년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강원문화재연구소, 2003a), 2005년 7~10월까

지 발굴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9b).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46-1번지 일원(동경 127°50′

50″, 북위 37°42′18″)의 해발 169m 내외

의 단구지형에 해당한다.

층위는 위로부터 명갈색 점토층(지

표)-갈색 점토층-암적갈색 점토층-적

갈색 점토층-옅은갈색 사질층-적갈색 

사질층-황갈색 사질층-모래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지층인 암적갈색 점

토층(3문화층), 4지층인 적갈색 점토층

(2문화층), 6지층인 적갈색 사질층(1문화층)에 유물층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퇴적층에 한 광여기 루미네선스(OSL)연 측정이 이루어졌는데, 3지층인 암

적갈색 점토층이 B.P.34.0±1.2Kyrs과 B.P.35.9±5.0Kyrs의 연 값을 얻었으며, 4

지층인 적갈색 점토층 B.P.42.0±1.8Kyrs과 B.P.42.5±2.6Kyrs을, 5지층인 옅은갈

색 사질층이 B.P.62.0±3.2Kyrs, 6지층인 적갈색 사질층이 B.P.84.0±6.1Kyrs을, 7

지층인 황갈색 사질층이 측정불가의 값을 얻었다.

유물출토 수량은 위로부터 암적갈색 점토층 340점, 적갈색 점토층 139점, 적갈색 

사질층 492점으로 최하부의 유물층에서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되었으나 면적 비 유물

의 집도는 상부 유물층에 비하여 최하부 유물층이 체로 낮은 편이다.

한편 각 유물층별 돌감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6지층인 적갈색 사질층의 경우 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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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점, 석 암 115점, 산성화산암 4점, 기타 2점으로 규암과 석 암이 전체의 95%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4지층인 적갈색 점토층은 규암 110점, 석 암 29점으로 기타 암

질은 출토되지 않았다. 3지층인 암적갈색 점토층은 규암 239점, 석 암 89점, 산성화

산암 9점, 기타 돌감이 3점을 차지하고 있어 아래의 1･2문화층에 비하여 산성화산암

과 기타 돌감의 수량이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점은 특징적이다. 도구별 돌감은 

석 암보다 규암의 비율이 훨씬 선호되어 석기가 제작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2문화층에서 확인된 규암의 선호도와 체로 일치하고 있다.

문화층별 성형석기는 1문화층의 경우 주먹도끼 5점, 주먹찌르개 4점, 찍개 23점, 

주먹 패 10점, 여러면석기 12점, 찌르개 1점, 부릿날석기 3점, 홈날 5점, 개 1점, 

긁개 22점, 손질된 돌조각 5점의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2문화층은 주먹도끼 2점, 주

먹 패 9점, 여러면석기 2점, 단점찍개 4점, 긁개 7점, 홈날 1점에 불과하다.

하화계리 백이유적 1문화층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9b)

 

마지막으로 3문화층은 주먹도끼 6점, 주먹찌르개 4점, 찍개 11점, 주먹 패 9점, 여

러면석기 4점, 부리날석기 1점, 홈날 3점, 긁개 7점, 손질된 돌조각 3점 등이 있다. 

한편 되붙는 유물이 총 23세트 출토되었는데 1문화층 6세트, 2문화층 8세트, 3문화층 

9세트가 수습되어 유적 내의 석기제작행위를 일부나마 유추하여 볼 수 있다.

백이유적의 출토 석기구성은 주먹도끼와 주먹찌르개 등의 양면가공석기가 모든 문

화층에서 연이어 출토되고 있으며 각 문화층에서는 중 형의 몸돌석기 위주의 석기구

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하부 문화층에서 상부 문화층으로 이어지는 석기구성의 특징

은 몸돌이나 격지 등이 그 크기나 무게에서 체적으로 가벼워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는 것이며 석기제작기법상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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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백이유적 1문화층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9b)

(17) 홍천 모곡리

이 유적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춘천시 남면 발산리까지 추진된 도로확포

장공사구간내에 포함되어 2007년 표본조사가 이루어졌으며(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2008년 6~10월까지 발굴조사되었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477-4번지 일원(동경 127°35′53″, 북위 

37°40′35″)의 해발 76m 내외의 하안단구지형으로 동편으로는 홍천강이 북에서 남으

로 곡류하고 있으며 이 사이에는 충적 지가 발달하여 있다.

모곡리유적 출토 유물 일괄(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층위는 위로부터 경작교란층-황갈색 점토층-암갈색 점토층-황색 사질토층-황갈색 

점토층-암갈색 점토층-황색 모래자갈층-황색 사질점토층-모래자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쐐기구조는 3･4･6지층에서 3차례 관찰되고 있다. 유물층은 모두 4개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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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지층에서 확인되었다. 절 연 측정결과 암갈색 점토층이 52,000±3,000B.P.와 

57,000±3,000B.P., 황갈색 사질토층이 56,000±3,000B.P.와 59,000±3,000B.P., 

암갈색 점토층이 56,000±4,000B.P., 황색 사질점토층이 68,000±6,000B.P.의 연

값을 얻었다.

출토유물은 4개의 유물층에서 150여 점이 출토되어, 유적의 성격을 유추하기는 다

소 어려움이 있으나, 체적으로 1~2유물층은 소형의 몸돌 및 격지 등과 더불어 소량

의 개 및 뚜르개 등의 소형석기군을 이루고 있다. 한편, 2유물층에서 흑요석 격지

도 1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3~4유물층은 상부 유물층과는 조적으로 비교적 찍개, 

여러면석기 등 몸돌석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지 사  

(1) 양  상 룡리 호

서호유적은 현재의 행정구역상 양구읍 상무룡1리에 편입되어 있으나 수몰 이전에는 

서호리라는 별도의 행정구역이 있었다. 양구읍에서 흘러오는 서천과 금강산에서 내려

오는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8°05′12″, 북위 38°07′46″에 

해당한다. 1988년 파로호 퇴수지역에 한 지표조사로 알려진 유적으로 문화층은 확

인하지 못하 으나 찍개 7점, 찌르개 2점, 긁개 5점, 개 3점, 자르개 1점, 주먹 패 

3점과 덜된 연모 5점, 격지 7점이 수습되어 보고되었다(강원 학교 박물관, 1989; 강

원 학교, 1997).

(2) 양  해안  현리

유적이 자리하는 곳은 행정구역상 양구군 해안면 현2리에 해당하며 해안초등학교 

뒤편의 저위평탄면에 구석기유물이 출토될 가능성이 높은 고토양층이 분포하고 있고, 

구시장교 건너편의 강가 둔덕 일 에서 몸돌 1점, 찍개 2점, 찌르개 3점, 격지 1점이 

수습되어 보고된 바 있어 유적의 분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판단된다(강원 학

교, 1997).

(3) 화천 모

모일유적 또한 1988년 파로호 퇴수지역에 한 지표조사로 알려졌다. 행정구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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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읍 동촌1리에 해당하며 동경 127°52′21″, 북위 38°06′09″에 해당한다. 유적은 북

한강과 서천이 합수하여 내려가는 서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강안에서 찍개 1점, 긁개 1점, 격지 1점이 수습된 바 있다(강원 학교 박물관, 

1989; 1997).

(4) 화천 산곡

산곡유적 또한 1988년 파로호 퇴수지역에 한 지표조사로 알려졌다. 행정구역상 

강원도 화천읍 동촌1리에 해당하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51′54″, 북위 38°06′27″

일원에 해당한다.

유적은 정남향으로 북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며 강 언덕에서 찍개 2점, 찌르개 1점, 

개 1점, 긁개 2점, 몸돌 1점, 주먹 패 3점과 덜된 연모 5점, 격지7점이 수습된 바 

있다(강원 학교 박물관, 1989; 1996).

(5) 화천 동

동촌유적은 수몰되기 전에는 입동이란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건천리 입구에 위치하

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49′38″, 북위 38°06′54″에 해당한다. 유적에서는 석 제 

찍개 1점, 찌르개 2점, 몸돌 1점, 격지 3점이 수습된 바 있다(강원 학교 박물관, 

1989; 1996).

(6) 화천 다람

다람쥐섬유적은 행정구역상 화천읍 동촌리 1647번지(동경 127°49′04″, 북위 38°06′

23″)일원에 해당한다. 유적은 간동면 구만리 배터에서 파로호의 상류 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천댐 건설 이전에는 화천읍 동촌리에 속해 있는 두

류봉에 연이은 완만한 구릉이었으나 댐건설과 함께 동서방향으로 긴 타원형의 섬이 

되었다. 강원 학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찍개 2점과 주먹 패, 긁개가 각각 1점

씩 수습된 바 있으며, 현재 계속된 수위변동에 따라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강원 학교 

박물관, 1996).

(7) 화천 뫼

반구뫼유적은 파로호의 남쪽으로 북한강 입구와 마주 보고 있는 지역으로 수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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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방개마을이라 하여 배를 정박시키기도 했던 방현포라고도 하 던 곳이다. 행

정구역상 화천군 간동면 방천2리(동경 127°52′58″, 북위 38°06′56″)에 해당한다. 1988

년 파로호 퇴수지역에 한 지표조사로 알려진 유적으로 찍개 1점, 찌르개 2점, 긁개 

2점, 주먹 패 1점, 뚜르개 1점, 돌망치 4점, 몸돌 2점, 격지 3점, 덜된 연모 1점 등 

총 17점의 유물이 수습된 바 있다(강원 학교 박물관, 1989; 1996).

(8) 화천 병 골

병풍골유적은 화천군 간동면 방천1리에 해당하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51′01″, 

북위 38°05′25″일원에 해당한다. 유적은 1988년 파로호 퇴수지역에 한 지표조사에서 

긁개 1점과 덜된 연모 1점이 수습되면서 알려졌다(강원 학교 박물관, 1989; 1996).

(9) 화천 신내

신내유적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1리에 해당하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49′43″, 북위 38°05′59″일원에 해당한다. 이 유적 또한 1988년 파로호 퇴수

지역에 한 지표조사에서 서쪽을 향하고 있는 강안에서 석 제 찍개와 찌르개 등 12

점의 유물이 수습되면서 알려졌다(강원 학교 박물관, 1989; 1996).

(10) 천 월송리

월송리유적은 춘천시 서면 월송1리의 구릉 위에 위치하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42′18″, 북위 37°56′02″에 해당한다. 월송리 마을회관 뒤편 100m 떨어진 저구릉

지 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수습 석기의 수량은 희소한 편이나 2008년 조사된 

인근 서상리유적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차후 학술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유적의 성

격이 밝혀질 것으로 기 되는 유적이다(한림 학교 박물관, 1997).

(11) 홍천 암리

서석면 풍암리에서는 2개 지점에서 구석기유적이 조사보고되어 있다. 이중 1지점은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926번지 일원(동경 128°11′17″, 북위 37°42′24″)에 해당

하며, 2003년 홍천군 서석면 국도 56호선의 서석우회도로 건설공사구간에 한 문화

재 지표조사에서 주먹 패, 긁개, 몸돌, 덜된 연모 등의 석기가 내촌천 하안단구 상면

에서 수습되면서 알려졌다(강원고고학연구소, 2003). 이 일 는 비교적 저위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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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며 현재 논으로 경작되어 부분적으로 삭평된 상태이다.

2지점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5번지 일원(동경 128°11′13″, 북

위 37°42′43″)으로 서석 면소재지인 풍암리 시가지 뒤편에 형성되어 있는 해발 336m 

내외의 단구지형에 해당한다. 유적의 중심부에는 강원도 기념물 25호로 지정된 ‘풍암리 

동학농민군 전적지(동학혁명군 위령탑)’가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의 일부는 서석교회가 

들어서면서 이미 절개된 상태이다. 이곳에서는 석 맥암제 소형찍개 1점, 긁개 2점, 소

형몸돌 1점, 소형몸돌 1점, 격지 3점이 수습된 바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12) 홍천 천리 새말

노천리 새말유적은 홍천군 동면 2207번지 일원(동경 128°00′42″, 북위 37°10′11″)으로 

홍천 시내에서 444번 지방도를 따라 내면으로 가는 길에 406번 지방도가 분기되는 지

점에 넓은 단구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석 , 응회암, 안산암 계통의 소형격지

들과 몸돌이 수습되었으며, 현재는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국립춘천박물관, 2004).

(13) 홍천 철 리

철정리유적은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03번지 일원(동경 127°59′53″, 북위 37°48′0

2″)으로 홍천강과 내촌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아오라지라 불린다. 내촌천 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구릉일 에서 망치돌, 몸돌, 격지 등이 채집되어 알려졌으며, 현재 유적

의 인근으로 국군철정병원이 들어서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14) 홍천 운리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에서는 2개 지점에서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1지점은 강원도 

홍천군 굴운리 산9번지 일원(동경 127°57′10″, 북위 37°44′07″)으로 홍천강 하상보다 

40m 가량 높은 고위면에 해당된다. 서북방향으로 길게 타원형을 이루며 홍천강쪽으

로 가까운 밭에서 몸돌 1점이 수습되었다.

2지점은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산21-6번지 일원으로 침식계곡면을 사이에 두고 1

지점의 북편에 위치하고 있다. 1지점과 동일하게 홍천강 하상보다 40m 가량 높은 고

위면에 해당되며 격지 1점, 홈날 1점이 수습되었다.

유적은 동일한 단구지형으로 보이며 부분적인 침식으로 인하여 현재의 침식계곡면

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인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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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홍천 동리

와동리유적은 행정구역상 홍천읍 와동리 산2번지 일원(동경 127°56′22″, 북위 

37°43′34″)으로 홍천읍내에서 홍천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연봉리, 갈마곡리 쪽에서 인

제 신남 방향으로 이어지는 국도 44호선을 타고 가다보면 우측으로는 홍천 만남의 광

장이, 좌측으로는 현 오일뱅크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앞쪽으로 보이는 둔덕일 에서 소형 석 제 몸돌과 잔격지, 잔 조각돌 등 

석기제작과정의 부산물이 10여 점 수습되어 알려졌다. 현재 국도 44호선이 유적의 중

심부를 관통하여 개설되어 있으며, 도로의 양측으로 훼손되지 않은 넓은 단구지형이 

남아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16) 홍천 하화계리 가들

가들기유적은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10번지 일원(동경 127°51′58″, 북위 37°41′

01″)으로 홍천읍에서 5번 국도를 따라 춘천방향으로 2km 정도 진행하다 11사단 사령

부에 못미처 가스충전소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좌측으로 난 도로를 따라 700~800m 

가량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눈앞에 높게 보이는 길쭉한 타원형구릉이 유적에 해

당한다(강원고고학연구소, 1997). 이곳의 해발은 140~150m 정도로 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쪽 끝자락에 발굴조사된 작은솔밭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16일 유치원 신축을 위한 하화계리 64-3･64-7･64-8･73･74번지 

터파기 입회과정에서 여러면석기 1점이 제 층위에서 출토된바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17) 홍천 하화계리 830 지  

이 유적은 하화계리 작은솔밭 아래로서 저위단구면이 연속되며 경지정리된 논들이 

거의 굴곡 없이 평면을 이루고 있다. 이 중 114-3번지에서 830번지에 이르는 구간에

서 석 제 뗀석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북서쪽 800m 지점에는 중앙고속도로 건설구간

내에 포함되어 조사된 사둔지유적이 위치하고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18) 홍천 하화계리 708 지  

국립춘천박물관 조사에서 ‘능평리 다리구석 구석기유적’으로 소개된 지역으로(국립

춘천박물관, 2004) 행정구역상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708번지(동경 127°50′33″,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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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8°42′24″)일원이다. 능평리 소매곡교의 북동편 소규모 구릉상에서 뗀석기가 수습

되었다.

(19) 홍천 화계리

중화계리유적은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159번지 일원으로 하화계리유적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물은 2개 지점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제1지점은 한

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의 서북쪽 구릉지의 밭 경작지(동경 127°51′51″, 북위 

37°41′59″)일원에서 석 제 찍개 1점, 몸돌 1점, 격지 2점이 채집되었다.

제2지점은 중화계리 마을회관에서 강원인력개발원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절개면에 

생긴 단면의 위쪽 밭 비닐하우스(동경 127°52′08″, 북위 37°42′03″)일원으로 석 제 

긁개 1점과 홈날 1점이 채집되었다. 위의 유적은 유물 수습지점의 차이만 있을 뿐 강

원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길게 연결되는 동일한 단구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20) 홍천 상화계리

상화계리에 2개 지점의 유적이 보고되어 있다. 이 유적은 소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

로 마주하고 있으나 사실상 같은 단구면상에 분포하고 있다. 1지점은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152-3번지(동경 127°51′14″, 북위 37°42′22″)일원으로 상화계4길 방두성씨 

 옆의 밭과 그 주변에 해당한다. 둔덕의 사면에서는 강자갈돌 더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고하천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단구면임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몸돌 및 격

지, 긁개 찌르개 등의 석기가 수습되고 있으며, 유적의 서쪽으로는 부사원천이 흐르고 

있다.

2지점은 북방면사무소 뒤편의 넓은 단구면 일 로 북방면사무소에서 상화계3길을 

따라 들어가 성우빌라와 상화계리 경로당이 있는 곳 일  경작지와 상화계2길을 따라 

들어가서 북방면사무소 뒤편의 농협창고 주변일 의 경작지에서 몸돌, 긁개, 찌르개 

등의 석기가 채집되었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성동천이, 서쪽으로는 부사원천이 흐르고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21) 홍천 지리

굴지리유적은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192번지(동경 127°47′58″, 북위 37°42′16″)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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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굴지천과 홍천강이 합수되는 지점에 형성된 하안단구 지형에 해당한다. 유적은 

홍천강 하상비고 20m의 하안단구면을 이루고 있으며, 천주교 공소(효자성당 굴지리공

소)가 위치한 단구의 남서편에서 석 과 응회암 등으로 만든 찍개, 몸돌, 격지 등이 

수습되면서 알려졌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22) 홍천 남 리

남노일리유적은 행정구역상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로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46′2

3″, 북위 37°40′08″일원에 해당한다. 양덕원에서 양덕원천을 따라 들어가서 남노일 

교를 지나면 홍천강과 어룡강에 의해 산간 계곡을 따라 형성된 단구의 남동쪽 지점에

서 석 제 형 사냥돌과 찍개, 몸돌 등이 수습되면서 알려졌으며,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어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국립춘천박물관, 2004).

(23) 천 통곡리

통곡리유적은 행정구역상 춘천시 남산면 통곡리 465번지 일원(동경 127°38′41″, 북

위 37°40′45″)으로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 중 

여러면석기 1점과 격지조각을 수습하며 알려졌다. 유적은 팔봉산에서 홍천강을 따라 

하류로 가면 반곡교가 위치하는데 이로부터 약 6km 정도 내려가면 해발 110m 내외

의 단구지형에 해당한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3b). 유적의 남쪽으로는 홍천강이 U자

형으로 크게 회절하여 북으로 흐르고 있다.

(24) 천 한 리

한덕리유적은 행정구역상 춘천시 남면 한덕리 산59-6번지(동경 127°36′47″, 북위 

37°40′33″)일원으로 홍천 서면 모곡의 강건너편 구릉에 위치한다. 이 일 는 홍천강이 

사행하여 북한강에 합류하기 전에 U자형으로 크게 회절하는 북쪽에 해당한다. 유적은 

발견당시 공사로 인하여 부분 절토되어 있었으며 찍개 등의 유물이 한림 학교 박

물관에 의하여 수습되었다(한림 학교 박물관, 1997).

해용( 맥 재연 원 사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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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강 역

남한강은 우리나라의 중부지역을 관류하는 한강의 큰 지류로서 강원도 오 산과 태백산

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정선군 북면 나전리 부근에서 조양강과 송천을 합류, 

정선을 지나 월읍 남쪽에 이른다. 여기에서 동남류하는 평창강을 합류하고 충청북도 단

양에 이르러서는 북서류하여 충주시 부근에서 북류하는 달천을 합류한 뒤 차령산맥을 끊

고 북서류하여 경기도 여주를 지나 양평군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이 된다.

북한강이 강줄기가 곧고 물흐름이 빠른 반면, 남한강은 강줄기가 많이 휘어 강굽이

(meander)가 발달되어 있으며 물흐름이 느리고 강너비가 넓으며 강안의 유역면적이 

넓게 발달되어 있다. 또한 지류가 매우 잘 발달한 지형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두물머

리[합수] 지점이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주요 지류는 평창강, 동강, 섬강, 주천

강, 조양강, 달천 등이다.

남한강 상류 지점인 강원도 월과 충청북도 제천, 단양군 등의 지역에는 석회암층

이 크게 분포하고 있다. 이곳에 분포하고 있는 석회암층은 조선계(朝鮮系)의 석회암층

으로서 동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는 상원계(祥原系) 석회암층과 함께 한반도에서 

표적으로 발달한 석회암층이다. 따라서 남한강 상류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석회암 동굴과 석회암 바위그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한강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를 지난다. 

충청북도에서는 단양･제천･충주･괴산･음성 등이 남한강유역에 해당되고, 경기도에서

는 양평･여주･이천･장호원 등이 남한강유역에 속한다. 강원도에서는 정선･ 월･평창･

횡성･원주가 남한강 유역에 속한다.

인류는 선사시  이래로 크고 작은 강변 또는 강을 가까이 두고 있는 지역에서 살

면서 문화를 창출하고 인류사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사실을 크고 작은 하천 유역에

서 발견되는 유적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남한강유역에서도 선사시 부터 역사시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남한강유역은 석회암지 에 발달된 

동굴유적과 큰 강을 중심으로 한 한데유적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남한강유역의 구석기유적 조사는 1957년 11월 당시 고려 학교 박물관장이던 김정

학 교수와 미국 펜실베니아 학교의 C. S. Coon 교수가 조사한 단양 뒤뜰굴 지표조

사를 처음으로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비록 1차로 끝이 났고 구체적인 학술조사가 뒤

따르지 못했으나 남한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구석기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원 환 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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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유역 구석기유적 분포도(최승엽, 2010)

이후 1970년  초 구제발굴로 실시된 팔당댐수몰지구 발굴조사는 남한강 유역에서 이

루어진 규모 고고학적 연합조사의 시작이었고, 이는 뒤에 충주댐 조사로 연결되어 제

천 창내유적(1982･1983년, 청주사범 학[현 서원 학교]과 단양 수양개유적(1983~1985

년, 충북 학교 박물관), 제천 명오리 큰길가유적(1983~19984년, 건국 학교 조사단)과 

같은 구석기유적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연세 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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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점말동굴조사(1973~1980년)는 남한강 유역에 한 본격적인 구석기 동굴유적 발굴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후 구석기 동굴유적 발굴조사는 단양 상

시바위그늘(1981년, 연세 학교 박물관)･금굴(1983~1985년, 연세 학교 박물관)･구낭

굴(1986･1988･1998년, 충북 학교 박물관)조사 등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

강원도에서 남한강 유역에 속하는 지역은 정선, 월, 평창, 횡성, 원주이다. 이들 

지역은 강원도에서는 서권에 해당하는데, 동권의 구석기유적들이 주로 해안단구 

상면에 소규모 하천을 끼고 형성된 반면 서권의 구석기유적들은 주요 하천의 하안

단구 위에서 발견된다(김상태, 2004).

1982년 4월에 횡성 현천리유적(최복규･최승엽･차재동･이은희, 1999)이 발견되고, 

1980년  말 단국 학교 중앙박물관 조사단이 월지역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후탄

리 뒷들유적과 옹정리 사정동유적을 학계에 보고하면서(한창균･장명수･신숙정, 1989) 

강원지역의 남한강유역에 한 본격적인 구석기유적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

 중반에는 강원도 각 지역들에 한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월과 

평창, 횡성, 원주에서도 다수의 유적들이 새로이 발견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강원도의 시군들에서 시행하는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성 작업을 위한 지표조사를 통해

서도 새로운 유적들이 보고되었다. 그 외에 연세 학교 박물관에서 2004년에 월 연

당리와 2007~2008년에 평창 기화리의 석회암동굴에 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구석

기유적의 존재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2010년 2월 기준) 강원도에서 남한강 유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확인된 구석기유적의 수는 44곳에 이른다(시･발굴조사 

7곳, 지표조사 37곳). 확인된 유적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  

 (1) 평창 화리 

기화리 쌍굴유적은 2007~2008년에 연세 학교 박물관에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한 

구석기시  동굴유적으로서 미탄면 기화리 산1번지 남쪽사면 바위절벽에 위치한다. 

해발 500m 이상의 높고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이 발달해 있으며 계곡 사이에

는 미탄면 소재지 방향에서 시작한 창리천이 남동 방향으로 흐른다. 쌍굴은 위쪽의 

하늘굴과 아래의 땅굴로 나뉜다.

하늘굴은 동굴입구의 크기가 너비 7m, 높이 5m의 아치형이고 길이는 약 70m이다. 동

굴 바닥의 기울기는 10도 정도로 완만하며 안으로 들어가면서 높아진다. 땅굴은 동굴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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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리 쌍굴유적 전경(연세대학교 박물관, 2008)

의 크기가 너비 16m, 높이 

5m이고 바닥의 기울기는 35

도 정도로 동쪽으로 매우 급

하게 떨어진다. 두 굴은 하

늘굴 15m지점에서 이어진다. 

조사는 동굴 바닥이 편평하

고 기울기가 완만한 하늘굴

을 상으로 실시하 다.

유적의 층위는 크게 석회마루층, 명갈색 토양층, 암갈색 토양포함 낙반석층, 적갈색 

토양포함 낙반석층, 갈색 토양포함 낙반석고결층, 적갈색 토양층, 암갈색 토양층으로 

나뉘며 퇴적 두께는 약 150㎝이다. 석기는 암갈색 토양포함 낙반석층에서 긁개 1점, 

갈색 토양포함 낙반석고결층 아래에서 다량의 반입석재와 자갈의 가장자리를 간단하

게 쳐서 조잡하게 날을 만든 석기들, 암갈색 토양층에서 찍개와 석 제 몸돌 격지를 

비롯하여 동굴 바깥에서 들여온 석재 등이 조사되었다. 동물뼈는 소량 수습되었다.

기화리 쌍굴유적 출토 석기 및 동물뼈(연세대학교 박물관, 2008)

기화리 쌍굴유적은 평창 일 에 분포해 있는 동굴 가운데 처음으로 고고학 발굴조

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다. 조사결과 3개의 지층에서 석기와 동물뼈화석이 출토되었다. 

이들 뼈유물에 한 정 한 분석이 진행되면 유물의 퇴적시기와 당시의 기후 및 동물

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와 외래암질의 확인은 인

류가 쌍굴을 생활공간으로 이용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특히 3개의 층

에서 석기가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 인류가 동굴을 거쳐갔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몸돌과 격지가 같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동굴 내에서 석기가 만

들어져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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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옥리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면 구석기시  자연환경 복원과 함께 석기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

로 기 된다(박 철, 2008).

(2) 월 삼 리

월 삼옥리유적은 월읍 삼

옥리 73번지 일원의 ‘ 월 동강

리조트조성사업부지내유적’ 발굴

조사 과정에서 그 존재가 확인

되었다. 발굴조사결과 선사~역

사시 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유

구 및 매장유구가 카르스트지형 

내 평탄지와 계곡부에서 조사되

었다. Ⅰ지구의 경우는 삼옥1리

유적(노혁진･최종모･심재연, 

1995)과 맞닿아있어 구석기시  유적분포 예상 지역이었다.

구석기시  유구는 모두 10개 지점(Ⅰ지구의 돌리네 7지점, Ⅱ지구의 자연수로 내

부, Ⅲ지구의 바위그늘2호와 남서쪽 경사면)에서 발견되었다. 돌리네는 해발고도별로 

3개 높이(저위-적갈색 점토층과 황갈색 점토층에서 212점 출토, 중위-적갈색 점토층

과 황갈색 점토층에서 9점 출토, 고위-강자갈돌이 포함된 적갈색 사질층에서 24점 

출토)로 구분된다. 자연수로 내에서 석기가 발견되는 것은 이곳이 석기제작장이라기 

보다는 경사면의 중력이나 유수에 의한 후퇴적 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Ⅲ지구

의 바위그늘2호에서는 고하상층의 원마도가 뛰어난 잔자갈과 큰 자갈이 섞인 고동색 

사질자갈층에서 석기가 출토되며 북쪽에 치우쳐 한정된 범위에서만 석기가 발견된다. 

Ⅲ지구 남서쪽 경사면에서는 적갈색 사질+쇄석층 및 황갈색 니사질층에서 석기가 주

로 출토된다. 몸돌석기와 여러면석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어른 손바닥만 한 

규암제 강자갈을 마주방향으로 떼어내 좌우 칭 형태로 만든 양면석기가 있어 주목

된다.

출토된 석기는 모두 540여 점으로 이 가운데 돌리네에서 출토된 것이 245점, 자연

수로 내부에서 발굴된 것이 92점, 바위그늘2호에서 7점, Ⅲ지구 남서쪽 경사면에서 

출토된 것이 94점이고 나머지는 지표에서 수습된 것이다. Ⅰ･Ⅱ지구의 돌리네 내부에

서도 유물이 출토되고, Ⅱ지구 구릉의 정상부인 자연수로 내부에서도 유물이 출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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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미루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이 구석기시 인의 주요 활동무 음을 짐작할 수 

있다(김선주･조성호･차미애･복민 ･박해 , 2009).

삼옥리유적 출토 석기(몸돌석기류 및 저위 돌리네 출토 석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특히 국내의 카르스트지형이 발달한 지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어 향후 면 한 지형 

분석이나 유물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그 성과가 기 된다. 출토된 구석기시  유물은 

부분 규암이나 석 암의 자갈돌 석기이고 여러면석기와 찍개, 몸돌 위주의 양상으

로 남한강 최상류의 구석기시  문화양상이나 구석기인의 유적점거 양상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일례가 될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석회암지  내의 퇴적물인 

목탄이나 기타 식물유체 등의 유기물 잔존이 양호하여 구석기시  유물포함층의 토양

이나 목탄 시료를 이용하여 절 연 를 측정한다면 퇴적된 층위의 절 연 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돌리네 및 우발레의 생성과정이나 퇴적양상, 그리고 동굴의 

생성과정까지도 연계되는 자연과학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고환경 해석 및 복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3) 월 연당리 피난 ( )

연당 피난굴(일명 쌍굴)유적은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연세 학교 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유적으로 강원도 월군 남면 연당2리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두 

개의 아담한 수평굴이 나란히 정남향으로 열려있다. 굴 왼편에는 남한강 상류인 평창

강(서강)이 굽이쳐 흐르며 앞에는 가까이 연당천이 동쪽으로 가로질러 흐른다. 하안단

구가 곳곳에 발달한 유적 근처에서는(반경 1.5㎞ 이내) 피난굴유적 왼편의 연당1리에

서 1곳, 아래편과 오른편의 연당2리에서 2곳, 맞은편의 연당4리에서 2곳, 북쪽의 북

쌍리 아랫들골에서 1곳을 합하여 모두 6지점에서 구석기시  뗀석기를 수습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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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당리 피난굴(쌍굴)유적 전경(연세대학교 박물관, 2004)

청동기시  유물도 한곳에서 수

습하여 이 일 에 선사시  유적

이 널리 분포함을 확인하 다(최

삼용, 2004).

연당 피난굴(쌍굴)의 큰굴은 길

이 20m, 최  너비 4m에 이르

며, 작은굴은 길이 5.5m, 너비 

2.8m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석기시 부터 청동기시  및 

고려시 에 이르는 문화층 및 유

구를 간직하고 있는 매우 재미있는 동굴유적이다.

큰굴(1굴)은 8개의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석기시 에서 청동기시 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구석기시  유물은 주로 석회마루 아래 6층과 7층에서 출토되었

으며 석기와 고동물화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숯도 발견되었다. 석기는 석 과 고운 

암질로 만든 긁개, 이중긁개, 콧등 개, 가로날석기, 격지 등이 출토되었다. 고동물화

석은 코뿔이, 하이에나, 원숭이, 곰, 사슴, 소 등이 있다.

작은굴(2굴)에서는 신석기시  문화층과 청동기시  무덤 및 구석기시  지층이 드러

났다. 황적색의 찰흙과 크고 작은 낙반석으로 이루어진 구석기시 층에서는 코뿔이, 하

이에나, 곰, 소, 사슴 같은 짐승뼈와 깨진 자갈돌이 나왔다(연세 학교 박물관, 2004).

연당리 피난굴(쌍굴)유적 출토 긁개 및 동굴하이에나 아래턱(연세대학교 박물관, 2004)

 

(4) 월 리 날골

 이 유적은 한림 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한 1995년과 1999년의 지표조사에서 몇 

점의 석기가 채집됨으로써 알려졌다(노혁진･최종모･심재연, 1995). 이러한 방절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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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리유적 전경(강원고고학연구소, 1999)

흥리 일 에서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한림 학교 박물관은 1999

년 2월 이 구간에 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찍개를 채집하게 되었고, 이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국도38호선 도로공사 구간에 한 시굴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지역은 월군 월읍 방절리 749-5외 155필지로서 시굴조사 상지는 크게 세 

지점(날골 지점, 월인터체인지 설치구간, 흥12리 지점)으로 나뉘며 이 가운데 구석

기는 날골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이 지점은 월 시내에서 청룡포를 지나 선돌 쪽으로 

약 5㎞ 정도 지나는 날골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다. 서강변에서 동쪽으로 약 200m 가

량 떨어진 단구면의 아랫부분이며 시굴조사 전에는 밭으로 사용되어 고구마를 경작하

고 있었다. 단구면은 하위단구와 상위단구가 존재하며 시굴지점은 윗단구에 해당한다. 

길이 약 200m, 폭 약 50m 정도의 경사가 비교적 급한 구릉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날골마을에 가까운 곳의 소나무숲에 시굴지점보다 낮은 단구면이 하나 더 있다.

유적의 층위는 7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부식토 및 표토경작층-적색 사면붕적토층

-갈색 실트층-황갈색 모래층-갈색 실트층-적색 사면붕적토층-황색 모래층). 유물은 

하천운동과 배후산지로부터 소하천의 침식, 그리고 경작 등으로 노출된 상태 으며 

시굴된 것보다 지표에서 수습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굴 도중 나온 석기들도 모

두 표토제거작업시 출토된 것이라 원래의 위치는 아니다. 출토 혹은 채집된 유물은 

거의 모두 규암제 자갈돌을 소재로 하 으며 전체적으로 아주 조악한 제작기술을 보

여주고 있다. 부분의 경우 강한 직접타격이 주된 박리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날골에서 출토된 박편을 보면 양극기법(bipolar)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한림 학교 박물관, 2001).

(5) 횡  현천리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구석기유적은 강

원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구석기유적으

로서 1982년 4월 정연우 선생에 의해 발

견･신고되었고, 1995년도에 간행된  횡성

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을 통해서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최복규･최승엽･김상

태･이해용, 1995).

유적은 남한강 상류인 주천강유역에 위

치하고 있다. 1999년 6월에 지방도 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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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현천교접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유적의 부분이 절토되어 깎여나간 사실이 뒤

늦게 확인되었다. 전봇 를 지지하기 위해서 구릉 말단부의 지극히 일부분이 남겨져 

있었는데 남겨진 지층의 단면을 조사한 결과 최상부층에 갈색 찰흙층(문화층)이 얇게 

남아 있어 남겨진 지역(약 1~2㎡)에 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최복규･최승엽･차재

동･이은희, 1999).

현천리 구석기유적에 한 조사는 이미 상당부분 훼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긴급 

구제발굴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는 바, 현천리 구석기유적은 기존에 알려진 석기 몇 점

과 시굴조사에서 확인한 단구퇴적층, 그 상부의 찰흙층(문화층)에 한 층위조사를 통

해 얻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규모의 단구면 말단부에 쌓

인 좁은 면적의 찰흙층에서 상당히 발달된 제작수법을 보여주는 석기가 소량 발견되

었다는 사실은 당시 주천강변에 뛰어난 석기제작수법을 가진 고인류집단이 머물 음

을 추정케 하므로 앞으로 주천강변의 다른 지역에서도 고인류의 생활흔적이 새로이 

발견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최복규･최승엽･차재동･이은희, 1999).

현천리유적 출토 석기[도면과 사진](강원고고학연구소, 1999)

(6) 횡  동리

횡성군 갑천면 부동리유적은 강원 학교 횡성댐 수몰지역 문화재지표조사단이 발견

한 곳이다(최복규･최승엽･이해용, 1994). 유적의 북쪽으로는 섬강으로 유입되는 하천

인 계천(桂川)이 동서방향으로 흘러가고 남쪽은 산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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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리유적 전경(강원고고학연구소, 1998)

현재의 강바닥보다 약 20m 정도 높

은 지점에 발달한 하안단구상에 유적

이 자리하고 있다. 발견 당시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으며 단구지형임을 알려

주는 강자갈들이 군데군데 드러난 곳

도 있었다. 

강원  조사단은 이 지역에서 주먹

도끼 1점, 찍개 2점, 긁개 2점, 사냥돌 

2점, 찌르개 1점, 패 1점, 망치 1점, 

격지 5점, 조각돌 1점 등 16점의 석기

를 채집하 다. 조사단은 이 지점을 ‘부동리(Ⅰ)’지점이라고 이름붙이고, 이곳에서 동

쪽으로 약 400~500m 떨어진 곳에서도 찍개 2점, 긁개 1점, 격지 1점이 채집되어 ‘부

동리(Ⅱ)’지점이라고 이름붙 다(최복규･최승엽･김상태･이해용, 1995).

부동리유적 출토 찍개와 팔매돌(강원고고학연구소, 1998)

  

‘부동리(Ⅱ)’지점은 1997년에 강원 학교 조사단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

적의 형성시기는 단구가 형성된 시기보다 좀 늦은 중기구석기시  전반기에 해당된다. 

자갈층 상부의 사면붕적층에 나타나는 토양쐐기구조는 마지막 빙하기(뷔름) 동안의 흔

적으로 여겨지는 바, 유적의 연 도 7만 5천 년 전보다 앞서는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부동리유적은 뗀석기들이 제3단구면 자갈층과 그 윗면의 사면붕적층이 접하는 지층

부터 출토된다는 점에서 북한강 상류에서 발견된 양구 상무룡리유적의 아래문화층의 

지층구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구층의 해발높이와 자갈돌들의 풍화진행정도 또

한 비슷한 것으로 관찰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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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지리유적 조사모습(서→동)(한림대학교 박물관, 2007)

부동리유적의 문화층에서는 모두 34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잘 만들어진 석기는 

10여 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석기제작과정의 부산물인 부정형 석재류이다. 이는 유

적의 중심지역이 뒷시기로 오면서 농경으로 인해 깎여나갔거나 지층 붕괴작용 등으로 

유실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부동리유적은 양구 상무룡리Ⅰ유적의 아래문화층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강을 따라서 이동생활을 하 음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앞으로 중

기구석기시  초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내륙의 강변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예

고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최복규･최승엽, 1998).

(7) 원주 매지리

매지리유적은 원주시 흥업면 매지

리 1217번지 일 로서 한림 학교 박

물관에서 2007년 4~5월, 6~7월 2차

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곳이다

(한림 학교 박물관, 2007). 발굴 지

역에서는 도기가마 1기와 가마관련 

폐기물 퇴적유구를 비롯하여 건물지 

1기 등의 유구와 구석기시 의 유물

이 발견되었다. 원주지역에서는 섬강

유역과 남한강유역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뗀석기를 확인한 예가 있었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매지리 유적이 처음이다.

구석기유적 발굴조사지역은 동쪽의 산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방향으로 경사

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볼 때 유적의 전체적인 층위구조

는 자갈층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층(표토교란층-풍화암편이 섞인 점성의 황색 사질

토층-석 맥암과 풍화암편이 섞인 적갈색 사질층,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지만 쐐기의 

상부가 잘 보이지 않음-풍화암편이 섞인 적색 사질점토층, 토양쐐기가 매우 잘 발달

되어 있음-풍화암편을 포함하는 갈색 사질점토층-적황색 모래층-풍화자갈과 굵은 모

래를 포함하는 담회청색의 하상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석기유물

포함층은 3지층과 4지층의 경계면에서 확인되었으며 유물의 분포범위는 4지층이 비교

적 두텁게 남아있는 B1구덩과 인접한 곳에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구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E2구덩의 북동쪽에서는 토양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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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지리유적 B1구덩 동벽 쐐기모습(서→동)
(한림대학교 박물관, 2007)

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아래로 담회청

색의 유기물 포함층이 드러난다.

전체 조사면적에 비해 석기의 출토 

빈도는 낮은 편이지만 확인된 유물들이 

잔손질기법을 보여주는 석기(긁개, 홈

날, 개 등) 및 긴격지를 떼어낸 몸돌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매지리유적은 

중기구석기시  말기에서 후기구석기시

 초기의 유물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석기의 잔손질이 매

우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의 성격이 강

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유적은 유물포함층의 층위 및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출토

유물 또한 일회용적인 성격이 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야 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매지리유적 출토 홈날(한림대학교 박물관, 2007)

 

2) 지 사  

(1)  하리 산포지

행정구역상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산242-2 일 이다. 정선 광하리 광석마을의 조

양강변 해발 400m 내외의 구릉사면 지역으로 조사 당시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평

창-정선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3공구)에 한 현장검토에서 고토양층이 확인되어 

시굴조사를 검토한 지역이다(정선군･강릉 학교 박물관, 2007). 밭지역에는 적색 점

토층이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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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리

월군 월읍 흥리유적은 흥8리 저세마을에 위치한다. 이 일 는 동강의 곡류지

점으로 남향한 비교적 가파른 산중턱의 평지와 경사면 상층부 전면에 고토양층 퇴적이 

남아 있다. 지표에서 수습된 구석기시  뗀석기의 숫자가 많고 고토양층의 퇴적이 깊어 

구석기유적의 매장가능성이 크다(문화재청･강원도･ 월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3) 월 연하리

월군 월읍 연하리에 위치해 있는 이 유적은 행정구역명으로는 연하리이나 자연

촌락 이름은 ‘초리’라고 불린다. 연하리 탄부역 뒷편 석항천 건너의 초리마을 강변휴

양림이 있는 곳이다. 정상에서 발원한 석항천이 서쪽으로 흐르면서 그 전면에 충적

지를 형성하고 있다. 1995년 한림 학교 박물관의 조사에서 찍개 1점이 발견되었으며

(노혁진･최종모･심재연, 1995), 월군 문화재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강원문화재연구소

의 2004년 조사 당시에는 옥수수밭과 과수원으로 모두 개간되어 형질이 크게 변경되

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문화재청･강원도･ 월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4) 월 포리

월군 월읍 덕포리유적은 하송리와 동강을 경계로 한 지역으로 유적 서쪽으로 

월 기차역이 위치한다. 1995년 한림 학교 박물관 조사단의 조사 당시에는 유적의 

중심지역 서쪽으로 금용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었다. 조사단은 이 지역에서 찍개 1점을 

수습했다. 이 일  역시 고토양층이 넓게 발달해 있다(노혁진･최종모･심재연, 1995).

(5) 평창 재산리 산포지

이 지역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최복규 외, 2006). 동고속도로 장평IC에서 재산리 마을로 접어들어 내려오다 만나

게 되는 평창식품 주변 경작지 일 가 유물산포지이며 발견지점은 모두 4곳이다. 4곳 

모두 채집된 석기의 수량이 많지 않고 발견지점이 유적이 입지하기에 그리 적합한 곳

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를 잃은 석기가 제 위치를 벗어난 장소에서 채집된 것

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은 뗀석기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지역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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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창 도돈리

1997년 평창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조사과정 중 평창읍 도돈리 평창강 북쪽언덕(자

연지명:곡기･꽃기)에서 찍개, 돌 패, 찌르개, 긁개, 개, 돌망치 등 9점의 석기가 수

습되었다. 이곳에서는 이미 민무늬토기편 및 간돌도끼, 반달돌칼 등이 발견되어 보고

된 바 있다. 유적은 현재 폐교된 도돈초등학교를 지나쳐 도로 우측으로 보이는 마을

의 구릉지 일 이다. 지표채집유물은 경작을 위해 밭둑에 골라 놓은 자갈더미에서 찾

아낸 것으로서 문화층은 하천퇴적층인 자갈층 바로 위쪽에 얇게 찰흙층이 쌓이면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최복규･김경진･정연우･김용백･최승엽, 1999). 도돈리유

적은 평창강 유역에서는 처음 발견된 구석기유적이다.

(7) 횡  1리 산포지

횡성군 둔내면 석문1리 유물산포지는 석문천이 U자형으로 곡류하는 지점이자 주천

강과 석문천의 합수지점으로 해발 500m 내외의 소규모 구릉이 서쪽의 주천강으로 발

달하는 구릉지와 충적 지상에 위치한다. 유물산포지는 야산을 둘러싼 ‘ㄷ’자형으로 

구릉지에서는 뗀석기가, 충적 지 논에서는 조선시  도자기편이 수습되었다. 구릉지 

밭의 계곡부에는 국부적으로 역층이 발달해 있으나 부분은 갈색 점토층으로 고토양

층이다. 뗀석기는 구릉의 말단부에서 소량 발견되었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2006년 강원고고학연구소의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 지표조사에서도 뗀석기

와 조선시  자기편이 수습되어 보고된 바 있다(최복규 외, 2006).

(8) 횡  항1리 산포지

횡성군 둔내면 조항1리 유물산포지는 바일마을과 주천강 사이의 논밭에 해당한다. 

이곳은 이미 1994년 조사에서 마제석부 1점과 무문토기편 등이 수습되어 보고된 곳이

다(최복규･최승엽･김상태･이해용, 1995).

유물산포지는 구릉과 충적 지로 나뉘는데 구릉에서는 석 제 뗀석기가, 충적 지

에서는 조선시  도자기편이 수습되었다. 특히 구릉의 말단부 밭에는 역층과 함께 갈

색 점토층의 퇴적이 잘 남아 있다. 이 유물산포지의 북동쪽과 남쪽은 주천강과 마주

하며 현천리 구석기유적이 700여 미터 남짓 떨어져 있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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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횡  랑리 산포지

횡성군 둔내면 랑리 유물산포지는 A와 B 두 군데 지점으로 나뉜다. 랑리 유물

산포지A는 랑리 마을 서쪽의 주천강 건너편 밭에 해당한다. 이곳 구릉의 중앙부에는 

조사 당시 ‘ 화목장’의 축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목장과 북동쪽의 주천강 사이의 

밭이 유물산포지이다. 이곳은 주천강이 S자로 회절하는 지점으로 해발 470~490m 내

외의 낮은 구릉지가 발달하며 역층과 더불어 갈색 점토층이 발달해 있다. 갈색 점토

층 내에서 구석기시  뗀석기와 조선시  도자기편 등이 발견되었다(횡성군･강원문화

재연구소, 2008).

랑리 유물산포지B는 랑리 중산마을의 북쪽과 동쪽의 구릉지 에 해당한다. 이

곳은 주천강의 회절부에 해당되며 해발 480m 내외의 구릉지가 남쪽의 주천강으로 완

만하게 발달하는 저평한 구릉지 에 해당된다. 북동쪽은 주천강과 단애면을 이루고 

남서쪽으로는 완만한 지형을 이룬다.

지표에서 확인되는 지층은 갈색 점토층이며 구릉 정상부에는 이미 역층이 드러나 

있다. 수습유물은 구석기시 의 석 제 뗀석기와 적갈색 경질토기편, 조선시  도자기

편 등이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10) 횡  산리 산포지

횡성군 안흥면 성산리 유물산포지는 제1･2성산교 사이의 소규모 구릉지 에 해당된

다. 이 유물산포지는 덕어산(663.9m)에서 남동쪽의 주천강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말단

부로 주천강의 U자형 회절부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구릉 중앙부에 있는 농공단지 남서쪽의 인삼밭에서 구석기시 의 석 제 뗀석기와 적

갈색 연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뗀석기가 수습된 곳에는 갈색 점토층이 남아있는 것

으로 판단되며 이 층이 지표에 전반적으로 잘 남아있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11) 횡  안 4리 산포지

유적은 횡성군 안흥면 안흥4리 말무덤이마을 일 로 야산에서 주천강으로 이어지는 

저평한 구릉지 로서 지속적인 범람과 퇴적으로 만들어진 충적 지와 단애면을 이룬

다. 유적에서는 뗀석기와 조선시  도자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지표에는 갈색 점토층과 

함께 자갈층이 노출되어 있었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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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횡  안 1리 산포지

유적은 횡성군 안흥면 안흥1리로서 A, B 두 군데 지점에 유물산포지가 있다. 안흥1

리 유물산포지A는 관말마을의 북동쪽 구릉지이다. 높이가 20m 조금 넘는 단구면에서 

구석기시  뗀석기가 수습되었다. 유적에서 넓은 안흥리의 벌판이 내려다보인다(횡성

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안흥1리 유물산포지B는 안흥1리6반으로 주천강변에 위

치한다. 안흥교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m 지점의 야산 구릉지 에 유적이 있으며 구

릉은 남쪽을 향해 경사져있다.

석기가 발견되는 구릉지는 높이 20m가 조금 넘는 단구면으로서 주천강의 지류와 

배후산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단구이다. 발견 당시 주민 함진섭씨의 밭이었으

며, 민묘가 3기 있었다. 조사를 통해 약 20×20m의 한정된 면적에서 석 제 주먹도

끼, 뚜르개, 격지 등 11점의 석기가 채집되었다(최복규･최승엽･김상태･이해용, 1995). 

2008년에는 이 지역에 안흥1리 교회와 ‘노블타운’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유적

의 퇴적양상은 지표층과 갈색 점토 및 쇄석층, 그리고 하부가 옅은 갈색 점토 및 쇄

석층으로서 내부가 회백색을 띠는 토양쐐기가 갈색 점질 쇄석층에 발달해 있다(횡성

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13) 횡  안 3리

유적은 횡성군 안흥면 안흥3리 1반 668번지이다. 안흥1리 유물산포지에서 주천강을 

따라 하류로 1.5㎞ 지점에 위치한다. 석기가 발견되는 지점은 하천에서 20m 높이의 

구릉 윗면이며, 구릉 단면에 굵은 강자갈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단구임을 알 수 있다. 

유적은 조사 당시 주민 장정관씨의 밭이었으며, 밭 옆으로 개간되지 않고 남아있는 

곳은 문화층이 그 로 남아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석기는 10×20m 정도의 좁은 면

적에서 찍개와 긁개, 격지 등이 채집되었다(최복규･최승엽･김상태･이해용, 1995).

2008년 당시 이 지역에는 농산물집하장이 들어서 있었다. 지표에서 확인되는 지층

은 갈색 점토층과 그 아래의 갈색 사질역층이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14) 월 용 리

용석리유적은 월군 주천면 용석4리 중터마을 북동쪽 구릉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주천강의 곡류지점에 해당한다. 유물이 수습되는 토양은 갈색 사질토층으로서 강과 

인접한 충적 지의 갈색 사질토층은 조사 당시 논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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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한 구릉지 의 갈색 점토층은 사과나무 과수원이나 콩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월군 문화재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2004년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서 갈색 점토

층이 넓게 분포하는 김시현씨  사과나무 과수원에서 편평한 자연면이 잘 남아있는 

몸돌석기 1점이 수습되었다. 확인된 유물은 1점이지만 이 구릉 일 에 갈색 점토층이 

넓게 분포하며 남면 북쌍리 문개실유적이나 남애유적과 동일한 입지조건인 하천의 곡

류지점이라는 점에서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문화재청･

강원도･ 월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15) 월 신천리

유적의 행정구역상 위치는 월 서면 신천2리 안새미마을 593-1전 일 이며 안새미

마을의 북서쪽 구릉 일 에 해당한다. 유적의 서쪽으로는 신천중학교가, 북쪽으로는 공

동묘지가 위치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구릉은 조사 당시 전체가 밭으로 경작

되고 있었으며 갈색 점토층이 넓게 분포한다. 수습유물은 석 제 뗀석기들로 뗀흔적이 

잘 관찰되는 몸돌과 조각돌 등이다(문화재청･강원도･ 월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16) 월 후탄리 뒷들

월군 서면 후탄리 뒷들유적은 1989년 4월 20~23일까지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구

석기유적 조사를 하던 단국 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견된 곳이다. 후탄리의 ‘뒷들’이라

고 불리는 지점의 북쪽으로는 주천강과 평창강이 서로 만나 동서방향으로 흐르고 있

으며, 남쪽으로는 해발 500m 이하의 야산지 가 펼쳐져 있다.

강 건너편의 동정굴을 조사하던 단국 학교 박물관 조사단은 ‘뒷들’에서 구석기로 

보이는 몇 점의 뗀석기를 발견하고 간단한 조사를 통하여 퇴적층을 확인하 다. 한편 

1991년 여름에 월지역에서 선사유적 조사를 실시한 강원 학교 박물관 조사단 역시 

이 지점에서 찍개 및 긁개, 격지 등 4점의 유물을 채집한 바 있다( 월군, 1992).

단국 학교 박물관 조사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확인된 퇴적층은 4개이다. 층위는 겉

흙층(1층)-노란갈색 찰흙층(2층)-갈색의 모래질찰흙층(3층)-모래 및 자갈퇴적층(4층)

으로 구분되었다. 석기가 출토되는 층은 2층과 3층이다. 2층에서는 찍개 1점과 격지 

1점이 출토되었고, 3층에서는 찍개와 몸돌 등 4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특히 3층에

서 망간의 집적현상이 관찰되는 것이 주목된다. 제일 아래의 모래자갈층이 퇴적된 시

기의 확인을 통해 유적의 연 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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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월 리 사 동

월군 서면 옹정리 사정동유적은 월 후탄리 뒷들유적과 함께 단국 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유적이다. 402번 지방도로변 광전2리 청 골에서 옹정리로 가

는 마을진입로를 따라 가다보면 사정동마을이 나오는데 마을이 입지하는 구릉 전체가 

유적에 해당한다. 후탄리 뒷들유적의 강 건너편 북쪽 구릉이다.

1989년 단국 조사단은 길가에 드러난 붉은찰흙(10YR 3/6)층에서 찍개와 몸돌, 긁

개, 간석기 등 몇 점의 석기를 채집하 다. 1991년 강원 학교 박물관의 조사에서도 

찍개와 긁개, 격지 등 16점의 석기가 채집된 바 있다( 월군, 1992). 유물이 수습되는 

토양은 붉은찰흙이 주를 이루는 층으로 이 붉은찰흙은 유적 주위에 기반암으로 퍼져

있는 엷은회색질돌로마이트가 풍화를 받아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문화재청･강원도･

월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월 후탄리 뒷들유적과 옹정리 사정동유적은 모두 남한강 상류의 강언덕에 형성된 

구석기유적으로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더 많은 구석기유적이 발견될 것을 예고하는 

유적이다.

(18) 월 리 아랫들골

월군 남면 북쌍1리에 위치한 아랫들골유적은 마을의 밭이 구석기시 와 철기시

의 유물산포지이다. 이곳은 평창강의 곡류지점으로 해발 240m 내외의 저평한 구릉지

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충적 지에 해당된다. 구릉 쪽은 갈색 점토가 넓게 분포하

고 있으며 이 구릉과 평창강 사이의 충적 지는 갈색 사질토가 분포한다. 갈색 점토

층이 넓게 분포하는 구릉에서 구석기시 의 찍개, 여러면석기, 몸돌, 격지 등이 채집

되었다(연세 학교 박물관, 2004).

(19) 월 리 개실

월군 남면 북쌍리 문개실유적은 1995년 한림 학교 박물관 조사단이 북쌍리의 쌍

룡공장 건너편 문개실이라는 곳을 조사하던 중 사냥돌 1점을 발견함으로서 이 일 가 

구석기포함층임이 밝혀지게 되었다(노혁진･최종모･심재연, 1995). 유적은 평창강과 강

구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지점이다.

조사단은 이 일 에서 수 점의 찍개를 더 채집하 으며, 경작을 위해 절토한 구릉 

하단의 동남면에서 고토양의 침식면이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 지표하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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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80㎝까지 고토양층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는 일 에서 채집된 찍개와 동일

한 암질의 규암제 자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림 학교 박물관 조사단의 2차 조사에

서는 노거수 뒤 밭에서 주먹도끼 1점이 추가로 더 수습되었다(문화재청･강원도･ 월

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20) 월 리 남애마

월군 남면 북쌍리 남애마을유적은 1995년 한림 학교 박물관 조사단이 문개실유

적과 함께 발견한 유적이다. ‘남애’는 월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라 불리는 곳이며 맞

은편의 지명은 ‘손돌’이라는 곳으로 문개실의 강 건너 북쪽의 동단 강 맞은편 지역에 

해당한다. 지형적으로 문개실의 고토양 퇴적지 와 동일하며 한림 학교 조사단의 지

표조사를 통해 사냥돌 1점이 수습되었다(노혁진･최종모･심재연, 1995).

(21) 월 리 나 골

월군 월읍 방절2리 밤나무골유적은 청령초등학교 남쪽 구릉 일 로 남한강을 

마주하며 청령포 단종유배지와 마주한다. 강원문화재연구소의 2004년 조사 당시에는 

묘목밭, 옥수수밭, 콩밭 등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방절2리 서강마을로 가는 도로 서남

쪽인 나무묘목밭 단애면에서 석 제 뗀석기가 수습되었다(문화재청･강원도･ 월군･강

원문화재연구소, 2004).

(22) 월 1리

38번 국도에서 청령포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남쪽 끝부분을 바라보면 분지상 지 의 

한가운데 솟아올라있는 곳이 보이는데 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으로 구릉 사면

과 저지 가 펼쳐지고 있다. 이곳에 자리잡은 자연촌락의 이름은 ‘마곡’과 ‘잔다리’이

다. 이 곳 구릉사면에서 단국 학교 박물관 조사단이 구석기시  뗀석기와 경질무문

토기편 및 타날문토기편을 수습한 바 있다(한창균･장명수･신숙정, 1989).

(23) 횡  당리 산포지

유적은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1256번지 일 이며, 춘당1리 둔덕이마을의 북서쪽과 

남동쪽의 구릉과 충적 지가 유물산포지이다. 소규모 구릉은 밭으로 경작되고 유동천

의 지속적인 범람과 퇴적으로 형성된 충적 지는 논으로 경작된다. 이곳에서 구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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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뗀석기와 조선시  도자기편이 수습되었다. 뗀석기가 수습된 곳은 구릉지 의 

밭으로 특히 박의채씨  앞 창고개축시 터파기 후 쌓아놓은 흙더미에서 석 제 뗀석

기가 발견된다. 창고부지는 공사로 단면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토양쐐기가 발달한 갈

색 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석기가 발견된 갈색 점토층이 구릉 전체에 걸쳐 퇴적되어 

있는 양상이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24) 횡  하 리 산포지

횡성군 갑천면 하 리 유물산포지는 하 리 음지말마을 일 의 논밭에 해당한다. 이

곳은 검두재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지 로 비닐하우스와 계단식 논밭이 있다. 

비닐하우스 주변에 석 제 뗀석기와 조선시  도자기편이 산재한다. 지표에 역층과 함

께 갈색 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는데 뗀석기는 이 점토층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구석기시  유적의 입지유형으로는 흔치 않게 하천을 끼지 않고 산속의 구릉지에서 

유물산포지가 발견되어 특이한 양상으로 주목된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25) 횡  화 리

횡성군 갑천면 화전리는 마을을 감싸안은 듯 계천이 S자로 흐르고 주변의 야트막한 

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유적의 앞쪽으로는 얕은 계천이 흘러가고 건너편에는 

부동리유적이 발견된 부동리 마을이 있다.

강원 학교 조사단이 이 곳 강둔덕에서 민무늬토기편과 함께 매우 정교하게 만든 

뗀석기를 여러 점 수습하 다(최복규･최승엽･김상태･이해용, 1995). 수습된 뗀석기는 

찍개, 새기개, 덜된연모 등이다.

(26) 횡  청곡2리 산포지

횡성군 공근면 청곡2리 유물산포지는 말구리마을을 지나 청곡2리 구비소마을의 남

동쪽 논밭에 위치한다. 이곳은 금계천의 회절부에 해당하며 구릉사면에서는 갈색 점

토층이 확인된다. 유물은 주로 민가 주변 밭에서 발견되며 석 제 뗀석기와 조선시

의 기와편과 도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27) 횡  청곡1리 산포지

횡성군 공근면 청곡1리 유물산포지는 청곡1리 말구리마을 내에 위치한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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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290m 내외의 야산에서 서쪽의 금계천 방향으로 발달한 소규모 구릉지 로 구릉 

상단부는 밭으로, 구릉 말단부는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구릉지 는 전반적으로 갈색 

점토층과 함께 사질역층이 발달해 있으며, 충적 지인 논은 암갈색 사질층이 발달해 

있다. 구릉지에서 뗀석기 1점과 타날문호형토기편, 기와편, 도자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28) 횡  매곡리 산포지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유물산포지는 매곡리마을과 남쪽에 흐르는 금계천 사이에 위

치한다. 이곳은 충적 지와 구릉지로 나뉘며 충적 지는 금계천과 초원천의 합수지점

이다. 유물은 ‘요동들’과 ‘헌터버덩’에서 산발적으로 수습된다. 수습된 유물은 구석기

시  뗀석기와 조선시  도자기편이다. 특히 헌터버덩의 구릉지는 조사 당시 잔디밭

과 복분자밭이었는데 갈색 점토층이 이 경작지 전반에 걸쳐 확인되어 유적의 범위가 

광범위할 것으로 여겨진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29) 횡  산리 산포지

횡성군 공근면 오산리마을의 남쪽 구릉 일 가 유적에 해당한다. 조사 당시 이곳은 

부분 저평한 구릉지를 계단식 밭으로 만들어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구릉 

전체적으로 뗀석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갈색 점토층이 발달해 있다. 

석기는 모두 석 제이다. 오산리 유물산포지의 서쪽에는 매곡리 유물산포지가 자리

하고, 동쪽에는 수백리 유물산포지가 위치한다(횡성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30) 횡  생운리 산포지

이 지점은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 지표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최복규 외, 2006). 

유적은 횡성읍 생운리에 위치하며 횡성정거장 예정부지 근처의 경작지로서 유물발견

지점은 크게 두 군데로 나뉜다. 이 지점들에서 소량의 자기편, 질그릇편과 함께 뗀석

기 4점이 채집되었다. 채집된 석기의 수량이 많지 않고 발견지점이 유적이 입지하기

에 그리 적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를 잃은 석기가 제 위치를 벗어난 장

소에서 채집된 것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단은 뗀석기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지역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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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주 월송리

1996년 10월부터 1997년 9월까지 강원  사학과 조사단이 실시한 원주시 유적조사

에서 새로 발견한 유적이다(최복규, 1997). 유적이 자리하는 곳은 지정면 월송4리로서 

섬강의 동쪽 강변이다. 유적은 하천 단구상에 분포하며 해발 100m 정도의 낮은 구릉 

기슭이다. 뗀석기가 발견된 지층은 짙은 갈색 염토층이며 이곳에서 긁개, 째개, 개, 

망치 등 35점 정도의 뗀석기가 수습되었다. 2003년 연세 학교 원주박물관에서 실시

한 지표조사에서도 찍개류, 주먹 패류, 긁개류, 격지류 등이 수습되었다(원주시･연세

학교 원주박물관, 2004).

(32) 원주 안창리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유적은 안창리의 월운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간현에서 섬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놓여있는 지정 교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곳이다. 섬강을 동쪽으로 

끼고 있는 강변에서 1993년 강원  사학과 조사단이 구석기로 추정되는 석 제 찍개 

1점을 채집하 다(최복규･최승엽, 1994). 또한 연세 학교 원주박물관의 조사에서도 

이곳에서 석 암 계통의 구석기시  외날찍개가 채집되었다(원주시･연세 학교 원주

박물관, 2004).

안창리유적은 지질상의 증거나 유물포함 퇴적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기 

1~2점이 지표에서 채집되었기 때문에 구석기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남한강 줄기에서 여러 곳의 구석기유적이 조사되어 중

요도가 높은 만큼 원주시 관내를 흐르는 남한강과 섬강 일 에 한 체계적인 구석기

유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최복규･최승엽, 1994).

(33) 원주 만 1리 산포지

이 지점은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 지표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최복규 외, 2006). 

유적은 원주시 호저면 만종1리에 위치하며 42번 국도변의 넓은 경작지이다. 넓게 펼

쳐진 경작지 가운데 둔덕처럼 조금 솟아 있는 지점에서 다량의 자기편, 질그릇편, 기

와편과 함께 뗀석기 11점이 채집되었다.

(34) 원주 보통리 사

행정구역상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에 속하며, 유적은 하천변 구릉 끝자락의 단구상



제2장 | 구석기시대의 강원

138 강원도사 

에 위치하는데 조사 당시에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연세 학교 원주박물관의 조

사 결과 망치돌, 몸돌, 손질되지 않은 격지, 찍개, 여러면석기 등이 채집되었다(원주

시･연세 학교 원주박물관, 2004). 강원고고학연구소에서도 2006년에 실시한 원주~

강릉 복선전철구간 지표조사 과정에서도 이 근처의 2개 지점에서 몇 점의 뗀석기를 

발견한 바 있다(최복규 외, 2006).

(35) 원주 호리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유적은 흥호리의 동매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강원

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면서 남에서 북으로 흘러들어오는 남한강과 북쪽의 횡성

에서 남쪽을 향하여 흘러내려오는 섬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1993년 강원  사학과 조사단(단장:최복규 교수)이 남한강과 

섬강의 합류지점을 서쪽으로 바라보는 강가 둔덕에서 반암으로 만든 찍개 1점을 채집

했다(최복규･최승엽, 1994). 이 뗀석기들은 충적지 뒤편의 구릉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원주시･연세 학교 원주박물관, 2004). 흥호리유적은 지질상의 증거나 유물

포함 퇴적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기 1~2점이 지표에서 채집되었기 때문에 

구석기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남한강 

줄기에서 여러 곳의 구석기유적이 조사되어 중요도가 높은 만큼 원주시 관내를 흐르

는 남한강과 섬강 일 에 한 체계적인 구석기유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복규･최승엽, 1994).

(36) 원주 천1리

원주시 부론면 법천1리유적은 부론초등학교 뒤쪽으로 남한강을 서쪽으로 바라보는 곳

에 위치한다. 남한강의 오른쪽 강변에 해당하는 곳이다. 1993년 강원 학교 사학과 조사

단이 이곳에서 사암제 찍개 1점을 채집하 다. 석기를 만든 솜씨를 볼 때 구석기시 의 

석기로 추정되지만 이 일 에서는 빗살무늬토기, 민무늬토기, 두드림무늬토기 등 여러 

시 의 유물이 함께 채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퇴적층 조사를 통하여 석기유물 포함층을 

찾아야할 것이다(최복규･최승엽, 1994). 법천1리유적은 지질상의 증거나 유물포함 퇴적

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기 1~2점이 지표에서 채집되었기 때문에 구석기유적으

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남한강 줄기에서 여러 곳

의 구석기유적이 조사되어 중요도가 높은 만큼 원주시 관내를 흐르는 남한강과 섬강 일

에 한 체계적인 구석기유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최복규･최승엽,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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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원주 천3리 재마

원주시 부론면 법천3리 좀재마을유적은 법천1리 마을에서 남한강을 따라 남쪽으로 

약 2㎞ 내려온 지점에 위치한다. 좀재마을은 남한강을 서쪽으로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93년 강원  사학과 조사단에 의해 판암제 주먹도끼 1점, 사암제 긁

개 1점이 강가 둔덕에서 채집되었다. 남한강이 흐르면서 강변에 침식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층이 절단되면서 석기가 노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판암제 주먹도끼는 유럽

의 아슐리안 형태를 많이 닮은 전형적으로 것으로 형태가 상당히 우수하다(최복규･최

승엽, 1994).

좀재마을유적은 지질상의 증거나 유물포함 퇴적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기 

1~2점이 지표에서 채집되었기 때문에 구석기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남한강 줄기에서 여러 곳의 구석기유적이 조사되어 중

요도가 높은 만큼 원주시 관내를 흐르는 남한강과 섬강 일 에 한 체계적인 구석기

유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최복규･최승엽, 1994).

(강원 학  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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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탄강 역

 한탄강유역의 구석기유적 분포(최승엽, 2010)

1) 사  

(1) 철원 강산리

이 유적은 강원도가 DMZ관광자원화를 위해 철원 강산리･중강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평화･문화 광장 조성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2007년에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예맥문화

재연구원, 2007).

조사지역은 현무암 지의 넓은 평야지 로, 인근에 월정역과 전망 가 조성되어 있

다. 유적의 북쪽 가까운 거리에는 한탄강의 지류인 교천이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곡

류하며 흐른다. 한탄강 유역의 최상류 지역에 해당되는 셈이다. 보다 하류쪽의 한탄강

에서 이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철원 장흥리유적과 비교될만한 좋은 자료라고 평가된

다. 다만 시굴조사 후 원지형 변경 없이 광장조성을 위한 포장만 하는 조건으로 공사

가 진행되어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유적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층위는 모두 5개층으로 나뉘는데, 경작층-명갈색 점토층-적갈색 점토층(토양쐐기구

조)-황갈색 점토층(토양쐐기구조)-현무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기는 명갈색 점토층

과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는 적갈색 점토층의 연접 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일부는 경지

정리 과정에서 명갈색 점토층이 삭평되거나 뒤섞인 층에서 노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는 하부 고토양에서도 새로운 유물층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석기는 양질의 석 , 반암, 수정, 니암 등 다양한 돌감을 활용하 으며 흑요석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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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 기 된다. 석기 중 수정제 좀돌날과 잔손질수법이 뛰어난 반암제 긁개, 반암제 

돌날격지 등은 후기구석기 늦은 시기를 반 해주는 것들이다. 이외에도 부분은 양

질의 석 을 이용한 소형 몸돌과 격지, 돌조각 등이다. 일부 발굴 칸에서 석기 집중현

상이 관찰된다.

(2) 철원 장 리

이 유적은 1995년에 철원군 문화유적 분포조사를 실시한 강원  박물관 조사단(김

남돈, 1995)에 의해 석 제 뗀석기들이 지표채집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조사

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이 지역 일 를 수차례 반복 답사한 강원고고학연구소 조사

단은 기존에 알려진 석 석기 뿐만 아니라 흑요석 및 수정제 석기들이 새롭게 발견된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적지의 지표에서 찾아낸 흑요석 및 수정석기들은 

후기구석기의 아주 늦은 시기를 표하는 것들로서, 임진-한탄강 수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되었다. 그 후 

한탄 교 접속도로 공사지역에 유적의 일부 구간이 포함됨에 따라 1999년과 2000년

에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최복규 외, 2001).

철원 장흥리유적은 행정구역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10-8번지를 포함

한 일 로서 7만 평에 달하며, 이 중 한탄 교가설 접속도로공사로 인하여 발굴이 이

루어진 지역은 10-8번지 외 1필지(6,200㎡, 약 1,875평)이다. 한탄강 유역에서 발견

된 수십 군데의 구석기시  유적 중 상류지역의 표적인 유적이다. 승일교 및 신설

된 한탄 교에서 서쪽으로 높게 형성된 넓고 평탄하게 펼쳐진 지가 모두 구석기유

적에 해당되며, 현재는 유적 전체가 군부  포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곧 이

전될 예정이다. 유적 주변에는 고석정 유원지가 자리하고 있다.

장흥리유적 일 의 지형은 주요 산지를 구성하는 화강암체 상부에 제4기 현무암이 

피복되어 있고, 이에 따라 암상경계부를 따라 차별침식이 진행되어 현재의 한탄강 유

로가 확립된 것이 특징이다. 현무암 지는 현 한탄강 주변에 약 2~4km 폭으로 발달

해 있다. 현 한탄강 하상은 부분 현무암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관찰되고 있

고 철원군 동송읍 주다리, 직탕폭포, 장흥리 일 에는 현재의 한탄강 하상보다 약 

30m 이상 높이까지 용암이 덮혀 있다. 현재의 한탄강은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발달한 

거의 수직경사의 곡간을 따라 흐르고 있다. 이들 하천유역에는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장흥리유적은 바로 한탄강이 반원형으로 휘돌고 약간 하류에서 교

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현무암 지상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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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리유적의 층위는 최하부의 기반암인 쥬라기 화강암-제4기 현무암층-고하상 퇴

적층으로서의 강자갈층-강모래층-토양쐐기 구조가 나타나는 고토양층-토양쐐기 상부

의 갈색 찰흙층-표토층의 순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 층위 구덩에 나타난 양상으로 층위와 문화층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지층 : 지표교란층(약 20㎝ 두께)이다.

제2지층 : 갈색 찰흙층으로서 약 50~70㎝ 정도의 퇴적두께를 보인다. 이 지층이 바

로 문화층에 해당된다. 흑요석으로 만든 개･긁개･좀돌날･좀돌날몸돌, 

반암으로 만든 돌날격지･좀돌날･슴베찌르개, 수정석기 등 후기구석기시

의 늦은 시기를 표하는 석기들이 출토된다.

제3지층 : 첫번째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는 짙은갈색의 세립질 토양층으로서 퇴적

두께는 약 70㎝ 정도이다. 토양쐐기가 나타나는 이 퇴적층 내에서는 석

 격지 및 부스러기, 부정형 석편 등이 집도를 보이지 않은 채 산발

적으로 소량 출토될 뿐이어서 석기포함층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단계이다.

제4지층 : 황갈색 토양층으로서 두 번째 토양쐐기구조가 매우 약하게 발달하여 있

다. 하부로 가면서 실트질 성분이 증가되며 산화철과 망간의 집적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제5지층 : 하안에서 이루어진 퇴적층으로 여겨지는데, 회색빛에 가까운 토양색을 

보이는 곳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 지층과 강 모래층의 경계부에는 

산화철이 10㎝ 정도 두께로 집적되어 마치 철괴가 들어앉은 것처럼 생

각될 정도이다.

제6지층 : 강 모래층으로서 한탄강이 현재의 높이로 떨어지기 이전 고하천퇴적층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 모래층 하부에는 강자갈층이 두텁게 퇴적되

어 있고, 사이사이에는 모래층이 끼어있다. 자갈층 속에서는 현무암자갈

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 현무암 분출로 용암 지가 형성되고 난 이후 

새로이 재개된 하천활동의 결과로 생긴 고기하성층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부에는 현무암층과 기반암층이 나타난다.

장흥리유적의 석기는 석 암(55%), 흑요석(26.5%), 반암(9%), 유문암(4.8%), 니암･

유문암･수정 등 기타돌감(4.8%)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암질이 돌감으로 사용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양질의 석  이외에 가장 두드러지게 선택된 돌감은 

역시 흑요석과 반암류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균질하고 고운 원료인 이들 돌감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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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리유적의 되붙는 석기(최복규 외, 2001) 

나라에서 좀돌날몸돌과 좀돌날을 위시한 일련의 세석기유적군에서 나타나는 암질구성

상의 주요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흑요석의 경우는 비교적 정교하게 개 및 긁개 등을 만들거나 좀돌날을 생산하는

데 주로 활용되어졌다. 흑요석의 원석이 어떤 형태로 유적에 반입되었는지에 한 정

보는 격지 중 등면에 기공있는 자연면이 남겨진 것이 소량 보인다는 점과 엄지 손톱

만한 크기의 자갈돌 원석에서 격지를 떼낸 몸돌이 1점 보인다는 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지만 그리 유용한 편은 아니다.

반암으로 분류한 암질은 보통 풍화에 의해 무르게 변질되었고 본래의 신선한 색을 

잃고 미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석 알갱이들이 점점이 박혀있다. 이 암질

도 좀돌날이나 돌날격지를 생산하는데 주로 쓰 고, 슴베찌르개를 만드는데도 활용되

었다. 좀돌날의 경우는 그 크기가 워낙 작아 풍화에 견디지 못하고 발굴과정에서 분

말형태로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습이 어려웠다. 수정은 흑요석과 마찬가지로 날카

로운 격지를 얻는데 유용하 을 것이며, 특히 뚜르개 1점이 두드러진다.

석 류의 경우에도 거친 느낌을 주는 맥석 류보다는 이 시기의 유물군에서는 불순

물의 혼입이 적고 비교적 균일한 양질의 석 이 주로 돌감으로 채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수정같아 보이는 것들도 있다. 비교적 작은 조각들이라 원래의 

형태를 알기 힘든 경우가 많긴 하지만 자연면의 남겨진 형태로 볼 때, 역시 자갈돌을 

골라 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문암 계통의 자갈돌(20×16×13㎝)도 석기제작에 활용되었는데, 흩어진 석

재들을 되붙여본 결과 돌감을 어떻게 

활용하 는지에 한 흥미로운 결과가 

얻어졌다. 망치돌과 함께 유문암 계통

의 동일한 자갈돌 석재가 일정한 공간

( 개 2×2m내의 범주에 들며, 가장 멀

리에서 나온 것은 이 지점에서 약 4m 

가량 떨어져 있었다)에 흩어진 상태 그

로 노출되었는데, 주로 자연면을 지

닌 격지 및 다양한 형태의 중간 크기 

석편들이었다. 되붙여 본 결과 판판한 

면을 지닌 자갈돌의 외형 겉면에 해당되

는 부분만 접합되고, 가운데 속돌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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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지 않은 채 공간으로 비어 있다.

이러한 정황은 그 자리에서 하나의 자갈돌을 망치로 깨내어 배모양으로 생긴 속돌만

을 몸돌로 이용하기 위해 옮겨간 일회성 석기제작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본격적

으로 도구를 완성하기 이전의 준비작업으로 몸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여겨진다.

장흥리유적의 연 적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석기들은 좀돌날몸돌 및 좀돌

날, 돌날, 슴베찌르개, 긁개, 개, 뚜르개 등이다. 또한 갈린 면이 있는 좀돌날몸돌

과 좀돌날은 제작기법상 장흥리유적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장흥리유적 석

기의 현미경 관찰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흔적들이 관찰되었는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갈린 자국이다.

숫돌로 갈린 듯 매끈한 면을 지닌 좀돌날몸돌, 한쪽에 면을 가진 잔손질된 흑요석 

좀돌날의 존재, 그리고 그 면에 갈린 흔적이 뚜렷하다는 점 등은 좀돌날몸돌에서 좀

돌날을 얻는 제작기법상 일정한 형태의 의도된 좀돌날을 반복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물이 양구 상무룡리, 홍천 하화계리, 광

주 삼리의 흑요석 좀돌날에서도 관찰되어 비교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장흥리유적 문화층의 형성시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화산재 분석결과에서는 문화층의 

하단부, 즉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보다 위쪽에서 일본의 광역화산재

인 AT가 소량 검출되었다. 그런데 이 화산재는 일본에서 약 2.4~2.5만 년 전에 분출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방사성탄소연 측정 결과이다. 흑요석 

석기들이 집중 출토된 <W80S10>, <W70N20>칸에서 나온 숯의 AMS연 측정을 의뢰

한 결과 24,200±600B.P., B.P 24,400±600B.P.의 연 가 나왔다.

유적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문화층이 유적 전역에 존재하는 

규모의 유적일 가능성이 크고 고인류들이 한탄강을 배경으로 하여 석기를 제작하며 

생활한 주활동지역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석기제작장소’의 성격을 보여주는 

양상이 석기의 분포상태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전체 유물분포도에서 보여지는 것처

럼 유물이 집현상을 보이는 곳은 보다 한탄강변 쪽에 가까운 <W90~W70>칸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다소 산발적인 드문 양상을 보이거나 유물의 출토가 없다.

장흥리유적의 경우 두 구역에서 석기제작터의 성격을 지니는 곳이 발견되었다. 

<W70N10>칸의 한 구역에서는 망치돌과 함께 유문암 계통의 자갈돌 석재에서 떨어져 

나온 석편들이 일정한 공간에 흩어진 상태 그 로 노출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것들

은 되붙일 수 있었다. 다른 한 구역은 흑요석 석기들이 집중되는 곳으로 그 중에서도 

<W80S10>, <W80N10> 칸에서 집되어 노출되었다. 그 중에는 좀돌날몸돌의 작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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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떨어져나온 기술격지, 

좀돌날몸돌, 좀돌날 수 점, 잔손질과정에서 

생겨나는 잔격지 및 부스러기 다량, 정교하게 

잔손질되어 있는 긁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황은 이곳에서 흑요석 석재를 이용하여 좀

돌날몸돌에서 좀돌날을 생산하고 혹은 석기에 

잔손질을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반

해준다.

유적의 규모와 석기의 집 분포상태, 망치

돌과 붙는유물의 존재, 다양한 돌감의 활용도 

등을 통해 볼 때 장흥리유적은 한탄강을 배경

으로 하여 석기제작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주된 살림터 음을 알 수 있다.

장흥리유적의 석기 분포 상태(최복규 외, 2001)

2) 지 사  

(1) 철원 마리 다동

이 유적은 강원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지방도 463호선( 마-이천)도로 확포장공

사구간내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유성종합건설(주)･강원고고학연구소, 2005). 

기존의 비포장도로를 확포장하는 노선설계구간 주변 경작지 일 에서 구석기시 의 

뗀석기 수 점을 지표채집하 다고 한다. 조사단에 의하면 이 석기들은 경지정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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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때 다른 곳에서 이동되어온 것일 수도 있으나 지형상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2) 철원 산 리 삼 동

이 유적은 철원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강원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의 현장

답사 기간 동안 새로 찾았다(문화재청･강원도･철원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마리 입주민 마을에서 백마고지 전적관 및 위령비(산명리 산215번지) 쪽으로 방

향을 잡아 약간 이동하면 백마교를 건너면서 우측으로 붉은색 토양이 드러난 야산 형

태의 경작지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 일 가 바로 구석기유적에 해당된다. 석기는 이 

야산 구릉의 경사면 경작지에서 확인되었다. 이 일 는 ‘삼봉동’이라고 불린다.

이 주변 야산은 온통 붉은빛의 점토로 피복되어 있다. 유적 앞을 흐르는 하천은 현

무암 지를 가로지르는 역곡천(혹은 상류천)이며, 유적 일부에서는 붉은빛의 현무암 

풍화잔적토가 확인된다. 이곳에서 채집된 석기는 석 맥암제의 몸돌 2점과 홈날 1점, 

개 1점이다. 유물이 채집된 지점과 백마고지 전적관 주변에는 붉은빛 토양을 드러

내는 야산들이 연속되는데, 모두 구석기 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많은 지점들이다. 특

히 백마고지 전적관 주변에는 논으로 개간되면서 일부 남겨진 원 지형면 혹은 객토용 

흙을 퍼낸 흔적이 있는 원 지형면이 있는데, 이들 지층 단면상에서 토양쐐기구조가 

보이는 고토양층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석기가 채집된 범위보

다도 실제 유적의 범위는 훨씬 더 넓을 가능성이 크다.

(3) 철원 하갈리

이 유적은 농업기반공사 철원지사에서 실시한 하갈3지구 토취장 예정지 내에서 문

화재 지표조사를 한 강원고고학연구소 조사단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농업기반공사 철

원지사･강원고고학연구소, 2005). 지표조사 결과 토취장 예정지역의 나지막한 산 남

사면에서 몇 점의 구석기 유물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4) 철원 상사리

장흥리유적에 자리하고 있는 기존의 포병훈련장이 고석정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

와 인접해 있어 소음과 교통 혼잡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철원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병훈련장을 상사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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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새로 이전할 포병훈련장 부지에 한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강원문화재연구소 

조사단에 의해 새롭게 확인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철원 장흥리유적에서 한탄강을 따라 보다 상류쪽에서 확인된 구석기유적이다. 포병

훈련장 이전사업 이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승엽(강원 재연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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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해안지역

강원도 동해안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략 48곳의 구석기유적이 알려져 있다. 강원도 

동해안지역에서 발굴 및 시굴조사가 이뤄진 지점은 모두 22군데에 이른다. 이들 지점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주먹도끼 포함 유물군을 보여주는 심곡리･구호동･발한동･평릉

동유적과 소형 석기 중심의 유물군이 두드러진 구미동･노봉유적, 후기구석기 최말기

의 문화상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기곡유적 등이 표적이다. 이 유적들은 우리나라 중

부 동해안의 구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동해안 구석기유적 분포의 특징은 해안선을 따라 분포해 있는 해안단구 지형에 주

로 구석기유적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해안단구 지형과 구석기유적의 상

관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거의 부분의 유적이 동해시와 그 인근 지역의 해

안단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동해안 구석기고고학의 핵심지 라 부를 

만하다. 동해시에서 새로운 구석기유적들이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어 발견되는 양상은 

비록 지점은 다르지만 동해안을 향해 뻗어있는 해안단구 및 해면변동단구 지형에 동

일한 유형의 구석기유적이 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동해시의 남쪽

인 용정동-구미동-구호동-단봉동 탄막･단곡･옹점동-추암동-삼척 증산동으로 이어지

는 일련의 구석기유적군, 그리고 동해시의 중간인 발한동-천곡동 한섬-평릉동 구석

기유적군, 동해시의 북쪽인 망상동 기곡-본말-매밑-노봉- 진동-어달동-묵호동에 

이르는 단구면에 지점을 달리하며 또 하나의 구석기유적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동해시 지역은 해안구석기유적의 집지역이라는 강한 인상을 갖게 되기도 한

다. 이렇게 동해시에 구석기유적이 집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해시 지역

은 다른 곳에 비해 유적조사 기회도 많았을 뿐더러, 유적의 발견도 손쉬운 편이다. 또

한 이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하천과 충적평야의 발달이 미약하고 해안과 연접하여 

단구성 구릉지역이 연속되며 곧바로 험준한 배후산지로 이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이 좁은 편이어서 유적

의 분포범위도 분산되어 있기보다는 집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동해안의 구석기유적들은 부분 해안단구 지형에서 확인되며 그 단구면을 피복하

고 있는 점토퇴적물에서 여러 시기의 구석기 유물이 출토된다. 따라서 동해안의 지형

적 특성상 해안단구 및 해면변동단구에 한 이해는 유적의 형성과정, 유적의 편년 

등 구석기유적을 해석하기 위한 기초이다. 해안단구 연구는 저위면, 중위면, 고위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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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형면을 세분하고 단구형성시기에 해 논의하게 되는데, 각 학자들마다 단구면

의 고도와 형성시기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해안단구의 구정선고도 10~25m 정

도의 저위면이 마지막간빙기(MIS 5)에 해당된다는 것은 부분의 국내 지형･지리학자

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강릉~묵호에 이르는 해안에는 후기갱신

세의 마지막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안단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들 해

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류부에도 역시 마지막간빙기로 추정되거나 마지막간빙기의 

극성기로 절 연 가 확정된 해면변동단구가 발달되어 있다. 

동해안지역의 구석기유적 분포도(최승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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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  저위단구면에 자리하고 있는 망상동 일 의 구석기유적에서 얻은 OSL연

는 B.P.116±6kyrs(기곡), B.P.97,000±9,000(망상동 360-34)로 나왔다. 따라서 이

들 저위단구면을 중요한 시간기준면으로 삼아 중･고위면의 형성 시기를 순차적으로 

높여 추정할 수 있고, 구석기유적의 편년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구석기 전개과정은 월소 ⇒ 발한동, 구호동, 평릉동 ⇒ 추암

동, 노봉3유물층, 기곡3유물층, 망상동360-34번지 2유물층(55,000±3,000B.P.) ⇒ 노

봉2유물층(33,300±1,700B.P.), 기곡2유물층(32,100±1100B.P., 33,500±1200B.P., 

36,070±380B.P.), 망상동 360-34번지 1유물층(38,000±3,000B.P.) ⇒ 노봉1유물

층, 구미동 ⇒ 기곡1문화층(10,200±60B.P.) 순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중기구석기시 에 해당되는 월소･발한동･구호동･평릉동유적의 석기구성에서 가장 인

상적인 것은 주먹도끼류 석기(handaxe/pick)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구석

기문화 전개과정에서 주먹도끼의 포함 여부는 중요한 시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주먹도끼와 함께 찍개, 여러면석기 등 거친 재료로 만든 형의 석기구

성상이 반 되어 있다. 그리고 역시 중기구석기시 에 해당되지만, 주먹도끼가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유물 구성상을 보이는 5~6만 년 전 유적은 추암동･노봉3유물층･기곡3

유물층･망상동 360-34번지 2유물층을 들 수 있다. 이 유적들 역시 비교적 큰 석기 

위주의 구성을 보인다. 후기구석기 초반(약 3만 년 )에 해당되는 노봉2유물층･기곡

2유물층･망상동 360-34번지 1유물층의 석기 구성은 비교적 소형의 석 제 몸돌들이 

나타나며 소형의 격지 및 조각돌에 잔손질을 가한 홈날 및 긁개류가 주를 이루는 소

형석기 중심의 유물군이다.

한편 이러한 소형석기 중심의 유물군이 약 1~2만 년 전 퇴적층에서도 여전히 나타

나는 것이 동해안 구석기유적의 한 특징이다. 예컨  구미동과 노봉1유물층에서는 돌

날 혹은 좀돌날 테크닉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비교적 소형화된 석기구성상을 강하

게 반 하고 있다. 노봉1유물층의 석기들은 다른 지역에서 잔석기 중심의 유물들이 주

를 이루는 최상부 명갈색 점토층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노봉2유물층의 석기구성과 

별반 차이 없이 소형석기 중심의 유물군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후기구석기 최

말기(1만 년 전)에 해당되는 기곡유적에서는 흑요석과 수정, 니암, 산성화산암 등 10여 

종 이상의 균질한 암질의 새로운 활용이라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수정으로 만

든 화살촉의 새로운 등장은 신석기시  초기유적에서 보여지는 것과 거의 흡사한 형태

로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전이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은 규범적이지 못하며 다소 불규칙한 양상



제2장 | 구석기시대의 강원

152 강원도사 

기곡 유적의 흑요석 긁개(최승엽, 2003)

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중부동해안지역에서는 후기구석기 최말기의 

규범적인 좀돌날몸돌과 좀돌날 포함 문화단계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동시기 서지역은 하화계리나 장흥리, 상무룡리 상층 등에서처럼, 보통 첫 번째 토양

쐐기구조 상부의 명갈색 점토층에서 다양한 좀돌날몸돌과 좀돌날이 출토되는 예가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된 동해안지역의 구석기유적은 구미동과 기곡유적 최

상층, 노봉유적 최상층 등에서 첫번째 토양쐐기구조 상부의 명갈색 찰흙층이 분명히 

30~40㎝ 두께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발견되는 석기구성상에서는 전형적인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의 출토예가 없다. 이 지층이 10,200±60B.P.의 연 를 보인 기

곡유적에서조차도 불규칙한 형태의 몸체 한 면에 가지런하지 못하게 긴격지가 떼어진 

흔적이 나타나는 정도로 그 존재 징후만이 보일 뿐이다. 그리고 개나 긁개, 새기개 

등의 정형화된 석기의 반복 출현도 빈약한 편이며, 부분 소형의 몸돌에서 격지를 

떼어내거나 소형의 조각돌에 잔손질을 가한 경우가 부분이다. 보다 규범화되어 있

는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의 출현이 없다는 점에 해서는 막연한 기 감 속에서 자료

의 증가를 기다려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동해안지역 유적의 특수성을 반 하

는 것인지 등등 검토가 필요하다.

돌감은 중기에서 후기구석기시 에 걸쳐 변함없이 부분은 석 맥암의 모난 자갈

돌을 이용하거나 간혹 원마도가 좋은 자갈돌을 이용

한 것이다. 중기구석기시  유적에서는 석 맥암 이

외의 기타 암질이 몸돌(구호동)이나 큰 격지(추암동), 

주먹도끼 제작(평릉동)에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지질구조상 주변 일 의 하천 또는 

해안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먼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후기구석기시  최말기(약 1만 년 전)에 해

당되는 기곡유적의 경우에는 종전까지 써 오던 석

맥암 이외에 입자가 고운 유백색의 고운 석 암, 수

정, 흑요석, 산성화산암류 10여 종, 셰일, 사암 등 다

양한 암질을 석기 제작에 활용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기곡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은 동해안의 구석

기유적에서는 처음 출토된 사례이기도 하려니와 주변

에서 그 기원 산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단연 관



유적과 유물 | 제5절

제2권 선사시대 153  

심의 상이 아닐 수 없다. 흑요석이 유일하게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량이 

20여 점으로 소량이어서 동 시기에 서지역의 하화계리나 상무룡리, 장흥리유적에서 

흑요석을 풍부하게 사용한 것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에 반해 기곡유적에서는 수정

을 아주 풍부하게 석기 제작에 활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흑요석을 신하는 암질이 

수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심지어는 수정으로 화살촉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점은 분

명 강원 서지역의 동시기 유적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유적의 입지와 규모, 석기의 집도와 수량, 석기구성의 다양성과 종류, 원거리 석

재의 반입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우선 석기제

작장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유적은 발한동, 구미동, 기곡, 망상동 360-34번지, 노봉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곡유적은 주거주지(base camp)로서 꽤 오랫동안 머물

면서 석기를 제작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갔던 장소로 여겨진다. 반면에 추암동, 구호동

유적은 잠시 머물면서 생활 흔적이 남겨진 장소로 생각된다. 그리고 평릉동유적은 유

물이 재퇴적되어 형성된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성격의 유적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 구석기인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나름 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

각된다.

1) 사  

(1) 고  평리･원당리

이들 유적은 국도 7호선(간성-현내간)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2006년에 시굴조

사 되었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06a).

봉평리유적은 해발 25m 미만의 낮은 구릉지 로, 시굴조사에서 풍화암반층 위로 

토양쐐기구조가 포함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다. 구릉 사면에서 드러난 8개 지층 중 2

개 유물포함층에서 석 제 몸돌과 격지 등 10여 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원당리유적은 봉평리에서 북쪽으로 2.5km 거리에 있다. 해발 15m의 낮은 구릉지로, 

동쪽은 평탄하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화진포까지 이어진다. 시굴조사에서 풍화암

반층 위로 토양쐐기구조가 포함된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다. 구릉 사면에서 드러난 9개 

지층 중 4개 유물포함층에서 석 제 몸돌과 격지 등 20여 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두 유적의 시굴조사 정황으로 보아 구릉 사면이나 계곡부를 충진한 고토양층 내에

서 각 지층별로 소량의 석기가 토양의 이동과 함께 재퇴적된 것이 출토되었을 가능성

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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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양 산리

오산리 신석기유적의 동편으로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홍성학, 2007). 오산리 신석기유적의 동편으

로는 본래 해발 30~40m 내외의 구릉지가 해안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이 구

릉지 일 는 이미 위락시설이 들어서면서 형질 변경되었고, 일부 지점에 한 시굴조

사에서 구석기시 의 찍개 및 망치돌이 확인된 바 있다. 도로개설구간은 이 구릉지 

서쪽 사면 말단부의 해안사구 지 이다. 사구 퇴적층에서는 신석기시  중기-전기-

조기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그런데 조사지역의 구릉부 해안사구 모래층 아래 해발 

4m 지점에서 토양쐐기구조가 발달한 고토양층(황갈색 점토층)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지층의 20×15m(300㎡) 면적에서 여러 점의 반입석재와 함께 소량의 찍

개, 몸돌, 형격지 등 50여 점의 구석기가 출토되었다. 황갈색 점토층 아래로는 적

색 점토층, 고사구에 해당되는 적색모래층, 기반암이 이어진다.

오산리유적의 유물 출토 전경(위) 및 출토 유물(아래)(홍성학, 2007)

   

한편 황갈색 점토층 상부에는 고토양과 해안사구 모래가 서로 접촉한 퇴적에서 좀돌

날몸돌과 좀돌날, 흑요석, 수정, 석 제 타제석기들이 토기편과 섞여 출토되는 신석기 

조기 유물포함층이 놓여 있다. 그 위로는 해안사구층으로 신석기 주거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이 유적은 구석기시 의 고토양층 상부에 해안사구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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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시작하면서 신석기인들의 삶이 이어진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전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평가된다.

(3) 강  안현동

이 유적은 샌드파인리조트 신축공사 부지에 포함되어 2009년에 발굴조사되었다(예

맥문화재연구원, 2009). 유적의 바로 옆에 경포해수욕장이 있고, 동쪽으로 약 150m 

거리에 동해가 위치하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석호인 경포호가 인접하여 있다. 유적은 

동해 근처 해발 10m 미만의 낮은 구릉지에 해당되는데, 구석기 뿐만 아니라 신석기･

삼국･조선시 의 생활 유구 및 분묘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층위는 표토-흑갈색 점토층(신석기 문화층)-황색 점토층(신석기 유물 포함층)-적갈

색 점토층(토양쐐기구조, 하부에 1유물층)-암적갈색 점토층(2유물층)-적갈색 점토층

(하부에 3유물층)-마사토층-기반암 순으로 구분된다. 석기는 1유물층에서 200여 점 

정도 출토되었는데, 부분 석 과 규암제 돌조각 및 격지들이다. 2유물층에서도 200

여 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몸돌, 격지, 돌조각이 부분인 가운데 소량의 긁개 및 

홈날석기가 확인되었다. 긁개는 직선날과 둥근날을 지니고 있으며, 몸돌 중에는 중심

점을 향해 뗀 것들이 보인다. 몸돌과 격지가 되붙는 사례도 있다. 돌감은 수정 자갈돌 

및 양질의 유백색 석 을 활용하 다. 3유물층 석기는 30여 점 정도되는데, 부분 

격지 및 돌조각인 가운데 둥근날 긁개, 홈날석기, 망치로 사용된 깨진 자갈돌 등이 포

함되어 있다.

(4) 강  내곡동

강릉 내곡동 일 에는 관동 학교와 남 천 사이에 낮은 구릉지들이 연속적으로 발

달해 있는데, 이 하상비고 20m 내외의 저위 하안단구면에 지점을 달리하며 구석기유

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관동 학교 후문 근처에 노출되어 있는 절토면에서는 단면

에 박혀있는 상태의 주먹도끼 1점을 수습한 바 있다(최승엽･홍성학, 2001). 그 후 주

먹도끼가 수습된 내곡동 318-19, 318-20번지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시굴조사가 

2004년 7~8월까지 이루어졌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4a). 주택신축부지는 해발 63m 

내외의 구릉지 남쪽 사면으로, 북쪽으로는 남 천이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유

입된다. 유적에서 직선거리로 약 7km 정도 거리에 동해가 있다.

시굴조사 결과, 층위는 표토-적갈색 점토층(토양쐐기구조, 회백색의 수평구조)-황

갈색 점토층(토양쐐기구조, 회백색의 수평구조)-적갈색 점토층(토양쐐기구조)-암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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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층(토양쐐기구조)-황갈색 점토층-모래층으로 확인되었다. 석기는 새로 출토되지 

않았지만 지표 2.5m 아래에서 수습되었던 주먹도끼가 3지층(황갈색 점토층)에 해당된

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고토양의 퇴적 두께가 7m 이상 되고 적갈색과 황갈색의 점

토가 반복되는 가운데 4매의 토양쐐기구조가 관찰되는 점, 단면에서 주먹도끼가 발견

된 점에서 단히 주목되는 유적이다.

내곡동유적의 층위 단면 및 주먹도끼(최승엽･홍성학, 200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a)

  

(5) 강  산동

이 유적은 강릉 두산동 203-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2008

년 4~5월까지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08b). 유적은 남 천 하

구에 가까운 해발 7~8m 내외의 구릉지 말단부이며 정상부가 지상으로 넓게 편평한 

지역이다. 구릉지 아래 서쪽에는 남 천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충적 지인 두산

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층위는 표토-명갈색 점토층(1유물층)-암갈색 점토층(2유물

층, 토양쐐기구조)-갈색 사질점토층-굵은 모래층으로 구분된다. 석기는 명갈색 점토

층에서 석 제 격지 2점, 암갈색 점토층에서 석 제 격지 8점이 출토되었다.

(6) 강  담산동

이 유적은 군부  확장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2006년 12월에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유적은 군부 가 자리잡은 해발 40m 내외의 구릉지에 해

당된다. 서쪽에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구릉지 사이에는 침식계곡면이 낮게 자리

하고 있다. 담산동 일 에는 여러 갈래의 구릉지들이 현세의 하천 충적지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구릉지들에서는 이미 구석기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 시굴조사 결

과 제4기 갱신세 기간 동안 퇴적된 고토양층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고 그 하부에는 고

하천퇴적층인 모래/자갈층이 확인되었다. 고토양층에서는 회백색의 토양쐐기 구조가 

발달해 있으며, 2개 지층에서 몸돌과 격지 등 6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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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  동진리 50-89 지

강릉 정동진-심곡리 일 의 해안단구면에서 구석기유적의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었

고, 그 중 정동진리 50-89번지 일원의 모텔 신축부지에 하여 2004년 8월에 시굴조

사가 이루어졌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4b).

층위는 표토-명갈색 점토층-명황색 점토층(유물포함층, AT층, 토양쐐기구조)-적색 

내지 적갈색 점토층(밝은 녹회색 수평구조 발달, 형 서관구조)-황갈색 점토층(수평

구조 발달, 하부퇴적층과 뚜렷한 경계)-적색 점토층(수평구조 발달)-심하게 풍화된 

모래/자갈층(OSL : 11만 년) 순으로 구분된다. 석기는 지표하 50㎝ 내외에서 AT가 

확인된 명황색 점토층에서 석 제 몸돌(찍개) 1점이 출토되었다.

(8) 강  심곡리

이 유적은 1984년 6월, 동해안에서의 지표조사 중 이선복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 

해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굴조사되었다. 그동안 이 유적에 한 정보는 1980

년  후반 발굴자가 쓴 두 편의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이선복, 1988; 1989), 

그 후 2006년에 정식 보고서가 간행되었다(이선복, 2006). 심곡리유적은 동해안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구석기유적 발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사적인 의미가 있다.

유적은 정동진리에서 심곡리, 금진리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에서 가장 현저하게 발달

한 고위 해안단구지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정동진에서 심곡리에 이르는 지역에는 어

떤 곳에서든 기반암, 자갈층 상부에서 두터운 고토양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고토

양층에서 구석기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단구면 여러 지점에 구석기유적이 광

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수리에서 본 정동진-심곡리 해안단구면(최승엽, 2010)

층위는 지표(해발 64m)에서 약 4.5m 가량 아래로 가며 크게 상부점토층-자갈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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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점토층으로 단순한 편이며, 석기는 퇴적두께 1m 내외의 상부점토층에서 출토되었

다. 점토층에는 적색과 회색 토양 가 조 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구조(수평엽

리구조)가 확연히 발달하 다.

석기는 점토층 내에서 매우 낮은 빈도로 102점이 출토되었다. 발굴자의 분석에 따르

면, 성형석기(도구) 26점(25.5%), 격지 35점(34.3%), 몸돌 17점(16.7%), 망치 1점

(1.0%), 부정형 조각 23점(22.5%)으로 분류된다. 성형석기(도구) 중에는 찍개가 차지하

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찍개 15점(57.7%), 긁개 4점(15.4%), 양면가공석기(칼) 1점

(3.8%), 기타 소형석기 6점(23.1%)이다. 부분의 유물이 맥석 제와 규질사암 같이 거

친 암질로 제작되어 정형성이 적으며 구른 상태의 것이 많아 뗀면 관찰이 쉽지 않다.

심곡리유적은 해안단구의 형성시기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과 일부 출토석기가 이

른 시기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구석기설이 제기된 바 있지만, 유적의 연

에 한 객관적인 평가는 여러 방면의 자료가 추가되어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예컨

 이웃해 있는 정동진 발굴조사에서 기반암 상부, 고토양층 하부의 사력층에서 OSL 

연 측정한 결과는 약 11만 년(112.3±6.4ky)으로 나왔다. 심곡리에서 최초의 점토퇴

적 시기가 얼마나 올라가던지 간에, 정동진과 심곡리 일원의 평탄면 상부를 구성하는 

퇴적층의 윗부분에서 토양쐐기와 더불어 일본의 광역화산재인 AT가 포함된 지층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일부 지점에서는 후기갱신세 늦은 시기의 퇴적물도 존재함을 의

미한다. 또한 부분의 유물이 맥석 제와 규질사암 같이 거친 암질로 제작되어 정형

성이 적으며 구른 상태의 것이 많다는 점은 유적의 형성시기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

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본래의 단구퇴적층이 심한 침식을 받아 유물포함층이 

제거되면서 석기가 드러났다가 재퇴적되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생긴 것이라면 유적의 

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복잡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그 형성시기가 오래된 고

위면의 유적일수록 유적 형성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유적의 실연 에 근접할 수 있다.

심곡리 유적 발굴보고서에서 발굴자는 유적의 연 가 애초에 생각했던 플라이스토

세 초기와는 거리가 멀고, OSL 연 측정과 AT의 존재 등으로 볼 때, 퇴적층의 연

는 11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 사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

다. 특히 유물의 퇴적은 이러한 연  폭의 후반에 해당되는 4~5만 년 전을 중심으

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심곡리유적이 위치한 정동

진 해안단구 지형에 한 전면적인 재해석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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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리 유적 층위 단면(최승엽, 2010)

(9) 강  주 리

이 유적은 동해고속도로 확장구간에 포함되어 2001년에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최

복규･유혜정, 2004). 망운산(338m)에서 동해안을 향해 뻗어내린 산줄기의 구릉말단부

에 위치하며, 유적의 앞으로는 주수천이 동해로 유입된다. 유적의 중심부는 해발 20m 

내외의 저위면에 자리하고 있다. 주수리 층위는 아래와 같다.

1지층 : 지표교란층(해발 19m내외)

2지층 : 명갈색 점토층(1유물층)

3지층 : 암갈색 혹은 적갈색 찰흙층, 황갈색의 토양쐐기구조(2유물층)

4지층 : 황갈색 찰흙층, 회백색의 수평･수직 토양쐐기구조

5지층 : 적갈색 찰흙층, 황갈색의 수평･수직 토양쐐기구조, 사면에서 이동되어온 암

설류가 층을 이룸

6지층 : 황갈색 찰흙층, 회백색의 수평․수직 토양쐐기구조, 사면 암설류 포함

7지층 : 모난 혹은 둥근 사면기원 자갈층(해발 15m내외)

8지층 : 사면기원 모난 암편들이 다량 끼인 점토층

9지층 : 기반암 층 (해발 10m 내외)

층위 구성상 전형적인 사면퇴적 

과정(slope deposit process)을 읽

을 수 있으며, 비교적 빠른 시간내

에 배후산지로부터 퇴적물의 공급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퇴적환경 

속에서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2~6지층까지 각 층 

모두에서 출토되었으며, 주로 2~3

지층에서 비교적 뚜렷한 석기 양상

을 보인다. 그 하부에서 보이는 유

물들은 사면에서 이동된 다량의 암

석류와 섞여서 아주 드물게 나타난

다. 시굴조사도 주로 2~3지층에 집중되었으며, 그 하부 유물층은 보존 조치되었다.

1유물층(명갈색 점토층)은 비교적 넓게 펼쳐져 발굴되었는바, 좀돌날몸돌과 좀돌날

의 출토는 없었으며, 모두 석 으로 만든 소형석기 위주의 유물군을 보인다. 긁개, 

개, 찌르개, 뚜르개, 격지, 돌조각, 부스러기 등 석 제 소형석기들이 520점 출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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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석기 양상은 첫 번째 토양쐐기구조가 포함된 2유물층에서도 동일하다. 긁

개, 개, 찌르개, 뚜르개, 몸돌, 격지, 돌조각, 부스러기 등 석 제 소형석기 위주로 

244점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연 를 중기갱신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석기시  이른시기(전기･중기

구석기시 )부터 늦은 시기(후기구석기･중석기시 )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유적으로 평

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유적이 해발 20m 미만의 저위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적의 연 는 후기갱신세(약 12만 5천 년~1만 년) 이상 올려보기는 힘들다고 여

겨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강릉~묵호에 이르는 해안에는 후기갱신세의 마지막간빙기로 

추정되는 해안단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들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류부에는 

역시 마지막간빙기로 추정되거나 마지막간빙기의 극성기로 절 연 가 확정된 해면변

동단구가 발달되어 있다. 이들의 구정선고도는 해발 10~18m 정도인 저위면들이다. 

이러한 저위단구면들은 동해의 노봉- 진동-어달동 일 , 강릉 하시동, 안인리 일

에 발달되어 있다. 마지막간빙기에 형성된 하류부의 해면변동단구로는 주수리유적과 

인접하고 있는 주수천의 옥계단구와 강릉 남 천의 강릉단구, 섬석천의 하시동단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주수천의 옥계단구와 비되는 강릉 섬석천 하구부의 하시동단구 

퇴적물층의 이탄(泥炭)에 한 아미노산연 측정치가 124,000B.P.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하류부의 해면변동단구들은 마지막간빙기 극상기(MIS 5e)에 형성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수리의 퇴적단면 최하부에서는 해안단구퇴적층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해발 15m 

내외에서 모난 혹은 둥근 사면기원 자갈층(colluvium) 퇴적이 약 4m 가량 나타나고 

있으며 해발 10m 내외에서 기반암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지형면은 앞서 살펴본 

후기갱신세 마지막간빙기 동안에 형성된 저위면에 비시켜 볼 수 있으며, 발굴조사

단이 전기구석기시 부터 최초의 퇴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연 관과는 달리, 그 상

부의 고토양층은 마지막빙하기(약 7만 4천 년 전~1만 년 전) 동안 형성되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연 관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퇴적 단면은 제4기 후기갱신세 층서 및 고환경 복원, 유적 편년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창균(2003)은 후기갱신세 기간 동안의 

점토퇴적을 A, B, C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의 구석기시  중기와 후기의 퇴

적상 변화를 제안하 다. 이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후기갱신세 기간 동안 퇴적된 단면

에서는 토양쐐기구조가 두 차례 나타나며, 첫째와 둘째 토양쐐기의 형성시기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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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만 5천 년 전과 약 6만 5천 년 전으로 상정하고 각 층에서 얻은 방사성탄소연

와 그에 상응하는 퇴적양상을 비교하며 편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주수리유적의 점토퇴적이 후기갱신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소한 4차례 

정도 인지되는 토양쐐기구조와 퇴적환경의 변화를 지시하는 붉은빛(적갈색)과 황갈색

의 토양색이 두 차례 순환주기(Cycle)를 보이는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발

굴 초기 4차례 이상 반복된다고 본 토양쐐기구조를 두 차례로 축약하여 이해하는 것

이다. 위에서부터 시작된 토양쐐기 구조가 각 지층변화에 상관없이 아래까지 파고들

어 길게 늘어지며 가지칠 경우 몇 차례의 반복과정을 더 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수리 퇴적단면을 다시한번 면 히 판독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 

다른 이해방향은 재차 정 판독한 결과 주수리의 토양쐐기구조가 발굴 초기에 관찰한 

바와 같이 4차례 이상 읽혀지는 것이 분명하다면, 후기갱신세의 마지막 빙하기 동안

에도 지금까지의 견해와는 달리 몇 차례의 기후변환주기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단쉬가르드-외시거 순환주기(Dansgaard-Oeschger cycle) 또는 하인리히 

이벤트(Heinrich event) 등에 근거하여 마지막빙하기 동안에도 보다 잦은 기후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주수리의 경우 배후산지로부터 사면퇴적이 활발히 

이루어져 퇴적물의 공급이 원활했다면, 다른 지역에서보다 각각의 이벤트(event)들이 

잘 기록된 결과를 반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수리유적은 시굴조사 결과 점토 퇴적이 약 4.3m 가량 두텁게 이루어져 있고 토

양쐐기구조가 몇 차례 반복되며 퇴적환경의 변화를 지시하는 붉은빛(적갈색)과 황갈색

의 토양색이 두 차례 순환주기를 보인다는 점에서 후기갱신세의 퇴적환경 변화를 이

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 동해 망상동 곡

이 유적은 동해고속도로 확장구간에 포함되어 2001~2002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

다(최승엽, 2003a; 이해용･홍성학･최 석, 2005). 유적의 중심부는 해발 17~25m 내

외의 저위면에 자리하고 있다. A지구는 해발고도 약 20m 부근에서 하성자갈층이 나

타나고(저위Ⅰ면), B지구는 약 13m 위에 하성자갈층이 발달하여(저위Ⅱ면) 있다.

기곡유적의 층위와 문화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살펴보면, A지구의 경우 지

표교란층(해발 23m내외)-옅은갈색 찰흙층(제1문화층)-짙은갈색 찰흙층(토양쐐기구조, 

제2문화층)-적갈색 찰흙층(토양쐐기구조, 제3문화층)-자갈층(고하천퇴적층), B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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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표교란층(해발 17~15m내외)-옅은갈색 찰흙층(제1문화층)-짙은갈색 찰흙층(토

양쐐기구조, 제2문화층)-모래･자갈층(고하천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망상동 기곡유적의 전경 및 지층 단면(최승엽, 2003)

  

A지구 하성자갈층 상부에 협재되어 있는 모래층의 OSL연 는 116±6kyrs이며, B

지구의 모래･자갈층은 상 적으로 A지구보다 더 나중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곡유적의 기본층서는 마지막간빙기 동안 형성된 고하천퇴적층 위로 마지막빙하기 

동안의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는 고토양층과 그 상부의 옅은갈색 찰흙층으로 이루어

져 있다고 볼 수 있다.

B지구 B-1유물집중면의 옅은갈색 찰흙층(제1문화층)에서 나온 AMS연 는 10,200 

±60B.P.이며, B-3유물집중면의 토양쐐기구조가 포함된 고토양층인 짙은갈색 찰흙층

(제2문화층)에서는 32,100±1,100B.P., 33,500±1,200B.P., 36,070±380B.P.의 연

가 나왔다. 이러한 연 측정결과를 참고하면, 최상부 옅은갈색 찰흙층(제1문화층)은 

약 1만 년 전후의 최후기 플라이스토세에서부터 홀로세에 걸치는 시기에 형성되었으

며, 상부 고토양 의 짙은갈색 찰흙층(제2문화층)은 약 32~36Ka, 하부 고토양 인 

적갈색 찰흙층(제3문화층)은 약 45Ka보다 오래된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중기구석기 문화층으로 여겨지는 제3문화층에서는 토양의 삭박작용에 의

해 일부 지점에서만 소량의 유물이 찾아져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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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곡구석기유적의 중심연 는 약 10~36Ka에 해당하는 후기구석기시 로 볼 수 있다.

기곡유적의 후기구석기문화층은 상, 하 두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문화층인 

토양쐐기구조 상부의 옅은갈색 찰흙층에서는 흑요석, 반암 및 니암, 수정, 화산암 계

통, 석 암 등 10여 종의 다양한 암질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석기들이 6,674점 출토되

었다. 석  석기의 경우 격지나 조각돌에 잔손질을 가해 만든 긁개, 개, 홈날･오목

날석기, 뚜르개, 찌르개 등의 석기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수정으로 만든 석기는 전 구

간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특히 B-3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 지역은 석 과 함께 수정을 주로 석기제작에 활용한 지점으로 여겨진다. 수정 

화살촉, 몸돌과 격지, 긁개, 개, 홈날, 뚜르개, 새기개, 자르개 등이 출토되었다. 흑

요석은 B-1과 B-3 유물집중 면에서 긁개 및 잔격지가 소량 출토되었다. 화산암 계통

의 석재를 이용하여 만든 석기는 주로 B-1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긁개, 홈날, 

새기개 등을 만들었다. 기곡유적의 제1문화층은 다양한 종류의 균질한 암종의 새로운 

채용 혹은 석기의 소형화 진행정도가 뚜렷이 드러나는 후기구석기 말기(약 1만 년 전)

의 문화상을 잘 보여준다.

 

망상동 기곡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돌감의 석기들(최승엽, 2003a)

 

한편 제2문화층(약 3만 년 전)은 옅은갈색 찰흙층 하부에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는 

짙은갈색 고토양층에서 1,098점의 석기가 확인되었다. 사용된 암질이 모두 석 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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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동 360-34번지 유적 전경
(이해용･최 석･이나리, 2009)

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질구성상 제1문화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1문화층의 석기양

상과 비교해 볼 때 찍개, 사냥돌(여러면석기), 주먹 패 등 비교적 큼직한 석기가 새

로이 등장한다. 몸돌의 크기 또한 제1문화층에 비해 부피가 크다. 제3문화층(5만년 이

전)은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는 적갈색 찰흙층에 해당되며 118점의 석기가 출토되었

다. 형 석기 위주의 중기구석기 문화층으로 여겨진다.

기곡유적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 ① 후기구석기 최말기단계의 유물이 엄청

난 양으로 집중 출토되었다는 점, ② 동해안의 구석기유적에서는 최초로 흑요석 석기

가 출토되었다는 점, ③ 사용된 암질이 10여 종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정을 

집중적으로 활용하 다는 점, ④ 수정으로 만든 화살촉이 3점 출토되어 신석기 단계

로의 전이를 읽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11) 동해 망상동 360-34 지

동해 망상해수욕장 입구 서쪽의 망상

초등학교 뒤편에 해당되며, 마을 경로

당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굴조사가 이루

어졌다(이해용･최 석･이나리, 2009).

이곳은 해발 11m 내외의 해안단구

(저위Ⅱ면)에 해당되며, 이보다 좀 더 

높게 발달해 있는 망상동 본마을(본동)

의 저위Ⅰ면(해발 21m)에서는 이미 구

석기유적이 알려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안을 따라 나지막하게 발달해 있는 

저위Ⅰ･Ⅱ면 모두에서 구석기유적이 확

인된 셈이다. 동쪽으로 200m 거리에 

동해가 위치해 있다.

층위는 표토-옅은갈색 찰흙층(국지

적 분포)-암갈색 찰흙층(토양쐐기구조, 

1유물층, AMS:34,000±400B.P., OSL 

:38,000±3,000B.P.)-적갈색 찰흙층(회

백색의 수평크랙 및 토양쐐기구조 발달, 2유물층, OSL:55,000±3,000B.P.)-황갈색 찰

흙층(회백색의 수평크랙 조 )-갈색 찰흙층(조 한 수평크랙과 불규칙한 토양쐐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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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물층, OSL:85,000±8,000B.P., 92,000±4,000B.P.)-적갈색 모래와 점토의 반복-적

갈색 모래층(OSL:97,000± 9,000B.P.)-둥근 자갈층(해발 7m, 20㎝ 두께)-황적색 모

래층-황색 사질층(회백색의 토양쐐기구조)으로 구분되며, 그 이하는 굴착하지 않았다. 

층위 단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적갈색의 색조를 보인다는 것과, 회백색으

로 탈색된 수평방향의 크랙이 아주 조 하게 전면에 엽리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평

면에서 보면 적갈색 점토에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인다. 최하부 모래층은 고해빈 

또는 고사구로 여겨진다.

발굴조사는 상부의 제1유물층에 해서만 전면조사되었고, 보다 하부의 2유물층과 3

유물층에 해서는 일부분에 한해 표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유물층은 표토 아

래 40㎝에서, 2유물층은 약 1m 지점에서, 3유물층은 약 2.5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203㎡의 좁은 면적이 조사된 1유물층에서는 모두 885점의 석기가 출토되어 집도

가 단히 높다. 2유물층(95㎡)에서는 147점, 3유물층(21㎡)에서는 38점의 석기가 출

토되었다. 특히 전면조사가 이루어진 1유물층에서는 석기제작과정과 관련되는 모룻돌(1

점)과 망치돌(5점), 몸돌 및 격지, 돌조각, 자갈돌의 비율이 전체 석기의 91.6%에 이르

며, 부합유물의 존재, 석기의 집도 등을 고려하여 석기제작장으로 추정되었다. 도구

별로는 주먹 패, 찍개, 긁개, 홈날, 톱니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격지의 굽부

분 양 가장자리에 홈을 조성하여 결구하도록 만든 가로날 석기(슴베연모)는 특징적이

다. 2유물층에서는 모룻돌(1점)과 몸돌(36점), 격지(17점), 돌조각(50점), 자갈돌(19점)

이 차지하는 비율이 76.9% 정도이고, 부합유물은 4점이 있다. 이와 함께 주먹 패 1

점, 여러면석기 1점, 찍개 2점, 긁개 13점, 홈날 3점의 도구도 출토되었다. 3유물층에

서는 몸돌 10점, 격지 5점, 돌조각 2점, 자갈돌 9점, 찍개 3점, 긁개 4점이 출토되었

고, 부합유물도 5점이 된다. 전반적으로 몸돌과 격지의 크기가 윗 유물층에 비해 크다.

망상동 360-34번지유적의 석기 1유물층(좌)･2유물층(가운데)･3유물층(우)(이해용･최 석･이나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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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유적 원경(최복규･안성민･유혜정･문지현, 2002)

(12) 동해 망상동 

이 유적은 산림조합의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내에 포함되어 2000~2001년에 발

굴조사가 이루어졌다(최복규･안성민･유혜정･문지현, 2002). 봉화산(185m)에서 북쪽으

로 뻗어내린 지맥 중 해발 약 50~70m 내외의 비교적 넓고 평탄한 산지 중간부에 위

치하고 있으며, 유물은 해발 55m 내

외의 평탄면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

다. 이곳의 지형은 남쪽이 높고 북쪽

으로 가면서 고도가 낮아지는 형세로, 

해안에 연해있는 동북향의 산지지형이

다. 유물집중면으로부터 고도가 점차 

높아지는 지점에는 침식작용으로 드러

난 자갈층 상면에서도 석기가 드러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해안 구석기유

적 중 심곡리 다음으로 비교적 고위면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노봉유적이 위치한 봉화산(해발 185m) 둘레의 노봉에서부터 진동-어달동에 이르

는 지역에는 해발 50~70m 고위단구면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고위면 아래에

는 마지막 간빙기 동안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발 10~18m의 저위단구면이 뚜렷한 

단구애를 형성하며 발달해 있다. 저위면과 고위면에서 모두 구석기유적이 확인된다.

층위와 문화층은 지표교란층-밝은갈색 찰흙층(제Ⅰ문화층)-짙은갈색 찰흙층(상부 

토양쐐기구조, 제Ⅱ문화층, AMS:33,300±1,700B.P.)-붉은갈색 찰흙층(하부토양쐐기

구조, 제Ⅲ문화층)-모래층-자갈층-기반암층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고위Ⅱ면에 해

당하는 노봉유적 하부 자갈층의 형성시기 자체는 제4단구 형성시기인 중기갱신세 초

(OIS 13기, 약 50~55만 년 전)로 상당히 오래되었다할지라도, 그 상부를 피복하고 

있는 점토층에서 출토되는 유물양상은 다소 시기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Ⅰ문화층은 토양쐐기구조 상부의 후기구석기층으로 보이며, 다양한 종류의 균질

한 암종의 새로운 채용과 좀돌날떼기 수법이 구사된 유물의 발견이 기 되었지만, 

부분 석 암의 소형몸돌 및 격지, 긁개, 개 등의 소형석기 위주의 석기구성상을 보

여준다. 제Ⅱ문화층인 짙은갈색 찰흙층(33,300±1,700B.P.)과 제Ⅲ문화층인 붉은갈색 

찰흙층은 서로 점이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색 및 구성입자 등 두 층의 경계

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편이어서 퇴적환경이 서로 달랐다고 여겨진다. 특히 지층단면

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토양쐐기구조의 상부는 침식작용으로 깎여나가고 하단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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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제Ⅲ문화층인 붉은갈색 찰흙층의 토양 삭박작용이 상당기

간 지속된 이후에 제Ⅱ문화층인 짙은갈색 찰흙층의 퇴적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발굴조사단은 제Ⅱ문화층은 후기구석기시  초, 제Ⅲ문화층은 중기구석기 문화층

(5~6만 년 전)이라고 여기고 있는바, 제Ⅰ･Ⅱ문화층은 석 암의 소형몸돌과 격지, 긁

개 등 소형석기 위주의 석기구성상을 보이는 반면 제Ⅲ문화층의 석기들은 윗 층의 것

과는 달리 몸돌 및 격지 자체의 부피와 무게가 커져 있으며 형의 자갈돌 찍개와 여

러면석기 등 형석기 위주의 석기구성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동해안의 석기 변화상을 

밝히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봉유적 1유물층(좌)･2유물층(우) 소형 몸돌(최복규･안성민･유혜정･문지현, 2002)

           

노봉유적 3유물층 여러면석기(좌)와 찍개(우)(최복규･안성민･유혜정･문지현, 2002)

    

(13) 동해 망상동 44-2 지

이 유적은 노봉 신석기시  유물산포지로 알려져 있던 곳으로, 개인주택 건축을 위

해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06b). 이곳은 노봉 구석기유적이 위치

하고 있는 고위면의 북쪽 끝자락에 형성된 해발 10~15m 내외의 저위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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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진동 월소유적 전경(예맥문화재연구원, 2008a)

층위는 표토-흑색 점토(신석기문화층)-명갈색 점토층-황갈색 점토층(토양쐐기구

조)-적갈색 점토층(유물포함층, 조 한 회백색의 수평크랙 발달)-적갈색 사질토층-황

색 사질토층(2m 이상 계속)으로 구분된다. 적갈색 고토양층 하부의 적갈색 혹은 황색 

사질토는 저위 해안단구를 구성하는 고해빈 모래층 혹은 고사구 모래층일 가능성이 

크다. 석기는 그 위를 포장하고 있는 적갈색 고토양층에서 몸돌 1점과 홈날 1점이 출

토되었다.

(14) 동해 호진동 월

한국토지공사 동지사에서 추

진한 동해월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서 구석기가 발견되어, 

2007~2008년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08a).

노봉유적이 위치한 봉화산 둘

레의 망상동 노봉에서부터 남쪽

으로 진동-어달동-묵호동에 

이르는 지역에는 해발 50~70m 

고위단구면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월소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해발 

70~80m 정도의 고위면에 해당되는 유적이다. 태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매봉산(607m) 

줄기의 동쪽 끝자락에 해당되며, 유적에서 200m 거리에 동해가 위치한다.

월소유적에서는 모두 5개 유물층에서 석기가 출토되었다. 1유물층은 지표교란층(Ⅰ

지층) 바로 아래의 명갈색 점토층(Ⅱ지층)에 해당되며 A, B, C 세 지점에서 각각 소

규모의 석기집중면이 확인되었다. 석기제작과정을 알려주는 소형 몸돌 및 격지, 돌조

각, 부스러기 등이 부분인 가운데 긁개･ 개･홈날･뚜르개 등 소량의 석 제 소형 

석기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양질의 유백색 석 을 돌감으로 하여 눌러떼기 기법

으로 정교하게 제작한 유경식 타제 화살촉 1점은 단히 주목되는 바이다. 동해 기곡

유적에서는 동일한 층위(10,200±60B.P.)에서 수정제 무경식 타제 화살촉 3점이 출토

된 바 있다. 좀돌날몸돌이나 좀돌날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2유물층은 첫 번째 토양쐐기 구조가 나타나는 암갈색 점토층(Ⅲ지층)의 중간 부분

에 해당되며, C지점의 북쪽과 서쪽 중앙에서 각각 석기제작 행위를 엿볼 수 있는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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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및 격지, 돌조각, 부스러기 등이 집중되는 곳을 확인하 다. 찍개 등의 몸돌석기가 

소량 출토되는 가운데 긁개･ 개･홈날 등의 소형 석 제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한편 3･4･5유물층은 비교적 붉은빛의 토양층에 해당되며, 1･2유물층과 달리 주먹도

끼(handaxe)와 여러면석기(polyhedron), 공모양 석기(spheroid), 찍개 등 주로 형

의 몸돌 석기를 위주로 하는 석기구성을 보인다. 3유물층은 황갈색 점토층(Ⅳ지층)과 

적갈색 점토층(Ⅴ지층)의 경계면에 해당된다. 이 경계면의 상부 지층들은 갈색 토양

, 하부 지층들은 적(갈)색 토양 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3유물층에서는 주먹도끼, 

여러면석기, 찍개 등의 형석기와 더불어 긁개와 같은 소형석기도 출토된다. 몸돌들

은 10㎝ 내외의 둥근 자갈돌이 부분이고, 25㎝ 내외의 형 사암 자갈돌도 일부 관

찰된다. 4유물층은 적갈색 점토층 하부의 황갈색 사질토층(Ⅵ지층)에 해당되며 주먹도

끼･주먹찌르개･주먹 패･찍개 등 형 몸돌석기를 비롯하여 긁개･홈날･ 개 등의 소

형격지도 출토된다.

5유물층은 적갈색 사질토층(Ⅶ지층)이 시작되는 지점 아래로 50㎝ 내외의 깊이에 

해당된다. 주먹도끼, 주먹 패, 찍개, 여러면석기, 사암제 형격지 등과 더불어 소형 

격지도 출토된다. 부분의 석기들은 중･ 형의 둥근 자갈돌을 이용했으며 4문화층에 

비해 30㎝ 내외의 형 몸돌 비율이 높다. 약 2.5m 두께의 적갈색 사질토는 고사구

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구정선고도가 70m인 고위단구면임을 감안할 때, 그 형성 

시기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적갈색 사질토 아래에는 해성퇴적으로 보이는 

모래 자갈층이 해발 73~80m 내외에서 나타나며, 그 하부는 기반암층이다.

4･5유물층에 해당되는 하부 층에서 측정된 OSL연 측정은 89,000±4,000B.P., 

79,000±5,000B.P., 81,000±10,000B.P., 96,000±14,000B.P. 등이다. 이러한 정황

으로 보아 월소 유적은 동해안에서 발견된 구석기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묵호진동 월소유적의 대형석기군(예맥문화재연구원,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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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동유적 전경(최복규･최승엽･김상태･이해용, 1996)

(15) 동해 한동

이 유적은 묵호역에서 사문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와 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유적

이 확인되어 1995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최복규･최승엽･김상태･이해용, 1996). 

유적은 해안에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묵호 도심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데, 본

래는 하천의 발달이 전혀 없이 해안을 향해 뻗어 있는 나지막한 구릉지 다.

발한동유적은 편의상 1･2･3･4･5지구로 구분하 지만 2･3･4지구는 조사 전에 이미 

유적의 상당부분이 도로공사로 멸실

된 상태 기 때문에 발한동유적의 

이해는 결국 1지구와 5지구를 중심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지구

와 5지구는 직선거리로 약 120m 정

도 떨어져 있지만, 그 고도와 층위

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발굴 

당시에는 이를 하나의 지형면으로 

보고 유적을 해석하 지만 최근에는 

이를 두 개의 해면변동성 단구 지형

면으로 이해하면서 유적의 형성시기가 논의되어졌다(김주용 외, 2003). 즉 해발고도 

약 23~25m에 사력층이 분포하는 5지구를 저위Ⅰ면(혹은 높은 제2단구), 해발고도 약 

11~14m 지형면인 1지구를 저위Ⅱ면(혹은 낮은 제2단구)으로 구분하 다. 저위Ⅰ면은 

MIS 5e(약 125Ka), 저위Ⅱ면은 MIS 5a(약 80Ka)에 형성된 하성단구층으로 해석된

다. 저위Ⅰ면의 5지구는 지표면 해발고도가 약 24m 정도 되며, 두께 약 30~40㎝ 정

도의 적색 점토층에서 석기집중면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하부에서 곧바로 상당히 

풍화가 진행된 자갈층과 기반암이 두텁게 남아있었다. 발굴 당시 이 자갈층의 형성 

시기는 약 125Ka로 간주되었으며, 유물이 출토된 그 상부의 적색 점토층은 자갈층의 

형성시점에 근접한 약 10만 년 전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저위Ⅱ면의 1지구는 지표면 

해발고도가 약 14m 정도 되며, 그 하부에 약 3m 두께의 점토층이 표토층(Ⅰ층)-명갈

색 찰흙층(Ⅱ층, 국지적 분포)-붉은색 찰흙층(Ⅲ-1층, 입구가 잘린 토양쐐기구조)-황

갈색 찰흙층(Ⅲ-2층)-붉은색 찰흙층(Ⅳ-1층, 토양쐐기구조)-황갈색 찰흙층(Ⅳ-2층) 

순으로 퇴적되어 있고, 다시 그 하부에서 보다 신선한 사력층(Ⅴ층)이 나타났다. 석기

는 표토(Ⅰ층)와 사력층(Ⅴ층)을 제외한 모든 점토층에서 출토되었다.

석기는 1지구 337점, 5지구 156점, 2지구 20점, 4지구 7점으로 모두 520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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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동유적 출토 유물(찍개 및 주먹찌르개)
(최복규･최승엽･김상태･이해용, 1996)

평릉동유적 주먹도끼(최 석, 2007)

출토되었다. 좁은 면적(88㎡)이 남아있

는 5지구에서는 단일 지층에서 석기집

중면이 확인되었다. 몇 개의 커다란 모

룻돌을 중심으로 망치돌, 격지, 돌조각, 

부스러기들이 찍개, 긁개, 개, 찌르개 

등과 어울려 집중 출토되어 석기제작장

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지구에서는 부

스러기 1점이 출토된 Ⅱ층을 제외하고, 

주로 그 하부의 4개 층에서 석기가 출토되었다. Ⅲ-1층에서 103점, Ⅲ-2층에서 90

점, Ⅳ-1층에서 107점, Ⅳ-2층에서 36점이 출토되었다. 석기 구성은 찍개, 주먹 패, 

긁개, 개, 홈날, 뚜르개, 찌르개, 격지, 돌조각, 부스러기 등으로 약간의 비율 차이

를 보이며 엇비슷하다. 적은 양의 찍개, 주먹찌르개, 주먹 패 등의 중 형 석기가 보

이는 가운데, 부분 긁개류의 석 제 소형석기 중심의 유물군 양상을 보인다.

       

(16) 동해 평 동

이 유적은 동해 해안택지 개발사업지구에 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최 석, 2007). 유물은 현재의 계곡부 사면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해안과 바로 연접해 있는 해발 30~40m 

정도의 구릉지 계곡부에 점토퇴적물이 재퇴적되어 채워

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유물이 

출토된 층위학적 맥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지만, 적

어도 3점 정도의 뚜렷한 주먹도끼들이 여러면석기, 

형의 긁개, 찍개 등의 석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주먹도

끼가 포함된 단계의 유물구성군이 계곡 사면을 따라 충

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히 정성들여 우수하게 제작된 주먹도끼 1점

은 단히 주목되는 명품이다. 암질 미상의 청회색 둥

근 자갈돌로 제작되었는데, 잡이가 되는 기저부는 자갈

돌 형태 그 로 남겨졌고 뾰족한 위 끝을 가공하기 위

해 양면에서 여러 차례 떼기를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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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해 지 동

지흥동유적은 동해시립박물관 건립부지내에 포함되어 2008년 11~12월까지 시굴조

사되었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08c). 북서쪽에 위치한 초록봉(531.4m)에서 남동쪽으

로 뻗어 내린 산록완사면의 가지능선 중 하나에 해당되는 해발 50m 내외의 구릉지 

정상부가 구석기유적이다. 유적의 동쪽으로 2km 정도 거리에 동해가 위치하고, 남쪽 

1km 지점에는 동해시 최 의 하천인 전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시굴조사 결과, 구릉 정상부에는 회백색의 토양쐐기구조가 포함된 5m 이상의 고토

양층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표 아래로 명갈색 점토층이 놓이고, 그 하부에

서 토양쐐기구조가 발달한 적갈색과 황갈색 점토층이가 세 차례 정도 반복되어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석기는 명갈색 점토층과 적갈색 점토층 등에서 석 제 몸돌 및 

격지가 12점 정도가 출토되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유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18) 동해 호동･ 미동

1992년에 동해시의 북평공단 조성지역 내에서 신라고분군을 발굴하던 강원 학교 

발굴조사단에 의해 구호동 구석기시  유적이 새로이 발견되어 보고되었다(최복규･최

승엽, 1994). 유적이 자리한 곳은 동해시 위생처리장으로 가는 길 북쪽에 있는 해발 

37m의 산 남쪽 기슭이다. 고분 발굴 도중 석곽 내부의 시상돌 틈에서 상당히 정성들

여 만든 찌르개 1점과 소형의 타원형 주먹도끼 1점을 찾아내고, 주변을 지표조사하여 

약 30여 점의 석기를 채집하 다.

이 유적은 고분 발굴 중에 우연히 석기가 발견되어 주변을 지표조사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더 이상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시굴 트렌치상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층위는 지표교란층-약 40㎝ 두께의 적색 점토층-기반암 풍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기는 아마도 적색 점토층 내에 존재하던 것이 고분 축조과정에서 지표로 노출되거

나 고분의 시상돌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발견된 석기 중 주목되는 것은 양손으

로 들어야할 정도로 두텁고 형인 격지의 위 끝부분을 떼내어 만든 찍개, 주먹찌르

개, 주먹도끼, 여러면석기 등으로 비교적 큼직한 형석기 위주의 석기구성상을 보여

줘 후술할 구미동유적의 석기구성상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앞서 살펴본 1992년의 구호동유적 발견 사실이 연결고리가 되어 바로 연접해

있는 구미동유적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1999년에 1･2차로 나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최복규･안성민･유혜정, 2004). 구릉의 능선 사이에 난 계곡을 



유적과 유물 | 제5절

제2권 선사시대 173  

경계로 구호동과 구미동이 나뉘지만, 사실 두 구릉은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동일

유적이나 다름없다. 유적이 자리한 곳은 해안을 향해 동북쪽으로 길게 뻗으며 발달해 

있는 해발 35~42m 정도의 중위면 구릉 정상부 평탄면에 해당된다. 이곳의 지형은 

남쪽으로부터 해안을 향해 동북쪽으로 길게 뻗어가다가 점차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는 구릉지인데, 남쪽의 해발고도가 약 42m로 제일 높고 북쪽으로 가면서 해발 

35.4m로 점차 완만하게 고도가 낮아져 약 6~7m 정도의 고도차를 보인다. 이러한 지

형적 조건에 의하여 전체 지역에서 동일한 층위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지형적 조건에 비되는 층위변화가 관찰된다. 즉 구릉의 정상부에서 해안을 향해가

는 중간 지점까지는 지표면 아래에 곧바로 석기가 노출되는 문화층이 있고 그 아래에 

풍화된 자갈층이 두텁게 자리하고 있는데, 점차 그 두께가 얇아져서 북쪽으로 가면 

문화층 아래에 곧바로 암반풍화층이 드러나고 있다.

구호동유적 전경 및 석기[찍개, 몸돌, 긁개](최복규･최승엽, 1994; 연세대학교 박물관, 2001)

    

그런데 석기집중면이 드러난 지점에서는 암반풍화층이 곧바로 드러나지 않고 퇴적

된 점토의 두께가 상당히 깊어져 있다. 정상부 평탄면이 침식을 당하는 동안 서쪽의 

완만한 경사지역은 상 적으로 울퉁불퉁한 암반풍화층을 채워가면서 퇴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지표교란층 아래의 갈색 찰흙층에서 석기집중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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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고 그 아래에서 토양쐐기구조가 관찰되는 점토층이 렌즈상으로 충진하고 있다. 

이곳은 비록 중위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배후산지가 연해있지 않은 가지상의 구릉

지로서 퇴적물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침식에 의한 지형삭박이 

우세하여 퇴적의 두께가 얇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고기의 고토양 보다는 마지막빙하

기 최말기의 후기퇴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 결과 구릉 정상부 평탄면과 완만한 경사면을 중심으로 사방 10m 범위내

에서 석기가 집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지표면으로부터 약 20㎝ 아래의 갈색 

찰흙층(토양쐐기구조 상부) 내에서 약 300~400점 정도의 유물이 집중되어 출토되었

는데, 부분의 유물은 소형 몸돌 및 잔격지, 부스러기, 부정형석편 등 석기제작과정

의 부산물들이며, 이와 함께 세심한 잔손질을 베풀어 만든 소형의 긁개, 개, 홈날, 

찌르개, 새기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은 출토되지 않았으며, 석

기의 재질은 거의 부분 석 암인 가운데 수정으로 만든 석기도 일부 보인다.

구미동유적 유물집중면 및 석기[홈날, 밀개, 뚜르개](최복규･안성민･유혜정, 2004; 연세대학교 박물관, 2001)

구미동유적에서 뗀석기들이 출토되는 층위 및 유물구성 등을 통해볼 때, 돌날떼기 

기술이 구사되기 이전의 후기구석기 어느 한 시기, 즉 소형석기 중심의 유물구성군을 

위주로 한 문화층으로 여겨진다.

앞서 살펴본 구호동유적을 비교적 하부 층에 해당되는 중기구석기 문화층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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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암동유적 대형 격지
(강원대학교 유적발굴조사단, 2001) 

면, 구미동유적은 보다 상부 층이 우세하게 남아있는 후기구석기 늦은 시기 문화층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 동해 암동

이 유적은 해안을 향해 뻗어있는 해발 30m 내외의 구릉지 정상부 평탄면에 위치하

고 있으며, 추암이주단지 조성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001년에 시굴조사되었다(강원

학교 유적발굴조사단, 2001). 해발 30m 내외의 중위면에 해당되지만 단구퇴적층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지역의 기반암인 석회암의 풍화잔적토와 풍화층이 최하부에 놓

여있었다. 지표상에 석회암 바위가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층위는 지표교란층-갈색 찰흙층-짙은갈색 찰흙층(토양쐐기구조)-붉은갈색 찰흙층-

붉은색 찰흙층-기반암 풍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기는 지표하 40~50㎝ 아래 갈색 

찰흙층과 짙은갈색 찰흙층의 경계지점에서 출

토되며 풍화잔적토로 여겨지는 하부 붉은색 찰

흙층에서는 출토되지 않는다. 지표에서는 여러

면석기와 자갈돌석기 등이 발견되었고, 시굴조

사에서는 찍개, 긁개, 몸돌, 격지, 망치돌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어른 손바닥을 펼친 크기 정

도의 반암제 형격지가 부합되어 주목된다. 

소규모의 시굴을 마친 상태이므로 유적의 연

적 성격에 하여 단정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지 사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구석기유적은 고성 초도리, 죽정

리, 백촌리, 용암리, 청간리, 양양 도화리, 상양혈리, 강릉 초당동, 홍제동, 하시동, 

금산리, 제비리, 학산리, 박월동, 현내리, 천남리, 도직리, 남양3리 칠재, 동해 망상동 

본말, 심곡동 매밑, 진동, 천곡동 한섬, 용정동, 동회동, 단봉동, 추암동, 삼척 산양

리 축천유적 등이 있다.

승엽(강원 재연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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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화

지질연 로 보아 제4기(Quaternary)의 홍적세(Pleistocene)가 시작되면서 지구상에

는 5차례의 혹심한 빙하기가 내습하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빙하기를 도나우(Donau)･

귄츠(Gűnz)･민델(Mindel)･리쓰(Riss)･뷔름(Wűrn)으로 나누며, 이웃의 중국에서는 롱

찬[龍川]･포양[鄱陽]･따구[太姑]･루산[廬山]･따리[大理]의 5빙하기가 있어 양쪽이 비교

연결되고 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제5빙하기인 뷔름(중국의 따리) 빙하기가 서서히 물

러가면서 후빙기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형성된 지질층을 충적세(Holocene)라고 부르

며 기후도 차츰 따뜻해진다. 홍적세 기간 동안에 인류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화를 구

석기문화라고 하며, 후빙기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기후의 변동과 자연환경의 변화 속

에서 구석기시  이래 살아오던 사람들 스스로가 새로운 여건에 적응하고 생활개선을 

한 것이 중석기문화인 것이다. 후기구석기시 의 문화는 그때까지 사람이 형성하 던 

것 중에 가장 발달된 문화로서 여러 가지 빙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었던 생활

이었으나 후빙기와 함께 오는 기후의 변화로 좀 더 발전된 중석기문화단계로 넘어가

게 된다. 그 시기는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중석기유적이 있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략 13,000B.P.에 시작되었다고 보며 이는 바로 제5빙하기가 13,000B.P.를 

전후해서 서서히 끝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중석기문화가 발달되었던 유럽의 프랑

스지역은 이를 전･중･후기로 나누고 정확한 편년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기타 지역에

서는 세 히 구분하여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

2  연환경

이 절에서는 중석기시  문화가 존재하 던 시기의 자연환경을 고찰하고 당시 지구

상에 생활하 던 동･식물의 종류와 상태에 하여 살펴 볼 생각이며, 이러한 자연환

경의 변화는 사람이 형성하 던 문화와 그들의 살림살이에 어떠한 향을 주었으며 

사고방식과 신앙의식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서술하고자 한다. 당시 자연환경을 연

구함에 있어 한국을 먼저 논술의 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분

야에 관한 연구가 드물고 자세히 이 시기를 다룬 저술이 몇 편 되지 않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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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 지역에서 밝혀낸 여러 가지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나 만주, 중국, 일본 등지

에서 나타났던 당시 자연환경조사를 참고하도록 하겠다.

홍적세의 1백여 만 년 동안 지구상에 내습한 5차례의 빙하기 중에서 마지막인 뷔름

빙하기가 약 70,000B.P.에서 시작되어 약 35,000B.P.를 정점으로 굴곡은 있었으나 

그 후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상승하여 약 12,000B.P.에는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된다. 북극을 중심으로 캐나다(Canada)와 알래스카(Alaska), 아시아, 유럽의 북

부를 휘덮고 있던 륙의 두터운 빙하는 북극을 향하여 후퇴하기 시작하고 빙하가 물

러간 광범위한 지역에는 새로운 동토(tundra) 지 가 형성되고 그때까지 동토지

던 곳에는 남방계의 나무와 풀이 자라기 시작하여 숲을 이루게 된다. 

거 한 눈의 얼음덩어리가 쌓여 만든 빙하가 따뜻한 기후의 도래로 녹아내리게 되

자 현재의 해수면보다 최하 -140m까지 내려갔던 바닷물이 높아지게 되어 지형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북유럽의 국은 륙으로부터 완전 분리되어 그 사이에 도

버(Dover) 해협이 생기고, 그때까지 한반도의 동남쪽 지역과 쓰시마[對馬島]를 거쳐 

일본의 큐슈[九州]와 연결되었던 육교가 끊어지고 한해협이 나타나며, 바닷물이 없

어 거의 육지나 늪지 던 황해 일 의 낮은 곳에 바닷물이 상승하여 넓은 바다가 

되면서 중국의 산둥[山東]반도와 한반도의 황해반도 사이에 연결되었던 육교도 단절되

게 되었다. 또 이때에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많은 섬들도 해수면의 상승으로 고립되

는데 지금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일 의 섬들이 그때부터 고립되는 것이다. 북아메

리카의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동북지역도 빙하기에는 연륙되어 있었으나 후빙기와 더

불어 베링해협이 나타나면서 분리되었고 사람의 이동도 육로를 통할 수가 없게 되었

다. 한반도의 지형이 오늘날의 형태로 변형되었음도 이러한 변화에 기인하며 서해안

과 남해안 일 에 나타난 많은 섬들도 이때부터 육지와 분리 되는 것으로 1만 년 전 

내외에 해당한다.

여기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현상에 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35,000~30,000B.P.

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수면이 형성되었던 것이 21,000B.P.까지 서서히 내려가는데 

21,000~16,000B.P.에서 최하 -130m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 이후 다시 상승하는데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조금씩 다른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뉴맨(Newman.W.S)

은 16,000~6,000B.P.에 계속 상승되어 갔다고 미국의 동북부 일 의 해안에 나타났

던 빙하를 근거로 발표하 고, 갇윈(Godwin, H.F.R)은 14,000~6,000B.P. 사이에 

100년 마다 0.9m씩, 레드휠드(Redfield, A.C.)는 12,000~4,000 B.P. 동안 1년에 평

균 0.335㎝가 상승되었다고 조금씩 다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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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각각 다른 지역을 상으로 측정한 결론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빙하기의 후퇴와 더불어 나타났던 해수면 상승이란 면에서의 

변하상태는 거의 비슷하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수면은 후빙

기가 시작된 8,000B.P.쯤에 현재보다 약 7.3m가 낮았으며 4,000B.P.에는 약 1.7m 

정도 낮았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의 식물상의 한계선

빙하가 물러난 현재 충적세의 식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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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빙기(Post glacial)를 맞아 홍적세 동안의 빙하는 극지방으로 물러가게 되며 지구

는 규모의 온난화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기후의 온난화로 중위도지방의 빙하가 소

멸되었고 곧바로 동･식물상의 변화가 나타나 후기구석기시 까지 중위도지방에서 서

식하던 맘모스나 무소 따위의 형동물들이 절멸되거나, 혹은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

하게 되었다. 또한 아열 나 온 성 삼림이 중위도지방에 우거지게 되었다.

또한 빙하의 퇴각으로 해안선의 변화도 두드러지게 되었다. 후기구석기 말기인 

20,000~15,000B.P.에는 현재 해수면에서 -100m 정도 던 것이 점차 상승해 중석기 

초기인 12,000~10,000B.P.에는 -40m에 이르 으며, 중석기시  말~신석기시  초

기에는 범세계적 기후온난기인 아틀랜틱(Atlantic)기를 맞아 현재의 해수면보다 오히

려 높아지는 변화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후빙기 이후의 환경변화는 단히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때 비로소 현

재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자연환경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구석기인도 그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했었는데, 그 변화된 노력

이 바로 중석기문화(Mesolithic Culture)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당시의 동물상은 변화된 삼림지역에 알맞게 사슴, 멧돼지, 여우, 토끼, 새, 노루, 

물고기 등으로 변화되었으며, 식물상에서도 침엽수립에서 현재 흔히 볼 수 있는 삼나

무, 떡갈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온 성 활엽수가 많이 들어차게 

되었다.

이렇게 중석기인들이 수렵･채집해야 하는 상물이 변함에 따라 도구의 양상도 달

라져야 했다. 석기는 크기도 작아져 잔석기[細石器]를 만들게 되었으며, 작아진 석기

를 나무나 뿔에 꽂아 효율적인 이용을 했다. 동시에 개를 사육하여 사냥이나 외부침

입의 보호용으로 이용했고, 점차 물고기를 비롯한 수자원의 이용을 증 시켜갔다. 사

냥의 형태도 화살사냥이나 작은 도구를 이용한 개인사냥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형태

로의 전환과 발달이 결국은 신석기문화로의 발전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후빙기 이후 중석기시 의 강원지역 자연환경에 해서는 속초시 랑호(永郞湖)에

서 실시된 호수 퇴적층 조사자료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랑호 아래의 퇴적층을 보링

(boring)하여 깊이별로 유기물 함량, 탄소동위원소비율, 유화물 유황동위원소비율 측

정 등을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의 결과에서 나타

나듯이 약 10,000B.P.를 중심으로 해서 빙하기의 추운 기후는 온화한 기후로 전환되

어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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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랑호 광물 분석결과

시 기 결 과 시 기 결 과

17,000~13,000B.P. 한랭기(Wűrm 빙기후기) 10,000~7,000B.P. 한  랭  기

13,000~10,000B.P. 알래뢰드기(Aller d)온난기 7,000~5,000B.P. 고  온  기

그러나 그 후에 또 한 차례의 한랭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동일층위에서 실시

된 꽃가루분석(pollen analysis)의 결과와는 약간 다르다. 꽃가루분석에서 얻어진 결

과는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광물 분석의 결과에서는 10,000~7,000B.P. 

사이가 한랭기로 나타났지만, 당시의 식물상은 온 활엽수의 전성기로 나타난 것이다. 

이 사실은 당시 한랭화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

라 할 수 있겠다.

<표 2> 영랑호 꽃가루 분석결과

시 기 결 과

17,000~15,000B.P. 갈참나무속, 왜전나무속, 다섯잎소나무아속, 낙엽송속

15,000~10,000B.P. 양치류 포자

10,000~6,700B.P.
졸참나무속, 버드나무속, 오리나무속, 느릅나무속, 자작나무속, 

호두나무속, 개암나무속

속초지역이 해안과 인접한 지역이라 강원도 내륙지방의 기후상황을 변할 수는 없

지만, 같은 중위도상의 내륙지방인 경기도 시흥 일 에서 실시된 꽃가루분석에서도 

랑호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변화폭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음

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중석기문화가 한반도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로 현재까지 많은 곳이 조사가 되어

왔다. 석장리 윗층, 동관진, 상노 도 등의 유적지에서 나온 잔석기가 중석기일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확실한 증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한 점이 많았다. 그 후 홍천 

하화계리유적의 발견으로 한반도에서의 중석기문화 존재를 비로소 입증하게 되었다.

홍천 하화계리유적은 중석기시 에 해당하는 강원지역의 유적으로서 1990년에 강원

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발굴된 유적이다. 이 유적의 중요성에 해서는 뒤에서 

다시 서술하겠지만, 현재까지 유일하게 층위학적으로나 출토유물상으로 보아 중석기



제3장 | 중석기시대의 강원

184 강원도사 

시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유적의 지형･지질 연구에서 중석기시  사람들이 삶을 위했던 지역이 홍천강의 

고하천 흐름에 의해 형성된 단구지형임을 밝혀내었다. 단구의 형성시기는 체로 한

강유역 단구발달주기 가운데 125,000B.P.를 전후한 제2단구 형성기의 것으로 보이며, 

중석기 유물포함층이 아래지층(단구 상면)의 토양쐐기구조(Soil Wedge) 위에 덮여 있

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 지역에 중석기시  사람들이 정착하

음을 알 수 있다.

생선비늘을 벗기기에 알맞은 긁개류와 째개, 사냥용 화살촉 따위가 다량 출토된 것

으로 볼 때, 홍천의 중석기시  사람들은 안정된 단구층 위에서 풍부한 홍천강의 수

원과 어족자원, 유적 앞에 넓게 펼쳐진 구릉과 낮은 야산지 의 야생 동･식물 등을 

바탕으로 한 생활, 즉 후빙기 이후 닥쳐온 기후･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변화･적응하며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다. 중석기문화는 이후 10,000~8,000B.P.경에 신석기문화로 

이어지게 된다. 신석기문화는 농경과 토기의 사용, 본격적인 가축의 사육을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유적은 주로 해안에 인접하며 어로활동이 중요한 경제활동의 하나

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초기신석기시  유적으로는 강원도 양양 오산리 최하층, 웅기 굴포리 서

포항동 1문화층, 경남 통 군 상노 도 1문화층, 제주도 고산리, 부산 동삼동 1문화층, 

암사동 1문화층을 꼽을 수 있는데, 모두 강이나 바다와 인접하고 있다. 이 유적들은 자

연환경이 중석기시  유적과 동일하며 석기에서도 중석기요소가 잔존하고 있다. 이는 

신석기문화가 어떤 단절 없이 중석기문화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라는 점과 이 두 문화

를 위한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단절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근래 제주도의 초기신석기시  유적인 고산리유적에서 많은 잔석기가 출토되어 주

목받고 있다. 약 11,000B.P을 상한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만일 이 시기가 맞는다면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  유적이며, 동시에 중석기문화와의 연계성을 

연구할 수 있는 유적이기도 하다. 덧띠무늬토기와 원시무늬없는토기를 공반하고 있어 

상당히 이른 시기의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자세한 연구 결과에 의해 밝혀지겠으나 구석기문화부터 중석기･신석기문화를 이어

나가는 중간에 문화적인 단절이 없었음을 밝혀낸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기원을 고찰하는 분야에 획기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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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사람  생활

유럽의 경우 후기구석기시  말기의 마들레느문화(Magdalenian culture)를 형성하

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추위에 적응했던 생활방식을 새롭게 바꿔서 빙하기를 

견디기 위하여 거주지로 삼았던 어두컴컴한 동굴이나 움집에서 나와 바닷가나 강가의 

노천에 새로운 형태의 집을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중석기문화는 빙하기를 이겨낸 후

기구석기 사람들의 후손들에 의하여 이룩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시 나 유물로

서 구별되거나 인종 혹은 인류의 진화과정 속에서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나타난 해수면 상승현상으로 넓어져 가는 해안가나 수

량이 풍부하여진 강변에서 급격히 증가한 조개류를 잡거나 물고기를 먹이로 하게 되

었다.그 이전의 후기구석기시  말기가 자연채집경제로서는 앞 시 보다 훨씬 발달된 

문화 고 그들의 생활방법은 당시 환경을 최 한 이용하여 터득한 것이지만 급격히 

변화된 후빙기의 자연환경에는 적합지 못한 살림살이 던 것이다.

이제 중석기시 의 온난한 기후가 다가오자 빙하시 를 살던 순록, 맘모스, 백곰 등

은 북쪽의 한 지방을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 으며, 후기구석기 사람들의 일부는 

이 짐승들을 쫓아 올라가면서 식량문제와 주거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후

손이 오늘날까지 북극을 중심으로 수렵과 물고기잡이 생활을 하며 살아오는 에스키모

(Eskimo)인들로서 그들은 최근까지도 구･중･신석기시 에 사용되었던 도구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짐승을 쫓아 북상하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미 

살림살이를 하던 지역의 기후가 변동됨에 따라 신체적으로 적응하며 적극적으로 생활

체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는 부류도 있게 되었다. 

이들이 바로 중석기시  문화를 개척한 사람들로서 이전의 생활 속에서 불편하 던 

점을 개선하 는데 아래와 같다.

1. 석기 만드는 재료와 노력을 덜 들이면서 많은 잔석기[細石器]를 만들게 되었다.

2. 날카롭게 만들어진 잔석기를 나무, 뼈, 뿔에 꽂아 쓰거나 손잡이를 부착함으로 노동력을 많

이 증가시키게 되었다.

3. 들개를 집에서 사육하기 시작하여 사냥에 이용하거나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

4. 빙하기가 물러가게 됨에 따라 털코끼리와 같은 큰 짐승은 사라지고 작은 짐승들이 번성하게 

되자 후기구석기시대까지 성행하던 무리사냥과 함께 개인사냥도 많이 하게 되었다.



제3장 | 중석기시대의 강원

186 강원도사 

5. 활, 화살, 창, 작살 등의 사냥도구가 발명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동물사냥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6. 이 시대의 중요한 생활수단의 하나 던 물고기잡이에 낚시나 그물이 사용되어 많은 양을 잡

을 수 있게 되었다.

7.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대량으로 나타난 달팽이, 조개류 등을 해안가에서 줍고 들과 산의 야

생곡식물을 식용으로 하는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 다.

이러한 생활방법의 개선은 자연환경의 변천에 사람이 적응하는 관계 속에서 서서히 

몇 천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시 를 살아가기에는 알맞은 변화 던 것이다. 

이들은 도구에 있어서의 발달만이 아니라 후기구석기시 까지 빙하로 덮여 있어 사람

의 생활이 뜸했던 지역까지 개척하여 활동지역을 넓히게 되었고, 후기구석기시 에 

들어와서 시작된 아메리카 륙으로의 이동도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활발해 지

고 그 지역의 인구도 늘어간다. 빙하지역이 축소됨에 따라 사람의 생활 범위도 적도

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확 되어 가면서 많은 이주가 이루어졌다.

이 때 활과 화살의 발명은 무리사냥보다 개인사냥에 알맞게 되었으며 이제부터 사

냥의 성과는 개인의 자질과 숙련, 명중률, 인내력이 좌우하게 되었다. 활을 갖게 되자 

맹수나 외부침입자로부터의 피해에 처할 수 있어 안도감을 갖게 되었다. 이 시 에 

번성하던 사슴, 노루, 토끼, 야생돼지 등 비교적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 올가미나 덫

이 나타났고 작살과 낚시의 사용은 개인사냥의 효과를 높여주었다.

이렇게 사냥방법이 향상되자 사람들의 노동력 소모가 줄어들었고 생산성이 높아짐

에 따라 미래를 위한 저장이 가능하게 되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런 사실을 볼 때 신석기시 의 문화란 중석기시 의 문화가 최 한으로 발달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산경제와 정착생활단계의 문화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상처를 입은 짐승이나 사로잡은 것들을 키우거나 새끼를 일정 기간 사육

하는 가운데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그 첫 상물이 개가 되었다. 

이렇게 개를 길들여서 사냥에 이용하거나 물건 나르는 일을 시키게 되었다.

이때에는 통나무배나 뗏목을 만들어 물고기잡이나 물 위의 생활을 하 고, 살기 좋

은 지역으로 이주하는데 이용하 음이 러시아 서북부 라도가(Radoga) 호수 근처에서 

중석기시 의 배가 발굴됨으로 해서 증명되었다. 또 엮어서 만든 바구니와 나무그릇

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저장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

는 새로운 방법이 터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 를 표하는 것은 잔석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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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석기시  석기의 특징인 뗀석기보다 발달되었으나 신석기시 의 잔석기단계까지

는 발전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다.

중석기시 에 있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륙에서 이루어졌던 각지의 문화양상은 크

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가 서유럽의 작은 새기개 수법(micro burin technique), 

둘째가 동쪽의 돌날몸돌(micro core)에서 간접떼기(indirect percussion) 수법으로 돌

날을 떼내는 돌날수법(micro blade technique)이다. 돌날수법으로 만들어진 잔석기는 

전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동아시아의 시베리아 남부와 동부, 내･외몽골, 만리장성 

부근의 샤바라크, 중국의 화북･산서･섬서성, 만주, 일본 열도에서 량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후기구석기 유적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앞으로 한

국에서도 출토될 가능성이 많은 석기이다.

이 잔석기는 물론 후기구석기시  말기의 마들레느문화에서도 사용되었지만 수량이 

많아지고 다양한 종류로 발전되는 것은 중석기시 부터이다. 잔석기는 단순히 작은 

석기라는 뜻이 아니고 알맞게 만들어진 몸돌에서 1~3㎝의 크기로 세모꼴, 사다리꼴, 

마름모꼴, 반달꼴의 기하학적 형태를 띤 격지를 떼어낸 것을 이용하여 둘레에만 약간

의 잔손질을 하여 날을 세운 석기를 말하는데, 제작수법으로는 눌러떼기(pressure 

flaking) 방법이 많았다. 이러한 잔석기의 제작으로 재료와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으

며 몸돌에서 예리한 격지를 떼낼 때 자연히 이루어진 뾰족한 끝이나 모서리를 그 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 다.

잔석기는 되도록 잔손질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크기는 일정

하지 않으나 형태는 비슷한 것이 많으며, 알맞게 깨어진 것 중에서 찌르기, 깍기, 긁

기, 새기기, 파기, 뚫기 등의 용도에 적합한 것을 골라 썼다. 잔석기의 용도는 화살촉

으로 쓰려고 나무나 뼈로 된 화살 끝에 끼우기도 하 고 알맞은 나무, 뿔의 옆면에 

홈을 파고 이것을 여러 개 꽂아서 칼이나 창끝을 만들기도 하 다.

중석기시  문화에서 예술 활동은 후기구석기시 에 나타났던 것과 같이 동굴벽화, 

암각화, 조각 또는 여인상(venus)･동물상과 같이 풍부하거나 발달되었다고 볼 수 없

으며 오히려 침체된 감이 있으나 이는 문화와 생활상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 시 의 

예술은 중석기사람들이 걸치고 다녔던 옷이나 치레걸이의 모양을 짐작할 수 있을 정

도이며 드물게는 간단한 그림을 그린 벽화나 암각화, 구멍을 뚫은 조가비나 구슬, 광

물성 물감 등이 중석기시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때의 예술활동은 후기구석기시 가 작품의 주제와 묘사법에 있어 사실주의적임에 

비해서 도식화 되거나 추상적인 묘사법이 강해진다. 특히 이 시 를 표할만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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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질유적의 채색된 자갈돌

품은 동스페인(Spain)의 레반틴(Levantine)지방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사람과 동물

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사냥장면의 그림으로 크기는 작아서 동물상은 75㎝ 정도, 사

람상은 3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상이나 동물상은 입체화되지 않고 양식화되어 몸의 세 한 부분은 거의 

무시되었으며 부분 손에 활과 창을 들고 있거나 움직이는 장면으로 사냥･춤･싸움 

등을 그려 당시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기구석기시  예술품 중에 동

물을 그리는 장면에서 제외되었던 사람이 동물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한 그림에 그

리고 있어 어떤 사건을 치루거나 희망하는 사항을 묘사하 을 것 같다. 개 그림 속

에는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실생활에서 경

험하 던 여러 가지 사실을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상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

하고자 하는 욕망이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 자신이 그들의 생활을 

그린 장면 속에 등장하 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상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식의 발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프랑스 마다질(Mas d'Azil) 동굴에서 출토된 색칠된 자갈돌은 그 표면에 물감으

로 간단하거나 복잡한 도형과 기

호가 마치 숫자나 글씨처럼 그려

져 있는데 그 뜻을 언젠가는 해

독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이 색

칠된 자갈돌은 주술적 제사에 쓰

여 졌으리라고 보며 중석기시

에도 신앙적인 숭배의 상물로 

취급하여 조상들로부터 후손에게 

전승된 유물이 있었다는 것이 증

명되는 것으로 자기 조상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여기며 

주위의 적들로부터 몸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갖고 다녔던 것 같다.

이와 같이 중석기시 에도 주술적인 활동이 많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죽은 사람의 장례절차도 있는 등 종교 관념도 후기구석기시 보다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다. 이미 이때부터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시신 주위에 납작한 판자돌을 두르고 

숫사슴의 뿔을 피장자 위에 올려 놓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원

을 상징하는 것도 있었다. 같은 때에 동물모양을 호박(琥珀)이나 동물뼈와 뿔에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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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새겨 넣기도 하 고, 이웃 일본에서는 자갈돌 표면에 여인의 모습을 상징적으

로 새겨 넣은 조각품이 1962년 카미쿠로이와[上黑岩] 유적의 12,000B.P.문화층에서 

발견되었는데 동･서양에서 같은 시기에 예술 활동이 있었음이 확실해졌고 이는 조각

솜씨가 양식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 일본의 여인상을 유럽의 여인상과 비교

하면서 그와 비슷한 신앙의식이 일본의 중석기시 에도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하고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유물이 출토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시사하여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기구석기시  이후 후기구석기시 에 걸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

으로 보이는 예술품이 발견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예술활동은 중석기시 와

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석기시 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 야생식물이나 씨를 가져와 집 주

위에 심어서 수확을 하는 농경의 초기단계의 관한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주로 지

중해 근처와 열 지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때는 인구도 증가하고 후기구석기시  사람보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자연환

경으로부터 오는 생활상의 제약이 줄어들었고 그에 한 적응이 잘 되었으며 당시 경

제･사회구조도 발달하 음이 확실하다고 본다. 그때의 사람들은 개 바닷가나 강가

에 집자리를 마련하고 살면서 사냥은 물론 물고기잡이를 하고 바닷가의 조개류 등을 

채집하면서 생활하 기 때문에 덴마크(Denmark)의 북부지방 유적에서는 당시의 조개

무지(shell mound)가 만들어지기도 하 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중석기시  사람들의 

생활지역과 신석기시  초기의 정착생활지역이 비슷한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부분의 신석기시  초기 유적은 바닷가나 강가에 인접한 곳에 입지하고 

있어 두 시기의 문화가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기 신석기시  유적으로 가장 오래된 곳으로 발표되고 있는 제주도 

고산리유적은 그 시기가 11,000B.P.로서 중석기시 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

되며,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동 제1층, 부산시 동삼동 제1문화층, 강원도 양

양군 오산리유적 최하문화층, 경상남도 통 군 욕지면 상노 도 조개더미유적의 제1

문화층 등의 유적들은 개 B.C.6,000년 전후로 절 연 가 밝혀진 곳인데 모두 바

닷가에 위치하며, 암사동은 강가에 자리하고 있어 중석기시 의 유적들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적인 요소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신석기시  유적의 자연환경과 지리적인 위치가 중석기시 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신석기문화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석기문화에서 발전되

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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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아 중석기시  사람들은 사냥･물고기잡이･채집에 기초를 둔 경제활동을 

하 는데 부분이 후기구석기시 에 있었던 생활을 그 로 이어받았다 할 것이나, 

구석기시 에서 볼 수 없었던 요소가 나타남으로 해서 구분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정착생활을 하면서 자연환경의 변화를 관

찰하고 생물들의 성장과정을 주시하는 속에서 농경을 시작하게 되고, 정착생활과 지

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저장할 수 있는 바구니와 나무그릇을 사용하게 되고 이윽고 토

기제작단계로 넘어가면서 신석기시 로 발전하는 것이다.

4  과 

중석기시  문화가 한반도에 존재하 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줄 유적이 밝혀진 것은 

1990~91년의 하화계리유적이 발굴되면서 이다.(최복규･김용백･김남돈, 1992; 최복규, 

1993).

최근 수십 년간 구석기시  문화에 한 유적조사와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

나, 중석기문화에 한 인식이나 연구는 부족하 다. 물론 중석기시  유적의 존재를 

찾으려는 일부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으나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 그러나 문화층이 명

확한 중석기시  유적이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에서 1990년 강원 학교 조사

단의 발굴로 나타나게 되었다. 문화층은 현재 유적 앞을 흐르는 홍천강의 수면보다 

10m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중석기시  이후 하상은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토사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많은 침식작용으로 물 흐름이 변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적의 옆에는 홍천강이 흐르며 작고 큰 산이 둘러 있어 중석기시 의 식량채집

인들이 물고기잡이와 사냥을 하기에 알맞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1990

년부터 2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중석기시  문화층은 말기홍적세의 치 하고 굳

은 염토층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 염토층은 지질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후기

구석기시  말기부터 신석기시  초기까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발굴된 석기들은 중석기시  사람들의 솜씨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잔석기들이었다. 

발굴장에서 석기제작과정 중에 깨진 격지조각과, 돌날몸돌에서 떼낸 돌날격지를 포함

해 많은 모루돌을 찾아내었다. 이 발견으로 이곳이 중석기시 에 다양한 잔석기를 제

작하던 작업장소이며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주거지가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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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사둔지유적 전경(최복규, 1993)

1. 한강 역

1) 홍천 하화계리 사 지

(1) 연환경

하화계리 사둔지유적의 위치는 위도상으로는 북위 37°37‵30‶, 동경 127°51‵16‶로서 

주위에는 크고 작은 산이 둘러져 있어 아늑한 편으로 동북쪽에는 봉화산(388.9m), 북

쪽에는 불금봉(498.8m), 동쪽에 깍근봉(585.8m)이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다.

유적의 자연환경은 홍천강을 남서쪽으로 두고 동쪽에는 들이 펼쳐져 있으며, 논과 

밭이 만들어져 있는 강가 둔덕으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알맞은 곳이

다. 이 유적의 서쪽 앞에는 인근 군부 에서 휴양소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건물이 

있는데 유적의 범위가 그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중석기시  문

화층은 부분 훼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하화계리 일 는 현재도 많은 주민들

이 농작물을 재배하며 생활하는 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윤택한 마을이다.

홍천읍의 동쪽에서 흘러와 유적의 남쪽 300m 지점을 돌아 유적의 서쪽 150m 지점

으로 휘돌아가는 화양강(華陽江, 또는 홍천강)은 홍천군 두촌면과 내촌면의 경계에 있

는 가마산(可馬山, 1,191m)과 서석면의 응봉산(鷹峰山, 1,103.3m)에서 발원하여 서쪽

으로 흘러내리다, 화촌면에 흘러드는 군업천과 굴운리에서 합류하여 홍천읍의 남쪽을 

반달모양으로 돌아 하화계리의 서쪽에 이른다.

그리고 다시 더 북쪽을 향해 내려가다가 소매곡리에서 서쪽으로 꺾여 도사곡리･굴지

리･장항리를 지나 서면의 팔봉산을 거쳐 청평호에서 북한강과 합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강은 북한강

의 지류로서 북한강 수

계에 들어가며, 선사･역

사시  문화의 전파과정

에서도 같은 수계의 문

화권에 속하 다고 생각 

된다(홍천군･홍천문화

원, 1989).

이렇게 산과 강이 어

우러져 있기 때문에, 구

석기･중석기시 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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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사둔지유적 발굴 전경(최복규, 1993)

람이 물고기잡이와 짐승사냥살이를 하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된다. 발굴된 중석기시

의 유물들은 현재 밭으로 경작되는 땅속에서 출토되었는데 강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중석기시  석기들이 출토되고 있는 문화층의 위치는 지표 밑 깊이 20~40㎝

까지 노출되고 있는 홍적세의 염토층 윗부분 2~10㎝의 깊이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층구조는 강언덕 부분 지역에서 수평지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적이 위

치한 언덕의 아래쪽(서쪽) 강과의 인접지역은 모두 오랜 세월 수많은 물의 범람으로 

인해 모래층과 자갈층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2) 과 그 근지역  지질

유적과 그 인근 지역의 지질구조는 비교적 단순한데 용두리편마암복합체와 의암층

군 등 변성암 분포지역과 홍천군 동남쪽과 서북쪽 일 에 나타나고 있는 화강암 분포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지층이 형성된 시기와 역사는 제일 먼저 이 지역의 기

반암을 이루고 있는 용두리편마암복합체의 기원 퇴적암이 퇴적작용을 처음으로 일으

켰으며, 퇴적암의 성분은 부분이 염토질 또는 모래질 성분이었고 석회질 성분도 조

금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퇴적시기는 선캄브리아기로 생각되며 그 뒤 융기와 침식이 일어났고, 후에 

다시 침강되어 부정합면 위에 의암층군의 의암규암층과 창촌리층 및 동산층의 기원암

이 차례로 퇴적되었다. 퇴적암이 퇴적된 후 이 지역에 고온저압형(high temperature 

low pressure type)의 광역변성 작용이 일어났으며 이 때문에 퇴적암은 흑운모편마

암, 운모편암, 규암, 엠피볼라이트(amphibolite) 등으로 변화하 다

그 뒤에 서북구지역을 중심으로 화강암화 작용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화강암 물

질에 의하여 화강암질편마암, 석 장석질편마암, 석류편마암, 상편마암 등이 형성되었

고, 알칼리성분의 도입으로 반상

변정편마암이 생성되었다. 화강암

화 작용과 거의 동시이거나 뒤에 

후퇴변성작용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자류석은 녹이석(綠泥石)과 

녹염석(綠薕石)으로 일부 변화하

다.

후퇴변성작용 뒤에 파쇄광성

(破碎鑛成)이 파쇄･절단･굴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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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상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쥐라기에 접어들어서는 흑운모화강암･반상화강암･

춘천화강암 등이 관입했으며, 그 후에 일부 맥암류(眽岩類)가 관입하 다(국립지질광

물연구소, 1975).

제4기에 들어와 강물의 흐름이 활발하여지면서 홍적층과 충적층이 퇴적되었다. 바

로 이 흥적층이 퇴적된 빙하기가 지나고 후빙기가 도래하면서 중석기시  문화가 나

타나게 되고, 그 뒤에 충적층이 퇴적되면서 신석기･청동기시  문화인들이 살아 그 

흔적을 남기기도 하 다.

이 지역 일 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표의 토양은 부분 충적세 이후에 퇴적된 것이

나 강물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절개된 곳에서는 홍적세에 퇴적된 염토층이나 그 이전

에 형성된 지층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쌓여있는 토양은 지금부터 몇 천 년이

나 몇 백 년 전 사이에 형성된 것이 부분이다.

이곳의 토양은 유적의 중심지가 염토이며, 그 서쪽 강변으로 가면서는 고운 모래염

토가 덮여있으며 2~7%의 경사를 이루고, 남쪽은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사둔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염토와 고운모래염토가 2~7%의 경사를 이루며 낮아지고, 홍천강과 마

주치는 강가에는 하천범람지로 자갈과 모래가 덮여 있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염토지

역이 있어 현재 논이 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은 고운 모래염토가 2~7%의 경사를 이루

었으나 농경지 정리로 지금은 거의 평탄하다. 북쪽은 염토지역이 2~7%의 경사를 이

루며 간혹 7~15%로 비교적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작은 하천을 지나 다시 고운모래염

토가 펼쳐지는데, 이곳은 현재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있다.

유적이 위치한 하화계리 지역은 계곡충적층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 발굴지역은 현

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변은 논으로 경작되는 충적층이 발달하여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충적층은 지형이 계단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하천 퇴적작용이 미

치지 못하는 위치에 발달하고 있다. 현재의 홍천강에 의하여 생기는 침식･퇴적작용은 

현재의 강변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유적이 위치한 계단형태의 충적층은 홍적세 이전

에 형성된 단구지형임을 알 수 있다(이동 ･김주용･한창균, 1992).

(3) 하화계리 사 지  

① 유물의 분류

하화계리 중석기시  유적에서 발굴되거나 지표채집된 석기는 1만여 점을 넘을 것

으로 생각되나, 덜된연모･부스러기･격지 등 통계나 유물의 성격을 연구하는데 큰 지

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외하고 7,151점이 선별되었다. 물론 제외된 석기들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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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사둔지유적 석기 출토 모습(최복규, 1993)

도 어떤 것은 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을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개 석기는 중석기시 의 성

격을 명확하게 해주는 돌날, 미

늘, 화살촉 등이 많이 발견되었

기 때문에 그 시 를 설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석기

들은 개 석재를 선택함에 있어 

석 을 많이 사용하여 5,958점

(83.3%)에 이르고 있으며 흑요

석 834점(11.7%), 수정 159점

(2.2%), 반암 50점(0.7%), 판암 

71점(1%), 유문암 6점(0.1%), 규암 6점(0.1%), 규질암 11점(0.15%), 기타 3점이었다. 이

로 보아 하화계리 중석기시  사람들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 자갈돌을 석기

의 석재로 많이 사용하 고, 그밖에 이곳에서 구하기 힘든 수정을 석재로 159점의 석기

를, 이 지역 주변에서는 산출되지 않는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834점이나 출토되었음

은, 다른 구석기시  유적과 구분되는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섬세하고 작

은 석기를 만들기에 적합한 흑요석과 수정이 1천 점에 가깝게 출토되었음은 중석기시

의 유적임을 더욱 명료하게 밝혀준다고 하겠다.

발굴된 석기들의 용도별 분류에 따른 총 통계는 주먹도끼 10점(0.1%), 찍개 58점

(0.8%), 찌르개 119점(1.7%), 사냥돌 5점(0.1%), 긁개 981점(13.7%), 개 115점(1.6%), 

자르개 132점(1.9%), 돌날 515점(7.2%), 째개 294점(4.1%), 주맥 패 7점(0.1%), 주먹

까뀌 1점, 새기개 138점(1.9%), 뚜르개 65점(0.9%), 톱날 15점(0.2%), 홈날 17점

(0.2%), 망치 24점(0.3%), 화살촉 36점(0.5%), 창끝 4점, 몸돌 33점(0.5%), 돌날몸돌 

27점(0.4%), 덜된 연모 201점(2.8%), 그리고 격지･부스러기 4,330점 (60.6%)이었다.

이 같은 석기의 용도별 분류에 따르면 하화계리유적이 중석기시  문화를 표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겠다. 바로 구석기시 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큰 석

기들, 즉 주먹도끼, 찍개, 사냥돌, 주먹 패와 같은 것은 줄어드는 반면에, 작은 석기

들인 긁개, 개, 돌날째개, 새기개, 뚜르개, 미늘, 화살촉, 돌날몸돌 등이 급격히 늘

어나고 있음은 제작된 시기가 중석기시 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돌날몸돌, 좀돌날, 화살촉, 미늘의 존재는 그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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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사둔지유적 석기(최복규･김용백･김남돈, 1992)
(1~3 : 긁개 및 밀개, 4 : 찌르개, 5 : 밀개, 6~7 : 긁개, 8: 새기개, 9 : 톱니날, 10~11 : 뚜르개, 
12~28 : 좀돌날몸돌, 29~55 : 좀돌날)

이 지역 인근에서는 전혀 산출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흑요석제 석기류가 돌날 

426점, 째개 32점, 긁개 19점, 돌날몸돌 18점, 새기개 14점, 개 10점, 화살촉 8점, 

톱날 6점, 몸돌 3점, 미늘 2점, 자르개 1점과 격지･부스러기 295점으로 모두 834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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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강도가 높고 예리하게 깨지는 흑요석의 성질을 이용하여 

섬세하고 날카로운 석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흑요석은 주로 돌날, 째개, 긁개 등의 석기를 만드는 재료로서 매우 귀중하게 다루

었다고 보고 있다. 흑요석에 한 산출지나 성분분석에 한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

되고 있으나, 아직 산출지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화계리 출토 흑요석

의 성분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동  등이 흑요석 4점을 이용하여 중성자방사화방법에 

의하여 분석을 시도한 결과, 백두산 흑요석과 유사성은 일부 있었으나 명확한 것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하 다(이동 ･김주용･한창균, 1992).

수정과 같은 석재도 구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생각되며 또한 강도가 8이상이 되어 

단단하기 때문에 특수한 제작수법으로 석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정으로 

만든 석기는 총 159점(돌날 30점, 새기개 18점, 째개 16점, 긁개 9점, 돌날몸돌 6점, 

몸돌 4점, 미늘 2점, 격지･부스러기 74점)으로 단단하고 날카로운 날을 필요로 하는 

석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유물의 성격

유물의 성격으로 특기할만한 것은 중석기시 의 사람들 중에도 왼손잡이가 있었다

는 것이다. 석기의 용도별 분류에 있어 다른 것은 왼손잡이가 사용하 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기 힘들지만, 긁개 981점 중 왼손잡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81점으로 

8.3%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석기시  사람의 8%정도가 왼손잡이 음을 알려

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용도별로 분류된 석기들의 평균 무게는 석 제 주먹도끼가 434g, 찍개의 평균 무게

는 489.5g, 석 제 찌르개의 평균무게는 117g이었다. 긁개에 있어 흑요석제의 평균 

무게는 2.5g, 석 제 119.1g, 수정제 3g, 유문암 56.5g, 단백석 2.5g, 판암 14.7g, 

규질암 2.4g, 반암 39g으로 나왔는데 석 , 반암, 유문암으로는 비교적 큰 긁개를, 

흑요석･수정･단백석･규질암으로는 작은 긁개를 만들었다. 긁개의 전체 평균 무게는 

43.5g이었다. 개는 흑요석제의 평균 무게가 2.4g, 석 제 67.1g으로 전체 평균이 

38.8g이다.

사냥돌은 석 제로서 평균무게가 390.5g이다. 자르개는 흑요석이 0.48g, 석  

146.8g, 판암 2.0g으로 전체 평균이 105.2g이다. 돌날은 흑요석이 0.2g, 석  0.6g, 

수정 0.5g, 단백석 0.5g, 판암 0.35g으로 전체 평균무게가 0.3g이다. 째개는 흑요석

이 0.8g, 석  3.9g, 유문암 14g, 반암 1.7g, 단백석 2.9g으로 전체 평균무게가 1.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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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사둔지 유적의 석기

이다. 주먹 패는 석 이 1,312g이다. 새기개는 흑요석이 0.6g, 수정 1.8g, 판암 

4.2g, 반암 1.4g으로 전체평균무게가 1.3g이다. 뚜르개는 흑요석 0.2g, 석  16g, 분

암 10.1g으로 전체 평균무게가 8.76g이다. 톱날은 흑요석 2.1g, 판암 2.0g으로 전체 

평균이 2.08g이다. 홈날은 석 만으로 전체 평균무게가 51g이다. 망치는 석  302g, 

사암 264g으로 전체 평균무게가 283g이다. 미늘은 흑요석 0.3g, 수정 0.5g, 판암 

0.65g으로 전체 평균무게 0.52g이다. 화살촉은 흑요석 1.4g, 판암 3.0g, 규암 2.0g, 

반암 4.7g으로 전체 평균 무게가 2.2g이다. 창끝은 석 만으로 전체 평균무게가 

12.0g이다. 몸돌은 흑요석 38.2g, 판암 9.8g으로 전체 평균무게가 28.7g이다. 돌날몸

돌은 흑요석 4.58g, 석  15.8g, 수정 5.6g으로 전체 평균무게가 5.3g이다.

또한 주먹도끼, 사냥돌, 찍개, 찌르개 등 사냥용 도구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에 비

하여 부엌용 도구인 긁개, 개, 자르개, 째개 등은 중간 무게이고, 중석기시 의 표

적인 석기인 돌날, 화살

촉, 미늘은 개 1g 이

하이다. 특히 돌날은 석

이 가장 무거워 0.6g

이고 흑요석이 0.2g이 

되어 매우 가늘고 납작

하게 떼어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석기의 

성격으로 보아 중석기시

의 전형적인 석기들로 

추정할 수 있겠다.

(4) 하화계리 사 지  지 과 지질

① 지층의 변화

여기서 하화계리 중석기시 유적의 지층과 지질에 하여 살펴보고, 문화층이 포함

되어 있는 지층구조나 시기에 한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다.

유적의 지층은 표토가 농경지로서 깊이 10~15㎝ 정도 교란되어 있었으며 유기질이 

많이 섞여 있는 충적토이다. 표토밑 20~40㎝에서 중석기시 의 문화층이 노출되기 

시작하 는데, 거의 수평면을 이룬 평면 지층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윗층과의 구별

이 용이하 다. 지층 단면상 강가인 서쪽은 낮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져 강 둔덕



제3장 | 중석기시대의 강원

198 강원도사 

인 유적이 있는 곳에서 수평을 이루어 평탄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화층이 있는 

홍적세 염토층 상단부의 지층 흐름에도 그 로 나타나며,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지역

에서는 석기의 출토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경사가 심하여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

편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② 지층에 따른 지질의 구성

지층에 따른 지질의 구성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Ⅰ층 표토층이 짙은 갈색(7.5YR 

5/8)의 고운 모래염토, Ⅱ층은 붉은갈색(7.5YR 6/6)의 굳은 염토층이며, Ⅱ층의 윗부

분은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 상단부에 석기들이 분포되어 있다. <ㄱ 1>칸

의 지층에 따른 지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곳의 Ⅰ층과 Ⅱ층은 다른 칸과 동일하며, Ⅲ-1층은 짙은 갈색(7.5YR/8) 굳은염토

층, Ⅲ-2층은 엷은적갈색(10YR 8/4) 모래염토층, Ⅳ층은 갈색(5YR 6/8) 고운모래염

토층, Ⅴ-1층은 엷은갈색(10YR 3/6) 모래염토층, Ⅴ-2층은 노란갈색(5YR 5/6) 고운

모래층, Ⅴ-3층은 회갈색(10YR3/6) 굵은모래층, Ⅵ층은 망간이 섞여있는 자갈층으로 

석 , 화강암, 화강편마암, 편마암 등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자갈들이었다(Munsell 

Color Co.《Munsell Soil Color Charts》1975에 수록되어있는 빛깔 분류기호를 참고

하 다).

<표 3> 홍천 하화계리 <ㄱ 1>칸의 지층에 따른 지질구성

층위 지표밑(두께) 지 질 빛 깔 층위 지표밑(두께) 지 질 빛 깔

Ⅰ 0~6(6)
고운모래

염토
짙은갈색 Ⅴ-1

240~282

(42)

모래

염토

엷은

갈색

Ⅱ 6~51(45) 굳은 모래 붉은갈색 Ⅴ-2
282~358

(76)

고운

모래

노란

갈색

Ⅲ-1 51~118(67) 굳은 염토 짙은갈색 Ⅴ-3
358~382

(24)

굵은

모래
회갈색

Ⅲ-2 118~186(68) 염토 엷은적갈색 Ⅵ 382이하
모래

자갈

Ⅳ 186~240(54)
고운모래

염토
갈  색

Ⅵ층 밑에 있는 지층은 앞에 언급한 제2단구 퇴적층인 모래와 자갈돌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부터 Ⅵ층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지층퇴적물(지질)은 세립화되어가며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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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풍화토양층이 발달하여 있다. 제2단구는 한반도의 동해안과 내륙의 계곡을 따라 

널리 발달되어 있는 지형으로서, 형성시기는 상부홍적세인 약 125,000B.P.로 해석되

고 있다. 한편 토양층 내에는 토양쐐기구조가 발달하여 있다. 토양쐐기구조는 북반구

에서 가장 추운기후를 보 던 약 15,000B.P.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쐐기구조 

상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시기는 이보다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Ⅱ

층의 상단부에 해당하는 문화층은 홍적세층 상단부이며 약 15,000B.P.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생각할 때, 이 유적의 편년은 12,000~10,000B.P.로 추정할 수 있다.

(5) 하화계리 사 지 ･  격

하화계리유적은 지금까지 두만강,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그 이남에서 발견된 가장 

확실한 중석기시  유적이라 할 것이다. 최근 몇 곳에서 중석기에 해당하는 석기가 

출토된 유적이 있었으나 그 수량이 많지 않았으며 여러 시기의 문화층과 위･아래로 

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석기시  문화층이라 확증할 수 없었다(손보기, 1993). 그

러나 하화계리유적은 중석기시  문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잔석기[細石器]가 주종을 이

루고 있으며, 돌감에 있어서도 잔석기를 만들기 좋은 흑요석, 수정, 판암 등을 사용하

다는 점에서 중석기시  문화라는 사실이 더욱 증명되었다. 잔석기의 양은 흑요석 

8백여 점, 수정 150여 점, 판암 70여 점, 석  2천여 점으로 총 3천여 점 이상에 이

르고 있다. 이 잔석기 중에는 돌날을 떼어내기 위한 돌날몸돌이 27점, 화살촉 36점, 

미늘 21점, 창끝 4점, 새기개 138점이 수습되었고, 특히 돌날이 수천 점에 이르고 있

다는 사실은 이 유적이 중석기 시 의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하화계리 사둔지유적 흑요석제 돌날몸돌과 수정제 돌날몸돌(최복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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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사둔지유적 돌날들(최복규, 1993)

하화계리 사둔지유적 흑요석제 긁개(최복규, 1993)

 
하화계리 사둔지유적 흑요석제 화살촉(최복규, 1993)

돌날몸돌과 돌날은 아시아 륙 일 의 후기구석기 말기와 중석기시  유적에서 발

견되는 표적인 석기로서 분포지역의 범위는 중국, 몽골 등으로 연결되면서 한국까

지 미치는 줄기와, 시베리아를 거쳐 알래스카 또는 일본열도의 북해도(北海島)에서 구

주(九州)까지 이르는 전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특히 돌날몸돌과 돌날은 시베리아, 북중국, 몽골 일 의 초기신석기시  유적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시베리아는 바이칼호수 인근 지역과 북중국의 내몽골자치구, 몽골의 

동쪽과 동남쪽 지역에서 그러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1992년 한몽학술조사 연구

협회와 몽골과학원이 공동으로 조직한 한･몽 공동학술조사단의 동몽골 학술조사과정

에서 발견된 동몽골 도르노트 아이막의 탐삭볼락(Tamsag Basin)유적과 수흐바타르 

아이막의 제그스누르(Jegus Nuur)유적에서는 신석기시  토기와 함께 돌날몸돌, 돌

날이 수백 점씩 찾아졌다(손보기･최복규･한창균･장호수･성현 ･손기언, 1992; 손보기･

최복규･한창균･장호수･박상빈･최승엽, 1993).

이러한 초기신석기시  유적에서 돌날몸돌과 돌날이 량으로 출토되고 있음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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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사둔지유적의 좀돌날몸돌과 좀돌날(최복규, 1993)

에서 이야기한 사실과 일치한다. 즉 후기 구석기시 나 중석기시 에 남쪽에 살던 사

람들이 빙하기가 끝나면서 북쪽으로 이동하 기 때문에, 시베리아나 동몽골일 에서 

그들의 문화를 계승하는 다음 시 가 발전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북쪽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중석기시  문화전통을 이어받아 잔석

기를 만들어 사용하던 중 토기제작기술을 터득하거나 받아들이면서 신석기시 로 접

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몽골이나 시베리아의 중석기나 초기신석기시  

문화는 남쪽에서 마지막 빙하기를 견딘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하여 남긴 결과로 추

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최복규, 1974).

우리나라의 중석기시  유적은 하화계리유적을 필두로 하여 앞으로 계속 발견될 것

으로 생각되며, 그 유적들

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양

상을 연구하려면 동북아시

아 일 에서 나타나고 있

는 중석기시  문화유적과 

비교･연구해야 하며, 당시 

인류의 이동관계와 문화의 

전파과정을 알아낼 수 있

을 것이다(최복규, 1988).

2) 홍천 하화계리 도

1995년에 하이트맥주공장 건립부지에 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도둔유적은 앞서 

살펴본 사둔지유적과 홍천강 건너편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

라 지형적으로도 하상비고 14m 내외의 저위단구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층위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사둔지유적의 석기 출토양상 만큼은 흥미롭지 못하지만, 

동일한 층위 내에서 유물이 출토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유적에서는 지표 아래 토양쐐기구조 상부의 명갈색 점토층에서 석 제 소형석기 

중심의 유물군이 확인되었다. 석기는 조사면적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으며 소규

모의 특정 구역에서만 약 800여 점 정도 집중되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 

석기제작과정에서 생겨나는 몸돌과 격지, 돌조각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특히 3㎝ 

미만의 잔격지 및 부스러기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석기구성상 찍개나 주먹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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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형 몸돌석기가 매우 드문 반면, 긁개, 개, 째개, 뚜르개 등의 소형석기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석기구성상의 특징과 여러 점의 되붙는 유물 등을 감

안할 때, 소규모의 특정 구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며 석기제작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과 같은 특징적인 석기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소

량의 니암제 석기와 지표에서 수습된 반암제 돌날은 유적의 형성시기를 중석기시 의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3) 홍천 하화계리 

2002년에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내에 포함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작은솔밭유적은 

해발 140m 내외의 중위면에 형성된 표적인 유적이다. 이 중위단구면은 작은솔밭(해

발 140m 내외)에서 가들기(해발 150m 내외)까지 약 500~600m 정도 범위이며, 하화

계리 일 의 구석기 유적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해당된다.

작은솔밭의 층위 단면은 하화계리 일  구석기시  유적군의 층위 변화와 석기구성상

의 변화, 연 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층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층위 구성상 상부의 갈색 점토 와 하부의 적색 점토 가 모두 나타나며, 각 지층마다 

적절한 절 연 측정치가 확보되어 있고, 석기구성상 잔석기단계(흑요석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 포함)부터 주먹도끼가 포함된 단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솔

밭유적의 층위와 문화층, 절 연 측정결과, 석기 양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적에서는 모두 3,000여 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하화계리 작은솔밭유적의 석기

 

하화계리 작은솔밭유적의 흑요석 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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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층 : 표토층으로, 지표면의 해발 높이는 141.7m 내외이다.

제2지층 : 명갈색 점토층으로, 퇴적 두께는 약 50㎝ 안팎이다. 황갈색을 보이는 느

슨한 토양 구조로, 토양쐐기구조가 발달한 치 한 고토양  위에 놓여 

있다. 이 지층에서는 석 , 수정, 반암, 이암 등으로 만든 석기와, 흑요

석제 좀돌날몸돌 및 좀돌날, 개, 뚜르개 등의 세석기가 격지, 부스러

기, 돌조각 등과 함께 2,267점 정도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사둔지유적과 

동시기의 석기구성상을 보여준다(제Ⅰ문화층). 이 지층에서 수습한 숯을 

가지고 AMS 연 측정한 결과는 13,390±60B.P.이다.

제3지층 : 암갈색 점토층으로, 퇴적 두께는 70~80㎝ 정도 된다. 이 지층에서 첫 

번째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난다. 하단부에는 엽상구조도 나타난다. 이 지

층의 하단부에서는 석 제의 찍개, 긁개, 개, 몸돌, 격지, 돌조각 등의 

석기가 787점 출토되었다(제Ⅱ문화층). 윗 문화층의 석기들보다 크기가 

다소 큰 편이며 석  이외의 돌감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지층의 

AMS 연 는 40,600±1,500B.P., OSL연 는 39±2kyrs로 나왔다.

제4지층 : 적갈색 점토 및 사질점토층으로, 상단부(제4-1지층, 적갈색 점토층)는 

비교적 점토의 양이 많은 반면, 하부(제4-2지층, 적갈색 사질점토층)로 

갈수록 모래의 양이 증가한다. 이 지층 상부의 퇴적물이 갈색조를 보인 

반면, 이 지층부터 적색조로 변화되었으며 제4-1지층에서 두 번째 토양

쐐기구조가 나타난다. 제3지층과 제4-1지층의 층간 경계면에서부터 아

래로 찍개 및 주먹 패 등 비교적 형의 석기들이 격지, 부스러기, 돌

조각 등과 더불어 226점 출토되며(제Ⅲ문화층), 제4지층의 하단부, 즉 

제4-2지층에서 주먹도끼와 주먹찌르개 등 18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제

Ⅳ문화층). 제4-2지층(적갈색 사질점토층)의 OSL연 는 66±3kyrs로 

나왔다.

제5지층 : 모래층으로, 개 붉은색을 띠고 있다. 표 단면에서는 모래층의 두께가 

별로 두텁지 않지만, 보다 북쪽 지역에서는 모래층의 두께가 3m 이상 계

속되며 망간의 농집 현상이 두드러진다. 표단면의 모래층에서 얻은 

OSL연 는 79±4kyrs이다.

제6지층 : 강자갈층으로, 중위 단구면의 기저역층이다.

제7지층 : 기반암 풍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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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은 주로 Ⅰ･Ⅱ문화층에 국한되었으며, 그 하부 문화층은 일부분만이 조사된 채 

보존 결정되었다.

하화계리 작은솔밭유적의 석기 실측도(최복규･안성민･유혜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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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 작은솔밭유적의 1유물층 석기(최복규･안성민･유혜정, 2004)
(1~2 : 긁개, 3 : 홈날, 4 : 긁개, 5~6 : 밀개, 7~9 : 뚜르개, 10~12 : 좀돌날몸돌, 13 : 돌날, 
14~29 : 좀돌날)

    

4) 홍천 하화계리 돌 거리

2005년에 군부  확장지역에 포함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돌터거리유적은 패봉산

(해발 155.1m)에서 서남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말단부 평탄면에 형성된 유적이다. 

유적의 한쪽 켠으로는 성동천이 부사원천과 합류하여 구릉의 지맥 흐름과 평행하게 

흘러 홍천강으로 유입되고, 다른 한켠에는 구릉이 뻗어나간 방향과 나란하게 옛날의 

하구로 추정되는 우묵한 저지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기반암 풍화층과 하성층인 모래자갈층 위로 갈색 사질층, 황갈색 사질층(OSL연  

41.7 ±2.7B.P., 45.5±2.0B.P.), 연갈색 점토층, 농갈색 점토층(유물층), 지표교란층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석기는 지표 아래 토양쐐기구조가 관찰되는 농갈색 점토층에서 

출토되며, 이 지층의 상단부는 논으로 경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삭토했기 때문에 토양

쐐기 상단부는 이미 잘려나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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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는 지표채집까지 포함하여 모두 562점 정도 되는데, 거의 부분 석 제 석기

이다. 조사지역 전체에서 출토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략 

두 군데의 소규모 석기집중구역(약 23.5㎡와 33.63㎡의 면적)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석기집중구역 밖에서는 거의 석기가 출토되지 않았다. 석기집중구역에서는 

몸돌과 격지, 돌조각 등 석기제작 과정에서 버려지는 종류가 92.8%를 차지하는 가운

데 망치돌, 모룻돌이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돌조각은 약 400점(72.2%) 정도로 거의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두 군데의 

석기집중구역에서 각각 8개체 23점과 12개체 105점 등 여러 세트의 되붙는 유물이 확

인되어 석기제작행위가 이루어진 지점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긁개, 개, 홈날, 

톱니날, 뚜르개 등의 석 제 소형석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석기의 구성과 돌감은 매우 

단순한 편이다.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되붙는 유물의 돌감이 7개 정도의 자갈돌 종류

로 파악되는 바, 소규모의 특정 구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머물며 적은 양의 

돌감을 이용하여 석기제작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 홍천 하화계리 

2005년에 군부  확장지역에 포함되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백이유적은 해발 156m 

내외의 고위면에 형성된 표적인 유적이다. 유적은 부사원천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m, 홍천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양 하천 사이의 중간

에 위치한다. 부사원천 방향으로는 급경사면을 이루어 깎아지른 절벽의 형상이며, 홍

천강 방향으로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다가 강변으로 이어진다.

이 유적의 층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비교적 오랜 시

간의 경과를 반 하듯 지형 굴곡이 심할 뿐더러 침식과 후기퇴적의 국지적 현상, 지형 

경사 등으로 인해 층간 변화가 획일적이지 않고 구간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층위는 

기반암과 하성층인 모래자갈층 위로 황갈색 사질층, 적갈색 사질층(84.0±6.1kyrs), 옅은갈

색 사질층(62.0±3.2kyrs), 적갈색 점토층(42.0±1.8kyrs, 42.5±2.6kyrs), 암적갈색 점토층

(34.0±1.2kyrs, 35.9±5.0kyrs), 갈색 점토층, 명갈색 점토층, 표토 순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석기가 출토된 1･2･3문화층의 토양색은 전반적으로 적(갈)색을 띠며 그 상

부에는 갈색 토양 가 놓여 뚜렷이 구분되어진다.

1문화층에서는 모두 492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조사범위 전체에 분포하는 양상

을 보인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구역에서의 집중도는 낮은 편이다. 1문화층에서는 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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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과정에서 생겨나는 몸돌(61점), 격지(76점), 돌조각(149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한다. 도구 중 몸돌석기는 찍개 23점, 여러면석기 12점, 주먹 패 10점, 주먹도끼 5

점, 주먹찌르개 4점으로 모두 54점이다. 잔손질된 소형석기는 긁개 22점, 홈날 5점, 

부리날 석기 3점, 개와 찌르개 각 1점으로 모두 32점이다. 그 이외에 손질된 돌조

각 5점, 자갈돌 114점, 망치돌 1점이 있다. 서로 되붙는 석기는 6세트가 확인되었다. 

돌감은 규암 371점, 석  115점, 산성화산암 4점, 기타 2점 순으로, 석 보다 양질의 

규암이 더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1문화층은 석기가 출토되는 가장 오래된 퇴적층

일 뿐만 아니라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주먹 패, 찍개, 여러면석기 등 고식의 중 형 

몸돌석기가 유물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2문화층에서는 모두 139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조사 범위 중 주로 북서쪽 구릉 

정상부에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2문화층의 석기구성은 몸돌 17점, 격지 23

점, 돌조각 34점, 도구 25점, 자갈돌 40점이다. 도구 중 몸돌석기는 주먹 패 9점, 

찍개 4점, 주먹도끼 2점, 여러면석기 2점으로 모두 17점이다. 잔손질된 소형석기는 

긁개 7점, 홈날 1점으로 모두 8점이다. 서로 되붙는 석기는 8세트가 확인되었다. 돌

감은 규암 110점, 석  29점으로, 석 보다 양질의 규암이 더 선호되었다.

3문화층에서는 모두 340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분포 범위는 2문화층과 동일하

게 북서쪽 구릉 정상부에 집중된다. 3문화층의 석기구성은 몸돌 45점, 격지 52점, 돌

조각 122점, 도구 45점, 손질된 돌조각 3점, 자갈돌 73점이다. 도구 중 몸돌석기는 

주먹 패 9점, 찍개 11점, 주먹도끼 6점, 주먹찌르개 4점, 여러면석기 4점으로 모두 

34점이다. 잔손질된 소형석기는 긁개 7점, 홈날 3점, 부리날 석기 1점으로 모두 11점

이다. 서로 되붙는 석기는 9세트가 확인되었다. 돌감은 규암 239점, 석  89점, 산성

화산암 9점, 기타 3점으로, 역시 석 보다 양질의 규암이 더 선호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주로 주먹도끼, 주먹찌르개와 함께 주먹 패, 찍개, 여러면석기 등 

비교적 중･ 형의 석기갖춤새가 드러나 홍천강 유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석기구

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6) 홍천 하화계리 삼 매장

이 유적은 한국인삼공사의 홍천 수삼수매장부지에 포함되어 2006년 5∼7월까지 시

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마산(170.3m)이라 불리는 산줄기가 동북-서남방향으로 뻗어 국

도5호선과 만나는데, 그 서쪽 지역에 해당된다. 동남쪽으로 약 300∼400m 거리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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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솔밭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유적은 시굴조사 이전에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거의 

부분 훼손된 상태 고, 건물 뒤편에 지극히 협소하게 원지형 일부가 남아있는 곳을 

조사하 다.

층위는 과거의 하상층인 자갈층 위로 모래층(OSL:95,000±6,000B.P.), 사질점토층

(OSL:52,000±3,000B.P.), 황갈색 점토층(3유물층, OSL:40,000±3,000B.P.), 암갈

색 점토층(2유물층), 황갈색 점토층, 암적갈색 점토층(1유물층), 표토 순으로 쌓여있

다. 보조단면에서 얻은 OSL연 는 사질점토층이 71,000±4,000B.P., 

73,000±3,000B.P.이고, 그 상부 점토층에서 68,000±3,000B.P.로 나오는 등 기준

층위 단면보다 오래된 연 값을 보인다. 또 다른 보조단면에서 사질점토층보다 약간 

상부에 망간이 집적된 점토층의 연 는 59,000±3,000B.P.이다. 사질점토층에서는 

지중에 굴을 파고 사는 과거 척추동물의 생활흔적인 서관구조(burrow)가 다수 발견되

었다.

석기는 모두 58점이 출토되었다. 1유물층에서 몸돌 2점, 격지 9점, 돌조각 14점, 

자갈돌 1점이 출토되었고, 2유물층에서는 몸돌 1점, 격지 5점, 돌조각 6점이 출토되었

다. 3유물층에서는 소형 찍개 1점, 주먹찌르개 1점, 몸돌 1점, 격지 10점, 돌조각 7점

이 출토되었다.

2. 동해안지역

동지방에서도 이미 구석기시 의 유적이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명주군 강동면 

심곡리, 동해시 구호동･발한동 등지에서 조사되었고,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서는 우

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신석기시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동지방에도 

구･신석기시 의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 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렇게 볼 때 그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중석기시 인 1만 년 전 전후에도 사람들이 생활하 을 가능성

은 매우 높은 것이다.

1) 동해 망상동 곡

이 유적은 동해고속도로 확장구간에 포함되어 2001~2002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

다. 유적의 중심부는 해발 17~25m 내외의 저위면에 자리하고 있다. A지구는 해발고

도 약 20m 부근에서 하성자갈층이 나타나고(저위Ⅰ면), B지구는 약 13m 위에 하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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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층이 발달하여(저위Ⅱ면)있다.

기곡유적의 층위와 문화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살펴보면, A지구의 경우 지

표교란층(해발 23m내외)-옅은갈색 찰흙층(제1문화층)-짙은갈색 찰흙층(토양쐐기구조, 

제2문화층)-적갈색 찰흙층(토양쐐기구조, 제3문화층)-자갈층(고하천퇴적층), B지구의 

경우 지표교란층(해발 17~15m내외)-옅은갈색 찰흙층(제1문화층)-짙은갈색 찰흙층(토

양쐐기구조, 제2문화층)-모래･자갈층(고하천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A지구 하성

자갈층 상부에 협재되어있는 모래층의 OSL연 는 116±6kyrs이며, B지구의 모래･자

갈층은 상 적으로 A지구보다 더 나중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곡유적의 기

본층서는 마지막간빙기 동안 형성된 고하천퇴적층 위로 마지막빙하기 동안의 토양쐐

기 구조가 나타나는 고토양층과 그 상부의 옅은갈색 찰흙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B지구 B-1유물집중면의 옅은갈색 찰흙층(제1문화층)에서 나온 AMS연 는 

10,200±60 B.P.이며, B-3유물집중면의 토양쐐기구조가 포함된 고토양층인 짙은갈색 

찰흙층(제2문화층)에서는 32,100±1,100B.P., 33,500±1,200B.P., 36,070±380B.P.의 연

가 나왔다. 이러한 연 측정 결과를 참고하면, 최상부 옅은갈색 찰흙층(제1문화층)은 

약 1만 년 전후의 최후기 플라이스토세에서부터 홀로세에 걸치는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상부 고토양 의 짙은갈색 찰흙층(제2문화층)은 약 32-36Ka, 하부 고토양 인 적갈색 

찰흙층(제3문화층)은 약 45Ka보다 오래된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구석기시  문화층으로 여겨지는 제3문화층에서는 토양의 삭박작용에 의해 일부 지

점에서만 소량의 유물이 찾아져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기곡유적의 

중심연 는 약 10Ka~36Ka에 해당하는 후기구석기시 로 볼 수 있다.

기곡유적의 후기구석기 문화층은 상･하 두 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문화층인 

토양쐐기구조 상부의 옅은갈색 찰흙층에서는 흑요석, 반암 및 니암, 수정, 화산암 계

통, 석 암 등 10여 종의 다양한 암질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석기들이 6,674점 출토

되었다. 석  석기의 경우 격지나 조각돌에 잔손질을 가해 만든 긁개, 개, 홈날·오

목날석기, 뚜르개, 찌르개 등의 석기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수정으로 만든 석기는 전 

구간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특히 B-3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 지역은 석 과 함께 수

정을 주로 석기 제작에 활용한 지점으로 여겨진다. 수정 화살촉, 몸돌과 격지, 긁개, 

개, 홈날, 뚜르개, 새기개, 자르개 등이 출토되었다. 흑요석은 B-1과 B-3유물집중

면에서 긁개 및 잔격지가 소량 출토되었다. 화산암 계통의 석재를 이용하여 만든 석

기는 주로 B-1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로 긁개, 홈날, 새기개 등을 만들었다. 기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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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곡유적의 화살촉 실측도(최승엽, 2010)

유적의 제1문화층은 다양한 종류의 균질한 암종의 새로운 채용 혹은 석기의 소형화 

진행정도가 뚜렷이 드러나는 후기구석기 말기(약 1만 년 전)의 문화상을 잘 보여준다.

한편 제2문화층(약3만년전)은 옅은갈색 찰

흙층 하부에 토양쐐기 구조가 나타나는 짙은

갈색 고토양층에서 1,098점의 석기가 확인되

었다. 사용된 암질이 모두 석 맥암으로 이루

어져 있어 암질구성상 제1문화층과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제1문화층의 석기양상과 비교해볼 

때, 찍개, 사냥돌(여러면석기), 주먹 패 등 

비교적 큼직한 석기가 새로이 등장한다. 몸돌

의 크기 또한 제1문화층에 비해 부피가 크다. 

제3문화층(5만 년 이전)은 토양쐐기 구조가 

나타나는 적갈색 찰흙층에 해당되며, 118점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형 석기 위주의 중기구

석기 문화층으로 여겨진다.

기곡유적은 다음의 몇가지 특징이 있다. ① 후기구석기 최말기 단계의 유물이 엄청

난 양으로 집중 출토되었다는 점, ② 동해안의 구석기유적에서는 최초로 흑요석 석기

가 출토되었다는 점, ③ 사용된 암질이 10여종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정을 

집중적으로 활용하 다는 점, ④ 수정으로 만든 화살촉이 3점 출토되어 신석기 단계

로의 전이를 읽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5  강원지역 화  격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시 와 신석기시  사이에 존재하 던 중석기시 의 문화를 

입증하여 줄 확실한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고 있었는데, 강원도 지역에서 당시 

유적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구석기시  말기 유

적 중 공주 석장리나 전남 승주유적, 신석기시 의 최상기유적인 경남 상노 유적과 

제주도 고산리유적 등이 발굴되어 중석기시 가 존재하 을 가능성을 더욱 높아졌다.

강원도 홍천 하화계리 사둔지유적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중석기시 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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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밝혀졌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남 승주군 주암댐수몰지역의 유

적에서 발굴된 돌날과 그 밖의 일부 유적에서 중석기시 의 잔석기 제작수법과 비슷

한 유물이 발견되어 중석기문화의 존재가능성을 주장해 왔지만, 그것들은 중석기시

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화계리 사둔지･작은솔

밭유적에서 발굴된 다량의 중석기유물은 그 시 의 문화를 특징짓기에 충분하며, 지

질학상으로도 편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석기시 로 결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

다. 이들 유적의 석기제작수법은 중석기시 의 석기들이 갖는 세련되고 발전된 것이

며, 지질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유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찾아질 중석기시 유적

을 발굴･연구･편년하는데 지표가 될 표준유적이다.

유적의 발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시 와 신석기시  사이의 4,000~ 

5,000년 간의 공백기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여 연결시키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약 1

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순록, 털코끼리, 백곰 등의 한 성 동물이 북상하게 되자 

구석기시  사람들은 먹이를 쫓아 이동해가고, 기후가 따뜻해지자 신석기문화를 소유

한 주민이 새로이 한반도에 등장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서술태도 다. 그

러나 강원지역에서 중석기시  유적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구･중･

신석기시 로의 발전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굴된 신석기시  유적 중 가장 이른 것으로 측정된 것은 제주도 고산리

유적인데 10,500B.P.로 연 가 산출되었으며 구석기시  말기 혹은 중석기시 에서 

신석기시 로 발전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도 양양 손양면 오산리

유적의 최하층이 방사성탄소연 측정법으로 12,000±50B.P.가 산출되어 신석기시  

초기 유적으로 밝혀졌다(임효재, 1982). 그렇다면 약 12,000B.P.부터 8,000B.P.사이

의 몇 천 년 기간 동안에는 한반도에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 으며 그 문화는 어떠한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공백을 메꾸어 줄 확실한 유적이 강원도에서 발굴된 

유적들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학설처럼 일부 후기구석기인은 북상하기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 그 로 남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중석기문화를 발전시

켜 나갔던 것이다.

지금까지 구석기시  사람들은 빙하기의 향으로 이주가 빈번하고 인종 변화가 심

하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발굴된 구석기인들은 우리의 직접 조상이 아니라고 생각

해왔으며, 따라서 한민족의 기원을 고찰할 때 신석기시  이후의 사람들부터 연구하

여 왔다. 그러나 중석기시  유적의 발굴로 인하여 우리나라 구석기인들이 중석기시

를 거쳐 신석기시  사람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우리 민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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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문화도 단계적으로 발전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강원도 중석기시  유적을 통하여 우리나라 신석기시 의 발생과정과 그 문화가 어

떻게 이웃지역과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되었는지의 문제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웃 시베리아, 몽골의 중석기･신석기시  문화와 비교･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당

시 문화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복규(강원 학  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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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시  화

홍적세(갱신세)의 빙하시 가 끝나고 충적세(완신세)가 되면, 지구의 온난화는 아시

아, 유럽, 북미의 온 지방에도 파급되어 이 지역들의 자연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빙원은 퇴각하고 해수면이 차차 높아지며 새로운 동식물이 번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홍적세의 빙하시 가 끝나고 후빙기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착생활을 시

작한 사람들이 남긴 문화가 바로 신석기문화라고 할 수 있다.

신석기시 의 특색으로는 일반적으로 토기의 제작, 농경과 목축(생산경제), 방직기

술의 발명 등이 거론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제석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백 년 동안 돌맹이를 깨트려 도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것을 갈아서 쓰기 

시작한 것, 그리고 수백 만 년 동안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애를 먹던 사람들이 그것을 

담아둘 질그릇을 만들기 시작한 것,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뒤바꾸어 놓은 혁

신이었다. 국의 유명한 고고학자 고든 차일드는 ‘신석기 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 다. 그 뒤 많은 고고학 자료의 증가에 따라 인류문화에 있어서 신석기문화가 

시작된 것은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생태적 적응의 결과로 다양한 신석기문

화가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Brian M. Fagan, 1999).

식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구 륙의 신석기문화는 기원전 9,000~7,000년 경 이란 

서부, 이란 북부, 소아시아 남부, 시리아 파레스티나에 걸친 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화

로 원신석기문화(原新石器文化, ProtoNeolithic Culture)로 불리운다. 그 중요한 특

징으로는 , 보리 등 곡초재배와 양, 염소 등 가축사육 등이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

었으나 수렵, 어로, 채집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고, 동굴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적어지

며 냇가나 호숫가 구릉에 소규모 집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석기는 반

마제의 돌도끼, 좀돌날석기[細石器], 돌그릇, 절구 등이 사용되었다.

식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신석기문화는 중국에서도 일어났다. 기원전 6,000년이나 

그보다 상당히 오래 전에 양자강 중하류지역은 벼재배의 핵심부이었을 가능성이 높

고, 기원전 6,500년경에는 양자강에서 북쪽으로 거의 650㎞나 떨어진 북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최초의 정착 농경마을이 등장하 다. 황하유역의 미세하고 부드러운 토양은 

간단한 굴지구로도 경작이 가능하고 물이 잘 침투되어 고유의 농경기술을 개발하 으

며, 그 결과 황하유역의 신석기문화는 수천 년 간 존속하면서 중국문명의 요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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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 다.

구 륙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신석기문화는 북방의 시베리아로부터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신석기문화이다.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문화

라 해도 식량생산보다는 어로, 채취, 수렵이 중요한 주민의 생업이었던 획득경제단계

에 정체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신석기문화는 토기제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농경

이나 목축은 그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장기간에 걸

쳐 정착적 취락이 형성되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신석기문화가 전개 되고 있었다.

식량생산은 아메리카 륙에서도 독자적으로 발전하 다. 첫 이주 후 수천 년 동안 

토착 아메리카인들은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온갖 종류의 야생식물 먹거

리들에 한 전문 지식을 쌓아갔다. 그 중에서 중미에서는 옥수수, 콩, 호박, 고구마 

등이 재배되었고, 안데스 중부의 고원지 에서는 감자, 마니옥 같은 뿌리 작물이 재배 

되었으며, 남서부 및 동부에서는 페포호박, 해바라기 등이 재배되었다. 일부 지역에서

는 야생작물 먹거리를 보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착 야생초본류와 뿌리 작물들을 재

배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이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농경과 목축은 인접지역으로 점차 확산

되어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으로 파급되어 생산 경제단계로 전환되고 인구도 급증하

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서도 5,00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신석기문화가 존속되었음이 해방 후 남북한 고고학조사의 진전에 의하여 밝혀졌

으며, 700여 개 이상의 신석기시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조사된 신석기

문화는 전반적으로 농경의 비중이 크지 않은 수렵과 채집, 어로 등을 주생업으로 한 

획득경제단계의 동북아시아 신석기문화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석기시  주민들이 어떤 특정지역에 자리 잡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

의 자연환경에서 채취할 수 있는 식료를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도구와 장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인간의 사고가 진전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도구와 장비

도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형식의 도구가 제작되고 증가한다. 따라서 어

떤 생활양식을 반 하는 특정 형식의 몇 가지 도구로 구성되는 특정 조합이 발생한

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거주한 주민 집단은 주거의 입지나 거주 가옥과 무덤에

서도 유사한 양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처럼 도구나 주거 형식의 조합이 유사한 환경

에 사는 거주집단이 남긴 유적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양식에 하여 고고학에서는 

이를 문화로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고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화란 주로 형식이

라는 물질적 실체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고고학적이라는 한정적 의미가 함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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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럴 경우 고고학적 문화는 문화 전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구성하

는 물질문화를 나타낸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고학적 문화는 많

은 유적의 발굴조사가 진전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전개된 고고학적 문화를 파악할 수도 

있어 처음 발견된 지역명칭이나 그 표적 유물의 명칭을 붙여서 부르기도 한다. 그리

고 차츰 고고학자들 사이에 문화명칭이 통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문화

란 도구나 주거라는 물질적 측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일정체계를 갖춘 통합적 가치체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20세기 초 이래 유럽이나 미국

의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에서의 문화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차일드는 “토기, 도구, 장신구, 가옥형태 등의 특정 형식의 유적과 유물이 반복하여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해져서 공반하는 그와같은 특징의 집합을 문화집단 

혹은 문화라고 보며, 그러한 집합은 민족의 물질적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의

하고 제 민족간의 문화요소의 차이를 비교하 다. 그리고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려는 

독일의 전파주의의 향을 받아 차일드는  유럽문명의 여명 (1925)이라는 저서에서 

유럽문명의 원류는 동방 오리엔트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주장하 다.

한편 미국과 유럽의 고고학자들은 문화요소의 집합에 의해서 분류되는 유사한 문화

가 분포되어 있고 그러한 문화에 의해서 타지역과는 구별되는 지역군을 분류하여  ‘문

화권’ 혹은 ‘문화 역’으로 구획하게 되었으며, 그 지역의 생태적 요인과 역사적 요인

도 함께 고려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전히 문화의 정태적 수법에서 탈피하여 동태

적 변화의 과정이 파악될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그리하여 설정된 문화권 내의 유물

의 형식을 분류하여 그 시간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감추어진 변화의 패턴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고고학자 쥬리안 스튜어트는 문화의 요소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기능적으

로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사회가 다르면 그 의미나 전개도 달라진다는 것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문화의 동태적 적응과정에 주목하여 그 분석방법을 탐구하고, 

문화에 파급되는 환경 요인을 강조하는 생태개념을 고고학에 도입하 다. 그는 문화

의 중핵은 기술과 경제에 있다고 보고 문화의 제측면을 규정하고자 했으며, 기술적 

적응이 다르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화적 적응도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유사한 환경하에 있는 다른 기술을 갖는 문화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것을 ‘문화생태학’

이라고 한다. ‘문화생태학’의 연구 방법은 ① 기술과 환경과의 관련성 분석, ② 특정

의 지역환경을 개발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패턴, ③ 생업활동이 생업 이외의 문화

의 제측면에 어느 정도의 향을 미치는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문화생태학’은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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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성을 강조하는 프로세스 고고학으로 계승되어 그 후 많은 중요 야외조사의 성과

를 올리게 되어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전범(paradigm)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

이 고고학에 있어서 문화의 개념은 유적내에 남아 있는 인공유물 뿐 아니라 식물(食

物)의 잔재(殘滓) 및 자연유존체(自然遺存体)와 그 남아 있는 상태 등을 포함하여 과

거 생활양식의 물질적 흔적의 모든 것을 연구 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고고학의 문화개념이 변천되고 발전된 배경은 문화란 결국 인간의 역

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 변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유적에 남아 있는 정태적 물질 

자료만으로는 그 문화를 남긴 사람들의 시간적･공간적･동태적 생존 상황을 알 수 없

다는데 있다. 20세기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고학 조사의 

목적이나 방법의 개량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 고고학이 추

구하는 새로운 연구 방향들은 유적의 발굴조사나 채취된 유물의 분석면에서 단히 

어려운 점이 많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현재 강원지역에서 시행된 발굴 조사는 2000년 에 들어와 많은 유적에서 양호한 유

적이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강원지역 신석기문화의 내용을 체계있게 서술하기에

는 아직도 자료의 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강원도 신석기시

의 문화에 한 설명이나 서술은 극히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러나 양양 지경리유적(1995), 양양 오산리유적 C지구(2008), 고성 철통리유적(2006) 등

이 발굴되어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전반에 걸쳐 편년적 기초가 어느 정도 세워

졌기 때문에 5,000년 이상 계속된 신석기시 의 문화의 흐름을 강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강원 동해안지역에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유적과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서 한반

도의 중요 신석기문화권인 동북지방, 서북지방, 중서부지방, 동남부지방의 신석기문화

와는 구별되는 지역적 특징이 분명한 신석기문화가 전개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확

실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강원 동해안지역은 한반도의 ‘중동부지방’이라는 신석기 문

화권 혹은 문화 역의 명칭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단계에서 한반도의 ‘중

동부지방’ 신석기문화권의 지리적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40

여 개에 달하는 신석기유적이 확인되고 있는 지역적 범위를 보면, 서쪽으로는 태백산

맥 이동, 북쪽으로는 고성군, 남쪽으로는 동해시와 삼척시까지의 범위가 포함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의 ‘중동부지방의 신석기문화’라고 하는 관념으로 다른 지

역과 구별되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각 시 별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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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문화의 특징 : 2007년 양양 오산리유적 C지구 고토양층에서 강원 동해안의 신

석기시  조기로 편년되는 유적과 유물이 발굴조사되었다. 

확인된 오산리C지구 최하층은 제주도 고산리유적을 제외하면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B.C.6,000년 의 유적이다. 유적의 층위상으로나 절 연 , 그리고 

토기와 석기의 특징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오산리 전기유적과 뚜렷이 구별된다. 같은 

유형의 유적은 동해 망상동유적에서도 확인되어 강원지역 신석기시 의 조기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조기 단계의 문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여겨진다. 이들 조기 유적

과 유물에 해서는 다른 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서술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중요 

특징만을 간단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양양 오산리유적 C지구의 최하층에서는 무문양토기와 압날점열구획문토기가 공반 출

토되었고 석기로는 어망추, 결합식 낚시, 석도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무문양토기

는 강원 동해안지역에서는 고성 문암리, 동해시 망상동 등의 유적에서도 출토되었고, 

제주도 고산리유적, 청도 오진리 암음유

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는데 여러 지역에

서 출토되는 이 무문양토기는 그릇의 모

양이나 토기 표면에 문양이 없다는 점에

서 유사하나 바탕흙과 혼입물, 구연부와 

바닥처리 등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들 한반도지역 무문양토기의 계보상 

상호 관계라던가 그 원류지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첨저토기가 주로 

분포하는 북쪽의 시베리아 지역, 채도가 

주류를 이루는 남서쪽의 중국 황하 지역

의 중간지역을 점하는 동아시아 극동지

역의 ‘평저 심발형토기’문화와 관련될 것

이라 짐작할 수 있다. 오산리유적 C지구

에서 무문양문토기와 공반된 압날점열구

획문토기는 완형으로 복원된 토기는 없

으나 저부편들은 모두 평저토기편이라는 

점에서도 오산리유적 C지구 토기는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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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저 심발형토기’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문양토기는 한반도와 동북아 신석기시  무문양토기로서는 가장 고식 토기 중의 

하나이다. 이 무문양토기와 공반된 압날점열구획문토기는 강원 동해안지역에서는 동

해시 망상동에서도 출토된 바 있는데 완형 토기가 없고 토기편만 출토되어 토기의 전

모를 알기 어려우나 토기편 중에는 붉은색으로 바탕을 칠하고 검은색으로 문양을 칠

한 채색토기편이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붉은색 바탕에 검은색 문양을 그린 채색토기

는 가깝게는 중국의 앙소문화의 채도, 멀리는 인더스 신석기시  토기와 메소포타미

아 신석기 토기에서도 보이는 범세계적 신석기 토기문화이기 때문에 오산리유적 C지

구의 채색토기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연부에

서 좀 내려와서 네모 혹은 삼각형의 구획안을 압날점으로 채운 문양은 시문기법이나 

문양의 모티브 면에서 오산리 전기 토기는 물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보이지 않는 독

특한 문양으로 앞으로 다른 유적의 출토 예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산리 C지구의 토제품 중 특기할만한 토제품은 곰토우이다. 곰토우는 시베

리아 신석기시  유적에서 흔히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에서 살았던 

고아시아족이 곰을 토템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

거 한반도의 즐문토기문화가 시베리아와 관련이 있고 한반도에 이 문화를 남긴 주민

은 고아시아족일 것으로 추정된 바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즐문토기문화가 시베리아 첨저토기문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오랜 관념을 입증할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시베리아 신석기문화와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중간적 위치에 전개된 ‘동북아 평저토기’문화의 향이 한반도 

쪽에 미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 표적 예 중의 하나가 양

양 오산리유적이다.

양양 오산리유적 C지구의 최하층과 동해시 망상동에서 출토된 석기 중에서 특히 주

목되는 것은 결합식 낚시와 어망추이다. 결합식 낚시는 오산리 전기층에서도 다량 출토

된 것으로 유명하지만 조기층에서 확인된 결합식 낚시는 크기가 전기 것에 비하여 적을 

뿐 아니라 모양도 전기의 J자형과는 달리 C자형이다. 이러한 결합식 낚시의 형태상의 

차이는 단지 시 의 차이에 따른 형식상의 변화인지 아니면 어획하는 상 어종이 달라

졌기 때문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크기가 작은 어망추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강

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조기에는 호수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로가 주로 행해졌

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오산리유적 C지구의 최하층에서는 타제기법이나 좀돌날기법이 조금 나타나고 



신석기시대의 문화 | 제1절

제2권 선사시대 223  

오산리유적 C지구 조기층 출토 석기

있으나, 오산리유적 조기 석기 전반에 

걸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석기의 마

연기법과 구멍을 뚫는 기법이 놀랄 만

큼 발전되어 있는 점이다. 이러한 석기

제작기법은 동북아지역보다는 중국 앙소 

신석기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오

산리 신석기문화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토기의 구멍손잡이[有孔把手] 역시 중국 

동북지방의 요녕성 신석기시 의 평저토

기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한반도 신석

기시  토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이다.

조사보고에 의하면 조기 유적인 양

양 오산리 C지구와 동해시 망상동유적

은 다른 전기 유적들과는 달리 호수가

의 사구층 퇴적 이전의 해발 4m, 15m

의 고토양층 위에 입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오산리유적에 퇴적된 사

구 이전에 형성된 유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써 앞으로 오산리의 전기 

유적들이 주로 분포하는 사구에 한 지형학적 연구가 요망된다.

전기문화의 특징 : 1980년 에 조사된 양양 오산리유적 A･B지구는 한 때 우리나라 

신석기문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우리나라 신석기문화가 

시작되는 연 를 B.C.5,000년에서 1,000년을 더 올려 보게 된 유명한 유적이었다. 그

러나 그 뒤 1990년 에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에서 B.C.8,000년으로 올라가는 신석기

유적이 발견되어 한반도 신석기문화도 주변 지역인 일본이나 시베리아지역의 최고 신

석기유적과 같이 10,000년 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

다. 2007년 양양 오산리C지구의 고토양층에서 신석기시  조기문화가 확인된 것은 

한반도지역에서도 신석기시  문화의 절 연 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유적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전기 유적으로는 오산리 A･B지구의 제1문화층(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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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 제2문화층(3층, 중층)과 C지구 고토양층의 주변에 퇴적된 사구층 등이 알려졌

으며, 2000년 에는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유적,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유적 등도 발굴

조사되었다.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전기 문화는 바닷가나 석호 주변에 퇴적된 사구층에 

입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산리 전기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오산리식 압날문토기와 

융기문토기이다. 이 두 토기에 해서는 오산리 A･B지구에서 그 선후관계가 불확실하

여 논란이 되어 왔으나 체로 융기문토기가 선행하는 토기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산리 C지구의 발굴 결과 반 로 오산리식 압문토기가 융기문토기보다 선행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고 문암리유적에서는 완형의 양종토기가 공반 출토됨으로써 강원 동해안지

역의 신석기시  전기에 있어서 양종토기는 오산리식 압날문토기 → 융기문토기, 오산

리식 압날문토기 → 변형 오산리식 압날문토기의 순으로 변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오산리 전기의 토기들 역시 토기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평저 심발형토기가 공통되

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조기 이래의 신석기시  토기는 평저토기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기토기 중 오산리식 압날문토기가 융기문토기보다 선행된 토기라

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기의 오산리식 토기는 조기의 점열구획문토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서 오산리 토기 전반에 걸친 평저토기의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서 좀 더 합리적 근거를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오산리유적 조기와 전기의 토기편

년문제는 고고학자들이 오산리문화를 다방면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기초적 과제가 된다. 그 이유는 신석기시  토기는 어떤 유물보다도 시간적 

공간적 다양성과 특징이 반 되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산리 A･B･C지구의 전기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결합식 낚

시이다. 점판암을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10㎝ 내외의 가늘고 긴 축인데 상단부에는 

실을 묶는 홈이 있으며, 아래쪽의 바늘 결합부는 납작하게 갈아서 만든 것이다. 오산

리 전기의 집자리와 층위에서 나온 결합식 낚시축은 58점, 고성 문암리유적의 수혈 

구덩이에서는 37점이 나왔는데 결합식 낚시가 주로 많이 나온 남한지역 유적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으며, 그 형태도 다른 지역 출토품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오산리형 낚시’로 부르기도 한다(김건수, 1999). 오산리 전기유적에서 

나온 J형의 결합식 낚시는 오산리유적 조기층에서 나온 C형의 결합식 낚시와 크기, 

형태면에서 다른 점이 있으나 형태의 유사성에서 볼 때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오산리유적 A･B지구에서는 추형석기가 몇 점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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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추형석기는 높이 3.3~7㎝의 원추형 석기로 위쪽의 둘레에는 줄을 매는 홈이 파

여 있고 전면이 마연되어 있는데, 특히 첨두로 향하는 한 부분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다. 이 추형석기의 용도는 아직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석기의 형태나 표면

의 마연 기법, 홈을 돌린 석기제작기법면에서 결합식 낚시와 함께 오산리문화의 특징

을 잘 보여준다.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석기 중에서 결합 낚시 다음으로 많이 출토

된 것은 마제석도인데 이 석도는 어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오산리문화의 성격

으로 보아 물고기 조리용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규암제 타제석기, 백두산 흑

요석 2점 등도 오산리문화의 시기라던가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물이다.

중기문화의 특징 : 강원 동해안지역 신석기 중기 유적은 해안가의 석호나 하천가의 

사구지 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조기 및 전기와 유사하나 자리 잡은 사구의 변화로 말

미암아 위치가 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중기의 유적은 북쪽으

로 양양군 손양면의 오산리･가평리･송전리유적, 남쪽으로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유적

과 강릉시 초당동유적 등인데 모두 20여 기의 주거지가 발굴조사되었다. 중기 주거지 

중에서 양양 지경리유적의 3･4･5･6･7･8호 주거지는 바닥 평면의 형태는 방형이고 어

깨선은 원형 또는 말각방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조기·전기 토기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중기 토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첨저반란형

의 침선문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점이다. 이러한 토기의 변화는 단순한 토기제작기술

상의 변화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석기시  주민의 이동이나 교체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강원 동해안지역에 있어서 조기와 전기에 주

류를 이루던 평저토기가 중기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첨저반란형 침선문토기로 교

체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문화 전통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신석기문

화에서는 중동부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석기시  조기와 전기는 토기는 물론 석기에서도 그 유

사성에서 계승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중기문화는 조사된 유적의 범위나 주거지의 수

로 보아서 조기와 전기보다 적지 않은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나 

전기의 토기 전통으로 볼 만한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를 밝히는 문제는 

앞으로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완형토기가 14점이나 출토된 지경리 4호 주거지 토기를 기준으로 보면, 소위 구분

문계의 첨저반란형토기가 주류인데 이 토기는 중서부지방의 전형적인 토기로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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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토기의 문양 역시 구연부에는 단사선문을 시문하고 그 밑에는 종속문으로 

삼각형집선문, 3~4줄의 집사선, 능형집선문(菱形集線文), 제형집선문(梯形集線文), 

향어골문(對向魚骨文) 등이 있고, 동부(胴部)문양은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 저부에

는 횡주어골문, 방사선문 등이 시문된다. 구분문계 토기라는 점에서는 서울 암사동등 

중서부지방의 토기 전통을 반 하고 있으나 구연부의 단사선문열의 수가 많은 편이고 

종속문의 경우에도 문양의 종류는 7~8종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집선문(斜集線文)

으로 구성된다는 것과 중서부 토기의 파상문(波狀文), 중호문(重弧文), 타래문 등 점

열 곡선계 문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 중기 토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경리 6호 주거지에서 출

토된 동남부지방의 태선문계(太線文系) 토기가 다량 출토된 점이다. 지경리 6호 주거

지 출토 태선문계 토기는 상부위에 삼각형 집선문, 능형집선문, 제형집선문, 사격자문 

등이 시문되고 동부에는 횡주어골문이 시문되는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6호 주거지는 구분문계 토기가 출토된 7호 위에 중첩되어 나타났고, 절 연  상으

로도 7호는 B.C.3,555년, 6호는 B.C.3,035년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지경리유

적의 시기를 Ⅰ･Ⅱ기로 구분하 는데, 그밖의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상의 비교에 의해

서 동남부지방의 태선문계 토기는 양양 송전리유적 1호주거지에서 출토되기 시작하여 

지경리 Ⅱ기의 6호주거지, 초당동유적의 순으로 변화되고 후기 유적인 강릉 지변동유

적의 단계에는 퇴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동순, 2009).

석기로는 석촉류, 어망추, 석부, 석도, 공이, 갈돌, 갈판 등 다양한 도구들이 출토

되었으며, 이 중 어망추와 화살촉 등 수렵과 어로용 도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나 조기 전기의 결합식 낚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어망추는 어느 유적에서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기유적의 성격을 반

해 주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송정리유적 88점, 지경리유적 331점, 초당동유적 164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후기문화의 특징 :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유적은 부분 해변의 석호나 하

천변 사구지 에 입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 에 많은 신석기시

 유적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고성 철통리유적과 강릉 지변동유적 등과 같이 구릉지

에서도 신석기시 의 유적이 입지한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 다. 철통리유적과 

지변동유적은 모두 해발 20~50m 높이의 호수 주변의 구릉지 이다.

강릉 장덕리유적, 송림리유적, 동덕리유적, 진리유적, 판교리유적, 양지말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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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동유적, 하시동유적 등은 모두 구릉지 에서 지표조사된 유적이다. 이들 구릉성 

유적에서는 부분 후기적 토기편들이 확인되고 있다.

고성 철통리유적에서는 강원 동해안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구릉지 에서 신석기시  

주거지 7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들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구릉의 능선상에 줄지어 

배치되어 있다. 철통리유적에서는 유물이 많이 출토되지 않아서 토기의 전모를 알기 

어려우나 구연부에만 시문된 단사선문과 퇴화된 횡주어골문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2  연환경

1.   지형과 후

강원도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철령 근처에서 

시작하고 남쪽으로 동해에 연하여 태백산맥이 길게 뻗어 내려가면서 그 지맥인 소 

산맥들이 좌우로 뻗어있기 때문에 산과 구릉이 도내 전역을 덮고 있다.

강원도는 주맥인 태백산맥을 분계로 하여 크게 동지방과 서지방으로 나누어진

다. 태백산맥은 옛부터 동서교통을 가로막아 동･ 서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풍속까

지도 갈라놓은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 태백산맥의 곳곳에는 안부(鞍部)를 

이루고 있는 진부령, 한계령, 관령 등이 있어서 이 을 넘나드는 동･ 서간의 교

통은 이미 선사시 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에까지 계속된다.

동지역의 지형은 태백산맥의 주맥이 동해에 바싹 붙어있으므로 급사면을 이루고 

있고, 해안산맥이 곳곳에 뻗어 있어서 암석해안이 많으며 그 사이에 사빈해안이 아름

답게 펼쳐져 있으나 해안선은 융기해안 특유의 단조로운 선을 유지하고 도서는 별로 

없다. 동지방의 암석해안은 개 해안단구 또는 해식애로 되어 있고 사빈해안은 화

강석, 편마암지 에서 운반･퇴적된 모래벌이다. 동해사면의 하천은 길이가 체로 짧

고 유수량은 적고 계절변동이 심하다. 그러나 태백산맥의 계곡에서 발원하는 이들 하

천유역에는 구릉이 많고 그 사이에는 약간의 평야지 도 전개되고 있으며 해안선 부

근에는 호수들이 발달되어 특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강원 동지역의 신석기시

 유적은 주로 이들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낮은 사구지 에 분포한다.

한편 동지방의 기후는 태백산맥이 겨울철의 북서 몬순(monsoon)을 차단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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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동안해류의 향을 받아 우리나라 남단의 다도해 다음으로 따뜻한 지역으로 연

평균 12~13℃이고, 서해사면보다 2~3℃ 높다. 강우량은 다도해보다 많아 연 1,300㎜ 

내외로 다우 에 속한다. 이러한 기후조건이 선사시 에는 어떠한 양상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지역의 지형조건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므로 신석기인의 정착과 생

산활동에는 호적한 조건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동지역에는 융기해안에 흔히 보이는 석호(潟湖, Lagoon)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호수변의 낮은 사구지 에는 부분 신석기시  유적과 초기철기시  유적이 

분포한다.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쌍호 주변에서 오산리 신석기시  유적과 가평리 초

기철기시  유적이 발견되었고, 경포호 주변에서는 강릉 초당동･지변동･토성지 등 신

석기시  유적과 강릉 강문동･초당동 등 초기철기시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명주군 

강동면 안인리의 초기철기시  및 신석기시  유적도 역시 쌍호 주변의 유적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지방에서 발견･조사된 청동기시 유적은 신석기시 와 초기철

기시 유적의 입지조건과는 달리 부분 50m 내외의 산지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청동기시 유적이 하천이나 호수변이 아닌 곳에서 입지하고 있는 것은 청동

기시  주민들의 생활의 양상이 신석기시 와 초기철기시  주민과 달랐기 때문이라

고 볼 수도 있겠으나, 청동기시 (B.C.1,000~300년 경)의 기후조건이나 지형조건이 

오늘날은 물론 그 이전의 신석기시 나 청동기시  이후의 초기철기시  지형이나 기

후조건도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속초 랑호와 주문진 두 지역의 화분분석 결과는 이러한 후빙기 이후의 기후변동

사항을 짐작해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속초 랑호의 화분분석결

과에 의하면 10,000년~6,700B.P.에는 낙엽광엽수(落葉廣葉樹-참나무)가 증가하고 고

온다습한 기후로 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6,500~4,500B.P.에는 낙엽광엽수-

침엽수(針葉樹-소나무)의 혼합림을 이루고, 1,400B.P.부터는 소나무를 주로 하여 벼

과의 풀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문진의 화분분석결과(조화룡, 

1979)도 10,000~6,000B.P.까지는 체로 랑호의 화분분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6,000B.P. 이후 3,000B.P.까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엽수가 증가하여 기온은 더 낮아가고 강수량은 적은, 비교적 건조한 기후로 변하

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3,000B.P. 이후 2,000B.P.까지는 다시 광엽수가 증가하여 기

온은 높아지고, 습윤한 기후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0B.P. 이후 현재까지

는 침엽수가 증가하여 또다시 건조한 기후로 변하 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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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동해안지방의 식생변천과 기후변동의 현황

절 대 연 대 식 생 변 천 기 후 변 동

10,000B.P. ~ 6,000B.P. Ⅰ. 광엽수우점(廣葉樹優占) 습윤한 기후

6,000B.P. ~ 3,000-4,000B.P. Ⅱa. 침엽수우점(針葉樹優占) 건조한 기후

3,000-4,000B.P. ~ 2,000B.P. Ⅱb. 광엽수우점(廣葉樹優占) 습윤한 기후

2,000B.P. ~ 현 재 Ⅱc. 침엽수우점(針葉樹優占) 건조한 기후

주문진 화분분석결과에 의거함.

이상과 같이 속초 랑호와 주문진의 화분분석자료로 보면,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

석기시 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건조한 기후로 변화했고, 청동기시 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변화했다가, 원삼국시 로 접어들면서 다시 저온건조한 기후로 환원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후빙기 이후의 기후변동은 선사시 의 주민들이 가옥을 축조하는 위치를 선

정한다든가 또는 농사를 짓는다든가 고기잡이, 수렵, 채취 등 생업을 위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향과 제약을 주었을 것이다.

비교적 단순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원 동지역의 선사유적의 분포상태를 보

면 양양군 오산리, 양양 지경리, 고성 문암리 등 신석기시  유적과 양양군 가평리,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금진리 등 초기철기시 나 원삼국시 의 유적은 부분 바닷

가 해변이나 하천유역의 낮은 사구지 에서 발견되는 반면, 강릉시 교동･연곡면 방내

리, 양양군 포월리, 속초시 조양동 등 청동기시  유적은 산지구릉지 에서 발견된다.

서지역은 침식산지(浸蝕山地)로서 지층의 경연(硬軟)에 따라서 삭마(削磨)되는 침

식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루어진 고원과 지, 구릉과 침식분지가 파상지형이 되어 완

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서지방의 북부인 철원, 평강, 이천 3군과 금화군의 서부

에 걸쳐 있는 지역은 높이 500~600m의 지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앙부에 추가령

지구 의 열선에 따라 평탄한 용암 지를 이루고 있다. 이 지 는 옛부터 중요한 농

목지로 알려져 있고, 쌀의 조생품종을 재배하여 초추에는 전국의 식량기근을 해결하

게 하는데 이바지하 던 곳이기도 하다. 이 철원과 평강을 연결하는 서쪽에 추가령지

구 가 남북으로 뻗어 있다. 이 지구 를 따라 관북지방으로 연결되는데, 이곳은 옛 

부터 교통요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다시 임진강을 따라 한강하류역과 연결된다. 이 교

통로는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동북지방 선사문화가 한강지역으로 진출되는 통로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철원군에서 발견되는 탁자식 지석묘와 공열토기, 홍도, 환상석부 



제4장 | 신석기시대의 강원

230 강원도사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서 중부지방은 남･북한강의 본류와 지류에 의하여 

형성된 잔구성(殘丘性) 산지와 침식분지에 취락이 발달된 지역이다. 태백산맥의 서사

면은 9할이 한강수계인 남한강, 북한강 양  지류의 유역이다. 한강은 우리나라 5

강의 하나이며, 유수량과 유역의 면적은 압록강 다음으로 꼽히는 큰 강이다. 개화 이

전 도로가 정비되지 못했던 시절에는 동･ 서지방의 내륙과 하류역의 서울, 경기지

방과 왕래 또는 물물교류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아마도 선사시 에

도 한강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동하고 문화가 교류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로 활

용되었을 것이다.

북한강은 지류로서 소양강, 화천강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역에는 춘천, 화천, 

홍천, 양구, 인제, 금화 일부, 준양 일부, 고성 일부 등 6개 시･군 전부와 3개 군 일

부를 포괄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춘천 중도와 그 주변은 서지역에서도 선사유적이 

가장 많이 발견조사된 표적 지역이다. 춘천 중도･신매리 일원은 규모의 선사취락

이 존재하 음이 수차례의 발굴과 조사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지층은 빗살무

늬토기 문화층의 위에 구멍무늬토기[孔列文土器]를 특징으로 하는 청동기시 의 무문

토기 문화층이 나타나고, 그 위에서 ‘중도식 무문토기(中島式 無文土器)’로 알려져 있

는 초기철기시  문화층이 퇴적되고 있음이 조사됨으로써, 이 일 에는 신석기시  

이래 청동기시 를 거쳐 초기철기시 에 이르기까지 강원춘천지방의 선사문화가 면면

히 계승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현재 춘천 중도와 천전리･신매리 일원에 산재되어 있

는 지석묘는 이 일 의 풍부한 하천의 물과 비옥한 삼각주의 충적토양을 이용하여 농

사를 짓고 살던 청동기시  주민들이 남긴 것이다. 이러한 신석기시 와 청동기시

의 주거지와 지석묘는 소양강 상류유역인 춘천 천전리와 내평리에도 남아 있고, 그밖

에 춘천시 온의동, 삼천동, 추전리, 곡리 등 소양강유역의 도처에서 동시기의 유물

이 발견되고 있다.

남한강은 그 지류로서 원주와 횡성을 낀 섬강, 태백산과 함백산에서 발원하는 동강, 

오 산에서 발원하는 평창강 등이 있으며, 그 유역에는 원주, 횡성, 월, 평창, 정선 

등 5개 시･군이 있다. 평창강유역에도 규모의 지석묘군이 분포하고 여기에서 발견

되는 구멍무늬토기[孔列文土器], 붉은색토기[紅陶], 다두석부, 환상석부 등은 남한강유

역의 경기도 여주 흔암리 등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유사하다. 그밖에 월, 정선 

등에서도 지석묘와 동시기의 유물이 발견되는데, 이들 유적도 체로 보아서 남한강

유역의 선사문화권에 포괄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강원지역에서 발견되는 선사시  유적의 분포상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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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방은 북한강유역과 그 지류, 그리고 남한강상유역과 그 지류에서 주로 발견되

고, 동지방은 동해변에 가까운 하천이나 호수변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 서지방은 신석기시  이래 한강 

하류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중부지방 선사문화의 향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동지방 역시 비록 태백산맥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한강지역의 선

사문화가 끊임없이 파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강원 서지역의 선사문화

는 크게 보아서 중부지방 선사문화권에 포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강원지역의 선사문화는 두만강유역에서 남진하여 내려오는 동북지방 선사문화

도 끊임없이 파급되어 강원지역 선사문화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유적과 춘천 교동유적의 ‘동북계 평저토기(東北系 平底土器)’는 그러한 

사실을 반 해주는 예이고, 속초 조양동이나 강릉시 방내리의 이중구연토기(二重口緣

土器)나 양양군 포월리유적을 비롯한 강원지방의 청동기시  유적에서 발견되는 홑구

연의 공열문토기나 홍도 등도 동북계 무문토기문화(東北系 無文土器文化)와 관련되는 

토기의 예이다.

이렇듯 강원지역 선사문화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향을 미친 것은 중부지방과 

동북부지방의 2  선사문화권이다. 그러나 두 선사문화권의 변천양상과 비해서 볼 

때, 신구문화의 신진 사 과정에서 강원지역의 선사문화는 두 선사문화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강원지역 선사문화의 변화양상은 어디까지나 강원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의 특수성에서 초래된 결과일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조성된 강원지역의 지구적인 토착문화의 성격은 이미 신석기시 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2. 강원 동해안지역  미지형과 지  

강원지역의 신석기시  유적 중에서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좀 더 진전된 지역은 동

해안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신석기문화를 복원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단 신석기시  뿐 아니라 청동기시 , 철기

시 나 원삼국시 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우선 파악되어야 할 상은 이 지

역의 고환경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복원해야 한다. 고환경을 복원하는데 있어

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상은 미지형의 특징과 지층의 내부구조이다. 여기서는 신석

기시  연구에 참고해야 할 동해안의 미지형의 특징과 지층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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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동해안지역의 미지형은 해발 100m 내외의 구릉과 개석곡, 배후습지, 석호, 자연제

방, 사구 등으로 분류된다.

양양 지경리 유적 주변 지형분류도

구릉은 해발 100m 내외로서 소기복면을 이루며 말단은 완만하게 해안평야 내로 몰

입한다. 화강암류로 구성되어 있는 구릉의 말단 사면에는 오랜 육상 역의 심층 풍화

작용을 받아 0.5~1.0m의 암갈 내지 황갈색의 풍화각(風化殼) 또는 잔적토가 형성되

어 있다. 이러한 풍화각은 해안평야를 구성하는 충적층의 하부에서도 나타난다. 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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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단은 소개석곡으로 되어 있고 이들 개석곡은 하천의 하구로 향할수록 넓어짐과 

동시에 충적층에 매몰되어 매적곡으로 존재하고 있다.

배후습지는 동해안의 해안평야를 구성하는 제1단위의 미지형요소이다. 동해로 유입

하는 소하천 중에서 상 적으로 규모가 큰 하천의 하구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전방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1열의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

는 배후습지는 곳에 따라서는 자연상태의 습지를 이루고 있다.

강원 동해안지역에는 크고 작은 석호가 많고 석호의 전면에 형성된 사구에는 신석

기시 와 철기시 의 유적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해안의 석호는 후빙기 해면

상승으로 해안이 침수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석호는 배후습지와는 달리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하천의 하구에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며, 해안 쪽의 전방에는 사구가 

발달해 있다. 동해안의 석호들은 배후로부터 운반된 하천의 토사와 전면의 풍성사 그

리고 무성하게 생육하는 수생식물에 의해 서서히 매몰되고 있으며, 쌍호는 이미 고석

호로 변하 다. 자연제방은 비교적 규모가 큰 신리천, 화상천, 광정천, 상운천의 하류

의 양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높이는 0.5~1.0m이다.

사구는 배후습지 및 석호의 전면에 해안선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전방으로 

사빈에 연결된다. 고도 3~6m, 폭 5~15m로 하천의 하구 부근에서는 규모가 크고, 하

구에서 멀어짐에 따라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사구의 상부는 곳에 따라 두께 1m 

내외의 풍성사가 퇴적되어 소규모의 해안사구를 형성한다.

이러한 강원 동해안의 미지형 중에서 신석기시 의 조기･전기･중기 유적이 발견되

고 있는 곳은 사구이며 사구는 하천 하구에 발달된 배후습지나 석호의 전방 해안선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

석기시  조기･전기･중기의 주민들의 생업으로 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부분 저습지는 논으로 변하여 평야지 를 이루고 있으며, 석호

는 어느 석호를 막론하고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쌍호나 염개호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무성한 초본 생육으로 석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고석호로 변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략 B.C.6,000~B.C.3,000년 경으로 추정되는 신석기시  조기･전기･중

기･후기로 이어지는 경관은 오늘날과는 다른 변화 과정을 거쳐왔을 것이므로 그 변화 

과정을 알기 위해서 배후습지인 해안평야지 의 보링(Boring)자료 중에서 양양 지경

리 신석기유적의 북편을 흐르는 상원천의 하구에서 시추한 주상을 기초로 지층의 내

부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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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습지를 구성하고 있는 충적층은 가장 두터운 곳이 20~25m이고 층상에 따라 

상부 사층, 중부 실트질 사층 및 점토층, 그리고 하부 역층 및 사력층으로 구분되며, 

하부층 아래에는 풍화각으로 이루어진 화강암류가 기반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기반지

형은 1~2m 두께의 화강암류의 풍화각으로 곳에 따라 0.5m 정도의 잔적토가 형성되

어 있다. 이것은 배후습지를 구성하는 충적층 아래의 기반지형이 충적층에 의하여 매

몰되기 이전에는 화강암류의 개석곡으로 오랫동안 육상 역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양 지경리유적 지층구조

하부역층 및 사력층(砂礫層)은 기반암 위의 퇴적층으로 2~5m의 두께를 가지고 있

으며 곳에 따라 8~15㎝ 자갈과 직경 0.5~1.0㎝의 왕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토색은 

황갈~암갈색이다. 하부역층 및 사력층은 하성층으로서 이것은 중부 실트층 및 점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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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퇴적되기 이전 오랫동안 육상 역의 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부 

실트층 및 점토층은 5~10m의 두께를 가진 충적층 중에서 가장 두터운 지층으로 배후 

습지 중앙부에서 구릉지로 갈수록 엷어지며 다량의 식물유기물질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 중부층은 호성퇴적층으로 볼 수 있다. 상부 사층 및 실트질 사

층은 배후습지를 구성하는 상부 충적층으로 세사 및 실트질 세사층을 이루며, 최상부

층은 논으로 이용되는 교란층이다.

이상의 미지형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충적층의 층상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강원 동

해안지역에 형성된 충적층의 내부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어로가 생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석기시 의 석호나 하천 등 내수면

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중부 실트층 및 점토층이 광범위하게 지층 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석기시 의 유기질 물질이나 자연유체가 잘 남아 있는 패총유적

이 없는 강원 동해안지역의 저습지유적은 오산리유적 C지구나 강릉 강문동 저습지유

적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패총유적에 버금가는 유적으로서 앞으로 더욱 주

목되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상

1. 공동체사회

인류의 원초적 사회집단은 군집사회(Bands, 群集社會)라 하고 군집사회집단으로부

터 발전된 사회집단을 부족사회(tribes, 部族社會)로 보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들이다. 군집사회는 수렵･채집을 생업으로 하는 소규모의 사회집단으로 야생 식

량을 채취하기 위해서 소집단들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25~60명을 넘

지 않는 사회집단이다. 군집사회집단은 혈연(세습)이나 혼인 등에 의하여 가깝게 연결

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들 사이에는 경제적 차이나 신분상의 구분은 전혀 없는 사

회이이다. 고고학자들은 구석기시 를 이러한 군집사회집단의 시 로 보고 있다. 지구

상에는 아직도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하자족(Hadza)이나 남아프리카의 산족(San)처럼 

수렵･채집집단으로 살고 있는 집단이 남아 있어서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현생 수렵･채

집집단을 연구하여 먼 과거의 구석기시  사회집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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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사회는 군집사회집단보다 규모가 큰 사회집단으로 수렵･채집을 위해서 이주하

는 군집사회와는 달리 식물의 경작이나 가축을 사육하며 정착생활에 들어가 취락을 

이룬 단계의 사회집단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취락은 가족 수의 증가와 생계자원

의 부족 등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취락을 이루는 경

향이 강렬하여 또 다른 개별 취락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몇 개의 

같은 혈연이나 혼인 등으로 연결되는 사회집단을 부족사회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인류사회집단이 반드시 군집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며 신석기시 의 부족사회집단도 작은 단위의 집단들이 혈연이나 혼인 등으

로 큰 단위의 집단을 형성하여 종족적 자의식을 가지고 역을 공유했는지도 불확실

하다 하여 분절사회(分節社會, Segmentary society)라는 개념이 제시되기도 하 다. 

분절사회란 상 적으로 소규모의 독립집단이 필요에 따라 인접한 다른 분절사회들과 

함께 커다란 종족 또는 부족을 형성하 다고 보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신석기시  사회를 어떤 사회로 볼 것이며, 부족사회(tribes, 部族社會)

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에 해서 몇몇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정

설은 없다. 우리가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족공동체사회’라는 용어는 학술적으

로 확실하게 검증된 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 일정지역에 정착한 지역집단을 형성

하고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평등한 관계가 ‘부족공동체사회’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한다

면, 우리나라 신석기시 는 ‘부족공동체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신석기시 는 농경이나 가축사육을 생업으로 한 사회라고는 보기는 어렵

고, 어로를 주로 하는 수렵･채집민 사회 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구석기시 의 무

리사회(군집사회집단, 群集社會集團)와는 달리 일정한 지역에 정착적 소단위의 취락

(집락, 集落)을 형성하고 살았다는 것은 신석기시 의 어느 주거지유적에서나 확인되

고 있다. 우리 강원지역에서 발견되는 신석기시  주거지에서 보면 양양 오산리 A･B

지구의 전기 주거지에서 보듯이 장기간 정착한 가옥이 아니라 마치 텐트를 치듯이 둥

근 평면의 진흙바닥을 모래 위에 펴고 원추 모양의 지붕을 덮어 사용한 임시적 주거

지로 보이는 주거지도 있다. 그러나 신석기시  중기 유적인 양양 현남면의 지경리 4호 

주거지에서 보듯이 한 가옥에서 14개의 완형토기가 출토되었고, 그 밖의 무거운 갈판 

4점, 갈돌 5점 등 석기들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갈판의 상하 양 사용면은 장기간 사

용되어 깊이 마연되었음이 관찰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지경리 4호 주거지는 임시

적 주거지로 보기는 어렵다. 지경리 주거지에서는 어망추가 모두 331점이나 출토되어 

투망 어로가 중요한 생업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4호 주거지의 바닥 가운데에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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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화덕자리 둘레에서는 탄화된 도토리가 다량 출토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지경리 신

석기시  중기 주민들은 호수나 하천에서 잡는 물고기 이외에 가까운 구릉지 에서 

무성한 떡갈나무의 도토리를 채취하여 식량으로 이용하 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강

원지역의 당시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야생식료품의 채취, 물고기잡이, 사냥 등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조사된 우리나라 신석기시  유적에서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를 인정할 만

한 자료가 나온 예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석기시  사회의 주민들 간

의 관계는 평등하 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는 고분

의 규모나 형태, 매장 양상, 부장품 등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시  고분으로는 함북 웅기 용수동 조개더미에서 14구의 인골이 동침신전앙와

장(東枕伸展仰臥葬)으로 묻혀 있었는데 양 다리 사이에서 10여 개의 돌화살촉이 발견

되었고, 머리 부근에서는 채색토기가 출토되는 등 부장품이 묻혀 있었다. 그렇지만 이

를 청동기시 의 묘로 보는 견해도 있어서 신석기시 의 무덤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 한다. 그밖에 경성 지경동(地境洞), 회령 봉의리(鳳儀里) 등도 부장품들이 매장된 

묘들이지만 불확실한 것들이다. 신석기시  묘로서 확실한 것은 시흥 시도, 부산 동삼

동패총의 돌무덤, 울진 후포리의 세골장무덤, 부산 범방의 토장묘, 통  연 도, 욕지

도 산등패총 집단토장묘 등이 알려져 있으나,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를 거론할만한 특

징은 보이지 않는다, 강원지역의 신석기시  무덤유적으로는 춘천 교동유적이 유일한 

것이다.

춘천 교동유적 및 내부 모습(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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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유적은 춘천 교동 봉의산 경사면에 위치한 동굴집터 겸 매장지이다. 동굴은 풍

화암벽을 파들어 간 인공동굴로 평면의 직경은 4m, 높이 2.1m의 원형이고, 앞에는 

원래 굴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사로 파괴되어 확인되지는 못하 다. 이 굴이 

한 때 주거로 사용되었음은 천장이 까맣게 그을음으로 덮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동굴의 바닥에서는 발은 굴 중심부로, 머리는 벽쪽으로 하여 3구의 인골이 발견되었

으며, 인골 옆에서는 화강암제의 형 돌도끼 편린･현무암제의 납작자귀날(편평단인, 

扁平單刃) 돌도끼 5점, 점판암제의 정삼각형 돌살촉 5점, 슴베 있는 삼각 돌화살촉 1

점, 돌망치(석퇴, 石槌) 1점, 돌송곳(석찬, 石鑽) 1점, 돌칼(석도, 石刀), 흰마노제 

롱옥(백마노제관옥, 白瑪瑙製管玉) 1점, 평저토기(平底土器) 5점이 발견되었다. 이 동

굴이 처음 발견된 1960년 초에는 이 동굴유적의 토기와 석기는 동북지방과 통하고, 

그 시기는 신석기시  후기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80년  양양 오산리유적이 조

사된 후, 춘천 교동 평저토기는 오산리식 평저압날문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어 

그 시기도 신석기시  전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들이 나왔다. 그리고 인골의 매장상

태도 특이하여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신석기시  매장유적으로는 부장 유물이 많아

서 이것 또한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앞으로 같은 유형의 매

장유적의 발견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석기시 에는 한반도 내 어느 곳에서도 신분이나 계급의 분화을 거

론할만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석기시 의 사회집단은 신분이나 

계급의 차이가 구분되지 않은 평등한 사회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신석기시  유적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토기의 형태나 제작

기술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은 역 의식이나 혈연적 자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이러한 신석기시  부족공동체사회의 속성인 

혈연적 자의식이나 역 의식은 구석기시 의 군집사회에는 없었던 신석기시  부족

공동체사회의 집단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석기시  주민들의 혈연적 자의식

이나 역 의식이 고고학자료로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면, 집단 구성원들간에 행

해지는 어업이나 수렵･채집 등 생업에서 공동채취, 공동분배가 당연히 행해졌을 것이

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부

분의 신석기시  유적은 10개 내외의 주거지로 구성된 집단취락형태로 발견되고 있는

데, 일상적 가옥이 집단취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체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원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신석기시  유적에서 조기유적으로 편년된 유적으로는 오산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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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C지구 5호 주거지, 동해시 망상동유적이고, 이 두 유적은 강원 동해안의 사구가 형성되

기 전에는 표토층이었던 고토양층에 남아 있었으며, 출토된 토기나 석기로 보아서 동유형의 

유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유적은 위치상으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석기시  조기단계에 이루어지는 분절사회의 형성이 시작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석기시  전기로 편년된 오산리C 지구의 1･2･3･4호 주거지는 오산리 융기문 토기

가 출토된 유적군으로 절 연 상으로도 같은 시기의 집단취락이다. 평면의 형태는 

말각방형이고 면적은 20~50㎡이며, 주거지마다 화덕자리가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보

아 일시적으로 사용된 임시거처는 아니었을 것이다. 오산리 전기 유적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고토양층 위에 퇴적된 사구에 입지한다는 점이다.

사구에 입지하는 오산리유적 A지구 하층에서는 주거지 9기(1･2･3･4･5･6･7･8･9호)

가 확인되었으나 오산리유적 하층은 5개의 층으로 세분되어 있고 각 세분된 층에서 

1~2기의 주거지가 노출되고 있어서 이들 주거지가 동시기의 집단취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출토되는 토기는 예외 없이 평저발형토기가 주류이고 토기의 

문양도 오산리식 압날문이 부분을 차지하며 석기도 결합식 낚시가 공통된다는 점에

서 오산리 A지구의 하층은 물질적 문화면에서는 상호 긴 한 계승관계가 유지된 문화

라고 볼 수 있다. 오산리 B지구,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유적,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유

적도 오산리식 토기와 결합식 낚시가 출토된 오산리 전기의 유적군에 포함된다.

강원 동해안지역에서 신석기시  전기의 물질문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계승성

과 정착성으로 미루어 보면 혈연적 자의식이나 역 의식을 중요 속성으로 하는 부족

공동체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원 동해안지역에 

부족공동체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신석기시  전기 평저토기문화 전통은 단절이 되

고, 중기 이후에는 첨저반란형의 침선문계 토기를 주류로 하는 중서부지방의 신석기

문화로 교체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범위를 발굴하여 마을 전체 취락이 조사된 유적은 양양 

현남면 지경리의 신석기시  중기 유적이다. 지경리유적의 시굴면적은 남북 길이 

160m, 동서 폭 30m로 신석기시 의 주거지는 남북 길이 100m, 동서 폭 30m 범위 내

에서만 주거지 10기가 조 하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그 중 동시기의 주거지로 확인된 

것은 8기(1･3･4･5･7･8･9･10호)이고, 평면형태가 원형이면서 면적이 적은 1･3･5호는 일

상적 가옥이 아니라 임시적 거처, 혹은 저장용 부속 건물로 본다면 나머지 5기(4･7･8･

9･10호) 정도로 구성된 집단취락으로 볼 수 있다. 주거지들 사이의 공간에서는 소할석 

유구 1기, 야외 노지 2기가 확인되었는데 그 기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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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설들은 마을의 공동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강원 동

해안지역에서 지경리 1기와 동시기로 볼 수 있는 주거지가 발견된 것은 양양 손양면 송전

리유적, 가평리유적 등이 확인되고 있어서 신석기시  중기에 있어서도 전기와 마찬가지

로 강원 동해안지역에 부족공동체사회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 취락배치도(오산리 C지구, 지경리, 철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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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후기 유적으로는 고성군 화진포 철통리에서 7기의 주

거지가 발굴조사되었다.

지금까지 강원 동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  조기･전기･중기 유적들은 예외 

없이 낮은 사구지 에 위치하는 것이 공통된 입지 조건이었다. 그러나 철통리유적은 

화진포 북쪽의 해발 20~30m 높이의 구릉지 에 위치한다. 주거지들은 남북으로 주

행하는 구릉의 능선방향에 따라 2~3m의 간격으로 한 줄로 배치되어 있으며, 3호 주

거지는 북쪽으로 25m 정도 떨어져 있다. 철통리유적의 절 연 는 2,920 ~2,870B.C.

로 측정되어 있다. 철통리유적 주거지들의 평면 형태는 방형의 수혈이며, 출토유물은 

극히 적은 편으로 토기는 단사선문, 횡주어골문이 구연부에 시문 되어 있으나 퇴화 양

상이 뚜렷하고, 석기로는 석부(돌도끼), 어망추, 연석(갈돌)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위치나 출토유물로 보아서 철통리유적은 신석기시  후기의 집단취락으로 볼 수 있다.

철통리유적과 같이 구릉지 에서 발견된 유적으로는 강릉시 지변동유적이 확인되었

고, 그밖에 강릉 장덕리유적･송림리유적･동덕리유적･ 진리유적･판교리유적･양지말유

적･유천동유적･하시동유적 등에서도 지표조사되고 있어서 강원 동해안지역의 구릉지

에 위치하는 후기 유적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후기 유적에서는 

토기 문양의 퇴화상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고, 구릉지 에서 토기편들이 발견되는 것

이 공통된다.

이러한 고고학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제양상으로 보아서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

시  후기에도 소규모의 부족공동체사회집단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어떤 복잡한 

사회집단의 변화나 전환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식･신앙  

신석기시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고고학자료로 복원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연구 중

의 하나이며,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위험성도 많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신

석기시  사람들의 정령숭배(Animism), 동물숭배(Totemism) 등도 고고학자료에 의해

서 알 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석기시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는 그 용도나 기능이 무엇인지 분

명히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되고 있어서 고고학자들은 그러한 자료들을 신석기시  

사람들의 자연숭배나 동물숭배의례, 주술 등에 사용되는 기구, 즉 의기(儀器)나 호신

구(護身具)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강원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오산리유적에서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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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 토제인면상, 동삼동 패면, 서포항 인면상, 농포 여인상, 서포항 여인상

된 토제인면상(土製人面像)은 

점토를 납작하게 눌러 얼굴 

형태를 빚은 다음, 두 눈과 입

은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깊게, 눈밑 부분은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중앙

을 향해 집어 눌러 콧등을 표

현하고 있다. 

조사자는 이 토제인면상이 

지표채집품이지만 바탕흙이 오

산리 평저토기와 동일하여 오

산리 신석기문화에 속하는 것

으로 보았으며, 사회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상의 일종

이라고 평가하 다. 

소재는 다르나 유사한 인면

상은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조기비에 구멍을 뚫어 

만든 인면상(패면, 貝面)이 있

고, 서포항유적에서는 뼈로 만든 인면상이 출토되었는데 짐승뼈를 둥글납작하게 갈아 

얼굴의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 굵직한 선으로 새겨 눈과 입, 머리 부분을 나타낸 

것들이 3점이 나왔다. 이러한 인면상들은 주술적 신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밖에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유물로는 유판패총에서 출토된 토제입상, 서포항유적

에서 출토된 골제입상 등이 있다. 농포 유판패총의 토제입상은 머리는 결실되었지만 두 

다리를 벌리고 팔짱을 낀 형태의 입상으로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 부분이 크게 표현되어 

있어 여신상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북한 고고학계에서는 이들 여성 모양의 조각품들을 

신석기시 의 모계사회를 상징하는 여신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포항 3기층에서는 사슴

뿔을 쪼개어 만든 작살 모양의 골제 입상이 출토되었는데, 네모진 머리부분에 둥근 점을 

3개 눌러 눈과 입을 표현하 다. 팔다리가 생략된 길쭉한 몸 한가운데 1개의 중심점을 중

심으로 7개의 구멍이 둥글게 나 있는 것을 길쭉한 윤곽과 함께 여성을 상징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서포항 3기층에서도 눈과 입의 점마저 생략된 골제입상이 4점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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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토우(오산리 C지구 곰토우, 동삼동 곰토우, 서포항 동물토우)

강원도 양양 오산리유적 C지구

에서는 완형의 토제 곰(토우, 土

偶) 1점이 출토되었는데 지금까

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곰 토우로

서는 가장 완전한 형태로 사실적

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곰 토우

는 부산 동삼동패총에서도 나왔

으나 머리부분만 남아 있는 것이

다. 동물을 형상화한 유물은 뿔

이나 이빨 또는 돌로 만든 것과 

흙으로 빚어 불에 구은 토제품이 

있다. 북한의 서포항유적이나 농

포유적에서 나온 뱀, 새, 개 등

의 조각품들도 모두 사실적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을 벽에 그리는 벽화나 형상

화된 조각품, 조소품들은 이미 

후기구석기시 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조상숭배나 생산의 성과를 기원하거나 부족의 

안녕과 액을 면하기를 기원하는 수호신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오산리유적 C지구에서 나온 곰 토우 역시 단순히 곰을 형상화한 토우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당시 오산리 조기 사람들의 정신적 상징물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곰은 일상적으로 오산리 사람들과 가깝게 접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조상 로부터 전승되는 소위 곰 동물숭배(Totemism)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존 일본의 아이누족이나 시베리아에 남아있는 고아시아족이 곰을 

신성시하는 의례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신석기시 의 곰 토템을 현존 고아시아족과 

연결해 보기는 어렵겠지만 오산리 신석기 조기 유적에서 토제 곰이 출토되었다고 하는 것

은 앞으로 새로운 관련자료의 출현과 함께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요망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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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만 년 전 시작되는 후빙기에는 지구의 온난화가 아시아, 

유럽, 북미의 온 지방에도 파급되어 이 지역들의 자연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다. 빙원은 퇴각하고 해수면이 차차 높아지고 새로운 동식물이 번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북쪽 내륙의 침엽수림 와 남해안 일부의 상록광엽수림  사이의 넓은 

지역이 온  낙엽광엽수림 로 덮이는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강원지역도 속초 랑

호의 화분분석결과와 강릉 주문진의 화분분석결과에 의하면 후빙기 10,000~6,000 

B.P.에는 낙엽광엽수(落葉廣葉樹-참나무)가 증가하고 고온다습한 온 성기후로 변하

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온  낙엽수림 는 기후의 계절적 변화가 심하고 초본류나 관목류가 낙엽수림 사이

에서 서식할 수 있다. 또한 유기질층이 두텁게 쌓이면서 토양이 비옥하고 지력의 회

복이 빠르다(안승모, 1995). 우리나라는 초지가 작기 때문에 형 동물이 드물고 큰 

규모의 목축도 발달하지 못하 으나, 열  우림 다음으로 다양한 동식물군이 서식하

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식량의 종류도 예측 가능하 을 것이므로 우리나라 

신석기시  수렵채집인들도 정착적 신석기문화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어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사람들도 후빙기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신석기시  유적과 유물을 남겼음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  유적은 강, 호수, 바닷가에 입지하는 것이 부분이며, 강원도에서 발견된 신석

기시  유적도 바닷가나 하천, 그리고 호수 주변의 사구지 에 입지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이러한 입지조건으로 미루어 보아 강원지역의 신석기시  사람들도 후빙기

가 시작되면서 상승하는 해수면과 기온의 온난화와 강수량의 증 로 나타난 풍부한 

물 속의 식량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생계전략, 즉 어로 기술을 개발하 음이 고고학 

자료에서도 반 되고 있다. 강원도 동해안의 표적 유적인 오산리유적의 전기(제1기) 

문화층에서는 모두 113점의 석기가 나왔는데, 그 중 가장 출토량이 많은 것은 결합식 

낚시(38점)이고, 그 다음이 돌칼(석도, 石刀)이 18점이었다. 결합식 낚시는 물론 어구

이지만 오산리 출토 돌칼은 그 형태로 보아 절단구라기 보다는 생선의 비늘을 긁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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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리용구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밖에 1점이 출토된 석창편(石槍片)의 경우도 구멍

이 뚫려있다는 점에서 어로 용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임효재･권학수, 

1984). 한편 오산리 전기 유형과 유사한 고성 문암리유적의 저장혈에서는 37점의 결

합식 낚시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오산리 전기 평저토기문

화는 어로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산리 C지구의 조기층에서 나

온 결합식 낚시는 오산리 전기층이나 문암리에서 나온 J자형의 결합식 낚시보다는 크

기가 현저히 작고, 전체모양도 C자형으로 두께가 너비에 비하여 얇은 납작한 형태이

며 두부(頭部)의 너비가 좁은 반면 결합부로 가면서 점차 두꺼워진다.

이러한 오산리 조기와 전기의 결합식 낚시의 형태가 변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고고학자료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것은 상 어종의 변화나 어로

를 행하는 어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오산

리 전기의 특징적인 결합식 낚시는 그 크기가 10㎝ 내외에 달하는 큰 낚시가 많다는 

점에서 바다에서 큰 생선을 잡는 어구로 추정되어 왔으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산

리 조기의 결합식 낚시는 그 크기로 보아 호수나 하천 등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어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강원 동해연안의 바다는 조개류의 서식에 부적합하여 패총유적

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산리 어민들이 잡은 생선이나 물고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산리 주민들이 주로 의존한 어종으로 연어, 은어, 

황어, 송어 등 회유성 어종들을 주목한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송은숙, 2006).

신석기인들의 어로, 토기제작 복원도(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이 견해의 중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오산리와 문암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주거지와 유물을 분석해 보면, 결합식 낚시와 돌칼(석도, 石刀) 등 어로와 관련된 석

기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주거지의 형태가 지상식으로 이동생활에 유리한 형태이고, 

오산리유적 1문화층과 문암리유적의 주거지들이 좁은 범위 안에서 중복관계가 심하면

서 문화내용에 있어서 뚜렷한 시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서 동해안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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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따라 산란을 위해 소상해 오는 연어를 생계자원으로 삼아 연어의 회유시기에 따

라 계절적인 순환 거주를 하는 생계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둘

째로 “오산리식 평저토기문화는 기원전 4,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기온상승으로 인한 

연어 회유량의 감소로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셋째로 “이후 기원전 3,500년 경 중서

부지역으로부터 빗살무늬토기문화가 파급되어 오는데 중부 동해안의 빗살무늬토기문

화는 오산리식 어로집단에 의해 수용된 것이 아니라 중서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집단

이 동해안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성립된 것으로 양계 문화는 단절된 새로운 문화라는 

점이 입증된다”는 점을 지적하 다.

오산리식 평저토기문화가 연어의 회유시기에 따라 계절적인 순환거주를 하는 생계

전략을 가진 주민들이 남긴 문화일 것으로 본 견해는 오산리유적 평저토기문화의 성

격규명에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2007년에 발굴조사된 오산

리유적 C지구 전기의 1호(4,690~4,530B.C.), 2호(4,690~4,540B.C.), 3호(4,690~ 

4,540B.C.) 4호(4,800~4,670B.C.) 주거지의 제양상을 보면 오산리 평저토기문화를 순

환거주민이 남긴 문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1호 주거지는 수혈 깊이가 50㎝, 

평면형태는 말각방형, 크기는 48.30㎡(15평)이고, 2호 주거지는 수혈 깊이가 50㎝, 

평면형태는 말각방형, 크기는 53㎡(17평)의 형 주거지이다. 1･2호 주거지의 노지는 

방형, 오각형이고 깊이 20㎝의 수혈이며, 노지의 둘레에는 돌을 돌려 두른 장기간 사

용 흔적이 뚜렷하다.

또한 오산리 C지구 전기 1･2･3호 주거지는 융기문토기가 모두 출토되었으며, 다량

의 유물이 출토된 점, 주거지들의 배치된 양상과 그 절 연  등으로 보아 장기간 거

주된 동시기의 집단취락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산리 C지구와 동해시 망상동

에서는 오산리 조기문화로 편년된 주거지와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양양군 강현면 용

호리에서도 오산리전기유형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서 오산리 평저토기문화는 강원 

동해안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 분포된 정착적 신석기문화이며, 또한 지역성이 강한 

신석기문화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오산리문화가 회유성 어종만을 상으로 하는 

순환적 거주를 하는 임시주거문화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오산리 평저토기문화가 조기･전기 이후 강원 동해안지역에서 사라진 원인이 기원전 

4,000년경 기후의 온난화로 연어 회유량이 감소했기 때문인지에 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추정해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후빙기 이후 10,000~6,000B.P.에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기원전 

4,000년 경에는 수온의 상승으로 인한 연어의 회유량이 감소되었을 개연성은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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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산리 평저토기문화가 어로 의존성이 강한 문화임에는 틀림

없으나 신석기시  조기로부터 전기에 걸쳐 장기간 정착해 온 오산리 거주민들의 생

활을 생산성이 높은 연어 회유량에만 의존하는 생계전략을 추구한 문화로 보는 문제

는 새로운 자료의 보완과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더욱

이 연어는 10~12월경에 회유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산리 주민들이 식량을 주로 

연어에만 의존하여 확보하 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유시기가 연어와 차이가 있는 은

어, 황어, 송어 등 다른 회유성 어종들을 상으로 식량조달이 가능하 을 것으로 본

다고 해도 연어의 회유량의 감소를 오산리 평저토기문화의 소멸요인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여러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원전 3,500년 경 중부 동해안의 빗살무늬토기문화는 오산리식 어로집단에 의해 

수용된 것이 아니라 중서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집단이 동해안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나, 그 이동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중기 빗살무늬토기문화 유적은 북

쪽으로 양양군 손양면의 오산리･가평리･송전리유적, 남쪽으로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그리고 강릉시 초당동유적 등인데 모두 20여 기의 주거지가 발굴조사되었다.

중기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생업 기술과 관련이 많은 도구(석기, 石器)로는 석촉류(돌

화살촉), 어망추, 석부(돌도끼), 석도(돌칼), 공이, 갈돌, 갈판 등 다양한 도구들이 출

토되었는데, 그 중 어망추는 어느 유적에서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찾이하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이것은 중기유적의 성격을 반 해 주는 중요한 특징으로서, 송정리유적 

88점, 지경리유적 331점, 초당동유적 164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지

경리유적의 어망추는 출토 석기 총 415점의 80%에 달하나, 오산리 문화의 특징적인 

어구인 낚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물을 이용한 투망어로가 크게 성행

했음을 보여준다.

어망추는 납작한 냇돌의 양측면을 떼어내어 만든 형태가 부분이고, 크기는 200g

이 넘는 것과 20g 내외의 예외적인 것도 몇 점 있으나, 100g 내외의 것이 부분이

다. 그리고 지경리 4호 주거지의 생활면에서는 한 장소에서 16점의 어망추가 함께 발

견되었는데, 이것은 한 개의 그물에 매달았던 어망추일 가능성이 크며 그 크기와 무

게로 보아서 한 사람이 휴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물로 볼 수 있고, 지경리유적에 인

접한 여러 호수나 하천 등 내수면의 어로용 어망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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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취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중기 빗살무늬토기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에서 어망

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에 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지경리유적 출토 

석기를 예로 보면 석부(12점), 석촉(17점), 석창(2점) 등 수렵도구들도 적지 않게 출토

된 점과 갈판, 갈돌, 갈봉 등 제분용 연석들의 출토 비율도 적지 않은 점이 신석기시

 조기나 전기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밖의 고성 문암리유적 상층, 

양양 가평리･송전리･오산리 상층유적･지경리유적, 강릉 방동리유적･초당동유적･하시

동유적･안현동유적･지변동유적 등 중기 유적에서도 략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냥용 도구와 제분용 도구가 조기･전기에 비해서 현저히 많아졌다는 것은 고고학자

료에서 명백한 사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석기시  중기 이후의 사

냥 도구의 출토량이 신석기시  조기･전기유적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를 밝히는 문제는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  주민들의 생계전략문제를 밝히는데 있

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선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

시  조기와 전기 문화는 동북지방의 평저토기문화이고, 중기･후기는 중서부지방의 

첨저빗살무늬토기의 침선계 문화라는 그 계통상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전

제로 해서 보면, 양계 문화의 전통이 다르다는 것을 그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도 있

지만, 신석기시  주민들의 생계전략은 식량채취의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3,500B.C.경에 시작되는 중기 이후 환경변화 양

상과 수렵･채취 상물의 풍부한 번창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석기인들의 수렵 채취 복원도(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중기(3,500~2,500B.C.)의 기후를 앞에서 살펴본 

속초 랑호의 화분분석결과와 주문진의 화분분석결과와 비해 보면, 랑호의 자료

는 6,500~4,500B.P.에는 낙엽광엽수-침엽수(針葉樹-소나무)의 혼합림을 이루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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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의 자료는 6,000B.P. 이후 3,000B.P.까지는 침엽수가 증가하여 기온은 더 낮아

지고 강수량은 적은 비교적 건조한 기후로 변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강

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중기(3,500~2,500B.C.)에 이르러서는 후빙기 이래 계속

된 기후의 온난화 현상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이루면서 오늘날과 유사한 온 성 생

태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삼림 속의 사냥 상

인 온 성 동물들의 종류와 수량도 풍부해져서 수렵도 중요한 식량자원획득 상이 

되는 생계전략으로 발전되었으며 여러 견과류, 특히 도토리도 중요한 식량자원이 되

었음이 이 시기의 유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석촉, 석창, 석부 등 사냥도구와 갈판, 갈

돌, 갈봉 등 다양한 제분용 연석등 고고학 자료로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원 동해안지역에서도 신석기시  중기 이후에는 수렵과 채취가 주민의 중요 생계 

전략으로 행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나, 과연 수렵 상 동물의 종류와 채취 상물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지금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동식물 

유체는 동북지방이나 동남부지방에서는 패총유적에서 흔히 발견되고 내륙지방에서는 

동굴유적에서 발견되나 강원지역에서는 그러한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신석기시  패총유적에서 발견된 동물뼈로 보면 당시에 잡힌 포유류는 20여 종이 알

려져 있다. 먼지 육상동물을 보면 사슴, 노루, 고라니, 누 이 등 사슴과 동물과 멧돼

지, 사향노루, 산양, 물소, 오소리, 산달, 수달, 곰, 늑 , 범, 표범, 삵괭이, 토끼 등

이 있다. 이들 동물들은 부분 이용되었겠지만 털과 가죽으로 이용되는 것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히 많이 잡히는 상 동물도 조사되었다. 동남 해안의 패총유적에서는 

바다표범, 물개, 바다사자, 고래 등 바다동물의 뼈들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 동해안지

역에서는 철기시 의 강문 등 저습지유적에서 개, 사슴, 멧돼지, 소, 말, 고래, 물개

류 등의 뼈들이 나온 바 있다.

3. 주거(住居)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시  사람들의 주거지는 주로 동굴이며, 야외 주거지와 바

위그늘유적 등이 있다. 신석기시  사람들의 주거지는 움집(수혈주거지, 竪穴住居址)이 

부분이며 의주 미송리, 단양 수양개, 청도 오진리유적 등 몇몇 동굴이나 바위그늘, 

춘천 교동 인공동굴이 있다. 땅을 파서 만든 움집은 발견된 기둥구멍이나 타다 남은 

목제 등을 토 로 집의 모양을 추정할 수 있는데, 개 집터 바닥에 세운 기둥 사이에 

가로로 굵은 나뭇가지를 엮어 거기에 서까래를 땅바닥에서부터 걸쳐 경사지게 지붕을 



제4장 | 신석기시대의 강원

250 강원도사 

신석기인들의 주거 생활 복원도(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만들고 그 위에 풀, 나무, 흙 등으로 

덮는 모양으로 복원할 수 있다. 따라

서 수혈주거는 그 형태나 구조, 만드

는 과정과 내구성 및 견고성으로 보

아서 반 구적이라는 것과 여러 사람

들이 함께 공동작업으로 만들 수 있

는 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

석기시  사람들의 수혈 주거는 식량

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생

계전략의 결과로 정착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하여 창안된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발견된 신석기시  수혈 주거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집터의 모습이나 크기 등이 시기적으로 변화하 고 내부의 구조도 다양하게 

변해 왔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의 주거생활이 다양했음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에 들어와서 주거지 조사가 크게 진전된 강원 동해안지역에서 현재까지 조

사된 신석기시 의 주거지는 조기･전기 18기이고, 중기 19기, 후기 7기 등 40여 기에 

달하고 있어서 이 시기의 주거지의 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여겨

진다.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조기･전기･중기 주거지들의 입지는 바닷가에 형

성된 석호 주변에 퇴적된 사구지 이며, 후기에는 20~50m의 구릉상에 입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고성 철통리유적에서 발견된 7기의 주거지가 구릉의 주행방향인 남

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후기에 들어와서 입지가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주거지

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서는 중기와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의 

양식상으로는 전기, 중기의 주거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것은 생업상의 이유, 예를 들면 농경의 시작과 같은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강우량 등 

기후변동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움집의 평면형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기의 오산리유적 C지구 5호 주거

지는 원형이다. 전기의 오산리 A･B지구의 7기는 원형이나 타원형이고, 오산리 C지구 

1･2･4호는 말각방형, 3호는 원형이며, 문암리 주거지는 말각방형이 2기이고, 원형과 

장타원형이 3기이다. 중기의 양양 지경리유적 10기의 주거지 중 원형이나 타원형은 4

기이고 나머지 6기는 움집의 바닥과 어깨선의 형태가 다른 것인데, 바닥이 방형인 것

이 5기이다. 나머지 1기는 말각방형이며, 어깨선은 모두 원형이나 말각방형이다.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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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리 2기와 가평리 1기는 말각방형이고 강릉 초당동 4기는 모두 원형이나 타원형이

다. 후기의 고성 철통리 주거지 7기는 장방형이 1기이고 그밖의 6기는 방형이다. 강

원 동해안지역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원형으로부터 말각방

형으로, 그리고 후기에는 방형으로 완만하게 변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변화 양

상은 한반도 신석기시  주거지의 발전양상과 략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주거지의 면적은 오산리유적의 전기 주거지들의 면적이 비교적 넓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중기에는 중형이 많아졌고 후기 철통리 주거지들의 면적도 중형 정도의 주거

지가 부분이다. 소형 주거지들은 일상적 살림집들이라기보다는 저장용 부속건물일 

가능성이 높다.

<표 2> 시기별 주거지의 평면형태 및 면적의 변화양상

시기 유적명
주거지

수

바닥 평면형태 어깨선 형태 주거지의 면적

원형
및 

타원형

말각
방형

(장)
방형 원형

말각
방형

30㎡ 
이상

30
~15㎡

15㎡
이하

조기
양양 오산리유적 

C지구
1 1 1

전기

양양 오산리유적 
C지구

4 1 3 3 1

양양 오산리유적
A･B지구

7 7 4 3

고성 문암리유적 5 3 2 1 1 3

중기

양양 송전리유적 2 2 1 1

양양 가평리유적 2 1 1

양양 오산리유적 
C지구

1 1 1

양양 지경리유적 10 4 1 5 3 1 2 2 1

강릉 초당동유적 4 4 1 3

후기 고성 철통리유적 7 7 1 4

움집의 바닥은 조기･전기･중기는 부분 진흙다짐을 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기･전기･중기의 주거지들이 사구에 자리하 기 때문에 불가

피하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기의 철통리 주거지는 구릉상에 마련되었기 때문

에 원토의 맨바닥을 그 로 사용하 다. 주거지 바닥에 남아 있는 내부시설로서는 노

지가 설치된 주거지들이 부분인데 모양은 조기와 전기는 원형과 타원형이 6기로 제

일 많고, 장방형과 방형이 5기, 오각형과 제형이 각각 하나씩이다. 중기는 원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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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형이 부분이고(7기), 방형이 2기이다, 후기의 철통리 주거지의 노지는 바닥에 

마련된 무시설의 토광으로 남아 있었다.

주거지 내부시설에서 기둥 구멍은 가옥의 몸체를 이루는 목제 가구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구이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시  주거지에서는 부분 주거지 

바닥에 기둥 구멍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노출되는 집의 모양을 알 수 없

다. 다만 지경리 4호 주거지의 바닥에서 남동쪽과 남서쪽 모서리에서 불탄 숯기둥이 

남아 있어서 방형 바닥의 네모서리에 기둥이 세워진 4주식 가옥이었음을 알 수 있었

다. 4주식 가옥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 를 연결시켜서 그 위에 땅바닥으로부터 

서까래를 얹어 경사진 지붕을 만드는 가옥 구조이다. 중기의 지경리 주거지에서는 주

거지의 진흙바닥은 방형이지만 그 외곽으로 남아 있는 넓은 어깨선인 예를 볼 수 있

었는데 이러한 주거지는 부분 4주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후기의 철통리 주거지에

서는 4주식 기둥구멍[株穴]이 5･6･7･8호에서 남아 있었고, 9･10호는 2주혈만이 확인

되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4주식 가옥은 강원 동해안지역의 중기부터 후기에 

행해진 이 지역의 특징적 가옥구조 을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신석기시  주거지 내

부시설로서는 주거지 바닥에 저장이나 작업용 구덩이가 발견되는 예가 많으나 강원 

동해안지역에서는 조기･전기･중기 주거지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구릉상

에서 발견된 후기의 철통리 주거지 3, 5, 7호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  주민들의 가옥은 매우 단조롭고 규모도 크지 않은 

소박한 가옥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로를 주생업으로 하는 수렵･채집민

들의 생업을 반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강 학  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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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동굴유적 전경(차재동)

5  과  

1. 한강 역

북한강유역 신석기유적 분포도(차재동)

1) 사  확  

(1) 천 동 동

유적의 위치는 춘천시 후평동 671번지

이다. 1962년 10월 6일 춘천 봉의산(鳳

儀山) 동쪽 산사면에서 옛 성심여  신

축 공사중에 동굴이 발견되어 김원용(金

元龍)의 현지조사에 의해 신석기시  동

굴유적으로 밝혀진 유적이다. 이 동굴은 

경사면에 인공으로 파서 만든 동굴집자

리 다가 나중에 무덤으로 사용된 것으

로, 입구가 고의 또는 자연적으로 폐기･

매몰되었다가 공사작업 중에 발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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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동굴유적 내부 평･단면도(김원룡, 1963)

이다. 1971년 12월 16일 강원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동굴은 해발 105m이며 풍화된 화강암반을 

인공으로 파 들어가 만든 것이다. 깎여져 나간 

입구가 아래쪽 길이 2.5m, 높이 1.7m 정도인

데 공사로 인하여 동굴의 천정(天井) 일부가 노

출된 것을 감안하면 원래의 굴 입구는 더 낮았

을 것이다. 입구의 방향은 동쪽이고 굴 안의 

평면은 4m 정도의 원형이며 천정은 반달모양

이다. 천정이 가장 높은 곳은 2.1m 정도이고, 

서쪽의 바닥 부분은 점차 높아지면서 위로 올

라가는 돌출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저장공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굴의 바닥은 공사중 작업으

로 원상이 훼손되었으나, 암반의 중앙이 약간 

깊게 파여 있고, 이곳에 흙을 깔아 정면(整面)

하 으며 바닥에 숯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흙을 깔고 불을 피웠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

정부 전면이 그을린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동굴의 발견 당시 내부에는 세 구의 유골(遺骨)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발을 중앙부로 

향하 고 두 개의 유골은 머리를 입구쪽으로, 다른 하나는 머리가 입구 반 편을 향

하여 똑바로 누운 상태 다. 유골들은 고운 가루흙 위에 있었고, 가루흙 30㎝ 아래 

동쪽 인골 밑에서 석기류와 불땐 자리가 발견되었다. 입구 부근에서는 토기류가 나왔

다. 불땐자리는 동쪽 인골의 북쪽, 입구 가까이에서 발견되었으며 별다른 시설은 확인

되지 않았다. 출토유물로는 형 돌도끼, 자귀, 화살촉(슴베있는 것+삼각형), 공이, 

롱구슬, 납작밑토기 5점(손잡이토기 포함), 구슬 뚜르개로 보았던 묶음낚시축 등이 

있다. 토기는 높이 9~13㎝의 소형 평저호가 5점 출토되었다. 정선된 점토질의 바탕흙

으로 빚어올렸으며 바닥과 몸통은 따로 만들어 붙 고 겉면은 잘 마연되었다. 아가리

가 밖으로 짧게 바라진 1점 외에는 모두 직구로 끝나고 있다. 가로로 둥근 구멍이 뚫

린 손잡이가 1쌍 붙어 있는 것도 있다. 무늬가 없는 1점을 제외한 4점 모두 구연부에

만 문양이 돌아가고 있는데 점열문이 8열과 12열 시문된 것, 조문이 3열 눌러진 것, 

단선이 수직으로 2열 눌러지고 각 단선 밑에 점문이 복합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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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동굴유적 출토 토기[높이 10㎝, 12㎝, 11㎝, 11㎝, 9㎝](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5)

교동 동굴유적 출토 돌도끼(40.8㎝)와 공이(35, 28㎝)(좌:재현품) 
및 대롱옥(10.6㎝), 묶음낚시 축(우)(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5)

석기는 돌도끼, 돌끌, 간화살촉, 

돌칼, 공이, 묶음낚시축(송곳) 등이 

있고, 관옥과 수정편, 백옥편도 출

토되었다. 돌도끼는 길이 40.8㎝, 

날폭 7.6㎝의 편평세장한 형 도

끼로 전면을 쪼아서 다듬은 후 표

면을 갈고 합인을 단 것이다. 이러

한 형 돌도끼는 일제시  때 함

북 회녕군 수동 연 봉의 무덤유

적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경북 울

진 후포리의 무덤유적에서도 다량 

출토되었다.

화살촉은 점판암제로 5점은 단

면 편육각형의 장삼각형 또는 보

트형이고 1개는 단면 능형의 장신

유경촉이다. 돌끌은 5점이 있는데 편평한 단인석착으로 몸통이 머리와 날부분보다 약

간 팽창한 긴 장방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길이는 9.4~12㎝이다. 이 자귀들은 날의 

형태로 보아 껍질을 벗기는 용도로 추정되었다. 공이는 단면이 타원형에 가까운 긴 

원통형으로 음식물을 제분하거나 파쇄하면서 한쪽 끝이 평탄하게 마멸되었다. 돌칼은 

삼각형과 사다리형이 있으며 넓은 쪽에 날이 달려 있다. 관옥의 구멍을 뚫는데 사용

된 송곳으로 분류된 바 있는 조침(釣針)은 한쪽 끝이 약간 구부러진 형태로 오산리유

적에서 량 출토되고 있는 결합식어구의 축부분이다. 관옥은 백옥제로 길이 11㎝, 지

름 1.5~1.7㎝이다. 양 끝에 지름 0.5㎝ 가량의 구멍을 뚫었으나 깊이 1㎝ 정도만 뚫

리고 관통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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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동굴유적 출토 돌끌(좌:재현품, 왼쪽 길이 124㎜)과 간 화살촉(우:재현품)(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5)

 

교동유적은 원래 주거지로 쓰이다가 어떠한 연유에서 폐기된 후 무덤으로 재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석기시  동굴무덤유적으로는 유일한 예이다.

이 유적은 최초 보고서에서는 평저토기와 형석부에서 보이는 동북지방적 요소 및 

석착과 석촉에서 보이는 서해안적 요소를 근거로 양 지역의 신석기문화가 공존･혼합

된 문화로 보고, 나아가 토기의 점토질 바탕흙, 시문 부위의 축소 등을 근거로 무문토

기문화와 접촉된 신석기말기의 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양양 오산리유적 하층에서 출토된 토기와 비교하면 점열문･조문･횡단선의 

압날문으로 구연부에만 시문된 문양의 유형과 시문기법이 기본적으로 같고, 토기 표

면을 마연하여 매끄럽게 처리한 점, 턱이 지면서 약간 꺾인 구연과 구순의 끝마무리, 

가로구멍이 뚫린 손잡이, 점토질 바탕흙 등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오산리유적의 특징인 결합식 낚시 바늘축의 출토도 양 유적의 연결성을 뚜렷이 보여

주기 때문에 교동유적은 신석기시  전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석촉 중 보트형은 동강유역에서는 궁산리, 지탑리유적에서부터 나타나 금탄리와 

청호리유적에서 특히 성행하며 한강유역의 암사동유적에서도 출토된다. 동북지방에서

는 서포항 2기부터 나타난다.

반면 유경식 석촉은 동북지방의 신석기유적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고, 서한 쪽에서

도 후기에 속하는 청호리유적에서만 보고되고 있다. 형석부가 출토된 후포리나 연

봉유적 모두 늦은 시기의 유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동유적의 연 는 유경식 

석촉과 형석부에서 보이는 후기적 요소 및 토기와 결합식 어구에서 보이는 전기적 

요소가 합쳐지는 모순이 생긴다. 결국 이들 유물은 동시기에 매납된 것이 아니든가, 

만약 동시기라면 석촉과 석부의 연 가 올라가거나 또는 토기의 연 가 내려와야 하

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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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평리 부석유구 평･단면도(문화재관리국, 1974)

(2) 천 내평리 

춘천시 북산면 내평2리의 소

양강 강안에 있었던 이 유적은 

1971년 소양강댐 수몰지구 유

적발굴조사에 의해 부석유구(敷

石遺構)로 밝혀졌으며, 현재는 

소양강댐에 의해 수몰된 상태

이다. 내평리유적에 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춘천교  조동

걸이 강의 단면(斷面)에서 빗

살무늬토기 2점을 수습하여 발

굴조사팀이 주변에 발굴구덩이를 넣어 조사한 결과 다량의 빗살무늬토기와 돌깐집자

리로 밝혀졌다. 동서 12.3m, 남북 4m에 걸쳐 너비 40㎝ 정도의 돌들을 깔아놓은 형

태의 집자리이며, 서쪽의 강 단면 쪽은 범람으로 인해 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유적의 표토층은 황갈색 부식토층이고 집자리가 나오는 상부는 표토가 거의 없어 

깔린돌이 바로 드러났다. 유구의 서반부는 교란된 것으로 보이며 돌이 깔린 상태는 

서쪽편이 동쪽편에 비해 돌이 크고 위치가 흔들려 있다. 동쪽 편은 25~30㎝의 작은 

돌이 황갈색 모래질의 생토 위에 정연히 깔려졌으며, 돌 사이에 잔돌을 끼우거나 돌

을 엇물려 놓아 위치를 고정시켰다. 토기편들은 돌 사이에서 작은 편이 출토되기도 

하 으나 부분 깔린돌 북쪽편 주변의 황갈색을 띠는 옛 지표면과 교란된 표토층에

서 출토되었다.

또한 동쪽편에서는 지름 6.6m의 타원형으로 깔린돌 밑에서 바닥 중앙에 10~15㎝의 

잔돌로 만든 동서 1.5m, 남북 1.3m, 깊이 18㎝의 타원형의 불땐자리[爐址]가 적심석

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주변에서 기둥구멍이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보

아 불땐자리 이전에 집자리 중심에 세운 기둥자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부석유구의 북동쪽과 동쪽으로 3~4m 떨어진 곳에 불땐자리 8개가 몰려 있

는데 화덕자리는 15~20㎝ 크기의 돌을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깔아 만들었다. 가장 소

형이 48×40㎝, 형이 160×160㎝의 규모이다. 그 중 한 곳에서는 남쪽에 붙어 남북 

1.1m, 동서 0.6m, 깊이 25㎝ 정도 되는 구덩이가 발견되었는데, 내부 흙은 불에 타 

새까맣게 되었고 내부에서 횡주삼선문(橫走三線文)이 8조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었다.

유물은 토기편과 석기로서 토기편은 입술에서 몸체까지 동일한 어골문이 베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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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밑토기와 공열문, 돌 문토기들이며, 석기는 돌도끼[石斧], 공이, 숫돌[砥石, 혹은 

발화석], 석 제의 긁개와 찍개가 있다.

토기는 부석유구를 덮고 있는 흑갈색의 표토층과 그 아래 황갈색 생토층 사이에서 

뒤섞여 나오나 부석 내에는 없었다. 바탕흙은 사질토에 모래를 섞은 것과 점토에 모

래를 섞은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활석이나 석면, 굵은 석립이 섞인 것도 있다. 구연은 

직립이거나 약간 외반하며 저부는 둥근 것과 뾰족한 것이 있다. 토기는 테쌓기로 빚

어 올렸는데 구경은 부분 10~30㎝ 사이이나 38㎝가 넘는 큰 토기도 있다.

문양은 구연부에서 동부까지 같은 종류의 문양을 시문하고 바닥은 그 로 둔 것이 

부분이다. 다치구로 구연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새겨나가기 시작한 횡주어골문

이 전체 토기의 93%나 차지하고 있는데, 선간의 간격이 집되어 있고 동체부 밑으로 

갈수록 무늬가 조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구연부터 동체부에 이르기까지 가로로 평행

한 횡주삼선이 8조 돌려진 토기와 평행단사집선문이 시문된 토기도 출토되었다. 전자

는 굵은 사립이 섞인 점토질이며 후자는 집선문과 집선문 사이가 간격이 벌어져 있

다. 이 밖에도 죽관문, 능형문, 사격문, 종주어골문도 몇 편 보이며 공열문과 돌 문

과 같이 특이한 문양도 있다. 공열문은 단 2편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1점만 유구 내

에서 나왔다. 복원구결이 30㎝가 넘는 형으로 바탕흙은 사질이며 구연 바로 밑에 

지름 3㎜ 정도의 반관통된 구멍무늬를 돌렸다. 돌 문토기는 구연부에 단면 제형의 

돌  1줄을 돌리고 돌  상하에 단사집선문을 1줄씩 새겼다.

내평리 부석유구 출토 토기(문화재관리국, 1974) 

내평리의 형 부석유구는 강화도 삼거리와 평양 청호리의 부석주거지와 같은 성격

의 타원형 부석주거지로 보아왔으며, 화덕자리는 이 주거지와 관계된 야외 화덕자리

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석유구의 동쪽은 지름 6.6m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고, 서쪽은 



제4장 | 신석기시대의 강원

260 강원도사 

돌의 위치가 교란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타원형에 가까운 배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 별개의 유구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서반부는 교란이 되었기는 하지만 

큰 돌을 사용한 반면, 동반부는 작은 돌이 정연하게 깔려 있고 그 아래에서는 화덕자

리도 발견되어 양상이 다르다. 또한 기둥구멍같이 지붕이나 벽채를 지탱하는 시설들

의 흔적이 전혀 없고, 화덕자리로 본 유구 위에 다시 적석이 깔려 있는 점, 적석 위를 

평탄한 주거면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거지 이외의 다른 용도

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내평유적에서 출토된 횡주어골문

토기는 한강중류의 암사동과 미사리의 후기신석기문화층, 시도 제1지구 등의 도서지

방 후기신석기시  패총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토기이다.

횡선문에서 동강유역 금탄리 1문화층의 요소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금탄리 1문화

층의 횡선문에 비해 소략, 간략화되어 있으며, 반면 횡주어골문과 돌 문은 금탄리 3

문화층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평리유적의 상한은 신석기시  후기를 넘지 

못할 것이다. 동북지방에서 신석기시  말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공열문토기가 부석유

구와 관계되는 유물이라면 내평유적의 하한은 신석기시  말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3) 천 천 리

유적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59번지 일 로 2002~2005년에 걸쳐 국도 

46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되어 발굴조사되었다. 널리 알려진 천전리 고인돌 주위에 

해당된다. 일찍이 아리미쓰[有光敎一]가 고인돌 조사시 내부에서 발견한 빗금무늬가 

새겨진 빗살무늬토기 1점과, 국립박물관에서 1977년의 지표조사시 수습한 가로물고기

뼈무늬가 시문된 1점, 한림  박물관에서 수습한 가로물고기뼈무늬가 새겨진 입술부 1

점이 보고되어 있다.

동경 127°46′41″, 북위 37°55′53″로서 지리적으로 강원도 중북부에 위치하는 춘천분

지 내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북한강의 지류인 소양강 북안의 해발 83.5~84.5m 내외

의 샘밭 범람원의 충적 지에 해당하는데, 유적은 이 충적 지 일 의 동쪽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유적의 부분은 범람원의 자연제방 상에 해당하지만 북쪽인 B지역 북쪽 경계면에 

연하여 배후습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해발고도 83~84m 정도의 높이에

서 부분의 유구가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천을 끼고 있는 충적 지와 주변에 

많은 산악지 를 두르고 있는 천전리유적은 농경, 수렵, 어로, 채집 등 다양한 측면에

서 생업경제방식을 이용하는데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규모의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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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리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이 반복적으로 형성되었다. 전체에서 확인된 유구는 신석기시  주거지 1동, 청동기시

 주거지 74동, 주구(석관)묘 16기, 경작유구 약 11,180㎡(구상경작유구 약 3,380㎡, 

소형수혈군 약 2,300㎡-약 1,160기, 반구상경작유구 약 5,500㎡), 함정 147기, 수혈

유구 260기, 철기시  주거지 2동, 시 가 명확하지 않은 수로 2열, 목책유구 1열, 

굴립주유구 15동, 고구려 횡혈식석실묘 1기, 고려시  수혈주거지 9동, 부정형수혈유

구 1기 등 총 541기와 경작유구 11,180㎡이다.

천전리유적과 같은 입지조건을 가진 유적은 북한강유역에 분포하는 화천의 용암리

유적, 춘천의 신매 교부지유적과 우두동유적, 가평의 달전리유적･ 성리유적 등이며, 

모두 선사시 의 규모 취락이 형성된 유적이다.

신석기시  주거지는 천전리유

적 중 A지역 다지구 74호 주거지

로 북동쪽 구역(N6W16 Grid)에

서 1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평면은 장방형(장단비-1.36:1)의 

신석기시  주거지로 주축은 남-

북(N-8°-W)방향이다. 통신선로 

매설공사, 북단벽 중앙에 민묘조

성, 남단벽 양 모서리에 교란층 

형성 등으로 많은 부분이 파괴되

었다. 규모는 길이 4.12m, 너비 3.02m, 깊이 24㎝, 면적 12.4㎡(3.8평)이다. 황갈색 

사질토층에 수혈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어 있다. 바

닥(해발 83.7m)은 황갈색 사질토와 암갈색부식토를 혼입하여 20~25㎝ 두께로 다졌

다.

주거지 내부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중앙주공 1개를 설치하 고 남서모서

리 부근에 원형의 적석노지 1기와 중앙주공에서 동장벽 부근에 저장공 1기를 배치하

다. 중앙주공은 지름 29㎝ 크기의 수혈을 파서 지름이 19㎝인 기둥을 52㎝ 깊이로 

박고 주변에 보강토를 채운 구조이며 기둥의 끝은 뾰족하게 처리하 다. 노지는 지름 

111㎝, 깊이 19㎝ 규모이며 평면 원형의 수혈 내부에 길이 15㎝ 이하인 천석과 소량의 

할석이 흑색의 탄화물(재)과 함께 가득 채워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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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리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 평･단면도(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이러한 형태의 노지는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주거지 내부에서 사

용된 것이 특징적이다. 저장공은 중앙주공과 32㎝ 간격을 두고 있으며 평면 타원형으

로 규모는 길이 62㎝, 너비 41㎝, 깊이 11㎝이고 내부에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중앙주공과 저장공 사이에는 지름 65㎝ 크기의 평면 원형으로 흑색탄화물(재)이 1~2

㎝ 두께로 형성되어 있는데 노지와 관련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노지의 동쪽 가장

자리에 15점 가량의 석재가 원형으로 뭉쳐 있으며, 노지의 북쪽에는 20여 점의 석재

가 흩어져 있는데 노지 내부에 적석된 석재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노지 상부와 주변에서 출토된 석재 사이에서 세선의 

빗살무늬토기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북단벽 중앙의 약간 동쪽에서 길이 7~24㎝ 크기

의 소 할석이 소량 출토되었지만 가공된 것은 없다. 

노지 주변과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즐문토기편의 문양은 다치구에 의한 사선문과 

(사)격자문 내지 단사선문이 시문되었고 구연부와 동체부의 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어 기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북한강유역 신석기시  유적에서 출토되는 

즐문토기와 동일한 문양구성을 보이는 것들은 체로 신석기시  후기로 편년되며, 춘

천 내평유적이나 홍천 역내리유적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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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리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편(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지역 다지구 지표와 나지구 주구묘 내

부 퇴적층에서 다수의 즐문토기편이 수

습되어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유구가 존

재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지표에서 채집된 빗살무늬

토기는 다치구로 시문된 횡주어골문과 

삼각집선문 등이 있는데 주거지의 유

물과 동일한 시기로 판단된다.

(4) 천 거 리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 174-2번지 일원에 2005~2006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이다. 한국토지공사가 택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림 학교 박물관이 2005년 2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

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구역은 시굴조사를 토 로 북지구, 남동지구, 남서지구의 3개 

지구로 구분되는데 북지구는 한림 학교 박물관의 시굴조사에서 청동기시  주거지 5

동, 수혈유구 11기, 석군 3기, 굴립주유구 및 1기의 성격미상유구 등 모두 21기의 유

구를 확인하 고, 강원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에서는 신석기시  주거지 1동, 청동기

시  주거지 14동, 함정 41기, 폐기의례유구 2기, 청동기시  수혈유구 22기, 조선시

 밭유구 7개층, 구상유구 2기, 수로 1기, 굴립주유구 2동, 적석유구 2기, 조선시  

수혈유구 19기, 우물 1기 등 모두 114기의 유구를 확인하 다.

신석기시  주거지 1동이 확인된 북지구는 북에서 남으로 뻗어내린 얕은 구릉의 끝

자락이 완만히 내려와 하천으로 이어지는 지형에 해당하며, 구릉의 말단을 따라 동에

서 서로 길게(총연장 약 360m)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북반부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반부는 사질토 계통의 자연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신석기시  주거지는 타원형으로서 규모는 길이 448㎝, 폭 310㎝이다. 청동기시  

문화층인 흑갈색 사질토층 하부의 명적갈색 사질점토층에 형성되어 있다. 주거지 내

부에서는 단사선문, 삼각집선문, 횡주어골문, 죽관문 등이 시문된 신석기시  토기편

이 출토되었다. 주변의 흑갈색 사질토층에서도 즐문토기가 출토되고 굴광선이 확인되

고 있어 신석기시  유구는 2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수혈 13호 함정유구와 수혈

유구 18호 내부 퇴적층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기존의 주거지가 부분 

충적 지에서 확인되는 것과 달리 거두2지구 조사에서는 저구릉의 말단 평탄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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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리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 평･단면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확인된다는 점에서 볼 때 신석기시 의 주거 범위가 구릉 주변까지도 확 되어 나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반복문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 이 유적

은 신석기시  후기보다는 이른 시기로 여겨진다.

거두리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 및 즐문토기 출토 상태(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5) 천 신매리

신매리유적은 북한강이 곡류하여 소양강과 합수되는 지점에 걸쳐 형성된 충적 지와 

하중도 지역 일 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 유적은 1977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한림 학교 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실

시한 조사에서 신석기시  빗살무늬토기편을 

수습한 바 있으며, 유구가 확인된 것은 춘천시 

서면 신매리 10번지 지점이다.

춘천 시내로부터 5번 국도를 따라 북쪽의 

화천군으로 진행하다가 위도의 남쪽을 가로

지르는 신매 교를 건너 신매교회 방면으로 

약 300m 북향하면 동쪽으로 펼쳐진 경작지

가 이에 해당된다. 신매리 10번지 일원은 

2004~2005년에 발굴이 실시되어 신석기시  

주거지 1동, 청동기시  주거지 2동 등 총 14

동의 주거지와 야외노지 2기, 수혈유구 1기 등

이 확인되었다. 이 중 야외노지는 신석기시

로 추정된다.

신석기시  주거지는 12호로서 동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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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리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 출토 굴지구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치한 주거지에 의해 절반가량 파손되었고, 북벽이 삭평되어 바닥면만이 잔존하는 상

태로 북동쪽 범위가 확실치 않다.

주축은 남-북(N-1°-W)방향으로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4.08m, 잔존폭 3.12m, 깊이 27㎝이다. 주거지는 암갈색 사질토층에 수혈을 파

고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황갈색과 갈색의 사질토가 퇴적되었다.

주거지 내부 중앙에는 장방형의 천석을 원형으로 돌려 조성한 위석식노지가 배치되

었는데 11호 주거지와의 중복으로 인해 절반만이 잔

존하며, 노지의 폭은 약 107㎝이다. 단애면을 관찰한 

결과 소토층의 두께는 7.6㎝로 상부에는 목탄 소편을 

포함한 흑갈색층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미완성 석부, 미완성 방추차, 굴지구(괭이 혹은 보

습), 연석봉이, 토기류로는 횡주어골문의 즐문토기 

동체편 2점이 내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내부퇴적토와 지표에서 수습된 토기는 

부분 동체편이고, 직립구연의 구연부편 3점과 말각평

저의 저부 1점을 포함한다. 문양구성을 살펴보면 압인문계의 능격문과 반원연속문, 압

인문과 침선문이 복합시문된 단사집선문+종주어골문, 침선문계의 집선문, 사선문, 태

선문, 횡주어골문, 사격자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압인문보다는 침선문 계통이 주류

를 이루는 가운데 압인문의 경우에도 복합문양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신석기시  후

기로부터 말기 무렵에 출현하는 사격자문의 즐문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

로 미루어보아 신매리 10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즐문토기는 신석기시  중기 이후 말

기 무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매리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 출토 및 지표수습 빗살무늬토기편(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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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동유적 신석기시대 야외노지(① 1호, ② 1호 단면, ③ 1호 출토유물, ④ 2호)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6) 천 송암동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336-3번지 일원에 위치한 유적으로 송암동 일원에 의암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굴이 실시되었다. 2007년 발굴조사 결과 구릉 인

접부에는 조선시  건물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구릉 하단부의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신석기시  야외노지와 구상유구, 통일신라시  수혈주거지와 수혈유구가 다수 분포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유적은 해발 103m 높이 구릉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

쪽으로 의암호와 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동쪽이 높고, 남서쪽으로 가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낮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신석기시  야외노지는 2기로 

모두 원형의 모습이다. 흑갈색 

사질토층을 반타원형으로 굴착

하여 조성하 으며 내부에는 길

이 10㎝ 내외의 불 맞은 할석들

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다. 1호 

야외노지의 노출면에서 즐문토

기편 1점이 출토되었으며, 목탄

도 확인되었다. 크기는 지름 약 

1m이며, 수혈 깊이는 15㎝이다.

구상유구는 유적의 동쪽 경계

에서부터 서쪽으로 중앙부를 가

로지르며 거의 직선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구의 윤곽선은 조사지역 동쪽 경계에서 

서쪽으로 약 35m까지만 확인되나 단면상에서는 서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 이는 구상유구가 매몰된 후 상부에 삼국시  수혈유구 일부 및 3호 할석유구

와 중첩되어 문화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노출된 길이는 약 40m이며, 구릉의 자연경사면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폭이 넓어지고 수혈도 깊어져 단면형태가 반타원형에 가까운 U자형으로 나타난다. 생

토층인 황갈색 마사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하 으며, 유구 바닥에는 물이 흘러 형성된 

진흙·모래·자갈층이 10~20㎝ 두께로 형성되어 있고, 진흙과 모래가 다량혼입된 토

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상부에서 확인되는 암갈색 사질토층이 유물포함층으

로 즐문토기편, 어망추,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폭은 1.5~3.6m이며, 깊이는 

38~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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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리유적 1호 주거지 평･단면도(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한편 빗살무늬토기 무늬는 단사선문, 횡주어골문이 관찰되고 있어 신석기시  후기

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암동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그물추, 돌도끼(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7) 홍천 역내리

유적의 위치는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78-6번지 일 이다. 

가리산(1050.9m) 줄기가 남동쪽인 장남천으로 뻗은 지맥의 말단인 가래들이라는 지명

으로 불리는 충적 지에 해당된다.

역내리유적에서는 신석기시  주거지 3동과 부속 수혈유구 2기, 삼국시  주거지 5

동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신석기시  주거지는 홍천-속초간 44번 국도 남동쪽으로 

장남천 자갈층보다 10m정도 높은 1단구에

서 확인되었다.

신석기시  주거지는 모두 유적 전면(남

동쪽)에 홍천강이 흘러가는 1단구상에 위

치하고 있다. 유적의 뒤(북서쪽)로는 경사

가 급하며 집자리는 아래층 또는 주변에 

강자갈층의 퇴적이 많아 일반적으로는 신

석기시  유적이 입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다. 또한 주거지의 바닥층만 남아있고 

유물의 출토량도 많지 않다.

1호 주거지는 최북단에서 확인되어 주축

이 북동-남서(N-45°-E) 방향으로 긴 타

원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있다. 규모는 길

이 4.3m, 폭 2.5m이다. 주축 중앙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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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리유적 2호 주거지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쪽으로 약간 치우친 노지 1기가 확인된다. 노지는 수혈식으로 지름 66㎝, 깊이 7㎝ 

정도 규모이며 바닥에 소토층이 4㎝ 가량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노지

를 제외하고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즐문토기 반개체분 가량이 바닥

에서 10㎝ 정도 뜬 상태로 출토되었고, 바닥(해발182.8m)에는 북동단벽 쪽에서 집

되어 출토된 각종 석재들과 함께 소량의 뗀석기들이 산포하고 있다.

한편 주거지 남쪽으로 약 15㎝ 정도 떨어져 평면 원형의 수혈유구가 분포하는데, 

지름 96㎝, 깊이 10㎝이다.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층이 형성되어 있고, 출토유물

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포위치나 토층상태로 보아 주거지 부속시설로 추정된다.

2호 주거지는 유적 범위 중 북

동구역 중앙에 위치하며, 3호 주

거지와 마주하고 있고 주축은 동

서(N-73°-W)방향에 가까우며 평

면은 동서가 약간 긴 타원형이다. 

주거지는 황갈색 사질토층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벽체 부분이 멸실

되어 외곽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깊어져 최  10㎝ 정도이다. 내부

에는 흑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바닥(해발 182.3m)은 특별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축 중앙선상에서 동쪽

으로 약간 치우쳐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었다. 노지는 평면 타원형으로 길이 20㎝ 내외의 

강돌을 이용하여 7㎝ 정도의 깊이로 수혈을 파고 1/3정도가 수혈벽을 의지하여 박힌 상

태이다. 출토된 유물은 즐문토기편과 석 암제 박편, 타격흔이 관찰되는 석재들인데, 주

거지 바닥에서 산포되어 출토되었다.

유적 범위 중 북동쪽 구역 중앙에서는 3호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부정형의 형태이

며 내부에는 서쪽으로 수혈유구 1기(3-가호)와 북쪽, 동쪽에 수혈유구 2기(30나･다

호)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지 수혈선 확인작업에서 평면상과 단면 토층상에서 수혈유

구간에 중복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전체 길이는 7.04m, 너비는 4.5m로 동

서(N-76°-E)방향이 길다. 주거지의 바닥(해발 182.15m)은 특별한 흔적을 찾을 수 없

고, 황갈색모래층 아래까지 파고 내려가 잔자갈이 일부 확인되는 곳도 있다.

3-가호 수혈유구는 주거지 북서벽 수혈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평면 타원형의 형태

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다. 내부 남동벽을 따라 동서 양쪽으로 나란하게 적석된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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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리유적 3호 주거지 평･단면도(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유구가 확인되는데, 노지로 추정되는 이 돌무지는 주변에서 확인되는 할석을 쌓듯이 

둘러놓은 형태이다. 할석의 크기는 10~20㎝ 정도로 각각 15개 정도로 구성되었다. 돌

무지의 규모는 각각 70×60m(1호), 86×64m(2호)이다. 할석들은 불에 의해 터져 갈

라지고 흩어져 있고, 내부는 흑갈색 탄화유기물이 차 있다. 규모는 길이 3.9m, 폭 

2.5m 깊이 45㎝이고 돌무지 위에서 뗀석기편과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3-나호 수혈유구는 주거지 

북쪽 중앙의 수혈선을 이용하

여 조성되어 있다. 3-가호 

수혈유구와는 25㎝ 간격을 

두고 있는데, 평면형태는 원

형에 가깝고 동서가 약간 길

다. 규모는 길이 2.25m, 폭 

1.95m, 깊이 45㎝이다. 내부

에는 흑갈색 사질점토층이 형

성되어 있고 유물은 거의 출

토되지 않았으며 시설도 확인

되지 않았다.

3-다호 수혈유구는 주거지의 동쪽으로 돌출된 부분에서 확인된다. 평면 타원형이

며, 크기는 1.50×1.24m이고 깊이는 19㎝이다. 내부에서 즐문토기편, 나팔상의 토기

와 소량의 숯이 출토되었다.

한편 주거지 북동쪽에 40㎝ 정도 떨어진 지점에 원형의 수혈유구(3-1호) 1기가 확인되는데, 

규모는 지름 2.34m, 깊이 60㎝이다. 수혈유구 내부는 흑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고, 북

서벽에서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을 뿐 다른 출토유물과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 

분포상태, 규모 등으로 미루어보아 주거지와 관련된 부속시설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에서 

출토한 유물은 즐문토기편과 뗀석기, 그리고 간석기이다.

한편 5호 주거지는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인데 동서(N-80°-E)방향이 약간 길다. 내

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고 바닥(해발 181.95m)은 잔자갈이 혼입된 황

갈색 사질토층을 20㎝ 깊이로 파고 조성하 으며 규모는 길이 3.32m, 폭 2.84m이

다. 내부에는 서벽에 접하여 타원형 수혈이 확인되는데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층

이 형성되어 있고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규모는 지름 1.57m, 폭 1.35m, 깊이 

0.14m이다. 퇴적토에서 즐문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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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리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역내리유적 신석기시  즐문토기

의 특징은 기형상으로는 1점이지만 

2호 주거지의 예로 보아 부분 첨

저의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문양

은 구연부 직하에서 저부를 제외한 

전면에 단치나 다치의 횡주어골문

과 단사선문이 시문된 것만 출토되

었다. 태토는 활석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한 것이 많다. 주로 서

해안지역의 신석기시  후기 토기

에서 확인되는 기형이나 문양, 태토

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내리유적에서 출토된 뗀석기는 1호 주거지에서 찍개 1점, 격지 2점, 조각돌 4점, 

부스러기 1점이, 2호 주거지에서는 망치돌 4점, 조각돌 6점이, 3호 주거지에서는 격

지 4점, 조각돌 36점, 부스러기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망치돌을 제외한다면 완성된 

석기는 찍개 1점(1.7%)으로 출토된 뗀석기의 수량에 비해 매우 빈약한 편이다. 그리고 

1호 주거지와 3호 주거지에서 입자가 거친 석 암제 석재들이 노출되었다.

요컨  역내리유적은 기존에 발굴조사되어 보고된 충적 지상의 신석기시  유적들

처럼 돌화살촉, 돌도끼, 어망추 등 신석기시 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간석기가 아닌, 

다수의 뗀석기가 출토되었는데 최근 연평 모이도패총, 함평 당하산유적, 연평 백령도

유적과 더불어 다량의 뗀석기들의 출토사례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8) 홍천 철 리

홍천 철정리유적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16번지 일원이다.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4호선 구성포-두촌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에 

한 2006~2007년 발굴조사결과 신석기시  적석유구, 수혈유구, 청동기시  주거

지, 철기시  주거지, 조선시  주거지, 청동기시  주구석관묘 및 소형석관묘, 지석

묘 하부구조, 청동기~조선시  수혈유구, 시기미상의 굴립주 및 수혈군, 소성유구, 

구상유구, 삼가마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적은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인 높고 험준

한 산악지  사이에 형성된 북한강의 상류 지류인 장남천의 동남안에 형성된 자연제

방의 충적 지에 분포하고 있다. 충적 지는 해발 168~170m 내외이며 유구가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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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정리유적 신석기시대 적석유구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외삼포리유적 1호 야외노지 평･단면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지역의 부분에서 구하도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신석기시  적석유구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적석되어 있으며, 적석층 사이에서 

즐문토기와 석부, 석촉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는 모두 90기 이상 확인되었으며 

출토유물로 볼 때 원형과 타원형, 방형 등의 

평면형태를 띠는 신석기~철기시 와 조선시

 주거지의 부속유구로 판단된다. 신석기시

 20기의 수혈유구는 모두 원형이며 내부에

는 적석층이 확인되는 것이 많은데, 이 가운

데에는 야외노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  후기로 편

년된다.

(9) 홍천 삼포리

이 유적은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로 고속국도 제60호선 춘천~동홍천간(4공구) 건

설공사 2구간과 관련하여 2005~2006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신

석기시  야외노지 5기, 청동기시  주거지 5기, 청동기시  석곽묘 1기, 다양한 시기

의 수혈유구 6기와 수혈군, 구상유구 8기, 집석유구 1기, 소통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

다. 유적은 북동에서 남서로 흐르는 홍천강의 남동쪽에 위치한 충적 지에 분포하고 

있어 강원 서지역의 일반적인 유적 입지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신석기시  야외노지는 모두 5

기가 조사되었으며, 내부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4호만 유적의 

중앙부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남서

쪽 구역에서 각각 2기씩(1･2호, 3･5호) 

근접하여 확인되었다. 모두 원형이거나 

타원형의 평면형태를 띠며 내부에는 공

통적으로 재가 차 있거나 피열흔이 관

찰된다. 내부 상부에 다량의 천석이 

1~2벌 깔린 형태(3~5호)와 천석없이 

재층만 확인되는 것(1~2호)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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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포리유적 4호 평･단면 전경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된다. 5기의 노지는 모두 조리와 관련될 것으로 파악된다.

1호 야외노지는 평면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수혈로 규모는 길이 2.28m, 너비 

1.69m, 깊이 10㎝이고 북서-남동방향으로 길다. 황갈색 사질토층에 완만한 경사로 

수혈을 파고 조성하 다. 2호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1.02m, 깊이 11㎝이다. 황갈색 

사질토층을 완만한 경사로 수혈을 파고 조성하 다. 3호는 원형으로 규모는 지름 

1.32m, 깊이 11㎝이다. 황갈색 사질토층에 완만하게 경사진 수혈을 파고 조성되었으

며 내부에는 재가 섞인 갈색과 황갈색의 사질토가 혼입되어 수평상에 가까운 퇴적양

상을 보이고 있다. 상부 중앙을 중심으로 10~15㎝ 크기의 천석 35개 가량이 1~2단 

깔려있는데 약간 듬성듬성한 편이고 석재에는 불 맞은 흔적이 관찰된다. 적석층 아래

에서 횡주어골문의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외삼포리유적 2호·3호·5호 야외노지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4호 야외노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규모는 지름 1.55~1.68m, 깊이 35㎝이다. 

황갈색 사질토층에 반원형의 수혈을 파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재가 혼입된 황갈색

모래가 U자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부에는 중앙을 중

심으로 50여 개 가량의 천석이 1~2단 정도로 부석되어 

있으며 비교적 촘촘하고 크기는 10㎝ 이하인 것도 있지

만 체로 20~25㎝인 것이 많다. 5호 야외노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81㎝, 깊이 11㎝이다. 황

갈색 사질토층에 완만한 경사의 수혈을 파고 조성되었

으며 내부에는 재층과 재가 혼입된 갈색 사질토가 순차

적인 U자상의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 상부를 중

심으로 10~17㎝ 크기의 천석 30여 개 가량이 1~2단 

부석되어 있다. 퇴적층에서는 횡주어골문이 새겨진 즐문토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한편 3･5호 야외노지 외에 청동기시  주거지 3호･5호, 수혈군, 그리고 지표에서도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모두 소량의 편들로 태토는 운모가 다량 혼입된 사질



유적과 유물 | 제5절

제2권 선사시대 273  

외상포리유적 3호(1~3)와 5호(4~5) 야외노지 출토 
빗살무늬토기편(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성산리유적 신석기시대 1호주거지 전경, 목탄세부 및 
출토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점토를 사용하 다. 문양은 다치구를 사용하여 횡주어골문을 주로 사용하 으며 단사

선문도 확인된다.

또한 신석기시  야외노지와 관련된 주

거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습된 어골문, 

단사선문 등의 빗살무늬토기 무늬는 보편

적으로 신석기시  후기의 특징을 갖는 것

인데, 3･4호 야외노지에서 채취한 목탄의 

AMS 값은 4,920±80B.P.와 4,470±50B.P.

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의 편년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춘천의 거두2지구유적

에서는 신석기시 보다 좀 더 이른 시기

로 판단되는 상반복문토기(帶狀反復文土器)도 출토되어 강원 서지역에서 기존 편년

관에 의한 연 보다 이른 단계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0) 홍천 산리

이 유적은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779-5

번지 일원으로서 2002년 고속국도 60호선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 

구간에 한 지표조사 결과 즐문토기편, 

무문토기편, 간석기 등이 수습되었으며, 

2007~2009년 발굴조사에로 신석기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유적은 동경 127˚57´33˝, 북위 37˚45´47˝

에 해당되고, 홍천읍에서 인제방향으로 가

는 국도 44호선을 타고 북동쪽방향으로 

약 13km 정도 직진한 후 남쪽 방향의 소

로를 따라 약 1km 정도 진행하여 홍천강

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홍천강의 중상류

지역에 해당되고 해발은 약 150m 내외이다. 유적의 남쪽은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삭

토되었다.

토층양상은 크게 현 경작층-암갈색 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황갈색 사질층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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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리유적 야외노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퇴적되었으며 암갈색 사질점토와 흑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신석기~조선시  유구가 중첩 

되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  주거지는 철기시  주거지 40호와 조선시  수혈주거지 

9호가 조성되면서 남장벽이 부분 파괴되었고 상부에는 통일신라 주거지 47호가 중

첩되어 조성되었다.

신석기시  주거지는 화재주거지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985㎝, 너비 

380㎝, 깊이 49㎝이다. 유물은 외면에 어골문이 시문된 토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11) 화천 용암리

이 유적은 강원도에서 지방도 407호선 화천 부다리고개 도로개량공사의 사토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화천군 용암리 1113-9번지 일 이다. 학계에 알려진 용암리유적 남

쪽 부분에 해당되는 동일한 취락지로 화천 생활체육공원 일부 부지와 부다리고개 사

토장 부지와 함께 강원도 기념물 83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유적은 북한강이 남류하는 동쪽 충적평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2003년 시･발굴

조사결과 청동기시  등의 주거지 7기, 굴립주 건물 1동, 야외노지 1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야외노지는 청동기시  1호 주거지의 북서쪽에서 노출되었는데 인접한 1호 주거

지와는 별개로서 규모는 남북 1.1m, 동

서 1.2m이다. 평면원형으로 노지 안에

는 불에 그을린 돌 위로 흑갈색의 재가 

쌓여 있었다. 내부에서 출토유물이 확

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

나 이곳에서 채취한 목탄시료의 연 측

정 결과는 B.P.3,820±60을 보여주고 

있어 신석기시 에 해당되고 있다.

2) 지 사  산포지

(1) 천 도 산포지

춘천시 중도동 중도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북한강 본류와 소양강이 만나는 곳이다. 

중도 상류의 춘천댐과 소양강댐, 하류의 의암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춘천시 사농

동과 연결되었다. 따라서 소양강 줄기는 중도의 동편으로, 북한강은 서편으로 흘러 지

금의 의암호 부근에서 합류되었다. 특히 의암댐의 건설로 원래 육지 던 신동면 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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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유물산포지 수습 빗살무늬토기편
(한림대학교 박물관, 1997)

우두동 유물산포지 수습 빗살무늬토기편(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리의 강안 퇴적층 일 의 낮은 지역이 모두 물에 잠겨 섬이 되면서 중도라 불리게 되

었고, 원래 하나의 섬이었으나 중간에 수로를 내기 위해 절개하면서 상･하중도로 나

뉘게 되었다.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처음 빗살무늬토기가 채집되었

고, 1981년, 1984년에 강원 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가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설

정한 7개의 지점 중 6지점과 강원 학교가 정한 가･나･다지구 중의 가지구의 ㉠지점

은 같은 지역으로 이곳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집중 채집되었고, 1996년에는 한림 학교

의 지표조사도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977년 지표조사에서 수습한 것에는 어골문 계통의 무늬가 있고, 

저부 1점은 무늬가 없으며 원형의 모양이다. 

강원 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채집한 빗살무늬

토기 구연부편 중에는 덧띠토기편 1점이 있고, 

무늬는 구연부의 경우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

으로 비스듬하게 새긴 빗금무늬이며, 동체는 

어골문이 분분이고 1점은 그물무늬이다. 

1996년 한림 학교의 지표조사에서 수습한 토

기편은 빗금무늬가 베풀어져 있다.

(2) 천 우 동 산포지

이 유적은 2003년도 춘천시에서 우두동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

기 전 기존에 확인된 우두동 77번지 일 에 위치한 우두동 1･2호 지석묘와 유적의 분

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어 알려졌다.

1호 지석묘는 조사 전에 개석과 단벽석이 훼손된 상태 는데 장벽석 2매는 제 위치에 

있었으며, 하부구조는 부분 교란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석묘 하강조사 중에 빗살무늬

토기편, 석창 1점, 마제석부 1점 

등이 수습되었다. 빗살무늬토기편

은 사선문이 시문된 구연부편, 구

순문을 압인한 후 ⊂⊂문양을 사

선문 위에 시문한 구연부편, 횡주

어골문이 새겨진 저부편, 횡주어골

문이 시문된 동체편 등이 확인되

었고, 태토는 부분 운모가 섞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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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리 유물산포지 전경(빗살무늬토기 수습)
(한림대학교 박물관, 2007)

점토를 사용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석묘 외에 횡주어골문과 사

격자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편이 지표에서 수습되어 이 지역에는 이와 관련된 문화층

이 분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3) 천 만천리 산포지

춘천시 동면 만천리사지로 보고된 만

천리 산23-1번지 일 로서 만천3리 마

을 뒤편으로 동쪽 산기슭을 따라 올라

가면 하천을 이룬 경사지 북편의 작은 

실개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1997년 만

천리사지는 “높이 120㎝의 ㄱ자로 동서

로 꺾인 축 가 남아 있어 이곳이 절터

음을 짐작케 한다. 축 는 북동쪽으

로 7m 정도이고 서남쪽은 2m 정도 잔

존하며 축 가 꺾인 부분은 일부 무너져 있다 … 이 절터는 낮은 산으로 둘러쌓인 골짜

기 끝에 있으며 축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규모도 매우 작아 작은 암자 정도의 

절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한림 의 2007년 시굴조사에서 절

터와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시굴구덩이에서는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한 무문토기편, 도기편, 와편 등이 출토되어 주변에 관련유구가 

분포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수습된 토기편 중 단사선문의 문양을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시문한 빗살무

늬토기는 신석기시  말기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이곳의 입지지형이 하천변보

다는 산 구릉지에 가깝다는 사실과 더불어 교동 동굴유적의 입지와 관련지어져 주목

되는 바이다.

만천리 유물산포지 출토 빗살무늬토기편(한림대학교 박물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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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 산리 산포지

춘천 금산리유적은 춘천시 서면 금산리에 위치한다. 강원 학교에 의해서 처음 보

고되었고, 한림 학교에 의하여 1996년 신매 교 건설부지 발굴조사 중 빗살무늬토기 

여러 점이 채집되었다. 2007년 서면 문화산업단지 조성지구와 관련한 발굴조사에서도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2007년 4월 23일부터 2007년 6월 28일까지 시굴조사

(1차 발굴) 결과 옛 하도(河道)로 판단되는 유물포함층에서 신석기시  즐문토기와 청

동기~철기시 의 무문토기 및 석기가 확인되었고, 주변에서 조선시  주거지와 수혈

유구, 시기 미상의 밭 등이 조사되었다.

(5) 천 사동 산포지

유적의 위치는 춘천시 석사동이다. 석사동유적은 김원용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요코야마[橫山將三郞]의 수집품과 조사장부에 의해 빗살무늬토기가 채집되었음을 기록

했을 뿐, 토기에 한 설명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6) 천 학곡리 산포지

유적의 위치는 학곡리 고인돌로 널리 알려진 춘천시 신동면 학곡리이다. 1962년 아리

미쓰[有光敎一]의 논문에 학곡리가 천전리와 함께 신석기시 의 유적으로 보고되었고,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가 학곡리 고인돌을 조사하면서 빗살무늬토기를 언급하 다.

(7) 천 지 리 산포지

이 유적은 1984년 한림 학교박물관이 지촌2리 153-2번지의 조병윤씨가 보관하던 

돌공이[石棒] 3점을 확인한 뒤, 주변 지역의 지표조사를 통해 돌 그물추 1점과 돌도끼 

4점을 발견하여 신석기시 유적으로 보고하 으나 빗살무늬토기편에 한 수습기록은 

없는 상태이다. 유적은 화천군 사내면의 사내천(史內川)이 돌아가는 지점의 남쪽 안편

의 넓고 평평한 충적 지에 위치한다.

춘천에는 이 밖에도 신석기시  유적으로 신북읍 율전리, 서면 현암리, 서상리, 신

사우동, 삼천동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과정 중에 보고되어 있다.

(8) 홍천 단리 산포지

유적의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2리 소단리 마을이다. 1991년 하화계리 사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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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리유적 빗살무늬토기(강원문화연구회, 1996)

유적, 1995년 하화계리 도둔유적을 발굴하면서 이 지역 일 는 강원 학교 유적조사

단의 계속된 지표조사가 병행되었는데, 그 결과 고인돌과 청동기시  유물산포지, 그

리고 곳곳에 구석기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1995년에는 홍천강의 홍수기에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중앙고속도로 옆에 파놓은 수로(水路)의 바닥과 단면에서 다량의 

빗살무늬토기가 수집되었다. 이곳이 하화계리 소단리유적이라 이름 붙여진 곳이다. 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하화계리 일 는 현재 강수면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높이에 차

례 로 발달되어 있는 하안단구상에 구석기시 (제3단구 상면), 중석기시 (제2단구 

최상면), 신석기･청동기･초기철기시 (현세퇴적층)에 이르는 여러 시기의 유적이 모두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m 이상의 깊이로 수로를 내면서 당시의 문화층을 손상

시켜 유물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단면에서는 숯조각이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집자리의 불땐자리, 혹은 불탄 집자

리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채집된 빗살무늬토기편은 모두 

117점이고 무늬가 새겨진 것은 62점인

데 무늬는 모두 침선문의 가로물고기

뼈무늬로서 부분 구연부에만 시문되

어 있다. 무늬가 퇴화되어 가는 시기

로 가늠되어 신석기시  후기에 해당

되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9) 화천 용암리 산포지

용암리유적은 강원도의 북서부에 위치하는 화천군의 중남부 지역인 하남면 용암리 

1115번지 일 에 위치하고 있다. 화천읍을 중심으로 볼 때 남쪽을 관통하여 흐르는 

북한강의 안에 해당하는 해발 106m의 지역으로 북한강이 동에서 남으로 곡류하면

서 동쪽 하안과 화천에서 춘천을 잇는 407번 지방도 사이에 형성된 충적 지인 범람

원상의 자연제방에 위치한다. 용화산(해발 878.4m)에서 북서쪽으로 향하는 구릉의 말

단부이자 충적 지로, 북한강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남동에서 북서로 완만한 경사면

을 이룬다. 이곳은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청동기시

 주거지 170동, 원･방형 수혈유구 35기, 굴립주유구 13기, 석관묘 1기, 토광묘 12기 

및 조선시  밭 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  유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청동기시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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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리 수습 빗살무늬토기편
(강원대학교 박물관, 1996)

거례리 수습 빗살무늬토기편
(강원대학교 박물관, 1996)

102호 내부퇴적층에서 약간 외경한 직립구연의 단사선 압인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또한 지표에서는 압인단사선문, 횡주어골문, 능형집선문, 사격자문, 집선문 등이 새겨

진 빗살무늬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용암리유적 단사선 압인문토기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용암리유적 지표 수습 빗살무늬토기편(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10) 화천 라리 산포지

유적의 위치는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이다. 북한강의 

상류에 해당되는 화천에서 신석기유적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95년의 강원 박물관의 지표조사 결과 위라리

와 거례리에서 유물이 채집되면서 다.

화천읍 화천 교를 건너 북한강이 마현천을 합류하

여 휘어도는 남동쪽에 형성한 충적 지 중 탑둔지 아

래 강의 상류쪽에 펼쳐진 경작지에서 빗살무늬토기 1점과 돌도끼 1점이 발견되어 신

석기유적으로 보고되었다. 1점의 빗살무늬토기는 세로어골문이 새겨진 것으로 바탕흙

은 정선된 점토질에 가는 모래와 운모가 섞여 있고 소성도는 양호한 편이다.

(11) 화천 거 리 산포지

위라리유적과 함께 1995년의 지표조사로 발견되었

다. 위라리에서 강을 따라 아래쪽으로 형성된 충적 지

가 유물산포지에 해당된다. 강의 하류 쪽에는 지촌천이 

북한강에 합류되는데 춘천 지촌리 유물산포지가 위치

해 있다.

유물은 충적 지 경작층에서 빗살무늬토기편 6점과 찍

개 2점, 돌도끼 4점, 격지등의 석기가 수습되었다.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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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리 유물산포지 수습 빗살무늬토기(강원대학교 박물관, 1997)

의 빗살무늬토기편은 물고기뼈무늬나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바탕흙은 부분 점

토질에 운모가 섞여 있다. 소성도는 양호한 편이다.

(12) 양  현리 산포지

유적은 원래 양구군 해안면 현2리로 알려져 있으나 강원도 양구군 만 리 1212번지 일

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33호(구석기･신석기･청동기)로 2003년 1월 18일 지정되었다.

해안면사무소를 지나 해안성당 오른쪽 소로를 따라 가면 구시장교라는 작은 다리가 

나타나는데, 이 다리를 건너 바로 보이는 구릉과 주변 일 가 바로 양구 해안선사유

적이다. 이 유적은 1986년 김동구가 빗살무늬토기편을 비롯하여 청동기시  후기 유

물인 점토 토기편, 흑색마연토기, 굽다리토기, 우각형파수부, 유구석부, 마제석부, 

마제석촉, 지석 등 알려지게 되었다.

출토 유물은 현재 양구선사박

물관에 전시 중이다. 유물은 둥근

밑저부, 동체편 등이 수습되었는데 

횡주어골문 계통이 시문되어 있다. 

1997년 조사에서는 이 일 에서 

몸돌 1점, 찍개 2점, 찌르개 3점, 

격지 1점 등 석 제 뗀석기 수 

점이 채집되어 구석기 문화층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차재동( 재연 원 책 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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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옥리 바위그늘 1호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2. 남한강 역

남한강유역 신석기유적 분포도(차재동)

1) 사  확  

(1) 월 삼 리 그늘 1호

월 삼옥리유적은 월 동강리

조트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의 발

굴조사결과 확인된 유적이다. 

월 동강리조트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은 월군･읍 삼옥리 73번지 

일원의 48,208㎡에서 2007년 6

월부터 2008년 12월에 걸쳐 발

굴조사가 이루어져 신석기시

는 물론 구석기시 부터 조선시

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유구 

및 매장유구가 지점을 달리하여 발견되었다.

신석기시  관련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된 지점은 발굴조사 당시 Ⅲ-13 TR 확장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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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남동쪽 단애면의 바위그늘 1호와 Ⅲ-1 TR 확장그리드 주변의 바위그늘 2호이다. 

삼옥리 바위그늘 1호는 동강변에 접해 있는 17.25m 높이의 단애면에 위치해 있다. 

바위그늘 시작면의 해발은 동강변과 약 7m 가량 차이나고, 동굴의 입구는 동남쪽이

다. 바위그늘 2호와는 북서쪽으로 230m 정도의 거리에 있다. 

 삼옥리 바위그늘 1호 근경, 불땐자리, 빗살토기편, 석기류(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내부의 그늘 규모는 너비 15.48m, 높이 4.69m, 깊이는 3.64m 정도로서 내부 평면

형태는 남서쪽으로 긴 뾰족한 삼각형이다. 배후의 단애면은 비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애면의 앞부분에는 50㎝ 안팎의 크고 작은 낙반석이 

하천에 의해 재퇴적된 모래층 상면에 섞여 있다. 모래층은 동강변에 기준하여 50˚ 정

도의 경사로 가파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바위그늘 입구까지 유수에 의한 침식이 되풀

이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유구 및 유물이 출토되는 퇴적층은 현재 지표층인 회백색모래층으로서 신석기시  

불땐자리 3기와 고려시 로 여겨지는 석곽묘 4기가 확인되었다. 신석기 및 고려시  

유물포함층은 바위그늘 내부의 한정된 평탄면에서 발견되었으며, 층위는 구분되지 않

는다. 이 같은 현상은 신석기시 와 고려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바, 신석기시  문화층 상부의 퇴적층이 고려시  전에 유실된 다음 신석기 문화층에 

석곽이 조성되었으며, 이후 다시 퇴적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층위는 다시 유실되어 

현재 지표 층위상에 시기가 다른 유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석기시  불땐자리(노지)는 바위그늘 안 평탄면 앞부분에서 발견되었는데 강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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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옥리 바위그늘 2호 출토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삼옥리 바위그늘 2호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돌을 배치하여 만든 것이 1기이고, 나머지는 타원형으로서 목탄흔과 고온에 노출되면

서 만들어지는 피열흔만 관찰된다. 한데유적에서 확인되는 노지와는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불땐자리와 그 주변에서 신석기시  빗살무늬토기편, 뗀석기 및 간석기, 동물

뼈, 어패류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 중 빗살무늬토기편은 이 바위그늘이 

신석기시 의 살림터로 이용되었던 곳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데 문양은 단사선

문, 집선문, 어골문, 점열문 등이 관찰된다.

앞으로 출토 유물에 한 연구와 과학적인 분석이 진행된다면 인근의 월 방절리 

바위그늘, 월 연당리 쌍굴, 월 공기리 공기2굴 등과 상호 비교하여 남한강 유역

의 신석기문화상과 관련되는 성격과 역할이 밝혀질 것으로 기 한다.

(2) 월 삼 리 그늘 2호

월 삼옥리 바위그늘 2호는 월 동강

리조트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의 발굴조사

로 알려졌다. 시굴조사 당시 Ⅲ-1 TR 확

장그리드 주변의 해발 241m 계곡부 산사

면의 곡부에 위치하며, 노출된 규모는 너

비 35.42m, 높이 16.52m, 깊이 3.8m 정

도이다.

바위그늘의 기반암에 해당되는 석회암

반 위로는 계곡부에 흘 던 유수와 지하

수의 향으로 니질, 점토질, 모래질의 

교차퇴적이 약 1.2~3.5m 두께로 쌓여 

있다. 사면기원의 (암황)갈색 니사질, 쇄

석, 낙반석층의 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어 층위는 복잡한 양상이다. 이것

은 바위그늘이 계곡부에 위치하고, 바위

그늘 공동(空洞)으로 유수에 의해 유입되

는 퇴적물이 국지적으로 섞이면서 복잡

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된다. 출토유물은 구석기시  뗀석기와 

신석기시  토기편으로 별된다.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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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당리 1굴 출토 가락바퀴(연세대학교 박물관, 2004)

기 유물이 출토되는 곳은 원마도가 뛰어나고, 형 자갈이 섞인 고동색 사질자갈층으

로 바위그늘의 북쪽에 치우쳐 있으며, 신석기시  유물이 출토되는 층위는 지표 바로 

하부층인 고동색 사질점토층이다. 신석기시  유물이 출토되는 평면상은 기준단면의 

전체 범위 중 중앙부로서 렌즈형의 층위단면을 나타내는데 경사면의 앞부분에 해당되

어 반복적인 침식과 퇴적의 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출토된 신석기 

유물은 토기편 2점과 뗀석기 1점이다.

(3) 월 연당리 피난 ( )

월 연당리 피난굴(일명 쌍굴)은 인접한 2개의 크고 작은 석회암 동굴유적으로서 

강원도 월군 남면 연당2리 마을 뒷산 중턱(동경 128°24´32″, 북위 37°11´06″)에 위

치한다. 평지에서 21m, 하천 바닥에서 약 40m의 높이의 위치로 해발고도는 221m 정

도이다. 2004년에 연세 학교 박물관은 이 조사를 통하여 연당 피난굴(쌍굴)유적이 

구석기시 부터 신석기시 , 청동기시 에 이르는 선사시  및 역사시 의 유물과 문

화층 및 유구를 간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동굴유적임을 밝히게 되었다.

1굴(큰굴)은 전체 길이 20m로 동굴퇴적은 8층으로 구분되었는데 신석기시  유물은 3

층에서 주로 나왔다. 후기에 해당하는 빗살

무늬토기와 가락바퀴, 뼈로 만든 낚시바늘, 

그물추, 간 뼈연모, 부러진 조가비 팔찌조

각 등의 유물은 실을 만들고 물고기 잡이

를 하며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생활을 이해

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동반되는 동물뼈는 

사슴, 노루, 꿩 크기의 새, 토끼, 자라, 너

구리, 오소리, 박쥐 등 다양하다. 또한 사

람뼈(손･발가락과 이빨 등)는 당시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체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안정된 층위에서 발견된 숯은 불을 

피우고 생활한 증거가 됨은 물론 식물상 연구로도 활용된다.

2굴(작은굴)은 크기는 작지만 층위상으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 가 나타났으며, 

내부에서는 신석기시  후기의 생활터(주거지)와 청동기시  무덤이 드러났다. 입구에 

놓인 거 한 낙반석과 안쪽으로 계속되는 커다란 낙반석들 위에 신석기시  후기층이 

놓여 있다. 거 한 낙반석 밑에서는 검은흙층과 낙반석층을 포함한 붉은 찰흙층이 드

러났다. 검은흙층에서는 자갈돌로 만든 여러 개의 그물추와 함께 얇은 간석기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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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담리 2굴 신석기시대 후기 생활터에서 드러난 화덕
(연세대학교 박물관, 2004)

되어 또 다른 신석기층임이 밝혀졌다. 낙반석층을 포함한 붉은 찰흙층에서는 다시 코

뿔이, 하이에나, 사슴, 소 같은 동물화석이 출토되었으며 뗀석기로 보이는 작은 자갈

돌 조각이 나왔다.

청동기시  무덤 이외의 부분은 잘 보존된 

신석기시  후기의 생활터 음이 드러났다. 

굴 한가운데에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을 

때며 형성된 30㎝ 정도의 두터운 재층 아래

에서 납작하고 두터운 낙반석 5개를 이용하

여 만든 긴 오각형의 화덕이 드러났다. 길이 

75㎝, 너비 50㎝의 화덕은 고정을 위해 낙반

석을 받치거나 암반과 화덕 사이에 연한 낙반

석을 깨어 채워넣기도 했다. 화덕 조성 당시 

입구 쪽인 화덕 남부에는 낙반석을 깐 듯하며 화덕 북부에는 연노랑색조의 연한 낙반석 

부스러기를 넣은 황갈색토를 깐 흔적이 드러나 이 생활공간을 위해 많은 공을 들 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  후기 및 말기의 빗살무늬토기, 간돌도끼, 간돌끌, 간뼈연모, 조

가비연모, 사용흔이 있는 다수의 자갈돌, 굴껍데기, 그리고 적지 않은 다슬기 및 짐승뼈

가 나왔고, 화덕 내부와 둘레에서는 특히 불탄 자라뼈가 많이 출토되었다.

월 연당리 피난굴(쌍굴)은 강원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동굴유적으로 한 

동굴에서는 드물게 구석기시 부터 청동기시 에 이르는 문화층 및 유구가 잘 보존된 

중요한 유적이다. 이 유적은 앞으로 선사시  유적 발굴이 처음 이루어진 월지역 

선사시 의 줄기를 바로 세우는 한편 우리나라 선사문화연구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

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연당 피난굴(쌍굴)에서 출토된 굴껍질과 투박조개로 

만든 팔찌는 월지역과 해안지역의 교류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4) 월 주천리 (1619 지 원)

이 유적은 월군 주천면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주택부지 발굴결과에 의해 알려진 

유적이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소하천이 북동-남서로 흐르고 있으며, 남서쪽 일 는 

남한강 수계인 주천강이 S자로 휘감아 돌아 침식하는 감입곡류하천을 형성하고 있어 

주천면 지역은 넓은 충적 지를 이룬다. 또한 북동쪽에 해발 700m의 야산에서 유적 

방향으로 가파르게 이어지는 사면과 주천강의 지속적인 범람의 향으로 충적 지를 

이루며 연결되는 평탄지로 선사시  생활터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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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발굴조사에서는 신석기시  야외노지 16기가 확인, 4개의 유형으로 분류

되었다. 야외노지 11･12･13･14･15･16호는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비교적 소형의 야외노

지로 분류되고, 8･9호는 평면형태가 타원형과 원형이며, 노지의 규모는 동서 지름 약 

1.3~1.9m, 남북 약 0.8~1.8m, 수혈깊이 약 0.32~0.51m로 비교적 형으로 분류된

다. 1･2･3･4･6호는 수혈 내부에 목재와 석재가 다량 혼입된 유형, 마지막으로 7호는 

지름이 약 2.5m 가량으로 비교적 소형의 수혈을 조성하고 노지 상면에는 지름이 약 

0.25~0.3m 가량의 석재 2매를 이용해 노지 한쪽에 배치하 다. 이것은 조리 및 취사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천리유적 야외노지 7호와 주변 출토 단사선문 토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유물은 7호 야외노지 주변에서 출토된 동일계 단사선문토기를 비롯해 부분 조각

이고, 구연부에 시문된 문양은 횡주어골문, 종주어골문, 단사선문, 사격자문, 집선문 

등이 있다. 또한 구연부의 형태는 편평한 형태와 둥근 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강원도 

서지방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토기 양상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 유적의 시기는 야외노지 1･3･8호에서 채취된 목탄시료의 분석 결과 기원전 

2,310~2,740년의 절 연 를 보이고 있어 신석기 중기 이후의 편년을 보여주고 있다.

(5) 월 주천리 (375 지 원)

이 지점은 월 주천리 375번지 소규모 주택부지와 관련하여 2007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상·하부 야외노지 조성층으로 문화층이 구분되어 야외노지 7

기가 확인되었으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조사된 7기의 야외노지는 부분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1m 안팎이다. 

조성 방법은 모래층 상면에 굴광없이 0.1~0.2m 정도 되는 둥글고 납작한 강자갈돌을 

가져다가 원형이나 타원형에 가깝게 평면을 만들면서 2~3단 정도로 만든 것으로 분

석되고, 야외에서 조리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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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적은 주천리 일원에서는 정식 발굴조사된 두 번째 유적으로서 출토된 유물이 

없지만 북서쪽으로 약 150m 정도 떨어진 월 주천리 1619번지 내 유적의 신석기시

 야외노지와 그 형태 및 성격이 비슷하고, 6기의 야외노지 적석무지 내부에서 채취

한 목탄의 절 연 가 모두 기원전 3,000년을 전후한 값이어서 신석기시  중기 이후

나 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천리유적 야외노지 전경과 1호 야외노지 평･단면도(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6) 월 주천리 (890-1 지 원)

이 유적은 월군 주천면 890-1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앞서 실시

된 2008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신석기시  주거지 3기, 청동기

시  주거지 및 수혈유구 21기, 철기시  주거지 4기, 조선시  삼가마 3기 등 모두 

4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경위상 유적의 위치는 동경 128°16′25″, 북위 37°15′53″ 일 로 주천면 소재의 동쪽 

외곽을 따라 충북 제천으로 향하는 국지도 82호선을 따라 가다 주천강을 횡단하는 주

천2교를 건너기 직전, 동쪽 제방으로 진입하는 소로변에 접하여 있으며, 전체적인 평

면은 삼각형상에 가깝다.

신석기시  주거지는 청동기시  주거지와 현  수로에 의하여 일부 파괴된 상태로 

평면형태는 1･2호는 방형으로 추정되며, 3호는 말각방형으로 판단된다. 상면은 모든 

주거지가 별다른 시설 없이 맨바닥인 명황갈색 사질토를 그 로 이용하 다. 노지는 2

호와 3호에서 확인되었는데, 2호는 직경 100㎝의 원형으로 굴착 후 강돌을 이용한 원

형의 토광 위석식 노지이며, 3호는 무시설의 평지식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3호는 2호

와 바닥 레벨의 차이가 거의 없어 위석식 노지가 2호 축조과정에서 훼손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주혈과 추정 작업공은 2호에서만 확인되는데 네 벽의 모서리 부분에 직경 

25~30㎝, 깊이 5~10㎝ 내외로 확인되었으며, 작업공은 노지의 북동쪽에 직경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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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리 2굴 전경(국립춘천박물관, 2008)

주천리유적 2·3호 주거지, 노지, 출토 유물(예맥문화재연구원, 2008a)

깊이 10㎝의 원형으로 조사되었다.

2호 주거지는 해체 후 방치되어 자연매몰의 폐기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며, 3호는 

바닥이 검붉게 소결된 상태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불과 관련된 폐기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단사집선문, 횡주어골문 등 침선문계가 주를 

이루며, 문양의 상태로 보아 중기의 늦은 시기나 후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주천리 유적신석기시대 주거지 상세표

분류
평면

형태

규모(㎝)
면적

(㎡)
내부시설

폐기양상 출토유물 비고
장축 단축 깊이 상면 노지 주혈 기타

1호 (방형) 맨바닥 ․ ․ ․ 방기매몰 즐문토기

2호 (방형) 515 ․ 56 (25.0) 맨바닥 위석식 (4주식) 작업공 방기매몰 즐문토기

3호와 

중복

(후축)

3호
(말각 

방형)
330 ․ 2 (10.9) 맨바닥 (위석식) ․ ․

화재

(?)
․

2호와 

중복

(선축)

(괄호는 추정임)

(7) 월 공 리 2

강원 월군 북면 공기리 굴앞

마을 석회암 지 에 위치한다. 

해발 334m에 위치한 공기리 2

굴은 유적의 아래쪽에 위치한 현

재의 하상면보다는 약 11m 높은 

곳에 해당되고 동굴 방향은 남향

이며 길이 16m, 높이 3.7m, 폭 

4.1m이다. 남쪽에 위치한 서강까

지는 직선거리로 약 11.5km,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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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유물산포지 86호 주거지 전경과 86호･89호 
출토 빗살무늬토기(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쪽에 남류하는 평창강까지는 약 7km 가량 떨어져 있다.

2008~2009년 국립춘천박물관의 1･2차 학술조사 결과 2개의 낙반석층을 포함한 전

체 9개의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신석기시 에서 조선시 까지 해당되는 문화층이 폭

넓게 나타났다. 특히 빗살무늬토기 조각과 송곳, 뼈바늘 등의 골각기, 조개･다슬기 껍

데기, 조가비 장식, 자라뼈, 석촉, 각종 동물뼈를 비롯해 다양한 신석기시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 뼈 도구를 만들 때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돌과 소형 석착(돌로 

만든 끌), 사람 머리뼈 중 전두골도 출토되었다.

1차 조사에서 수습한 뼈작살과 각종 조개껍데기는 강원 산악지 에 살던 신석기인

의 교류활동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남한지역에서 출토 예가 없는 뼈작살은 러시아 연

해주지역 보이스만 문화에 보이는 작살과 닮은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일부 조개껍데기

가 바닷조개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기리 2굴유적은 신석기시  해양과 산악지

역과의 교류 관계를 살피는 데도 중요성이 있다.

공기리 2굴 출토 다슬기 껍데기, 사람 머리뼈, 뼈작살, 석촉, 석착 등 간석기(국립춘천박물관, 2008)

(8) 원주 곡동 산포지

강원 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반곡동 

유물산포지 1-A에 한 2008년 발굴조사에

서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어 알려졌다. 이

곳에서는 조선시 의 분묘, 석곽묘, 석렬, 수

혈 등이 조사되었는데 조사지역 구릉 사이 

곡간부의 흑갈색을 띠는 퇴적층에서 신석기

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2009년에 발굴이 실시된 반곡동 유물산

포지 1-C지구는 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부지 

북서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이미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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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라지유적 1･2･3호 주거지 모습(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가 완료된 유물산포지 1-A･B지점의 남쪽 구릉부에 해당한다. 치악산에서 뻗어나와 서

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구릉지 의 남쪽과 남동쪽 사면이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  

유구 2기, 청동기시  유구 5기, 통일신라시  석곽묘 7기, 조선시  분묘 37기(토광

묘 35, 회곽묘 2), 미상 수혈 5기 등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  유구는 조사지역의 구릉사면 말단부에서 확인되는데 주거지로 추정되는

89호 유구는 구릉의 완경사면을 따라 발견되었다. 86호 유구는 말각방형으로 규모는 

작은 편이며 중앙부에 노지가 위치하고 있고, 유구상부와 내부에서 빗살무늬토기편 

등과 목탄이 출토되었다.

<표2> 반곡동 신석기시  유구

연번
유구

번호
유구명 평면형태 규모 시설 출토유물

1 86 주거지 말각방형

장축213 

단축269

깊이24

노지

(수혈식)
빗살무늬토기

2 89 주거지
장방형

(추정)

장축734 

추정단축621 

추정깊이36 추정

빗살무늬토기

(9)  아우라지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2리 아우라지들 일 에 위치한다. 2006년 조사되어 신석기

시  주거지 3기와 야외노지 7기가 확인되었고, 청동기시  주거지 18기, 철기시  

주거지 1기, 조선시  적석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  주거지는 중복되어 나타났는데 1호 주거지가 3호 주거지보다 이른 것으

로 나타나며, 3기의 주거지와 중

복된 6호 야외노지가 가장 늦게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1호와 2호

가 원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3호는 바닥 일부와 방형의 위석식

노지만 잔존하고 있어 형태를 알 

수 없다. 3기의 주거지에서는 탄

흔이 모두 확인되고 있어 화재에 

의해서 폐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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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라지 유적 1호 야외노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아우라지유적 신석기시대 적석유구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이우라지유적 1호 주거지 노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1호 주거지의 평면지름은 4.6m이고 원형의 바

닥 윤곽선을 따라 기둥자리도 부분적으로 확인된

다. 노지는 무시설식과 위석식 노지가 중복되어 

방형의 위석식노지를 사용한 후 무시설식노지가 

조성되었다. 위석식노지는 주거지의 중앙에서 남

서방향으로 조금 치우친 상태에 위치하고, 무시

설식노지는 거의 중앙에 위치한다. 

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 북서쪽에 중복되어 

있다. 평면 원형의 바닥이 일부 남아 있으며 불

탄 기둥자리가 윤곽선을 따라 확인된다. 

3호 주거지는 납작한 할석을 이용한 위석식노

지와 불탄 바닥이 약간 확인되었다. 여기에 위치한 위석식노지는 6호 야외노지에 의해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한편 주거지 내에서는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 토기편과 석재 어망추가 다량 출토되

었다. 토기편에 시문된 문양은 횡주어골문, 단사선문, 격자문, 삼각집선문을 비롯하여 

금강식토기, 마름모가 생기는 횡주어골문토기편, 무문양토기편 등이 확인되어 신석기

시  후기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석기시  야외노지는 총 7기가 확인되었다. 모두 강돌을 사용하여 마련되었고, 원형

의 평면형태를 보여준다. 1호 야외노지는 청동기시  4호 주거지와 인접한 위치에서 4호 

주거지의 약 1.5m 깊이에서 확인되었다. 2호 야외노지는 청동기시  10호 방형수혈 상

면을 기준하여 약 50㎝ 정도 깊이에서 노출되었으며, 3호 야외노지는 청동기시  12호 

주거지에 의해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4호와 5호 야외노지는 신석기시  주거지 서편에 위치하며, 5호 야외노지의 남쪽으로

는 7호 야외노지가 발견되어 3기의 야외노지는 남북으로 인접한 상황이다. 6호 야외노지

는 신석기시  1･2･3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는데 

이는 4･5･6･7호 야외노

지가 신석기 주거지보

다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임을 시사해준다. 

야외노지 내에서는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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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골문, 단사선문, 마름모가 생기는 횡주어골문 등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편과 다량의 어

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  4･5호 야외노지 동편으로는 적석유구가 확인되었다. 체적으로 큼직한 강돌

을 일정한 방향없이 두었으나, 일부 방향성을 띠고 배열한 부분도 나타난다. 이 유구 내부

에서는 사격자문을 세침선으로 뚜렷한 구획 없이 시문한 토기편과 갈돌 등이 출토되었다.

아우라지유적 출토 돌그물추와 빗살무늬토기편(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10)  계리

유적의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1리 718-1번지이다. 정선에서 42번 국도

를 따라 임계 교를 건넌 후 송현천과 임계천의 합수처에 놓여진 검무교를 지나 임계

천을 따라 이어진 농로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임계리 고분군이 위치하는데, 이곳에

서 신석기시  야외노지가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해발 약 515m 안팎의 하안충적 지에 해당되는데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수해복구 사업 중 매장문화재 발견신고가 접수되어 2004년 긴급수습발굴조사를 

실시하여 2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던 곳으로 2005년 고분군의 훼손우려에 의해 추가

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  야외노지 4기와, 석곽묘 4기, 제사

유구 1기 등 12기의 신라시  유구가 확인되었다.

4기의 신석기시  야외노지는 1･2호와 3･4호가 서로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3호 야

외노지는 조사지역 경계에 걸쳐 절반 정도만 조사되었고 4호는 일부 교란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1호는 직경 약 2.5m의 원형이며, 16×13×6㎝의 강돌과 할석으로 수혈이 

채워졌다. 2호는 직경 약 1.4m 가량, 3호는 직경 1.6m 정도, 4호는 직경 약 1.7m 정

도인데 모두 원형이다. 4기의 야외노지 모두 수혈식으로 구하상층인 황갈색 모래자갈

층을 20~30㎝ 가량 굴토한 후 조성하 다. 수혈은 1.4~2.5m 정도의 원형으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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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천석으로 채웠으며, 다량의 숯과 재가 혼입되어 암흑색을 띤다. 노지 내부에

서 점토는 확인되지 않는다.

빗살무늬토기편은 층위상 3층에 해당되는 황갈색모래층에서 소량 출토되었다. 무늬

는 단사선문 및 장사선문, 격자문이 새겨진 것으로 모두 하천운동에 의해 제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토기편들의 양상은 신석기시  후기 이후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야외노지와 함께 주변에서 빗살무늬토기편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주변에 

신석기시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계리유적 야외노지 2호와 출토된 빗살무늬토기편(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11)  천리 골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의 소골에 위치한다. 남한강 상류인 동강변에 위치한 

소골은 주변 계곡이 깊고 물살이 빠르게 흐름으로써 전방에 높은 절벽이 병풍처럼 처

져있고 좁은 공간의 충적 지가 형성되어 있다. 물고기잡이와 채집을 주로 하면서 농

사짓기를 하던 신석기인들로서는 적합한 입지 을 것이고, 당시의 일반적 교통로가 수

로 던 점을 생각하면 이곳의 신석기문화는 강줄기를 따라 유입되었을 것이다.

1989년 단국 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 의해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어 신석기시

의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고, 청동기시  공렬토기 및 고인돌도 조사되었다. 또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표조사를 하여 빗살무늬토기와 돌도끼, 그물추, 돌보습 등 신석

기시 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빗살무늬토기의 문양은 어골문, 단사선문, 점열

문 등이며 단사선문과 어골문이 결합된 토기도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탄소연 측정

은 B.P.5,180±80으로 암사동유적과 비슷한 연 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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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항리유적 전경(예맥문화재연구원, 2008b) 

높이 15㎝ 높이 9㎝

덕천리 소골유적 빗살무늬토기(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5)

(12) 평창 용항리

평창 용항리 신석기시  유적은 강

원도 평창군 평창읍 용항리 83번지 

일원으로, 감입곡류하며 서에서 동으

로 흐르는 평창강의 남쪽에 형성된 자

연제방의 사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유적의 북쪽은 곡류하며 흐르는 평창

강과 접해 있으며, 남쪽은 평창강이 

감입곡류하며 형성된 해발 300m 내

외의 충적평야가 넓게 위치하고 있다. 

평창강은 계방산과 흥정산에서 발원하여 봉평･ 화를 양쪽으로 가르며 방림면의 동쪽과 평

창읍을 지나 월읍에서 동강과 합류한다.

이 유적은 평창군 평창읍 평창강 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에 한 2008년 시･발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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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항리유적 유구 노출 모습(예맥문화재연구원, 2008b)

사를 통해 알려졌다. 신석기시  유구는 두 개 층에 걸쳐 집석유구 36기, 원형수혈유

구 4기가 조사되었다.

유구는 Ⅱ층인 명황갈색 사질토와 Ⅲ층인 황갈색 사질토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Ⅱ

층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소수이고, 부분 Ⅲ층에서 확인되었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

편은 소량으로 어골문 등이 관찰되며, 석기는 원형수혈인 12호의 퇴적층에서 석제 어

망추, 36호 집석유구에서는 석촉 등이 수습되었다.

 용항리유적 출토 신석기시대 유물(예맥문화재연구원, 2008b)

① 집석유구

집석유구의 평면형태는 부분 원형과 타원형으로 천석, 할석, 천석+할석을 이용하

여 조성하 다. 부분의 집석유구는 다양한 깊이로 수혈을 굴착한 후 조성하 는데 

60㎝내 외의 소형인 것에서부터 250㎝ 내외의 형인 것까지 다양하다.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으로 조성한 유구도 2기가 확인되었다.

내부의 집석은 부분 불

의 향으로 피열된 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규모가 작

은 집석 유구들은 평면 원형

인 얕은 수혈을 파고 돌을 

채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수혈 내에 채워진 돌들의 

집도가 높지 않으며 부분 

불을 맞은 정도도 약하다. 일부는 바닥이나 내부에서 재층이 확인되기도 하 다.

규모가 비교적 큰 집석유구 중에는 수혈의 깊이가 비교적 깊고, 내부에 중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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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항리유적 원형수혈유구(12･17호)(예맥문화재연구원, 2008b)
 

오목한 형태로 촘촘하게 돌을 채운 형태도 있다. 부분 큰 천석들 사이에 작은 천석

이나 할석을 채워 넣었다. 하부에는 주로 큰 천석들을 사용하여 배치하 고, 상부로 

가면서 작은 천석과 할석들이 많아진 양상이나 정연하지 않다.

일부 집석유구(4･16･23호)는 수혈 굴착 후 내부에 직경 20~30㎝의 큰 천석이나 편

평한 천석을 정연하게 부석한 후 상단으로 집석하 다. 특히 하단은 크고 편평한 천

석들을 사용하여 편평하고 집된 바닥면을 축조하 다. 

요컨  집석유구의 기능은 기존의 여러 유적에서 조사된 성격을 고려한다면 야외노

지의 가능성이 크지만 피열흔적, 내부 재층의 양상 및 넓은 범위에 걸친 집석 양상, 

수혈 바닥 전체에 형의 천석을 정연하게 부석하여 축조하는 등의 양상은 토제품을 

소성하는 등의 소성유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② 원형수혈유구

원형수혈유구는 모두 4기

가 조사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부분 Ⅱ층

인 명황갈색 사질점토를 굴

착하고 조성하 다.

내부에서 확인되는 시설

이 없어 그 용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소량의 빗살무늬토기편과 어망추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

아 신석기시 로 편년된다.

(13) 횡  리

유적은 횡성군 갑천면 중금리 429번지 일원이다. 이곳은 ‘능머루’라 불리기도 한다. 

유적의 앞으로는 계천(桂川)이 흘러가고 그 건너에는 거문매(319m)를 중심으로 하여 

200~300m 정도의 크고 작은 능선들이 둘러쳐져 있다.

강원 학교 유적조사단은 1994년 이곳에서 빗살무늬토기 3점과 돌그물추, 보습을 

수습한 바 있으며, 한림 에 의해 횡성댐 수몰지구 문화재발굴조사 일환으로 1996년 

6~12월까지 시굴조사, 1997년 4월~1998년 1월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중금리 

429번지 일 의 약 4,500평 이상의 면적 중 2,000여 평 정도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지

고 나머지는 보존조치되었다. 조사결과 신석기시  부석유구 3기를 비롯한 청동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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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유적 1호 부석유구(한림대학교 조사단, 1998)

기기시  관련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다.

1호 부석유구는 강돌과 할석을 채운 장방형으로 크기는 350×200㎝이며, 빗살무늬토기

편이 출토되었다. 2호 부석유구

는 약 150×160㎝의 크기로 소할

석으로 만들었으며, 빗살무늬토

기편과 석제보습날이 출토되었

고, 3호 주거지는 약 165×150㎝

의 크기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

다. 중금리 추정 1호 지석묘에서

도 즐문토기편 다수와 돌그물추

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들의 문

양은 어골문·집선문·조문·기하문·사선문·단사선문·융기문으로서 서해안과 동해안

의 특징이 혼합된 양상이다. 한편 부석유구의 성격은 야외 요리와 관련될 것으로 생각

된다. 

중금리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5)

2) 지 사  산포지

(1) 월 리 그늘

월읍 방절리 마곡들 북동쪽에 학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암벽이 있는데 이 암벽 아

래가 바위그늘유적이다. 행정상으로는 월읍 방절1리 산34임이다. 단국 학교 박물

관이 빗살무늬토기편과 무문토기편을 수습한 바 있다.

이 일 에 자리 잡은 자연촌락의 이름은 월읍 방절리의 ‘마곡’과 ‘잔다리’마을로 

청령포로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쪽 구릉사면에서 빗살무늬토기 외에 구석기, 무문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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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절리 바위그늘유적 전경( 월군청)

   

방절리 바위그늘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5)

(2) 월 리 산포지

이곳은 월읍 방절1리 밤나무골 525-1전으로 청령초등학교 남쪽 구릉일 이다. 남

한강과 청령포 단종유배지와 마주하는 곳이다. 현재는 나무묘목과 옥수수밭, 콩밭 등

으로 경작되는 곳이며 방절2리 서강 마을로 가는 도로 서남쪽인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나무묘목밭 단애면에서 구석기시  뗀석기가 수습되었고, 서강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북동쪽인 옥수수밭에서 신석기시  그물추가 채집되었다. 그물추는 납작한 강자갈의 

양끝을 엇갈리게 떼어낸 것으로 유물이 확인된 구릉 위쪽으로는 갈색 찰흙층이 발달

하여 있다.

(3) 월 리 산포지

유적의 위치는 월군 서면 광전2리 주촌마을 196-1전 일 이다. 광전2리 주촌마을 

일 를 포함한 구릉으로 평창강의 회절부에 해당된다. 유적의 입지는 해발 277m 남

짓한 저평한 구릉의 남서쪽의 평창강의 지속적인 범람으로 생긴 충적 지에 해당되

고, 유물이 확인되는 곳은 연회색 사질토의 경작지로서 빗살무늬토기편과 연질타날문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4) 원주 천리 산포지

이곳은 원주시 부론면 법천1리 1532번지 일 에 위치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

는 남한강의 오른쪽 강변에 해당하는 곳으로, 섬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이른바 두물

머리로서 농경에 유리한 곳이다. 원주에서 신석기시  유적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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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리유적 수습 빗살무늬토기편

국립중앙박물관 수습 법천리 빗살무늬토기편(국립중앙박물관, 2000)

견된 예는 없으나 남한강이 지나는 

정선군, 월군, 횡성군에서 신석기

시  유적이 조사･보고되어 법천리 

지역과 섬강변에 접한 지정면, 문막

읍 지역은 신석기 유적이 존재할 가

능성이 크다. 유물은 부론초등학교 

뒤편 강변일 인 충적층에서 신석기

시 의 빗살무늬토기편 1점과 찍개 

등 뗀석기가 강원 에 의해 수습되

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법천리고분 

발굴조사에서도 7점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5) 원주 동화리 산포지

 원주 동화리 유물산포지는 섬강을 따라 발달된 충적층 위에서 찾아졌다. 행정상 위

치는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이다. 이곳은 문막읍 주변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은 모두 경지 정리가 

이루어져서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신석기시  빗살무늬토기, 

청동기시  무문토기,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와 초기철기시  타날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 

조각들이 있다.

신석기시 에 해당하는 빗살무늬토기는 작은 

몸체부분으로 횡주어골문이 새겨져 있으나 마

모가 심한 편이다. 색깔은 겉면은 흑색이며 안

쪽면은 밝은 황색이다. 석 과 운모 등이 고르

게 섞여 있고, 크기는 30×28×9㎜이다.

(6) 원주 가현동 산포지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76-1번지 일원으로 방위상 북원주에 해당되며, 원주톨

게이트에서 원주시청 방향의 제1군사령부를 지나 약 1.6km 진행하다가 육교 도착 직

전의 우측에 위치한다. 가현동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북서편에서 흘러들어오는 원주천



유적과 유물 | 제5절

제2권 선사시대 301  

이 서편과 남편을 감싸 돌아나가면서 하안 충적 지를 형성하고 있어, 선사인들이 생

활하기에 적합한 지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유적을 감싸며 흐르는 원주천은 

시내 중심부를 지나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호저면 옥산에서 섬강과 합류되고 안천･매

지천･궁촌천 등도 북서쪽으로 사행하면서 섬강과 합류한다. 이들 하천이 흐르는 유역

에는 원주분지와 문막읍 일 에 넓고 기름진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 여러 점이 수습되었으며,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해 

공렬토기를 수반하는 청동기시  주거지 12동, 철기시  주거지 49동, 수혈유구 25기 

등 86기의 유구 등 취락단위의 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7) 원주 태장동 산포지

원주시 가현동의 원주천으로 합류되는 지류인 태장동 흥양천변 충적 지에서 빗살

무늬토기가 수습되어 유물산포지로 알려졌다. 인접한 원주 가현동유적에서도 청동기

시  주거지 12동, 원삼국시  주거지 49동, 수혈유구 25기 등이 조사된 바 있으며,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다.

 

(8)  여량

정선군 북면 여량2리와 5리의 아우라지 유적이다. 빗살무늬토기편이 채집된 지역은 

가금(아우라지) 마을에 있는 밭이다. 채집된 토기편에는 손잡이와 몸통조각이 있는데 

무늬는 삼각 집선문과 어골문이 보인다.

(9)  운 리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납운돌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소골유적에서 동강을 따라 약 

2.4km 거리에 있다. 마을 서쪽의 백운산에서 가파른 절벽 아래로 가로질러 흐르는 

동강의 동안에서 단사선무늬의 빗살무늬토기 구연부편이 수습되었다.

(10)  고 리 그늘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고방정마을에 있는 바위그늘유적으로서 고성분교 앞 고방정 

서쪽으로 깍아지른 듯한 암벽 아래에 있다. 암벽 아래에 마치 작은 동굴과 같이 입구

가 파인 곳이 바로 바위그늘유적이다.

1997년 충북 학교 호서문화연구소가 고성리산성과 송계리산성을 지표조사하는 과

정에서 주변지역인 고성분교 옆의 고방정 북서쪽 바위그늘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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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조개껍질, 뼈 조각 등을 수습하여 신석기시  살림터로 알려졌다.

(11) 평창 동리 산포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76답･35전･44전･377답･97전･10전 일 로 신석기시  

빗살무늬토기 조각과 청동기시  민무늬토기 조각이 채집되며 간양날돌도끼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간석기들이 채집되었다. 빗살무늬토기편은 2점이 수습되었는데 모두 몸

통조각으로 가는 모래가 섞인 바탕흙을 사용하 다.

     

(12) 평창 후평리 산포지

평창 후평리 유물산포지는 두 지점으로 한 곳은 43~47번지 일원과 381･409･521･

634･704번지 일 이다. 평창읍으로 진입하는 주진교를 지나 뱃바위재를 관통하여 뚫

은 31번 국도의 좌, 우편의 넓은 하안충적 지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곳의 논과 밭에서 빗살무늬토기편 3점을 비롯하여 청동기시  유물이 수습되었

다. 평창강 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에 한 2008년 시굴조사에서도 신석기시  빗살무

늬토기편이 확인되었다.

(13) 평창 주진리 산포지

평창읍 주진리 157･160･285･292전 일 로 방림삼거리에서 평창읍 방향으로 뱃재를 

넘어 주진2리로 진입하면 31번 국도의 좌우에 평탄한 지형이 보인다. 이곳은 평창강 

북동안의 하안충적 지에 해당되는데 신석기시  빗살무늬토기편을 비롯하여 청동기

시  유물이 수습되었다.

(14) 평창 천동리 산포지

위치는 평창군 천동리 일원이다. 평창강 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와 관련하여 2008년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천동리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청동기시  유적 및 철

기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차재동( 재연 원 책 연 원)



유적과 유물 | 제5절

제2권 선사시대 303  

【참고 헌】

강 학  ･ 강원도･ , 1996,  旌善郡  歷史  文化遺蹟 .

강원 학  , 1986,  平昌郡  歷史  遺蹟 .

강원도･원주시･강원도향토 연 , 1997,  原州市  歷史  文化遺蹟 .

강원도･횡 ･강원도향토 연 , 1995,  橫城郡  歷史  文化遺蹟 .

강원 재연 , 2004, ｢ 원주병원주 지 사업 지역 시 사 약보고 ｣.

강원 재연 , 2007a, ｢  아우라지 단지 지 내 2차 사 약보고 ｣.

강원 재연 , 2007b, ｢원주 가 동  원주병원 재 사 약보고 ｣. 

강원 재연 , 2007c, ｢원주 가 동  3차 지도 원  료｣.

강원 재연 , 2009, ｢ 월 동강리 트 지내  사 약보고 ｣.

강원 재연 ･ , 2007,   계리  .

강원 재연 ･한 재 사 , 2009,  寧越 酒泉里遺蹟-寧越 酒泉里 1619ㆍ375番地 小規模住 敷地 

發掘調査報告書 . 

강 태･ 연식･라경 , 1993, ｢放射性炭素年代測定과 高情密補正方法-東아시아 考古學硏究  한  C14年代

 補正-｣,  韓國考古學報  30.

립 앙 , 2000,  法泉里Ⅰ .

립 천 ･ 월 , 2008, ｢ 월지역 동  학 사(1차)- 월  공 리 앞마  공 2  지도 원

  장  료집｣. 

단 학  앙 , 1993,   천리 골 (1) .

재청･강원도･ 월 ･강원 재연 ,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寧越郡- .

안승모, 1995, ｢新石器時代  江原地方｣,  江原道史-歷史編 , 강원도. 

연 학  원주 , 2003,  원주시 막 ･지 지 사 보고  .

연 학  원주 , 2004,  원주 태장 4지   지 사 보고  .

연 학  원주 , 2005,  남한강 역  신   .

연 학  , 2004, ｢ 월 연당리 피난 ( )  사 장  료｣.

맥 재연 원, 2007,  원주 태장동 아 트 사업 지 재 지 사 보고  .

맥 재연 원, 2008a, ｢ 월 주천리 하 말처리장 건 지내 사 약보고 ｣.

맥 재연 원, 2008b, ｢평창 평창  평창강 계 해복  공사 지내  사 3차 지도 원  료｣.

충 학  연 , 1997,  旌善 古城里 山城과 松溪里 山城  古墳群 地表 調査 報告書 . 

한강 재연 원, 2008, ｢강원 원주 신도시 개 사업 지 내  사 2차 지도 원 ( 산포지 

1, 2) 료집｣.

한강 재연 원, 2009, ｢강원 원주 신도시 개 사업 지 내  사 6차 지도 원 ( 산포지 

1-C) 료집｣.

한림 학  ･강원도･ 월 , 1995,  寧越郡  歷史  文化遺蹟 .

한림 학  사단, 1998,  횡  몰지역내 재 사보고 (3) .



제4장 | 신석기시대의 강원

304 강원도사 

군탄리 바위그늘유적 전경(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3. 한탄강 역

현재 강원도의 한탄강유역 중 신석기시  빗살무늬토기편이 확인된 곳은 철원 군탄

리 바위그늘유적과 철원 토성리 유물산포지 2곳에 지나지 않는다.

1) 철원 탄리 그늘

철원 군탄리 바위그늘유적의 행정적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군탄1리 854번지로써 43

번 국도상 신철원 사거리에서 오른쪽 순담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인 갈말농공단지 입구

의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동경 127°18′34.4″, 북위 38°09′21.7″에 해당되는데, 한탄강

의 동쪽 단애를 따라 형성된 해발 200m 정도의 구릉에서 남쪽으로 뻗은 바위산 아래

에 바위그늘이 만들어져 있다. 화강섬록암의 기반암이 풍화작용에 의해 안쪽이 움푹 

들어간 그늘 형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바위그늘[암음(巖陰), lock shelter]유적은 

바위가 내 어져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을 살림터로 쓴 것으로서 주로 구석기시  

및 신석기시 를 비롯한 선사시 에 활용되

었다. 군탄리 바위그늘의 입구는 동남향으로 

열려 있고, 내부의 최 폭은 13m, 최 높이

는 3.1m, 최장길이는 5m 정도이다. 바위그

늘의 입구에서 약 7m 앞에는 한탄강으로 합

류되는 군탄개울이 흐르며, 이 개울의 가장

자리로 제방을 쌓았는데 이 과정에서 바위그늘 앞의 원형은 제모습을 잃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적의 상단도 삭평되어 농공단지가 들어서 있다.

1994~1995년 강원도 박물관의 지표조사에 의해 지표 20~30㎝ 아래에서 구연부 1

점과 동체부 3점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 중 동체부 1점은 점물결무늬(보

고서상에서는 파도점줄무늬로 소개됨)가 있는 것으로 서해안의 연평도에서 출토된 빗

살무늬토기와 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원 군탄리유적에 해서는 일찍이 서울 학교 

이선복의 조사 내용이 있다. 그는 “교란된 퇴적층에서는 즐문토기편도 2점 수습되었지

만, 구석기유물로 생각되는 석기 6점이 지표하 45~50㎝에 위치한 두께 20㎝ 내외의 모

래-자갈층에서 수습되었다”고 하여 구석기유적일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원  박물관의 조사에서는 구석기시  석기는 수습되지 않았으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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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된 지점에서 불의 향으로 갈라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점의 

자갈돌조각을 수습했음을 밝히고 있다. 4점의 채집된 토기는 2개체 분으로 파악되었

고, 바탕흙은 고운점토에 가는 모래와 운모가 섞여 있으며, 두께는 6~7㎜로 얇은 편

이다. 굳기는 단단하여 소성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탄리 바위그늘유적 수습 빗살무늬토기편(강원대학교 박물관, 1995)

이 중 1점은 구연부편으로 빛깔은 암갈색으로 전체적으로 세로 어골문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새겨졌으며, 물손질 흔적과 손누름자국이 남아 있다. 3점은 동체부편인데 

2점에는 어골문 계통의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이 중 1점은 가로 및 세로방향의 어골

문이 섞여있는데 무늬 간격은 불규칙하며, 다른 1점은 성형된 토기를 뒤집어놓고 아

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로 어골문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3점의 어골문 외에 파도점줄

무늬가 시문된 동체부 1점은 파도모양의 선을 그린 아래위에 끝이 둥글고 굵은 새기

개로 점줄을 찍었는데 이러한 무늬는 연평도유적, 금탄리 1문화층, 궁산리와 지탑리 

퇴적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군탄리에서 채집된 토기의 태토가 연

평도의 토기와 유사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다면 활석비짐 등의 유사성이 밝혀질 

가능성도 엿보이나 정확한 유적의 성격은 정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확인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강원도는 아니지만 한탄강유역상에 위치한 포천시 관인면 중리와 

중면 송리에서도 빗살무늬토기편이 확인된 바 있어 한탄강유역상에 군탄리 바위그

늘과 관련되는 신석기유적의 연결고리가 찾아지고 뾰족밑토기로 표되는 서해안의 

빗살무늬토기 문화와 연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요컨  서울  및 강원  박물관의 두 조사 이후로 정 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

지만 두 내용을 종합하면 철원 군탄리 바위그늘유적은 석기시 부터 이용되었고, 최

소한 신석기시 까지는 사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서부 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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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리 유물산포지 수습 빗살무늬토기편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6)

출토되는 빗살무늬 토기군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연평도유적의 방사

성탄소연  B.C.2,860~2,450년의 절 연 를 참고하면 이 바위그늘의 신석기시  편

년은 중기 말에서 후기 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철원 토 리 산포지

1996년 육군사관학교에 의해 철원군 군사유적 중 토성리토성을 조사하면서 빗살무늬

토기가 채집되어 신석기시  유물산포지로 보고되었다. 철원 토성리토성은 철원군 갈

말읍 토성리 273-3번지에 위치한다. 경위도상으로는 동경 127°21′, 북위 38°41′이다.

43번 국도를 따라 남 천을 향해 북쪽으로 가다 보면 464번 지방도로와 만나는 삼

거리가 나오는데, 464번 도로쪽으로 50m 가량 가다 다시 작은 도로로 우회전하면 도

로 좌측에 토성의 서벽이 위치하고 있다. 도로가 성의 남북을 관통하고 있는 셈이며, 

현재는 서벽 전체와 남벽의 일부가 남아 있다. 성의 북쪽으로 남 천이 흐르며 성의 

주변은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평야지 이다.

토성리 토성에서는 소량의 토기편

만을 성 내부에서 수습하 다. 이 

중 1점은 어골문이 시문된 빗살무늬

토기편으로 물론 토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나 바로 옆에 있는 

남 천을 고려할 때 이 주변에 신석

기시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토기는 석립이 약간 

섞인 점토질 태토이다.

차재동( 재연 원 책 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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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지역 신석시대 유적 위치도

4. 동해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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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 A･B지구유적 7･8호 주거지 전경(서울대학교 박물관,1997)

1) 양양 산리

(1) 산리 A･B지

오산리 A･B지구유적은 양양

군 손양면 오산리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사구에 위치한

다. 현재는 양분된 사구의 사이

로 관개용수가 흐르고 있는데 

동쪽의 사구를 오산리 A지구, 

서쪽 사구를 오산리 B지구라고 

명명하 다.

A지구를 보면 순수 모래층인 6층 위에 신석기시 층인 5･3･2층, 청동기시 층인 1

층, 비문화층인 4층이 있다. 5층은 다시 7개의 소층위로 세분되었으며 각 소층의 두께

는 30∼60㎝에 달하나 3층은 30㎝, 2층도 20∼30㎝로 얇다. 신석기시 는 크게 3개의 

문화층으로 나뉘어지는데 주거지가 조사된 제1문화층(5층, 하층)에서는 평저토기와 조

합식 어구가 공반되고, 제2문화층(3층, 중층)에서는 역시 비슷한 성격의 유물이 출토되

나 토기의 형태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제3문화층(2층, 상층)은 유물포함층이 남아있

는 부분이 적고 출토유물도 소수이지만 첨저즐문토기와 석제 어망추가 출토된다.

A지구에서는 6차 발굴까지 최하위의 제1문화층에서 총 9기의 주거지와 2기의 야외

노지, 석렬과 할석유구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원형에 가까운 지상가옥이며 바

닥은 3∼10㎝ 두께로 석립이 섞인 점토를 여러 겹 다져 만들었다. 천석이나 할석을 

돌려서 만든 노지는 부분 주거지 중앙에 한 개씩 자리잡고 있으나 A-2, A-3호에

서는 각각 2개의 노지가 확인되었으며 기둥구멍은 A-2호에서만 발견되었다. 노지 동

쪽에는 판석과 석재편이, 주거지 내부에는 융기문토기와 압날문평저토기, 무문양토기

와 유경호, 조합식 어구와 타제석부가 출토되었다.

A-4호 주거지는 지름 7m의 원형주거지로 소석립이 보강된 점토를 5∼10㎝의 두께

로 여러겹 다졌다. 중앙에는 9매의 천석을 돌려 놓은 지름 1m의 원형노지가 있다. 유

물은 주거지 가장자리에 치우쳐서 평저토기, 조합식 어구, 석도, 석창, 석부, 연석과 

석구(石球)가 발견되었다.

A-9호 주거지는 지름 2.5×2.7m의 원형으로, 중앙에 냇돌과 할석(깬돌)을 돌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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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동서 80㎝, 남북 65㎝의 타원형노지가 있다. 다른 주거지와 달리 점토다짐이 없어 

소토면으로 주거지 윤곽을 추정하 다. 중앙을 향해 마치 기둥이 쓰러진 듯 한 모양

으로 길게 뻗은 검은색의 소토흔적이 나타나 원추형의 주거지 자취를 보여주었다.

B지구에서는 최하층에서 주거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돌을 쌓아 놓은 유구들이 여

러 기 조사되었다. B-1호 소할석 유구는 4m의 부정형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유구 내

부에 검은 부식토가 두께 20㎝ 내외로 퇴적되어 있고 퇴적토 내부에 10㎝ 크기의 할

석과 냇돌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다. 방사선탄소연  측정결과, 5,690±120B.P.의 연

가 보고되었다.

융기문토기는 A지구의 Ⅴ-2호 주거지와 Ⅴ-5층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다. 2호 주

거지의 융기문토기는 압날문계 평저토기와 같은 형태의 평저발형토기로 구연부에 비

스듬한 방향의 융기선문이 구연과 평행하게 1열 돌아가고 있으며 바닥에는 나뭇잎이 

찍혀 있다. Ⅴ-5층 출토의 융기문토기는 각목 있는 평행융기 문이 3열 돌아가는 구

연부편이다. B지구에서는 시굴갱 지표하 60㎝ 깊이에서 융기선문토기가 1점 출토되었

다. 시굴갱이라 층위적 비가 곤란하지만 융기문토기와 같이 채집된 목탄의 방사성

탄소연 가 7,050±120B.P.(KSU 515)로 밝혀져 제1문화층의 연 와 근접하다. 토기

는 약간 안으로 휘어드는 직립구연의 발형토기로 바닥은 결실되었으며 3열의 평행융

기선이 2조 돌아가고 각 융기선의 아래에 짧은 사선의 자돌문을 눌 다. 융기선의 단

면은 삼각형이다.

오산리유적 납작밑 바리와 융기문 토기(서울대학교 박물관, 1997) 

 

석기는 조합식어구의 석착, 석도, 추형석기, 석창, 마제석부, 연석, 석구, 괭이, 규암

제 찍개와 긁개, 석촉, 석창, 돌톱, 끌, 숫돌 등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나 출토량으로 

보면 조합식어구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다음으로 석도와 석구, 규암제 타제석기이다.

오산리유적 A･B지역 제1･2문화층은 오산리식 평저토기문화로 명명될 수 있는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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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여준다. 평저토기문화에서 조합식어구에 의한 낚시법, 토기에서 평저 등의 기

형과 자돌에 의한 구연문양은 동북지방과 남해안의 이른 신석기토기에서도 나타나는 요

소이며, 백두산이 원산지인 흑요석의 출토에서 동북지방과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오산리형 평저토기문화는 방사성탄소연  측정결과 7,000B.P.에서 5,500B.P.사이

의 연 가 검출되어 나이테 보정을 하면 약 기원전 6,000년에서 4,500년전 사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오차폭이 큰 Ⅴ-1층의 연 와 B지구 융기문토기의 연 를 제외하면 

평저토기문화의 연 는 6,000~5,500B.P.사이로 집중되며 보정하면 기원전 5천년  

전반 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2) 산리 C지

오산리 C지구유적은 A지구에서 동쪽으로 70m 거리에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A･B

지구와 달리 해발 4~5m 높이에 황갈색 점토층(갱신세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 갱신

세층 위에 사구가 형성되어 있고, 사구의 상층에는 침선문을 공반하는 신석기시  중

기문화층, 중층에는 융기문토기를 포함하는 전기문화층, 최하층인 황갈색 점토층의 상

면에서 순수 무문양토기와 압날점열구획문토기가 출토되는 조기문화층이 조사되었다.

오산리 C지구유적 공중촬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1호 주거지는 현 지표하 5m 아래의 황갈색 모래층에서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고, 크기는 장축 7m, 단축 6.9m, 수혈깊이는 50㎝ 정도이다. 

바닥에는 단단하게 점토를 다짐하 으며, 주거지의 중앙에는 60×50㎝ 크기의 방형노

지를 만들었다. 노지는 수혈식으로 네 면에는 모두 천석을 너비 방향으로 세웠으며,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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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 C지구유적 1호 주거지 전경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이는 20㎝이다.

출토유물은 호형의 무문양평저토기, 

적색+융기문토기, 점열압날문토기, 융

기문토기등의 토기류와 다용도 석기, 

결합식 낚시, 어망추, 격지,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서편에서는 모루 

및 망치돌과 석 제 격지 등이 흩어져 

출토되어 주거지 내에서 석기의 제작행

위가 이루어진 것을 추측할 수 있겠다.

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 남쪽 3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일부가 조선시  

건물지로 인하여 결실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고, 크기는 장축 7.8m, 

잔존단축 6.8m, 수혈깊이는 50㎝이다.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장방형의 천석을 이용

하여 오각형의 수혈식 노지를 시설하 으며 깊이는 20㎝이다.

바닥은 진흙을 다짐하여 단단한 편이고 가장자리는 바닥보다 약간 높게 올린 편이

다. 출토유물은 발형의 융기문토기 및 무문양토기와 함께 결정질 수정편 등이 출토되

었다. 내부 퇴적토에서도 구연부에 횡으로 융기선문을 4열 배열한 귀달린토기가 출토

되었다.

3호 주거지는 2호 주거지의 동편과 접하여 확인되었으나 1/2 정도가 조사구역 밖으

로 연결되어 조사를 하지 못하 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노출된 

주거지의 크기는 지름 7.1m 정도이며, 1·2호 주거지가 사구에 조성된 반면 3호 주거

지는 갱신세층을 굴착하고 조성하 다. 주거지의 가운데에는 할석을 이용하여 지름 

50㎝, 깊이 23㎝ 크기의 수혈식 원형노지를 만들었다. 출토유물은 노지 주변에서 약

간의 융기문토기편과 석부가 출토되었다.

4호 주거지는 2호 주거지의 서북쪽 모서리 아래에 위치하며 바닥만 남은 상태 다. 

주거지의 형태는 말각방형이고 크기는 남북 4.7m, 동서 4.8m이며 바닥은 진흙으로 

단단하게 다졌다. 주거지의 가운데에는 할석을 이용한 장방형의 수혈식 노지를 마련

하 다. 노지의 크기는 길이 150㎝, 폭 50㎝이고 노지 가운데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2

개의 할석으로 격벽시설을 하 다.

5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 북쪽 5m 거리의 사구지 에서 일부 점토윤곽선이 확인되

어 조사를 하게 되었다. 다른 융기문토기 주거지들은 갱신세층 위에 사구가 쌓인 다

음에 조성된 주거지인데 반하여 5호 주거지는 갱신세층 위에 사구가 형성되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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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 C지구 5호 주거지 전경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사구가 시작되는 단계의 주거지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서 조사된 주거지 중 가장 빠른 시기로 확인된 주거지이

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지름 3.6m 

내외이다. 주거지 가운데에는 천석을 양쪽에 놓은 원형

의 노지를 마련하 고 바닥은 약한 진흙 다짐을 하 다.

(3) 산리 C지  하 ( )

오산리 C지구유적의 사구층 위에 형성된 융기문토기

유적 아래에는 갱신세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갱신세층 

상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많은 토기와 석기들이 출토되었

다.

최하층인 황갈색 점토층 상면에서 출토된 무문양토기와 압날점열구획문토기는 점토

층 상면에 사구가 형성되기 전의 문화층으로 제주 고산리유적의 초창기토기 다음으로 

오래된 문화층으로 확인되었다. 석기로는 석부류, 결합식 낚시, 석촉류 등의 간석기와 

어망추, 몸돌, 격지 등이 주로 출토되는 가운데 소량이지만 좀돌날, 좀돌날 몸돌도 출

토되어 이 단계까지 세석기의 전통이 이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오산리 C지구유적 출토 유물과 압날문토기(예맥문화재연구원, 2007b)

 

전기주거지 1･2･4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고, 전기주거지 3호와 조기주거지 

5호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A･B지구 주거지는 모두 지상주거지로 조사된 것과 달리 C지

구 주거지는 모두 수혈주거지로 수혈 깊이가 평균 50㎝이며, 조기주거지는 10㎝ 전후로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크기는 2호 주거지는 53㎡로(17평) 형주거지에 속하고, 조기의 5

호 주거지는 10.17㎡(3평)로 조를 이룬다. C지구의 주거지는 모두 바닥에 진흙을 다짐

하 고 내부에는 방형, 오각형, 장방형, 원형의 각기 다른 노지를 수혈식으로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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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 C지구유적 출토 유물(예맥문화재연구원, 2007b)

상부의 중기문화층을 제외하고 그 하부의 전기문화층과 조기문화층에서는 평저토기

류만 확인되었다. 1호 주거지 내에서는 주칠＋융기문, 압날기법의 점열문이 시문된 토

기류와 함께 무문양토

기호 등이 공반되어 출

토되었다. 2호 주거지

는 내부퇴적토에서 손

잡이 달린 호형토기의 

구연부에 4열의 융기선

문을 시문한 토기가 출

토되었으며, 주거지 내

에서는 구연부에 융기

선문을 횡으로 3열 또

는 4열 배열한 발형토기류와 발형무문양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오산리 C지구유적의 연 는 5호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  측정치가 B.C.5,570∼

5,480년이고, 갱신세층 상면에서 채집한 목탄의 방사선탄소연 가 B.C.6,010∼5,610

년으로 측정되고 있어, 5호 주거지 보다 고토양층의 상면에 형성된 적색마연의 압날

점열문토기 문화층이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되어 갱신세층 상면의 연 는 B.C.6,000년 

경으로 보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오산리식토기에 한 연 는 C지구에서 오산리식토기의 출토 층위가 융기문

토기 아래층에서 확인되고 오산리유적 A지구의 오산리식토기가 출토되는 Ⅴ층의 방사

성 탄소연 측정치와 오산리유적 C지구 융기문토기 문화층의 하층에서 출토된 오산리

식토기의 방사성탄소연  측정결과에서 최고치가 모두 B.C.5,200년을 넘지 못하고 

B.C.5,200~4,610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C.5,000년을 전후한 시기

로 판단된다.

융기문토기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오산리식토기보다 빠른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오산리유적 C지구 발굴조사결과 오산리식토기보다 상층에서 확인되었다. 오산리유적 

C지구의 융기문토기 문화층은 다시 상･하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방사성탄소연 도 

상층 주거지인 1･2･3호 주거지 모두 B.C.4,610~4,530년으로 서로 비슷하게 측정치가 

나오고, 하층문화층은 이보다 조금 빠른 B.C.4,800~4,670년으로 측정되어 발굴조사

에서 확인된 층위의 상하 관계와 마찬가지로 탄소연 의 측정결과에서도 상층보다는 

하층이 조금 빠르게 나와 두 층간에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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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 망상동

망상동유적은 동해시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망상동유적에서는 2개의 구석기 

유물포함층과 1개의 신석기시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  문화층에서는 유물

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중 첨저류의 침선문계는 보이지 않고 모두 평저의 무문양토기와 더불어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구연부의 형태는 부분 구연에 이르러 약간 내경하는 

양상을 보인다.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적색마연토기로 부분 압날점열구획문을 시

문한 점이다. 이러한 토기의 양상은 오산리유적의 C지구 최하층 조기문화층에서 출토

된 유물과 유사한 형태이다.

석기류는 망치돌, 결합식 낚시, 추형석기, 석도, 석부, 어망추와 더불어 소량이기는 

하지만 격지, 뚜르개, 개 등의 뗀석기도 관찰된다. 석기 중 가장 많이 수습된 결합

식 낚시는 마름질 단계부터 완성품까지 모두 출토되어 이 일 에서 활발한 석기제작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합식 낚시는 크게 허리의 형태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

째 형태는 귀에서부터 바늘 결합부까지 곡률을 주어 성형한 ‘C’자형과, 이와는 달리 

귀에서부터 결합부까지 반듯한 ‘J’자형이다. ‘C’자형의 결합식 낚시 또한 오산리유적의 

조기문화층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J’자형은 문암리유적, 오산리유적의 오산리식토기 

문화층 및 융기문토기 주거지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는 최근 조사된 오산리 C지구

유적과 비교하여 볼 때 ‘C’자형 결합식 낚시는 오산리 최하층의 적색마연토기 및 무문

양토기 등과 공반되는 유물이며, ‘J’자형 결합식 낚시는 상부 융기문토기와 공반되어 

출토되고 있어, ‘C’자형이 ‘J’자형에 비하여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3) 고  암리

문암리 유적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약 400m 떨어진 구릉지 의 남쪽 사구에 형성되어 있다. 문암리유적은 국립문화

재연구소가 1998년 12월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신석기시  주거지 2기 및 야외노지 5기, 

토기 집유구 1기 등에서 신석기시  전기의 융기문토기와 압날문토기, 석도, 마제석부, 

결합식 어구 등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어 이 일  54,438㎡를 사적지로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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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리유적 출토유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이후 2002년 2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주거지 3기, 추정 매장유

구 1기, 노지 1기, 저장용 수혈유

구 1기, 소토유구 3기 등이 조사

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10개 층

으로 나눈 후에, 크게 3개의 문

화층으로 구분하 다. 2･3･4층은 

침선문계 토기편이 출토되는 신

석기시  중기문화층이고, 6･7･8

층은 융기문토기와 오산리식토기

가 출토되는 신석기시  전기문화층이며, 9층에서는 융기문토기 보다 이른 무문양토

기가 출토되었다.

02-1호 주거지는 바닥을 제외하고 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추정직경 4.5×4.5m 

크기의 원형에 가깝고, 깊이는 20㎝ 내외로 중앙에 할석형 노지시설이 있다. 바닥은 

일부 불다짐한 흔적이 확인되었으나 고르지 않은 편이다. 노지는 반 정도 잘려있으나 

할석으로 가장자리를 돌린 형태이다. 출토유물은 구연부편, 발형토기, 석부, 석추, 결

합식 낚시 등이 출토되었다.

02-7호 주거지는 문암리유적 내 최하층 주거지로 Ⅸ층 회갈색 사질토층에 형성되

어 있으며 해발 3m 높이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크기는 7.7×4.5m인 남북으로 긴 장

타원형 모양을 띠고 있고, 수혈깊이는 18㎝이다. 주거지 북편으로 유구의 어깨선이 

10㎝ 내외로 남아 있으며 남쪽편은 바닥만 남아 있다. 노지는 1×0.9m 크기의 남북으

로 긴 장방형의 형태를 띠며, 강돌과 할석으로 전체 주거지 1/3지점 북편으로 치우쳐 

설치되어 있다. 바닥은 노지 남쪽을 중심으로 일부 불다짐하 으나 전체적으로 고르

지 않은 편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단을 이루며 떨어지고 있어 출입구 시설로 추정된

다. 출토유물은 무문양의 토기 다수와 삼각형석도, 결합식 어구 등이 출토되었다.

02-8호 저장용 수혈유구는 02-1호 주거지 남서편에서 확인된 잔존 1.4m의 부정형 

수혈유구로 거의 바닥만 남았다. 내부에서는 결합식 어구 37점, 석부 7점이 집해서 

출토되었으며, 결합식 어구는 길이 10.4∼20.5㎝, 폭 1.1∼2.4㎝로 다양하다.

문암리유적의 상층에는 중기문화층이 있고, 전기문화층에서는 전형적인 오산리식 

토기와 융기문토기가 중심이 되는 층(Ⅵ∼Ⅷ층)과 무문양토기(구연내면의 처리수법은 

오산리식토기와 유사하나 문양이 없음)만 출토되는 층(Ⅸ층)으로 나뉘어져 크게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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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리유적 출토 석기(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순수 무문양토기만 출토되고, 2

단계는 융기문토기와 오산리식

토기가 출현하여 그 수가 증가

하고, 3단계는 융기문토기가 소

멸하고 오산리식토기는 출토수

가 적어지며 침선문토기가 출현

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문암리유적에서 출토된 많은 

결합식 낚시와 결합식 작살 등

을 볼 때 당시 신석기인들은 어

로활동을 활발하게 하 던 것으로 보이며, 석기를 직접 제작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

되고 있어 도구의 제작과 함께 재가공을 통한 활발한 자원획득을 행하 던 것으로 생

각된다. 2002년 발굴조사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02-3호 매장유구에서 

출토된 결상이식은 일본, 중국의 신석기시  분묘에서 나타나는 형식이다.

문암리유적은 신석기시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오랜기간 동안에 걸쳐 형성된 유

적으로 안정된 토층 내에서 무문양토기, 융기문토기, 압날･압인문토기, 침선문토기가 

출토되어 그 선후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 을 뿐만 아니라 융기문토기보

다 더 이른 시기의 무문양토기를 확인하 다.

4) 양양 용호리

용호리유적은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 일 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동쪽으

로는 7번 국도를 넘어 100m 거리에 설악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북･남･서쪽으로

는 해발 25m 높이의 낮은 구릉이 삼태기 모양으로 유적을 감싸고 있다. 또한 남쪽 

50m 거리에는 저구릉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이 바다로 흘러들고, 북쪽 구릉 너머에

는 작은 늪지가 있어 선사인들이 살기에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조사된 유

구는 신석기시  야외화덕자리 10기, 소토유구 2기, 융기문토기 출토 교란지역 1곳, 

철기시 유구 1기 등이다. 또한 유적의 동쪽 부분은 유적 형성 이후에 파도에 의하여 

부분 교란된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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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적

명

       내용

유구
평면형태

규모(㎝) 노지

바닥면 비고

길이 너비 깊이 형태
규모(㎝)

길이 너비 깊이

문

암

리

98-1호주거지 원형 385 360 20 장방형 90 85 8 불다짐 ･

98-2호주거지 말각방형 390 390 15 장타원형 105 75 ･ 생토면 ･

02-1호주거지 원형 (450) (450) 20 ･ ･ ･ 5 불다짐 반유실

02-5호주거지 말각방형 (225) 223 20 ･ ･ ･ ･ 불다짐 반유실

02-7호주거지 장타원형 770 450 18 장타원형 100 90 10 불다짐
노지내

골편

유

적

명

  구분

호수

시기 주거지형태

주거지크기(m) 노지

바닥 비고
길이 너비 깊이

면적

(㎡)

규모(㎝)

형태 길이 넓이 깊이

오

산

리

 

A

B

1호 둥근모양 ･ ･ 지상가옥(?) 67.0 긴네모꼴 ･ ･ ･ 진흙다짐 ･

2호 타원모양 7.2 5.9 〃 31.3 사다리꼴 ･ ･ ･ 진흙다짐 돌을 돌림

3호 타원모양 6.8 5.5 〃 31.9 긴네모꼴 6070 9570 ･ 진흙다짐 돌을 돌림

4호 둥근모양 7.0 〃 33.6 둥근모양 100 ･
자갈,

진흙다짐
･

6호 둥근모양 3.8 〃 10.9 〃 ･ ･ ･ 진흙다짐 ･

7호 둥근모양 4.0 〃 12.5
타원모양

(부정)
70 50 ･ 진흙다짐 ･

8호 타원모양 4.1 3.4 〃 10.1 〃 95 85 ･ 〃 돌을 돌림

오

산

리 

C

1호 전기 말각방형 7.0 6.9 0.5
48.30

(15평)

방형

수혈
60 50 20 진흙다짐

융기문토기, 

석기류

2호 전기 말각방형 7.8 6.8 0.5
53

(17평)

오각형

수혈
70 40 20 진흙다짐

융기문토기,

석기류

3호 전기 원형 7.1 ･ 0.5
38.46

(12평)
방형수혈 60 50 23

점토층

굴착

융기문토기,

석기류

4호 전기 말각방형 4.7 4.2 ･
19.74

(6평)

장방형

수혈
150 50 15 진흙다짐

무문양토기,

석기류

5호 조기 원형 3.6 ･ ･

10.17

(3평) 원형 50 50 지상 진흙다짐 ･

6호 중기 말각방형
잔존

4.9?

잔존

4.0
0.78 ･ 방형 93 82 지상

점토층

굴착

침선문토기,

석기류

   <표 1> 조기 및 전기유적 주거지 현황표



제4장 | 신석기시대의 강원

318 강원도사 

5) 양양 가평리

가평리유적은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산25-2번지 일 의 사구지 에 위치하고 있다. 

양양읍에서 강릉 방향의 7번국도를 따라가다 고성고개를 넘기 전 오산리방향으로 

4km 내려가면 송전리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다시 북쪽으로 난 소로길을 

따라 가평리 마을 쪽으로 600m 거리의 오른쪽에 낮은 사구지 의 소나무 숲이 유적

지이다. 가평리유적에서는 신석기시  주거지 2기와 야외노지 3기, 철기시  여(呂)자

형 주거지 1기와 파괴된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1호 주거지의 크기는 길이 8.5m, 폭 8m, 수혈깊이 40㎝ 정도인 수혈주거지이다. 

주거지의 바닥은 황갈색의 사질점토를 10㎝ 두께로 다짐하 다. 주거지 북편 바닥에

는 1.2×0.8m 크기의 적색조를 강하게 띄는 적갈색 사질점토가 깔려 있다. 기둥구멍 

흔적은 주거지 안팎에서 몇 군데 확인된다. 주거지 어깨선의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황

갈색 사질점토면이 폭 50㎝ 정도로 둘러싸고 있고 남동쪽으로는 2m 이상 꼭지모양으

로 돌출되어 있는데 출입구로 추정된다.

주거지 곳곳에는 윤곽선에서 주거지 안쪽으로 흑색의 목탄흔적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주거지의 상부구조는 원추형으로 추정된다. 벽면으로 돌아가면서 당시 서까래

로 쓰 던 탄화 목재들이 1∼1.5m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이 탄화된 목재

로 방사성탄소연 를 측정한 결과 B.C.3,000년 경의 연 치가 나왔다. 주거지 중앙에

는 약 1×1.3m 규모의 노지가 확인되었다. 부석시설은 전혀 없으며, 단지 주거지 바

닥보다 얕은 수혈 형태를 띠고 있다. 움푹 패인 노지의 중심부는 짙은 암갈색조를 띠

고 있으며 노지 내부 퇴적토는 암갈색 사질점토이다. 내부에서는 첨저형 저부를 비롯

한 토기편들과 함께 직경 1㎜ 미만의 동물뼈 조각과 5개의 작은 막돌이 출토되었다. 

이 뼈조각은 석촉과 함께 이곳에서 신석기인들이 수렵에 의해서 식생활하 다는 좋은 

단서이기도 하다.

유물은 주거지 내부에서 압인문, 사격자문, 구연 단사선문, 어골문, 점열문 등의 신

석기시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완전한 것은 없다. 석기로는 갈돌 및 갈판, 석촉, 망

치돌, 석재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고, 출입구 부근에서는 품명 미상의 탄화된 씨앗 

2점도 출토되었다. 1･2호 주거지와 신석기시  문화층에서는 신석기시  중기에 해당

되는 단사선문에 횡주어골문, 사격자문, 능형집선문, 점열집선문, 점열파상문, 콩알문 

등의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방사선탄소연  측정결과 자료에 의하면, 제1호 주거지의 목탄 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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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3,000년 경(B.P.4570±60)으로 측정되었으며, 1994년에 조사한 야외노지 2기는 

B.C.2,000년 경(B.P.3630±60)으로 측정되었다.

6) 양양 송 리

송전리유적은 양양군 손양면 송전리 23-1번지에 위치한다. 국도 7호선을 따라 강릉

에서 양양 방향으로 북상하다 양양 남 천에 못미쳐 우회전하여 2차선 도로를 따라 

수산 방향으로 4.5km 진행하면 좌측으로 송포초등학교가 위치하는데 학교의 서남쪽 

담장과 접하고 있다. 송전리유적의 남쪽으로는 석호인 쌍호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

다. 유적은 해발 6m 높이의 사구지 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해발 20~40m 높이의 

낮은 구릉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어 있다.

송전리유적에서는 신석기시  주거지 2기와 야외노지 3기, 수혈유구 2기, 청동기시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1호 주거지는 중앙부와 동･남벽이 구 건축물로 인하여 파괴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잔

존상태로 보아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주축방향은 북동-남서 방향이며, 

주거지 중앙부가 파괴되어 노지의 유무는 확인 할 수 없었고, 바닥은 별도의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의 북벽･서벽을 따라 목탄함량이 높은 단단한 흑색모래가 7

∼10㎝ 두께로 확인되는데 기둥과 관련된 목탄의 흔적으로 추정되나 관련된 기둥구멍

은 확인할 수 없었다.

유물은 토기류와 석기류가 혼재되어 출토되지만 특히 북벽과 동벽 주변으로 갈판･

갈돌과 석부, 다양한 크기의 어망추 및 어망추 제작용 석재들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었

다. 주거지의 남벽 아래에서는 반파된 옹형토기의 바닥면 1/2 정도가 바닥에 놓인 채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류의 구연부 문양은 단사집선문, 횡주어골문, 능격문, 격자

문, 삼각집선문, 제형집선문, 능형집선문, 단사선문 등이며 동체부는 문양 없이 정면

하거나 횡주어골문을 전면 시문한 것이 부분이다. 구연종속문은 일부에서 확인되는

데 주로 거치문이나 삼각거치문의 변형된 모티브를 시문하 다. 저부는 평저형, 첨저

형, 원저형이 확인되나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유물이 없어 정확한 토기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석기류로는 갈판, 갈돌, 석부 등의 석기와 끌(석착), 지석 등 공구류석기, 석

촉류,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 남쪽 4m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

을 띠고 있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 로 이용하 고 노지는 주거지의 중앙에 바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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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리유적 2호 주거지(예맥문화재연구원, 2004)

얇게 굴착한 후 10∼20㎝ 크기의 석

재를 비스듬히 눕혀 반타원형으로 배

치하 으며, 크기는 동서 90㎝, 남북 

65㎝이다.

유물은 주거지 중앙의 노지 주변에

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데 단사집선문

+횡주어골문, 횡주어골문, 짧은종주어

골문+횡주어골문이 시문된 형 토기

편과 함께 도토리가 노지를 중심으로 

북동쪽으로 집하여 출토되었다. 출토

된 토기의 구연부문양은 구연부에 단사선문을 시문하고 구연부 종속문으로 거치문이나 

집선문의 변형된 모티브를 배치하고 동체부 전면에 횡주어골문을 시문하거나, 종주어골

문을 구연부에 시문한 토기가 확인되며, 남해안식의 집선문계통의 토기는 출토되지 않

았다. 석기류는 석촉, 어망추와 같은 수렵･어로용 석기와, 갈판･갈돌 세트(set) 등의 가

공구, 석부, 지석 등의 공구류가 출토되었다.

송전리유적은 출토유물 양상이나 방사성탄소연  측정결과를 볼 때, 유적의 중심연

는 신석기시  중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호 주거지의 방사성탄소연  측

정결과 4,467±26B.P.이고, 2호 주거지는 4,625±28B.P.로 2호 주거지가 1호 주거지

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토된 토기의 문양에서도 1호 주거지에

서는 태선침선문계 토기와 일부 구분문계 토기가 섞여 출토된 반면, 2호 주거지에서

는 태선침선문계보다 비교적 앞서는 시기로 구분되는 구분문계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7) 양양 지경리

지경리유적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로 주문진에서 7번국도를 따라 양양방면

으로 5km 정도 가면 화상천이 나오는데 화상천 가기 전의 7번국도주변의 사구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와는 직선거리로 200m 정도 떨어진 해안사구지 이다.

지경리유적 상층에서는 철기시  철(凸)자형 주거지 7기와 하층에서 신석기시  주

거지 10기와 야외노지 2기, 소할석 유구 1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지경리유적의 주거지

들은 퇴적사구가 높게 쌓여 있어서 주거지들이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특히 4호 주

거지는 우리나라 신석기시  주거지 조사에 있어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많은 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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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리유적 전경(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

출토되었으며, 또한 6호 주거지와 7호 

주거지가 중복되어 있어 선후관계를 연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호 주거지는 현 지표하 60㎝ 아래에

서 원형의 윤곽선이 확인되었다. 주거

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직

경 5m, 수혈깊이는 60㎝이다. 바닥은 

진흙을 깔지 않은 맨바닥으로 조사되었

고, 바닥에서 어깨선으로는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 주거지의 어깨선 가장자리에는 

약 60∼70㎝ 간격으로 서까래로 보이는 숯기둥 흔적이 주거지의 중앙으로 향하여 넘

어진 상태로 노출되었다. 노지는 조사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살았던 주거지로 추정된

다.

출토유물은 출입구 바로 아래에서 작업 가 나왔고, 중앙에서 서북쪽으로 약간 치

우쳐 납작밑손잡이가 달린 점열선문토기(양이호발) 1점이 파손된 상태로 나온 것을 완

형으로 복원하 다. 출입구 우측에서 구연부에 단사선문을 시문하고 동체부에 횡주어

골문을 시문한 형토기편이 출토되었다.

3호 주거지는 철기시  1호 주거지의 1/2 정도가 3호주거지 위에 중복되는 상태로 

노출되었다. 3호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지름 5.8m이며, 

수혈깊이는 50㎝이다. 주거지의 바닥은 진흙을 깐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모래가 

약간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노지는 없었다. 출토유물은 북벽 경사면에서 약간의 즐

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4호 주거지는 3호 주거지 동쪽 20m 지점에 위치하며 현 지표하 1.4m 깊이에서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의 윤곽선이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크기는 남북 7.7m, 동서 7.4m이고, 

수혈깊이는 90㎝, 면적은 56㎡이다. 바닥은 각각 4×4m크기의 방형이며 면적은 16㎡이

다. 어깨선에는 약 90∼270㎝ 간격으로 안쪽으로 넘어진 서까래로 보이는 기둥 흔적이 

남아 있고, 동쪽과 남쪽 모서리에는 지름 30㎝ 크기의 기둥자국이 남아 있었다. 주거

지 가운데에는 1.1 ×0.7m 크기의 장방형의 노지가 노출 되었으며, 노지 남서쪽 모서

리에서 많은 양의 도토리가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주거지 바닥과 경사면 모서리 부분에서 5점, 경사면 아랫부분에서 9점

이 출토되어 바닥과 중앙경사면 위쪽에서 출토되지 않은 것과 조를 이룬다. 출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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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리유적 4호 주거지(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

물은 완전히 복원된 토기 14점과 갈

판류 4점의 출토위치가 구분되는데 

토기류는 남서 모서리 부분에서 8

점, 서북모서리 부분에서 5점이 출

토되었고, 갈판은 모두 벽과 모서리 

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들은 부분 바닥이 

모래에 박힌 채로 서 있거나 주저앉

은 채로 출토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

가 소실될 당시의 상황이 긴박하

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남벽 경사면에서 모두 6점의 토기가 엉킨 채 심하게 

파손되어 출토되었는데 토기의 위쪽에서 목탄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화재시

에 상부 목가구가 떨어지면서 토기를 파손시킨 것으로 보인다. 남쪽 바닥과 벽이 만

나는 부분에서 갈돌과 갈판이 2점 출토되어 가공구는 바닥에 놓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출토 토기의 특징은 우리나라 중서부지방의 구연부 단사선문이나 구분문계의 토

기들이 출토되었으며 바닥은 첨저계가 주류를 이룬다. 동강유역의 지탑리유적에서 

출토된 납작바닥의 점열문계토기도 출토되었다.

5호 주거지는 4호 주거지 남쪽 7m 지점의 현 지표하 1.2m 깊이에서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이고, 크기는 동서 2.9m, 남북 2.9m, 면적은 8㎡이

다. 바닥에는 진흙을 깔았고, 바닥 가운데에는 지름 60㎝ 크기의 화덕자리로 보이는 

붉은 소토의 피열된 자리가 노출되었다. 출토유물은 남쪽출입구 경사면에서 민무늬호

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고, 주로 바닥 가장자리에서 10여 점의 토기편과 할석편이 출

토되었다.

6호 주거지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1/2정 도가 이미 훼손된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6호 

주거지 밑에는 7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6호 주거지의 어깨윤곽선 크기는 동서 

4.2m, 남북 9.5m, 바닥의 크기는 동서 4.4m, 남북 8m, 수혈깊이는 20㎝이며 잔존 면

적은 34㎡이다. 주거지의 동쪽 윤곽선 안쪽으로 1.2∼1.4m 간격으로 5개의 기둥 흔적이 

조사되었다. 바닥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바닥은 진흙을 얇게 깔았고, 노지는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주거지의 남쪽 생활면으로는 퇴적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어 일부 7호 주

거지 퇴적층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인공 층위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출토유물은 지경

리유적에서 조사된 10기의 주거지 중에서 유일하게 동남해안의 신석기시 의 중기유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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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리유적 출토 갈돌･갈판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

표식이라 할 수 있는 구연부 집선문계토기들이 출토되었고, 주거지와 퇴적층에서 우리나

라에서 가장 많은 214개의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7호 주거지는 6호 주거지 조사과정 중 동벽에서 새로운 윤곽선이 확인되어 조사한 

결과 6호 주거지 20㎝ 아래에서 확인되었으며 상부의 6호 주거지로 인하여 퇴적층의 

부분이 교란되어 바닥의 일부만이 남아 있었다. 주거지의 바닥은 회색 진흙으로 단

단하게 다졌고, 바닥 중앙에는 무시설식의 적갈색 장방형 노지가 노출되었다. 도로공

사로 인하여 남쪽 상당부분이 결실되고 바닥의 남은 크기는 동서 7m, 남북 7.4m 이

고 바닥의 면적은 52㎡이다. 유물은 6호 주거지에서는 동남부지방의 구연집선문의 태

선문계가 주로 출토되었으나 7호 주거지에서는 중서부지방계의 토기들이 출토되어 지

경리유적의 주거지간 선후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10호 주거지는 5호 주거지 동쪽에 위치하며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주거

지 윤곽선의 크기는 동서 4m, 남북 4.5m이며, 바닥의 크기는 동서 3.2m, 남북 3.5m 

이며 수혈깊이는 30㎝이다. 주거지 가운데에는 할석 8개를 연결하여 원형의 노지를 

마련하 다. 주거지 윤곽선에서 바닥까지는 완만하게 경사지게 만들었고, 바닥에는 진

흙을 깔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약간의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지경리유적에서는 6호 주거지와 7호 주거지의 중복관계에서 확인된 선후관계에 따

라 첨저계 즐문토기문화는 지경리Ⅰ기로, 태선문계토기는 지경리Ⅱ기로 구분하 다. 

지경리 주거지 10기 중 6호는 Ⅱ기에 속하고, 나머지 8기는 Ⅰ기에 속한다.

지경리Ⅰ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원형(1･2･9호)과 방형(3･4･5･

7･10호)으로 구분되나 어깨윤곽선은 4호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형이다. 조

사시에 확인된 주거지 상부의 가구구조는 주거지에서 확인된 숯기둥의 넘어진 방향이 

모두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추

형으로 추정된다. 4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토기

의 놓인 위치로 볼 때 토기는 윤곽선과 바닥 

사이의 경사면에서 주로 출토됨으로서 주거지

의 벽면은 토기나 생활용구 등을 놓아두는 저

장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거

지의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혈, 출입구 등이 확

인되었으나 저장구덩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

토유물은 완전한 토기 17점, 도상복원토기 70여 점, 토기편이 230여 점이 출토되었

고, 석기는 석부, 석촉, 석창, 고석, 지석, 연석 등 177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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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리 빗살무늬토기(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토기는 직립구연의 첨저즐문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그밖에 호형토기, 발형토기, 완형토기 등이 출토되었

다. 지경리Ⅰ기 출토 토기의 문양은 중서부지방계의 

구분문계와 동일문계, 점열문계로 나눌 수 있다.

지경리Ⅱ기에 속하는 주거지는 6호 1기만이 해당하

나 6호 주거지도 공사로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정확

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다만 6호 주거지의 바닥과 퇴

적층에서 많은 토기편이 출토되어 토기의 양상은 파

악할 수 있다. 특히 어망추는 모두 220여 점이 출토

되어 6호 주거지의 생활양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

가 되었다. 토기의 문양은 7호 주거지와 달리 동남해

안 계통의 구연부 집선문계통의 삼각집선문, 능형집

선문, 제형집선문, 사격자문 등이 시문된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지경리유적의 연 는 지경리유적의 첨저계 즐문토

기 문화는 지경리Ⅰ기로, 태선문계토기는 지경리Ⅱ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경리Ⅰ기의 탄소측정연 는 

4,590±70(보정연  B.C.3,350), 4,600±80(보정연

 B.C.3,355)이고, 지경리 Ⅱ기는 4,420±60(보정연  B.C.3,035)이다.

8) 강  당동  Ⅰ

초당동유적Ⅰ은 초당동 마을 북서쪽 끝부분에 위치하며 해발 3∼4m 정도의 사구지

 위에 형성되어 있다. 초당동유적의 동쪽으로는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구

지 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3km 지점에서 동해와 만나고 있고 서쪽으로는 경포호

수가 바로 인접하여 있다.

2003년 조사한 A지역에서는 신석기시  주거지 4기, 야외노지 5기, 할석유구 5기, 

신석기시  구 1기와 철기시  철자형 주거지 1기 등이 조사되었다.

1호 주거지는 남북 5.4m, 동서 4.9m의 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수혈 깊이는 

약 20㎝ 내외이다. 주거지의 중심부에 략 20×20×10㎝의 강돌을 깨어 남북 90㎝, 

동서 80㎝의 원형 노지시설을 하 다. 바닥은 맨바닥을 그 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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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동유적Ⅰ 3호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6a)

며, 출토유물은 노지의 서편에서 2개체 분의 빗살무늬토기편과 화살촉 1점 등이 있다.

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의 서쪽 13m 지점에 위치한다. 크기는 남북 5.6m, 동서 

5.1m, 수혈길이는 20㎝이고 평면 형태는 원형을 띠고 있다. 주거지 내에서는 노지나 주

공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주거지 폐기후 5호 야외노지 가운데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

쪽 끝부분 현 지표의 약 70㎝ 

아래에서 일부 어깨선이 확인되

었다. 3호 주거지는 남북 6.2m, 

동서 6.6m 크기의 원형 형태

를 취하고 있으며, 현존 수혈

깊이는 15㎝ 내외이다. 주거지

의 가운데에서는 17×15㎝ 크

기의 돌을 장타원형으로 돌린 

노지 시설이 확인되었고, 주거

지 외곽 벽선 밑으로는 지름 20㎝ 전후의 기둥자리 흔적이 평균 2m 거리 간격으로 

모두 16개가 확인되었다. 서벽 밑으로는 지름 50㎝ 안에 어망추를 제작하기 위한 것

으로 보이는 납작하고 원마도가 높은 강자갈 돌이 가지런히 쌓여져 있었다. 동벽 밑

에는 화살촉 및 석기 재료로 보이는 판암석재들이 4곳에서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석재 

부스러기들도 함께 출토되었으며 주거지의 중심부에서 조금 북쪽으로 치우쳐 작업 가 

위치하고 있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한 어망추, 석도, 굴지구, 장신구 등이 다량 출토되었

다. 또한 신석기시  석경이 출토되었으며, 곡물을 갈던 갈돌과 갈판, 석부, 돌칼, 유

엽형의 석촉과 다양한 형태의 어망추, 석기제작과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

완성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야외노지는 모두 5기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와 유물들의 분포가 적은 북쪽에서 1･

2･3･4호가, 5호 야외노지는 2호 주거지 안에서 조사되었다. 평면 형태는 모두 원형이

고 크기는 1･2･3･4호는 지름 2m 미만의 작은 편이나, 5호는 지름 2.9m 크기의 형

으로 깊이는 15∼30㎝ 정도이다. 4·5호 야외노지는 할석이 바닥에서부터 쌓여 있었

으나 1･2･3호는 할석이 많지 않았으며 검은색과 약간의 숯들이 조사되었다. 1호 야외

노지에서는 도토리와 약간의 부서진 동물뼈 조각들이 출토되었다.

할석유구는 모두 5기가 조사되었는데, 2호 주거지 북･서쪽 어깨선에서 약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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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동유적Ⅰ 출토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노출되었다. 초당동유적의 할석유구는 할석이 1겹만 깔린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일부 

토기편과 약간의 동물뼈도 출토되었다. 할석유구의 평면 형태는 5호만 부정형이고, 

나머지는 원형을 띠고 있으며 크기는 1.1∼2.3m이다.

초당동유적Ⅰ은 동해안 경포호숙가의 사구지 에 위치한 유적으로 신석기시  주거

지 4기와 야외노지 5기, 구유구 1기 등이 조사되었다. 1･2･3호 주거지는 원형으로 축

조하 고, 4호 주거지는 장란형을 띠고 있으며, 이 중 1･3호 주거지는 할석을 원형으

로 돌린 노지자리가 확인되었다.

초당동유적Ⅰ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완형은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반구형의 적

색마연토기 1점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편으로 출토되었다. 구연부가 확인되는 것은 모

두 183점으로, 단사집선문 32점, 

능형집선문 20점, 삼각집선문 18

점, 능격문 17점, 횡주어골문 12

점, 격자문 10점, 무문 10점 등이 

출토되었다.

초당동유적Ⅰ에서 출토된 석기 

가운데 완성된 석기는 289점인데 

이 중 수렵･어로용 석기는 203점, 

채집･가공용 석기 68점, 공구류 

석기 10점, 경작도구 3점 등이 출

토되어 수렵･어로용 석기의 비율

이 70%를 차지하고, 채집･가공용 석기는 23.5%를 차지하여 부분 수렵어로와 채집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초당동유적의 시기는 동남부지방의 구연부 집선문계가 주로 출토되는 지경리유적Ⅱ

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강릉 지변동유적보다는 빠른 것으로 판단되어 B.C.3,000

년으로 추정된다.

9) 강  당동 Ⅱ

초당동유적Ⅱ는 행정구역상 강릉시 초당동 379-3번지 일원으로 초당동Ⅰ유적으로부

터 남쪽으로 150m 정도 거리에 위치한다. 조사지역에서는 모두 7개의 할석유구가 조

사되었다. 할석유구는 체로 직경 2m 이상의 크기이며, 평면형태는 원형 또는 원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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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타원형을 띠고 있다. 유구의 가장자리를 략 3∼10㎝ 크기의 할석들이 원을 

이루며 돌아가고 있으며 안쪽으로는 깨어진 돌들이 무질서하게 놓여있다. 강한 불의 

향으로 인해 부분의 돌은 갈라 터졌으며 형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쉽게 부서진

다. 유구 내에서 탄화된 도토리와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할석유구의 주변에서는 빗살

무늬토기편들이 소량 확인되었다.

10) 강  당동 Ⅲ

초당동유적Ⅲ은 행정구역상 강릉시 초당동 287-14번지로 초당동의 북쪽 부분에 위

치하고 있다. 강릉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150m 직진하여 작은 사거리에서 

다시 북쪽 허균생가 가는 길을 따라 150m 거리의 소로 우측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신석기시  주거지 2기와, 야외노지 1기, 철기시  주거지 3기, 신라시  

석곽묘 4기 등이 조사되었다. 신석기시  주거지는 모두 경계구역 밖으로 연결되어 

있어 일부만 조사되어 주거지의 크기나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초당동유적Ⅲ의 북쪽으로 150m 거리에 초당동유적Ⅱ가 다시 초당동유적Ⅱ유적에서 

북쪽으로 150m 거리에 초당동유적Ⅰ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당동Ⅰ･Ⅱ･Ⅲ유

적은 크게 보아 하나의 유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호 주거지는 경계면으로 연결되어 동서 4.9m, 남북 76㎝, 깊이 30㎝ 정도만 조사

되었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 로 이용하 고, 바닥면과 바닥 퇴적층에서 약간의 즐문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의 북쪽부분은 조사지역 밖으로 연결되어 남쪽 일부만 조사되었다. 주거

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며, 조사된 크기는 동서 3m, 남북 1.32m 이고 수혈

깊이는 20㎝이다. 주거지의 바닥은 생토면을 그 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바닥에서 방추차 1점과 토제 어망추 1점, 소호 1점이 출토되었다.

야외노지는 2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5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축

이 동서인 타원형이고, 바닥에는 할석과 자갈돌이 깔려 있으며 자갈돌들은 피열에 의

하여 많이 부서졌다. 바닥과 퇴적층에서 신석기시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11) 강  하시동

하시동유적은 행정구역상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 757번지이며, 강릉공군비행장 남쪽

의 후문 안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1990년  중반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후 2004년 7



제4장 | 신석기시대의 강원

328 강원도사 

월 시굴조사로 마무리되었다. 조사결과 신석기시  추정주거지 13~15기, 할석유구 7

기, 원형유구 16기 등이 확인되었으나 유구보존 차원에서 원형주거지 1기와 야외노지 

1기만 조사하고 부분 현장보존하 다.

1호 주거지는 기존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서쪽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었

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지름 5m 정도인 원형이다. 바닥은 진흙다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맨바닥을 그 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면적은 20㎡(6평)정도이다. 주거

지 중심부분에서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30×10×15㎝ 내외 크기의 강돌을 사용하여 

위석식노지를 시설하 으나 부분 결실되고 4매만이 ㄴ자 형태로 남아 있었다. 유물

은 석기류로 어망추 1점과 약간의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1호 야외노지는 1호 주거지의 동쪽으로 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크기는 동서 

6m, 남북 6.1m, 수혈깊이는 25㎝ 내외로 야외노지의 상당부분이 후 의 교란으로 인

하여 훼손되었다. 노지의 바깥쪽으로 불로 인하여 터진 할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할석의 크기는 20㎝ 내외이고 상면에서는 어골문이 시문된 즐문토기편이 출토

되었다. 1호 노지는 시굴조사인 관계로 상면만 확장하여 전체적인 윤곽만 확인한 상

태이다.

한편 하시동유적에서는 신석기시  원형주거지와 야외노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층위

도 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토된 토기의 문양이 구연부에 단사선문이 시문되고 

그 아래에 종속문으로 삼각집선문, 동체부에는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토기편이 관찰되

는 것으로 보아 지경리 1호 주거지에서 발굴조사된 토기편과 같은 유형으로 판단된

다. 석기로는 석재 어망추와 말안장모양의 갈판과 갈돌, 토제 방추차, 석촉 등이 출토

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로 볼 때 신석기시  중기유적으로 판단된다.

12) 강  동리  Ⅰ

방동리유적Ⅰ은 행정구역상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66-3번지와 66-4번지에 위치

한다. 방동리유적Ⅰ은 경포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3.5km 정도 주문진 방향으로 북진

하다 보면 사천해수욕장이 있고 해수욕장의 북쪽 해발 6∼8m 높이의 사구지 에 위

치한다. 방동리유적Ⅰ에서는 신석기시  추정토기요지 1기와 할석유구가 확인되었으

며, 철기시  여자형 주거지 1기와 철자형 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다.

토기요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중앙이 가장 낮은 형태로 팽이형태를 취

하고 있고 내부에는 흑색 모래층이 퇴적되어 있었다. 크기는 직경 5.4m, 깊이 6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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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리유적Ⅰ 신석기시대 추정토기요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적은 22.9㎡이다. 내부 가운데는 토기의 소성실로 보이는데 96×31×13㎝ 크기의 석재

가 남북방향으로 길게 놓여있으며, 주변으로 30×35×15㎝ 크기의 천석들을 50㎝ 간격

을 두고 타원형으로 배치하 고 20×10×7㎝ 크기의 천석들이 토기요지의 중앙을 채우

고 있다. 소성실 내의 

천석들은 피열되어 깨어

지거나 검게 그을려 노

출되었다. 소성실의 상

부에서는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 즐문토기들이 많

이 수습되어 신석기시

에 사용된 노지로 판단

하 다.

또한 토기요지와 동쪽

으로 접하여 남북방향으

로 10.2m 길이에 9기의 할석유구가 연속해서 중복되게 확인되었다. 할석유구의 형태

는 부분 원형이나 타원형이며 내부에는 천석과 할석이 채워져 있었다.

13) 강  동리 Ⅱ

방동리유적Ⅱ은 행정구역상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63-14번지에 위치하며 방동리

유적Ⅰ로부터 남쪽으로 200m 거리에 위치한다. 방동리유적Ⅰ는 기존에 가둔지 신석

기시  유물산포지로 알려져 있던 지역으로 방동리 사구일 에서는 즐문토기편이 채

집되고 있다.

방동리유적Ⅱ에서는 야외노지 1기와 소형수혈 9기가 조사되었다. 1호 야외노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크기는 장축 160㎝, 단축 110㎝, 깊이 42㎝로 퇴적토는 숯의 

함량이 높은 흑색토가 채워져 있었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내지 타원형으로 

크기는 지름 70~129㎝, 깊이 20~40㎝로 다양한 편이다. 유물은 강원 동지역에서 

신석기시  중기로 편년되는 횡주어골문계통의 침선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14) 강  안현동

안현동유적의 위치는 강릉시 안현동 89-13번지 일원이다. 유적은 강릉시 경포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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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북쪽에 위치한 경포파출소 뒤편의 사구지 와 구릉지 에서 확인되었다. 

유적은 해안가에 형성된 해발 10m 높이의 구릉과 주위에 형성된 1~2m 높이의 사

구지 에서 확인된다. 구릉의 사면에서는 석재편, 어망추, 결합식 낚시, 추형석기 등

이 채집되었고, 사구지 에서는 집석유구 59기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른 시

기의 유적은 구릉지 에 있었으나 삭평되어 없어져 일부의 유물만 수습되고, 사구지

에는 신석기시  중기유적이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

사구지 에서 확인된 집석유구 59기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나 타원형이고 크기는 

체로 90∼280m 내외이며, 일부 400m 이상의 형과 50㎝의 소형도 확인된다. 축조

방법은 다양한 깊이로 굴착하고 내부에 할석을 채운 형태인데 내부집석의 집도가 

높은 것이 다수이지만, 집도가 매우 낮아 재층과 함께 소량의 할석만 확인되는 경

우도 있다. 체로 무질서하게 채워진 것이 부분이며, 일부 할석을 이용해 원형의 

형태로 가장자리를 돌린 후 내부에 집석한 것도 확인되었다. 부분 내부에 피열된 

할석이나 재층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야외노지의 기능을 하 던 것으로 보인

다. 단독으로 분포하는 것도 있지만 3∼4기가 인접하여 조성되거나, 일부가 중복되어 

집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된다.

부분 집석의 하층에서 목탄이나 재층 및 불에 의해 검게 변색된 흑갈색 모래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단면이 완만한 U자상으로 함몰된 것으로 볼 때, 수혈 굴착 후 연소

재를 넣고 상부에 집석한 후 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구릉의 사면에서 전기에 해당하는 결합식 낚시, 석추, 어망추, 융기문토기편

이 출토되었고, 사구지 의 집석유구에서는 신석기시  중기나 후기의 침선문토기편

이 소량 출토되었다.

15) 강  진리

진리유적은 행정구역상 강릉시 연곡면 진리 360-2번지 일원이다. 주문진 교항

리에 위치한 강원도립 학에서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600m 정도 내려오다 좌측

에 건설된 운동장부지이다.

조사결과 야외노지 1기와 즐문토기 유물산포지만이 확인되었고, 다른 유구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야외노지의 형태는 장타원형을 띠고 있으며, 크기는 155×135㎝이고, 

좌우에 35×30×15㎝ 크기의 원형돌을 넣은 후 그 안쪽으로 10×10×5㎝ 크기의 화

강암돌을 형식없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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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재들은 불에 의하여 검게 그을려 있고 심하게 부서지는 상태 다. 야외노지

에서 북쪽으로 10m 정도 떨어져 신석기시  즐문토기편들이 약간 노출되었다.

16) 산리 C지 ( )

오산리 C지구유적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72-2번지에 위치하

고 있다. 오산리 C지구유적은 서울 학교 박물관에서 1982∼1986년까지 조사한 A･B

지구에서 동쪽으로 7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기존의 2차선도로를 동쪽

으로 확장하여 4차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오산리 C지구유적 6호 주거지(예맥문화재연구원, 2007b)

중기 유적인 6호 주거지는 융기문토기가 출토되는 2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1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북쪽 1/2정도는 이미 기존의 도로공사로 없어졌으며 

남쪽도 일부 삭평된 상태 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추정되며 점토층의 

기반암을 굴착하고 조성하 다. 장축의 방향은 N→E 10°이며, 크기는 잔존장축 4.9m, 

잔존단축 4m이고 수혈깊이는 최고 78㎝이다. 내부시설로는 중심부에 위석식노지 1기

를 설치하 고, 노지의 전체 크기는 93×82㎝이고 내부는 65×65㎝의 장방형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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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동남쪽으로 또 다른 장방형의 할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차례 정도 재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동모서리는 직경 50㎝, 깊이 20㎝ 내외의 원형 저장공이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

의 북벽에는 직경 20㎝ 내외의 주공이 55∼75㎝의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깊이는 

15㎝ 정도이고 동북쪽 모서리에는 깊이 30㎝ 깊이의 깊은 주공을 배치하 다. 주거지 

내에서는 횡주어골문, 단사집선문 등이 시문된 중서부지방계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

다. 방사성탄소연  측 정결과 1호 야외노지와 같은 4.735±25B.P.(B.C.3,640)으로 

편년되어 지금까지 동해안지방에서 조사된 중기유적으로는 가장 빠른 시기로 확인되

었다. 1호 야외노지는 중기 주거지인 6호 주거지에서 북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해

발 4m 높이의 사구지 에서 조사되었다. 크기는 남북 4m, 동서 3.9m, 수혈 깊이 30

㎝인 타원형의 형태이다. 내부에는 30×21×12㎝ 내외 크기의 천석이 집석되었으며, 

불에 의하여 많이 갈라진 상태이다. 오산리 B지구에서 조사된 야외노지와 규모와 형

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탄소연  측정결과 6호 주거지와 같은 4,765±25B.P.(B.C.3,640)으로 편년

되었다. 2호 야외노지는 융기문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군에서 북쪽으로 20m 떨어져 

위 치하고 있다. 층위상 1호 야외노지는 신석기 중기유적으로 판단되나, 2호 야외노

지는 융기문토기와 같은 시기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크기는 장축 1.6m, 

단축 1.3m 수혈깊이는 30㎝ 내외이다. 내부에는 천석과 함께 가는 숯이 나왔다.

17) 강  진리

금진리유적은 행정구역상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464-1번지에 위치한다. 금진리 여

성수련원 재건축부지 발굴조사에서 야외노지자리 1기와 약간의 신석기시  즐문토기

편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금진리유적으로 알려진 곳은 이곳에서 북쪽으로 600m 떨어

진 금진초등학교 주위의 사구지 이다. 이곳에서도 토기편이 수집되어 유적은 금진리 

사구지역 부분으로 판단된다.

1호 야외노지는 조사지역의 북쪽 끝부분에서 동남쪽 일부가 교란된 상태로 노출되

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크기는 지름 1.9m이며, 단면은 반타원형으로 최  수혈 

깊이는 15㎝ 내외이다. 내부에는 10×10×5㎝ 크기의 둥근 자갈돌과 할석이 무질서하

게 놓여 는데 불의 향으로 부분의 돌들이 터져 있거나 쉽게 부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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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리유적 출토 유물(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18) 양양 산리

조산리유적은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반 낙산교회 주변으로 이 일 에서 토기편이 

지표채집되었다. 유적지는 해발 10m 높이의 사구지 로 현 지표하 1.5m 깊이의 절토

면에서 신라시  무덤과 함께 조사되었다. 유물은 구연부의 단사집선문과 횡주어골문

이 시문된 토기편이 채집되었다.

19) 양양 하 리

하광정리유적은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마을 중간에서 골목을 따라 남쪽으로 

150m 정도 진입하면 마을이 끝나고 남쪽으로 경사진 경작지의 입구가 나오는데 이곳 

경작지에서 즐문토기편과 결합식 낚시, 어망추 등의 많은 유물이 지표채집되었다.

20) 고  동호리

동호리유적은 고성 간성읍내에서 바다 쪽으로 농로를 따라 1.9km 들어가면 윗갈벌

이라는 마을이 시작되는데 이 마을 입구의 민가와 텃밭에서 신석기시  유물이 채집되

었다. 채집된 유물은 어골문이 다수인 가운데, 격자문, 압인문 등이 있고, 석기로는 

석부 1점과 어망추 1점이 있다.

21) 강  안 리

안인리유적은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동화력발전소 회탄처

리장 공사에 앞서 철기시  유

적을 발굴조사하던 중 현 지표

하 3m 깊이에서 신석기시  유

물산포지가 노출되었으나 유적

을 보존하기로 하여 그 로 묻

었다. 유물은 중서부지방계의 

구연부 단사집선문이 시문된 토기가 주류을 이루고 있으며 어망추, 석부 등의 석기류도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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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유구명 평면형태

규모
면적

(㎡)

내부시설

비고
크기(m)

깊이

(㎝)
노지 

바닥

시설

양양 

송전리

1호 주거지 말각장방형 9.95×8.14 40 80.1 - ×

2호 주거지 말각방형 4.8×4.9 35 23.5
반타원형 

위석식 노지
×

양양 

가평리

1호 주거지 말각방형 8.5×7.9 60 67.1

타원형 

무시설식 

노지

점토다짐

2호 주거지 - - - -
방형 위석식

노지
_

바닥만 

잔존

양양 

오산리
6호 주거지 말각(장)방형 4.9×(4.1) 78

방형 위석식 

노지
×

양양 

지경리

1호 주거지 원형 4.2×4.1 42 × ×

2호 주거지 타원형 4.1×5.7 26 15 × 점토다짐

3호 주거지
어깨선-원형

바닥-방형
5.5×(4.1) 60 × ×

4호 주거지
어깨선-말각방형

바닥-방형

7.6×7.3

3.8×4
94

56

16

장방형 

위석식 노지

약한 

점토다짐

5호 주거지
어깨선-원형바닥

-말각방형

5.5×5.2

2.8×3.2
54

8

장타원형  

무시설식 

노지

점토다짐

6호 주거지
어깨선-?

바닥-방형

9.3×(4.4)

7.8×(4.2)
44 34 × 점토다짐

중복

7호 주거지
어깨선-?

바닥-방형

10×(8.8)

5.7×(6)
120 52

장타원형 

위석식 노지
점토다짐

8호 주거지
어깨선-(원형)

바닥-(방형)
4.1×(1.9) 42 × ×

9호 주거지 원형
4.4×4.15

3.5×3.25
32 × ×

10호 

주거지
원형

4×3.8

3.4×3.1
32

원형 위석식

노지
×

강릉 

초당동

1호 주거지 원형 5.4×4.9 20 23
원형위석식 

노지
×

2호 주거지 원형 5.6×5.1 20 24 × ×

3호 주거지 원형 6.6×6.2 15 34
타원형

위석식 노지
점토다짐

4호 주거지 타원형 4.7×3.5 10 16 × ×

<표 2> 동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중기주거지 속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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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강원 동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중기 유적 탄소 연대 측정치

구  분
방사성탄소연대

(B.P.)

보정연대

(B.C.)
출 토 유 물 비 고

송전리 1호 4,467±26 3,430

격자문, 단사집선문, 삼각집선문, 

능형집선문, 태선침선문계의  

동남부요소와 구분문계 일부공반

송전리Ⅱ기

송전리 2호  4,625±28 3,520
단사집선문, 

종주어골문등 구분문계토기
송전리Ⅰ기

지경리 4호 4,590±70 3,350 서북지방의 구분문계 지경리Ⅰ기

지경리 7호 4,600±80 3,350 서북지방의 구분문계 지경리Ⅰ기

지경리 6호 4,420±60 3,035 동남부지방의 태선문계 지경리Ⅱ기

가평리 1호 4,570±60 3,090

단사집선문, 사격자문, 횡주어골문,

점열집선문 등의 구분문계와 

동북지방의 점열문계

오산리C

6호
4,735±25 3,640

단사집선문, 어골문

서북지방의 구분문계

오산리

C지구

 야외노지

4,765±25 3,640 남-북 3m, 동-서 3.9m 타원형

오산리

B지구

2호

4,360±50
서해안식 단사집선문, 

횡주어골문, 사격자문

초당동유적

Ⅰ기 : 서북지방 구분문계. 

Ⅱ기 : 동남부지방의 집선문계. 

Ⅲ기 : 흐트러지고 구연부에만 

시문이 남음.

Ⅱ기 

집선문계가 

주류를 

이룸.

22) 고  철통리

철통리유적은 국도7호선(간성-현내간)도로공사구간내 유적조사에서 신석기시  주거지 

7기와, 수혈유구 1기, 청동기시  주거지 5기 등이 조사되었다.

철통리유적은 고성 화진포호수 북쪽의 해발 20~30m 높이의 구릉상에 위치한다. 1

호 주거지만 다른 주거지들과 약 25m 떨어져 경사가 완만한 사면에 위치하고, 나머

지 주거지들은 해발 28m 능선 정상부의 아주 평탄한 지점에 2∼5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집하여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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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리유적 공중촬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a)

1호 주거지는 다른 주거지 군에서 북쪽으로 25m 정도 떨어진 구릉의 능선에서 조사되

었으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주거지의 크기는 장축 3.8m, 단축 3.3m, 수혈깊이 10㎝이

며 면적은 12.5㎡이다. 바닥은 아무 시설없이 그 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혈은 벽

주혈과 주주혈이 확인되는데 주주혈은 주거지의 주축방향의 중심에서 약간 틀어져 약 

80㎝의 간격으로 시설된 2주식이며, 규모는 직경 25㎝ 내외, 깊이 10㎝ 내외이다. 벽주

혈은 동벽에 2개, 서벽에 1개 확인되었으나 일정치가 않다. 

철통리유적 출토 빗살무늬토기 일괄(예맥문화재연구원,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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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은 추정노지 주변과 북벽 아래에서 짧은 사단선문이 시문된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동벽과 북벽에 인접하여 연석, 어망추, 석재 등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25m 정도 떨어진 구릉상의 정상부에 위치

하며, 2호 주거지 남쪽으로는 3∼7호 주거지가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2호 주거지

의 평면형태는 방형이고, 크기는 장축 4.5m, 단축 3.8m, 수혈깊이 10㎝이며, 면적은 

17.1㎡이다. 내부시설에서 확인되는 것은 주혈과 노지, 추정 작업공이 있다. 주혈은 

주주혈만 확인되며, 4주식으로 단축 1.4m, 장축 2m이다. 

주거지 퇴적토에서는 비교적 많은 목탄과 소토가 출토되었다. 노지는 주거지의 중

앙에 직경 50㎝, 깊이 6㎝인 원형형태로 굴착한 수혈식으로 확인되는데, 바닥의 피열

정도가 약하지만 내부에 목탄과 소토 등이 확인되고 있어 노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 유물은 북쪽의 작업공 주변에서 즐문토기편과 연석편이 확인되었고, 석부 6점, 연

석, 석재 등이 출토되었다.

4호 주거지는 북쪽 3m 지점에 3호 주거지, 남쪽 3m 지점에 5호 주거지가 위치한

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이고, 크기는 장축 5.6m, 단축 5.5m, 수혈깊이는 10㎝

이고, 면적은 30.8㎡이다. 철통리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주거

지 내부에서는 주혈과 노지, 작업공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4주식으로 확인되었고, 주혈간의 간격은 2.1∼2.4m이다. 주거지 중심에서 

노지가 확인되는데 직경 73㎝, 깊이 12㎝인 원형으로 수혈식이며 내부에서 목탄과 소

토가 조사되었다. 작업공은 서벽 북쪽과 남쪽모서리에서 각각 1기씩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중에 어망추와 어망추를 제작하기 위한 석재가 많이 출토된 양상으로 볼 

때, 주거지 내에서 어망추 제작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사단선문

토기와 연석, 어망추, 석재 등이 출토되었다.

5호 주거지는 북쪽 3m 지점에 신석기시  4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남쪽 1.5m 지점

에는 6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일부 훼손

되었지만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주거지의 크기는 장축 4.9m, 단축 4.3m, 수혈깊이는 20㎝, 넓이는 21㎡이다. 주거

지는 적갈색 점토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고 조성하 으며, 바닥은 맨바닥을 그

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내부에는 주주혈만 확인되는데 벽에서 안쪽으로 들

어온 4주식이며 주주혈 간의 간격은 단축 1.4m, 장축 2m이다. 유물은 즐문토기편과 

석재, 찰절(擦切)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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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철통리유적 신석기시대 주거지 상세표

연번
호
수

평면형태 주축방향

규모(㎝)

장폭비
면적
(㎡)

내부시설

출토유물 비고
장
축

단
축

깊
이

바닥처리 화덕자리 주혈 기타

1 3 방형 남-북 380 330 10 1.15:1 12.5 맨바닥 수혈식 2주식 저장공
토기편, 
어망추

2 5 방형 동-서 450 380 10 1.18:1 17.1 맨바닥 수혈식 4주식 작업공
석부(6), 

연석

3 6 장방형 동-서 570 385 25 1.5:1 21.9 맨바닥 수혈식 4주식 ･ 연석

4 7 방형 남-북 560 550 10 1:1 30.8 맨바닥 수혈식 4주식 작업공
연석,
어망추

다량의 
어망추와 
석재출토

5 8 방형 동-서 490 430 20 1.14:1 21 맨바닥 × 4주식 ･ 토기편

6 9 방형 (동-서) 370 360 15 (1:1) 13.3 맨바닥 × 2주식 ･ 토기편

7 10 (방형) (남-북) 330 315 10 (1:1) 10.4 맨바닥 × 2주식 ･ 어망추

(  )는 추정을 나타냄.

23) 강  지변동

강릉 학교내 북서편 해발 30∼50m 정도의 야트막하게 돌출된 능선의 사면과 곡간

에서 확인되었다. 지변동유적은 1990년 8월 집중호우로 강릉 학교 산업학관 우측이 

파이면서 처음으로 유적이 확인되었고, 이후 2004년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변동유적은 서→동으로 뻗은 해발 30∼40m 높이의 구릉 남쪽사면에 형성된 유물

포함층 유적으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변동 유적의 층위는 모두 6개층으로 이 

중 4층과 6층에서 신석기시  토기편과 유물이 확인되었다. 지변동유적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물포함층의 범위는 약 1,100㎡ 정도로 추정된다. 퇴적층의 두께는 일정하지 않으

나 깊은 곳은 1∼1.5m, 얕은 곳은 50㎝ 내외인 곳도 있다. 주차장 부지에서 확인된 유물 

포함층은 면적이 넓고 두꺼운 편이며, 발굴조사에서는 토기편이 주로 출토되었으며, 

도로부지에서 확인된 유물포함층은 마치 패총을 연상시킬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토

기, 석기 등의 유물이 다량으로 혼입되어 있다. 유물 포함층에는 완형에 가까운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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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변동유적 출토유물

편도 혼입되어 있으나 수습한 유물의 경우 부분 소편인데 구연부와 동체부편이 

부분이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가 543점, 석기류가 218점으로 토기류가 더 많다. 토

기류는 빗살무늬토기편이 부분이며, 구연부 문양으로 가장 많이 시문한 횡주어골문

은 구연부에서 3㎝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문양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흐트러

지기 시작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후기의 흐트러지고 조잡한 느낌이 많이 드는 선문, 사

선문, 단사선문도 횡주어골문과 같이 시문의 시작이 구연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와 반 로 동남해안지방의 태선문계로 볼 수 있는 능형집선문, 삼각집선문, 집선

문, 격자문, 제형집선문들은 부분 구연부 바로 밑이거나 1㎝ 이내에 문양을 시문하

여 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후기에는 선문과 사선문이 주류를 이루

고, 중기에 비하여 문양의 규칙성이 떨어지고 조잡하며, 시문의 깊이도 얕아지는 경향

이 나타난다. 지변동유적에서 주류를 이루는 횡주어골문과 선문, 사선문, 단사선문 등

은 기존에 조사된 양양 지경

리유적이나 강릉 초당동유적

에서 출토된 토기의 문양보다 

시문기법에 있어서 선이 규칙

적이지 않고, 흐트러지며 조

잡한 형태의 문양이 많이 나

타나고 있고, 특히 지변동유

적에서는 선문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부분이므로 후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기로는 갈판, 석촉, 석부,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이 중 석촉의 경우 찰절의 흔적

을 그 로 가지고 있는 미완성 제품도 있다. 둥근 강돌의 양쪽에 홈을 낸 어망추도 

신석기시 의 표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24) 강  동

교동유적은 강릉 교동 택지개발사업시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당시 동쪽

에서 뻗어내리며 북쪽으로 수지상으로 형성된 해발 35m의 구릉 정상부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후 시굴조사에서는 너무 많이 삭평되어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고 약간

의 토기편만 수습되었다. 유물은 체로 즐문토기편이며, 문양은 신석기시  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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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침선문 퇴화기의 난선문이나 흐트러진 사선문이다.

25) 강  천동

유천동유적은 강릉 교동택지개발사업시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교동유

적에서 북쪽으로 경작지를 지나 200m 정도 떨어진 해발 28m 높이의 구릉 위에서 지

표채집하 다. 그 후 시굴조사에서는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 고 토기편만 수습하 다. 

유물은 형의 즐문토기로 추정되는 퇴화기의 짧은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토기편이 약

간 수습하 다.

26) 강  안현동

안현동유적은 경포에서 안현동방향으로 난 안현천을 따라 2.4km 정도 가면 북쪽에

서 남쪽으로 뻗은 해발 32m의 구릉 끝단에 민묘가 위치하는데, 민묘의 주변에서 신

석기시  후기로 보이는 사격자문과 사단선문토기편이 채집되었다.

27) 강  송림리

송림리유적은 강릉시 연곡면 면사무소에서 연곡-소금강간 6번국도를 따라 1.7km 

정도 가면 우측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은 구릉의 끝자락에서 짧은 횡주어골문이 시

문된 작은 토기편들이 지표채집되었다.

28) 강  리

판교리유적은 강릉-주문진간 국도에서 사천을 지나 황새고개에서 동쪽으로 뻗어나

가는 능선상에서 사단선문과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작은 토기편과 무문양토편이 함께 

채집되었다.

29) 강  하시동 (호장골 )

유적의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 호장골로 공군부  레이더기지와 연결된 구릉

상에서 토기편을 지표채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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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동유적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신석기시  중기유적인 하시동유적

이 구릉 아래의 사구지 에서 조사되

었는데 반하여 호장골유적은 해발 

40m 구릉 위에서 조사되었다. 유물

은 짧은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작은 

토기편과 토제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고동 ( 맥 재연 원 학 연 실장)

【참고 헌】

강 학  , 1991,  강원 동지  사 연  .

강 학  , 1994,  강 동택지개 지  지 사 보고  .

강 학  , 2002,  양양 지경리 주거지 .

강원 재연 , 2003, ｢주 진 공 운동장 건립 지 ｣,  강 지역  (시 ) 사 보고 

강원 재연 , 2004a,  -양양  강  용 리 127 지 여 신 지 사 보고  .

강원 재연 , 2004b,  강  강 동 철 ･신라시  주거지 .

강원 재연 , 2006a,  강  당동 신  .

강원 재연 , 2006b,  강  당동 Ⅱ .

강원 재연 , 2006c,  강  하시동 공 사 지내  시 사 .

강원 재연 , 2007,  강  동리 주거지 .

강창 , 2006,  주 고산리 신  연  , 남 학  학원 사학 .

고동 , 1999, ｢강원도 동해안  신 에 한 고｣,  남한신  지역 양상 , 한 학

 42  학  료집.

고동 , 2000, ｢양양지경리  생 역｣,  지경리 사 에 한 학 강연  , 양양 원.

고동 , 2006, ｢동해안지  신 시  마 에 한 고찰｣,  강원고고학보  7･8.

고동 , 2008, ｢양양 산리  하  토 토    비 ｣,  5  동해 사 연  학  .

고동 ･ 학, 2007, ｢양양 산리  하  토 토 에 한 찰｣,  강원고고학보  9.

립 재연 , 1999,  양양 가평리 .

립 재연 , 2004,  고 암리  .

장 , 1991, ｢ 산리토  연 -상 편   타지역  계-｣, 울 학  학원 사학 .

울 학  , 1984,  산리  .

울 학  , 1985,  산리 Ⅱ .

울 학  , 1988,  산리 Ⅲ .

맥 재연 원, 2007a, ｢양양 여운포-송 간 도 개 지내  사 2차지도 원  료｣.

맥 재연 원, 2007b,  양양 여운포-송 간 도 개 지  .

맥 재연 원, 2007c,  강  당동 Ⅱ .

맥 재연 원, 2007d,  강  지변동  .



제4장 | 신석기시대의 강원

342 강원도사 

맥 재연 원, 2008a,  강  진리 Ⅱ . 

맥 재연 원, 2008b,  동해 망상동 Ⅰ .

맥 재연 원, 2008c,  양양 송 리  .

맥 재연 원, 2009a,  고  철통리  .

맥 재연 원, 2009b, ｢강  샌드 리 트 신 공사 지내  사 약보고 ｣.

동주, 1996,  한 사시  남해안 토 연  , 동아 학  학원 사학 .

상택, 1993, ｢한 도 토  연 ｣, 울 학  학원 사학 .

상택, 2006,  한  지역 빗살 늬토  연  , 울 학  학원 고고미 사학과 사학 .

효재, 1966, ｢ 주  진리  가 지 토 ｣,  고고미   71.

하 , 2006,  남해안지역  신  연  , 산 학  학원 고고학과 사학 .

한강 재연 원, 2008,  강  동리 가 지  .



유적과 유물 | 제5절

제2권 선사시대 343  

제5장 

청
동

시

 강
원



제5장

청동 시  강원

1  청동 시  화

2  청동 시  사회상

3  청동 시  생활상

4  과 



청동기시대의 문화 | 제1절

제2권 선사시대 345  

1  청동 시  화

한국 고고학이 사용하는 삼시기법(三時期法 : Three Age System)의 청동기시 (靑

銅器時代)는 그 시작과 종료의 시기와 문화 내용에 하여 여러 입장이 제시되어 있

다. 왜냐하면 청동기시 의 개시시점이 되는 신석기시 (新石器時代)의 종료 시기와 

문화 양상이 불분명하고, 청동기시  종료의 기준이 되는 철기문화(鐵器文化)가 한반

도의 북부에 도래할 때 남한은 순수한 청동기문화가 전성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다. 현재 한국의 청동기시 는 청동기의 사용 여부보다는 정착농경(定着農耕)의 실시

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그 시공적인 범위를 규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알

곡농사와 정착생활의 시작과 무문토기(無文土器)의 사용이 청동기시 의 상한의 기준

이다. 하한은 당연히 철기의 사용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철기사용의 지역차가 크기 

때문에, 순수한 청동기문화를 철기시 로 구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

동기시 의 상한(上限)과 하한(下限)을 획일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소위 청동기시 와 

관련된 문화의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청동기시 의 문화는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한 유형은 

돌 문토기(突帶文土器) 유형, 공렬토기(孔列土器) 유형, 팽이형토기유형, 가락리(可樂

里) 유형, 송국리(松菊里) 유형, 점토 토기(粘土帶土器) 유형 등이다. 그리고 중국 요

령(遼寧) 지방에 중심을 둔 비파형동검문화(琵琶形銅劍文化)도 한반도 청동기문화에 

큰 향을 미쳤다.

이러한 유형 가운데, 돌 문토기유형과 공렬토기유형이 가장 이른 시기인 기원전 

15세기 이전부터 한반도의 북부지방에서 출현하여 남부지방으로 확산하 고, 팽이형

토기유형은 그보다 2~3세기 늦게 서북지방에서 출현하 다. 그리고 이들보다 늦은 

시기에 가락리와 흔암리유형 등 소지역 유형이 한반도의 중부지방에서 출현하 으며, 

기원전 6~7세기경에 송국리유형이 한반도의 중서부지방에서 출현하여 경상도와 전라

도로 확산하 다. 그러나 아직 이들 유형을 담당한 주민들의 상호관계는 불분명하다.

한편 기원전 10세기경에 중국 요령성(遼寧省)의 요하(遼河)를 중심으로 발전한 비파

형동검문화는 한반도에 향을 미쳤으며, 기원전 4~5세기경에 점토 토기문화가 한

반도 중부지방에 출현하여 전국으로 확산하 다. 이러한 시기차를 고려하여 한반도의 

청동기시 를 전기(前期), 중기(中期), 후기(後期)로 나누고 돌 문토기, 공렬토기, 팽

이형토기유형 등을 전기단계로, 송국리유형의 출현부터를 중기로, 점토 토기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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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돌 문토기유형은 아직 기원지와 전파경로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 기원설이 양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북한 지역에 한 조사 불가로 인하여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화는 경남 진주 일원까지 확산하 는데, 최근 

강원도의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류지역에서 많은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이 문화는 각

목돌 문(刻目突帶文)과 절상돌 문(節狀突帶文)을 지닌 평저심발형 무문토기, 장방형 

주거지, 위석식 노지(圍石式 爐址), 장방형 석도, 삼각형 석촉 등 독자적인 고고학적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강과 남한강의 상류역인 강원지역에서는 공렬토기유형과 

취락의 입지가 중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문화는 부분의 유적에서 공렬토기 층위

와 동일한 층위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2008년에 발굴된 북한강유역의 춘천 신매리 유

적에서는 간층(間層)을 사이에 두고 공렬토기보다 아래층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시기적으로 공렬토기유형과 동일하거나 공렬토기유형보다 앞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청동기시 의 가장 이른 문화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

공렬토기유형은 한반도의 동북지방에서 남한 잔역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호

남과 제주도까지 확산한 유형으로 한반도 무문토기문화의 전반부를 표하는 유형이

다. 구연부 아래를 돌아가는 공렬문을 지닌 심발형 무문평저토기와 장방형과 세장방

형(細長方形) 주거지, 무시설식(無施設式) 노지, 마제유경석촉(磨製有莖石鏃)과 마제무

경석촉(磨製無莖石鏃),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 등의 유물조합으로 구성되며, 강원도

의 고인돌 들은 이 집단에 의하여 축조되었다. 공렬토기유형의 문화도 전형적인 정착

농경문화이며 청동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목공구와 무기와 농경도구 등의 발달된 

마제석기를 성용(盛用)하 다.

팽이형토기유형이란 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서북지방에 확산된 유형으로 좁은 평

저와 이중구연(二重口緣)을 지닌 심발형(深鉢形)과 호형(壺形)의 무문토기와 유단석부

(有段石斧)가 특징적이다. 이 집단이 한반도의 중서부지방으로 확산하여 한강 하류 역

을 중심으로 이중구연 심발형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가락리유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

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락리유형의 이중구연요소와 공렬토기의 공렬 문이 합

쳐져서 소위 흔암리(欣岩里) 유형을 형성하 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와 같이 아직 각 유형의 출현과 전파와 복합의 과정은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전

반기에는 체로 돌 문과 이중구연과 공렬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들이 출현하여 남하

하면서 상호 접촉, 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그 기원지와 발생

의 배경은 아직 구명되지 않고 있다. 즉, 이들인 한반도 안에서 자생하 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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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밖의 어디로부터 도래하 는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여러 무문토기문화 유형의 출현은 농경의 확산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들

의 출현으로 한반도의 문화가 수렵어로채집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에서 정착농경을 기

반으로 하는 문화로 이행하 으며, 이러한 정착농경문화는 이후 한반도의 전통문화의 

원형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편 송국리유형은 약 기원전 6~7세기경에 충남지방에서 출현하여 경상, 전라지역

으로 확산하 으며 공렬토기유형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와 일본까지 전파된 유형으로서 

한강유역까지 북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이 유형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원형(圓形) 주거지와 평저무문의 직립호(直立壺) 등의 토기와 삼

각형석도(三角形石刀)와 유구석부(有溝石斧) 등의 석기를 특징으로 하며, 이 유형의 

주거지와 석관묘(石棺墓)에서 소수의 청동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기원지

와 전파경로는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선행하는 무문토기유형에서 변화된 것으로 보

지만 근거가 부족하다.

한반도에 청동기를 소개한 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이다. 이 문화에서 전파된 비파형

동검과 동부(銅斧), 끌 등의 청동기가 한반도의 청동기시 에 해당하는 주거지와 고인

돌과 석관묘에서 출토된다. 돌 문토기유형의 유적에서는 이러한 청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공렬토기유형과 가락리, 흔암리유형의 유적에서도 확실한 출토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송국리유형에 속하는 주거지와 석관묘에서는 비파형동검

과 동부 등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남과 호남의 늦은 시기의 고인돌에서도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다. 이러한 발견 정황으로 보아 비파형동검문화 요소가 한반도에 소개

되는 과정에서 송국리유형의 집단이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유형의 

집단에도 청동기가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청동기시 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기원전 15세기부터 7세기 전후까지는 

정착농경을 특징으로 하고, 청동유물은 기원전 7세기 전후에 비파형동검문화로부터 받

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른바 미송리식(美松里式) 토기의 분포가 서북지방의 청

천강유역까지 한정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일 가 비파형동검문화의 남한계로 보

인다. 이렇게 이웃한 문화로부터 한반도의 무문토기인들은 청동기를 받아 들 으나, 

이러한 소수의 청동기는 희귀품으로 취급되어 고인돌나 석관묘에 부장되었을 뿐, 생활

의 주된 도구는 무문토기문화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발달된 마제석기가 차지하 다.

이와 같이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기가 한반도에서 출현하는 시기는 한반도의 무문

토기인들이 직접 청동기를 생산하 다고 볼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도 논거도 희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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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반도에서 직접 청동기를 생산하 을 뿐만 아니라 청동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

회가 변하고 청동기가 마제석기보다 우세한 도구로 등장하는 시기는 빨리 잡아도 기

원전 5세기경 이후로 내려오는 소위 점토 토기 유형의 등장 시점부터이다. 점토 토

기문화의 등장시기와 출현배경과 전파경로에 하여도 아직 합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원형(圓形)의 점토 (粘土帶)를 지닌 토기가 요령반도(遼寧半島)에

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도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안

으로의 전파 또는 확산 경로에 하여는 이견이 많다. 이 집단이 요령반도에서 서북

지방으로 들어왔는지, 서해안을 따라 충청지방으로 진입하 는지, 아니면 복수(複數)

의 루트로 들어왔는지 불분명하다.

점토 토기문화는 원형점토 를 지닌 평저무문의 발형(鉢形)토기와 장경호(長頸壺)

와 우각형(牛角形) 또는 환이(環耳) 파수부(把手部) 토기와 유구석부(有溝石斧) 및 전

기의 무문토기 주거지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장방형 주거지 등을 특색으로 하며, 이

들이 생산한 소위 세형동검(細形銅劍)을 비롯한 각종 청동기들은 아직 이들의 주거지 

안에서 발견된 예는 없으며, 모두 석관묘과 토광묘(土壙墓)에서 출토되고 있다.

표적인 청동기는 세형동검 외에 장방형 동부, 동모(銅鉾) 등의 무기와 다뉴세문경

(多紐精文鏡), 검파형동기(劍把刑銅器), 방패형동기(防牌形銅器), 농경문청동기(農耕文

靑銅器), 청동방울 등의 의례용구(儀禮用具)가 많다. 이 문화의 묘제는 무문토기문화

의 고인돌과는 계통이 다르며, 비파형동검문화의 석관묘와 기본구조가 같은 석묘(石

墓)와, 이러한 석묘보다 늦게 출현한 토광목관묘(土壙木棺墓)이다.

이 문화의 분포범위는 청천강 이남부터 제주도까지로 무문토기문화의 분포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주거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다르다. 무문토기문화의 주거지는 

강과 하천의 충적 지나 산자락이 끝나는 낮은 구릉지 에 자리 잡는 반면, 세형동검

문화의 주거지는 충적 지나 저구릉보다 산 쪽으로 더 들어간 정상부나 경사면에 위

치한다. 또한 무문토기문화의 취락이 보통 20~50기 내외의 주거지로 구성되는 반면, 

세형동검동문화의 취락은 5~10기 내외의 주거지로 구성되며 개별적인 주거지의 크기

도 무문토기문화의 주거지보다 작고 구조도 단순하다.

한편 점토 토기문화와 세형동검문화는 동일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최근 일각에서 점토 인들이 먼저 한반도에 들어온 후 1∼2세기 후에 세형

동검을 비롯한 청동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 

안에서 청동기를 사용하기 전의 점토 토기 유적과 청동기 사용 이후의 점토 토기 

유적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집단이 이룩한 토기와 청동기 주거지 등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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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것에 한 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점토 토기문화의 등장을 기점으로 한국 청동기시 의 후반기가 시작된다. 즉, 전반

기가 청동기가 없는 정착농경이 특징이고, 중기에 요령 청동기가 소개되는 시기라면 

후기는 발달된 청동기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후 기원전 3세

기경에 철기(鐵器)가 도래하면서 무기와 생산도구로서의 기능을 철기가 체해 나아가

고, 청동기는 점차 의기화되면서,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도 점차 쇠퇴하여 철기문화로 

넘어간다.

진(한림 학  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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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동 시  사회상

앞 장의 ‘청동기 시 의 문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청동기시 는 여러 문

화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종족이나 주민의 차이

에서 비롯한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동일한 종족과 주민 안에서 나타나는 시기지역적

인 변이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요령 지방

에 중심을 둔 비파형동검문화와 한반도의 점토 토기문화 또는 세형동검 문화, 그리

고 무문토기문화라는 세 유형은 종족의 차이를 반 하고, 한반도의 소위 공렬토기유

형, 팽이형토기유형, 송국리유형 등은 주민의 차이를 반 하고 있으며, 가락리유형, 

흔암리유형 등은 같은 주민 안에서의 지역적 차이를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크고 작은 유형들의 상호관계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제 유형들의 시회상

은 고고학적 유물조합에 반 되어 있다.

먼저 소위 비파형동검문화 또는 요령식동검문화를 살펴보면, 기원전 10세기경에 요

하유역에서 출현하여 요동과 요서에 확산한 문화로서 한반도에도 그 향을 미친 문

화이다. 이 문화가 한반도에 향을 미친 시기는 한반도 유적의 발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략 기원전 7세기 전후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에는 기원전 

15세기 이전에 소위 무문토기문화가 출현하 다. 이러한 무문토기문화의 유형가운데 

공렬토기유형과 팽이형토기유형, 가락리와 흔암리유형 등은 전기단계의 유형으로 상

한이 15세기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이러한 전기유형들이 출현한 후 수 세기 후에 비

파형동검문화의 향력이 한반도에 미치고, 기원전 6~7세기 전후에 한반도의 중부지

방에서 송국리유형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4~5세기 전후에 점토 토기문화 

또는 세형동검문화가 출현한다. 그 후 기원전 3세기경부터 철기문화가 도래하면서 청

동기시 가 끝나고 철기시 로 넘어가는 것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출현 시기로 보면, 한반도의 무문토기문화, 요령지방의 비파형동검문화, 송

국리유형 문화, 점토 토기문화의 순서가 된다. 이러한 출현시기와 고고학적 문화 내

용을 비교하여 공렬토기, 팽이형토기, 가락리, 흔암리유형 등을 청동기시 의 전기단

계로, 송국리유형을 중기단계로, 그리고 점토 토기문화를 후기로 보고, 비파형동검문

화는 전기후반과 중기단계에 한반도의 여러 유형의 문화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시차를 보이는 여러 유형들은 사회의 성격과 구조 및 

생활방식 등에 있어서 상사성과 상이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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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 의 전기에 해당하는 무문토기문화는 수렵어로채집을 근간으로 한 소위 

신석기시 의 유문토기문화를 점진적으로 흡수, 통합하 다. 북쪽으로는 두만강유역의 

함경북도와 동강유역의 평안도로부터 남쪽으로는 제주도에 이르기까지의 범위를 분

포권으로 하는 무문토기문화는 농경정착생활을 위한 문화이다. 무문토기문화인들은 

동강, 한강, 금강, 낙동강, 산강 등과 같은 한반도의 큰 강변에 형성된 넓은 평야

와 저 구릉지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지천과 지류 변의 충적 지 위에 정착취락을 

형성하 다. 이들은 농경생산력과 확립된 사회체제 및 안정된 정착생활을 기반으로 

삼아 이전의 신석기시 에는 실현이 불가능했던 확고한 묘제 전통인 지석묘(支石墓)를 

축조하 다.

이와 같이 무문토기문화는 이전 시기의 신석기문화, 즐문토기문화, 또는 유문토기문

화 와는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전통과 사회집단에 있어서 독자성을 갖추고 있

기 때문에 삼시기법(三時期法)에 따라서 청동기시 로 간주하는 수준에서 나아가서, 

최근 들어 ‘무문토기시 ’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독립된 시 로 설정하려는 움직임

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무문토기문화에 속하는 여러 유형들의 분포 범위는 체로 파악이 되고 있지

만, 여전히 상호간의 연결 관계는 불분명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팽이형토기유

형은 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에 문화권을 이룩하고 있으며, 공렬토기유형

은 동북지방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하 고,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에서 

두 유형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문토기문화의 모든 크

고 작은 유형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이전의 신석기 즐문토기, 또는 유문토기문화에서 볼 수 없었던 호형(壺形)과 

발형(鉢形) 토기의 기능적 조합이 수립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착농경사회의 용기문화

(容器文化)를 반 하는 것으로서 저장, 운반, 요리 등의 용도별 그릇 사용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모든 무문토기들은 무문양(無文樣) 원칙을 고

수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수렵･어로･채집을 위주로 한 사회의 기하문(幾何文) 또는 

유문(有文) 전통과는 조적인 특징으로서 두 사회 집단이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

족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무문토기문화가 시공적으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아직 상호간의 관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본적으로 정착농경 

문화전통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통된 전통은 마제석기(磨製石器)에도 나타난다. 모든 무문토기 유적에서는 

칼, 도끼, 화살촉, 끌, 반월형 석도 등 ‘무기-농경도구-목공구’로 구성된 발달된 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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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조합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전의 신석기시 에는 볼 수 없었던 마제석검이 무

문토기인들의 거의 모든 취락 안에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있는데, 이것은 개별 취락

마다 일정한 사회적 위계질서가 수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혈연을 기본으로 하는 

정착농경취락사회의 씨족장이나 부족장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의 정치적 주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패용했던, 일종의 사회적 기능을 상징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마제석

검의 사회적 기능은 청동기시  후기의 세형동검문화 단계에는 세형동검을 비롯한 각

종 청동기가 담당하게 된다.

고고학적 현상 중에서 사회의 성격과 특징을 가장 잘 반 하는 것은 무덤이다. 이

러한 보편적인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가 다름 아닌 무문토기문화인들이 축조한 지석묘

이다. 지석묘의 분포를 보면, 간혹 한두 기만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나 적게는 수 기, 

보통은 수십 기, 많게는 수백 기가 군집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반도 안에서 지석묘가 

가장 집중된 지역은 호남지방인데, 전남(全南)에서만 총 1900여 군에 16,000여 기가 

보고된 연구사례가 있다. 서북지방에도 호남지방에 비견될 만큼의 집중현상이 나타나

고 있으며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에 분포한 숫자를 합치면 전국적으로 적

어도 오만 기 이상이 존재하 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지석묘의 분포양상에는 일정한 특색이 나타난다. 수백 기 이상이 모여 있는 

규모 군집은 한반도의 서북지방과 호남지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내륙의 산간지

방이나 동지방과 같이, 산세가 발달하거나 평야가 좁은 지역에서는 수 기 또는 십 

여기 정도가 소규모 군집이 부분이라는 점이다. 즉,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동

해안 지방보다는 평야가 발달한 서해안 지방에, 산간내륙 지방보다는 강변의 평야지

에 더 큰 규모의 지석묘 군집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석묘의 분포현상은 무문토기인들의 취락과 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정착

농경사회에서는 집단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취락의 크기가 커지고 그만큼 무덤의 숫자

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해당 마을과 무덤의 연고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취락으로

부터 멀지 않은 거리에 해당 집단의 무덤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락과 

무덤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취락은 지하에 잠재(潛在)하고 있지만 지석묘

는 그 거 한 상석이 모두 지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석묘의 분포와 군집양상

을 통하여 해당 취락의 분포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지석묘의 규모와 분포는 세형동검문화를 제외한 청동기시  또는 무문토기

시 의 사회성격과 구조를 추정하는데 가장 확실한 고고학적 근거가 된다. 현재 이 

문제에 하여는 계급사회(階級社會 : Stratified Society)와 평등사회(平等社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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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alitarian Society)로 보는 두 입장이 모두 제기되어 있다. 계급사회로 보는 관점은 

북한 학자들의 통설이며, 남한의 일부 학자도 그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무문토기-정착농경사회란 다름이 아닌 청동기시 이고 청동기시 는 그들의 역사발전

공식에 의할 때 부가장적(父家長的)인 계급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 의하면 청

동기시 의 표적인 묘제인 지석묘는 자동적으로 계급사회의 지배자 계급의 무덤이 

된다. 남한학계의 계급사회론적 관점도 이와 비슷한데, 지석묘는 무문토기인들이 축조

하 으며, 무문토기사회는 삼시기법상 청동기시 에 속하므로 계급사회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무문토기문화를 세형동검문화와 서로 다른 문화단위로 

구분하고 있지만, 두 사회의 성격을 청동기시 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이다. 즉, 청동기시 의 후기에 출현한 세형동검문화를 담당한 사회는 무덤이나 

청동기의 성격에 비추어 계급사회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에 속하는 무문

토기사회를 별다른 검증 없이 계급사회로 일반화하는 것이 문제이다.

계급사회론적 관점의 고고학적 근거로는 지석묘의 규모와 특수한 구조가 거론되고 

있다. 지석묘는 무덤방 위에 올려놓는 거 한 상석의 규모로 볼 때 수십 명 이상의 

장정(壯丁)을 일시에 동원해서 축조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동원과 획일적인 통

솔권한을 지닌 권력자의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모든 

지석묘는 한 사람만을 묻는 무덤인데, 한 사람을 묻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

원하고 거 한 규모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권력층 또는 지배계급에 속하지 않고서

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사회론은 일차적으로는 지석묘 상석의 거 한 크기가 주는 특별한 인상

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지석묘는 청동기시 의 무덤이라는 전제와, 청동기시 에는 청

동기가 사용되었는데 그러한 청동기는 특수한 권력층의 전유물이라는 것, 따라서 청

동기시 란 청동기를 독점할 수 있었던 권력층이 존재했던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청동기시 의 무덤인 지석묘는 그러한 지배층의 무덤이라는 소위 ‘삼시기법 문

화해석’이 바탕에 깔려 있다.

평등사회론의 고고학적 근거로는, 무문토기사회의 유물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균

일성과, 지석묘들의 규모와 구조와 무덤방의 크기 및 부장품(副葬品)에 나타나는 균등

성과 지석묘의 총숫자 등이 거론된다.

유물과 유적에 나타나는 균일성을 보면, 극소수의 천연 옥제품을 제외하면, 무문토

기사회의 토기와 석기 등 모든 유물은 제작기술의 수준이나 재료나 용도에 있어서 동

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극소수 천연 옥제품은 신분상징구라기보다는 장식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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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것으로서 이러한 장신구는 이전의 신석기시 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마

제석부나 마제석검, 마제석촉은 재료의 질이나 제작기술의 수준이나 물건의 형식에 

있어서나 희소성의 측면에 있어서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것을 찾

아보기 어렵다. 즉 무문토기사회에서 사용된 석기들은 모든 면에서 놀라울 정도의 균

등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제석검은 일정한 신분적 기능을 담당하 을 것으로 보이지

만, 그러한 신분이란 계급화된 권력의 독점적 전유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

기 어려운 이유는 마제석검은 지석묘뿐만 아니라 모든 무문토기 주거지 안에서 발견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급화의 증거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량(所有量)의 차이다. 

즉 계급사회에서 권력의 차이는 동등한 물건이라도 누가 더 많이 소유하 는지의 차

이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유량의 차이란 평등사회에서도 개성과 능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소유량의 차이를 고고학

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물론 이러한 소유 능력의 차이가 정치권력 화되고 그것이 

제도화되어 계급사회로 성장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

은 무문토기사회의 오랜 발전과정의 후반이나 외부의 향으로 나타난 결과이지 초기

와 전기의 사회구조는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석묘의 분포와 구조와 부장품을 관찰하면, 우선 계급사회 지배층

의 무덤으로 간주하기엔 그 숫자가 의문스럽다. 지석묘 총숫자는 전남지방에서만 

16,000기가 넘게 확인되었고 한반도 전체로는 최소 5만기를 넘는다. 즉 국가라는 계

급사회가 존재한 역사시 가 아닌 선사시 의 사회에서 지배층의 무덤이 5만기 이상

이 발견되는 반면, 그보다 더 수가 많았을 일반 중의 무덤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희귀한 고고학적 현상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상석의 크기에 무관하게 모든 지석묘의 무덤방은 예외 없

이 일인매장용(一人埋葬用)의 크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구조

에 피장자의 신분이 반 되는 방식의 하나는 무덤방의 크기가 확장되는 것이다. 무덤

방이 커짐으로서 축조기법상 필연적으로 무덤 전체의 규모가 커지고 설계가 복잡해지

는데, 그 주된 이유는 피장자의 신분에 걸맞은 양과 질을 갖춘 부장품을 함께 매장하

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석묘의 경우는 무덤방의 크기가 동등하며, 더 나아가서 부장품도 뚜렷한 

균등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석묘에서 발견되는 석기는 마제석부, 마제석촉, 마제석검 

등으로 제작법이나 형식이나 수량까지도 균등하다. 이와 같이 지석묘의 부장품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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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등등한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의 무덤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거 한 상석

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오히려 평등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협동심과 공

동체의 단결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극소수의 지석묘에서 비파형동검 등의 청동기가 출토되는 것은 후술할 비파형동검

문화의 향을 받은 것으로서, 비파형동검문화가 출현하는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한

반도의 지석묘 사회에 유입된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지석묘사회는 청동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마제석기를 성용했던 사회에 해당한다. 나아가서 후 에 가서 요령청

동기요소가 유입된다고 해서 지석묘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구조가 변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도 희박하다. 지석묘 사회의 본격적인 변화는 아무리 빨라도 

기원전 5세기 이후의 세형동검문화의 도래 이전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지석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이보다 늦은 철기문화의 도래 시점부터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의 무문토기문화에 향을 주고 청동기를 소개한 문화는 비파

형동검문화이다. 이 문화는 현 중국 요령성(遼寧省)의 요하(遼河)를 중심으로 동쪽의 

요령반도와 서쪽의 요서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무 로 독자적인 문화로 성장하

다. 이 문화는 비파(琵琶)처럼 생긴 독특한 동검을 사용하 다. 이러한 비파형동검은 

검병(劍柄)과 검신(檢身)을 별도로 주조(鑄造)하여 조립해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동일시

기에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에서 사용된 동검과는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과 중국에서는 비파형동검을 표지유물로 삼고, 이와 함께 동부(銅斧)와 동촉

(銅鏃) 등 각종 청동기를 사용한 집단의 문화를 비파형동검문화, 요령식동검문화, 또

는 곡인단검문화(曲刃短劍文化) 등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이 문화는 기원전 10세기까지 

소급하고 있으며 기원전 3~4세기경에 철기문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존속의 시기는 한반도의 무문토기문화와 오랜 기간 동안 중복되지만 지리적 

범위, 유물조합, 생활방식, 묘제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구분된다.

두 문화를 비교하면, 무문토기문화가 정착농경민적 사회인 반면, 비파형동검문화는 

반농반목적(半農半牧的) 사회로 비된다. 이러한 차이는 지리적 차이에서 비롯한 것

이다. 즉, 한반도는 지형･지리적으로 중국의 중원(中原)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경에 유

리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 에 속한 반면, 요령지역은 농경과 목축의 혼합지역에 속하

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지석묘의 사회적 성격에 한 추론과 같이, 한반도의 무문토기-정착농경

사회가 사회체제상 평등적인 사회인 반면, 비파형동검문화를 담당한 사회는 계급적 

특색이 강한 성격과 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무덤과 부장품의 양상에 분명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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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사회성격의 차이는 청동기의 사용과 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마제

석기는 재료의 구득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제작기술도 용이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용구에 해당하지만, 청동기를 비롯한 금속기는 재료의 구

득이나 제작공정을 고려할 때 특수한 계층이 독점했던 도구로 사용되었을 역사적 개

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무문토기문화는 한반도에서, 비파형동검문화는 요동과 요서를 중심으로 

하는 요령지방에서 각각 성장하 으며, 체로 압록강과 청천강의 사이를 상호 권역

의 경계로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상호관계로 인하여, 한반도의 무문토기 유적에

서 비파형동검이나 동부와 같은 청동기가 한두 점씩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공존

의 단계는 무문토기문화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체제가 향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요령청동인들의 청동기가 무문토기사회 안으로 소개되었던 시기에 해당한다.

비파형동검문화를 위한 사회의 주된 묘제는 석관묘와 적석석관묘이다. 그중에서 

요령성여 시후목성역(遼寧省旅大市後牧城驛)의 강상묘(崗上墓)와 누상묘(樓上墓) 등과 

같은 무덤에는 이 사회의 특성이 잘 반 되어 있다.

강상묘는 4m 높이의 낮은 언덕위에 조성된 무덤으로 언덕의 정상에 돌담을 쌓아서 

동서 19m, 남북 20m 규모의 방형의 묘역을 조성하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묘곽(墓槨)

을 배치하 다. 총 23기의 묘곽이 확인되었는데, 중심부에 주곽(主槨)이 배치되고 주

곽을 가운데 두고 방사상으로 부곽(副槨)들을 배치한 후 자갈과 흙으로 봉토(封土)를 

조성하 다. 한 부곽에서는 화장(火葬)된 18개체 분의 인골이 검출되었으며, 모두 23

개의 부곽 안에서 140여 개체 분의 인골이 확인되었다.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청동촉, 

청동창 외에 청동 고리, 팔찌, 비녀 등 각종 장식품이 토기와 석기와 함께 출토되었

다. 연 는 기원전 8∼7세기로 추정되는데, 원래 부장된 청동기의 수량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상묘는 강상묘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는데, 무덤구조는 강상묘와 

마찬가지로 다인장(多人葬)의 적석석관묘이다. 동서 30m, 남북 24m 크기의 묘역 안에 

묘곽들을 배치하고 그 위에 자갈과 흙으로 봉토를 조성한 것이다. 파괴가 심하여 10기

의 묘곽만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출토유물로는 비파형동검, 청동도자, 청동

끌, 단추장식, 검병두식, 송곳, 방울, 반원형장식, 장방형장식, 고리 팔찌 등이 있다.

이 두 무덤의 구조와 부장품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이 무덤의 주인공들이 속한 

사회에는 순장 풍습이 존재하 으며, 풍부한 청동기 부장품과 주곽, 부곽의 배치 등으

로 미루어 볼 때, 그 사회는 신분상의 분명한 격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임을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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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여준다. 요령청동기사회의 다른 무덤들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무덤의 기본적

인 구조와 부장품의 성격은 동일하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발견된 요령 청동문화의 무덤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강상과 누

상의 무덤을 최상위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들은 각종 청동무기로 무장

한 무사(武士) 당사자 거나 혹은 그러한 무사들을 거느리던 지배자 을 것이며, 청동

기와 함께 부장된 인골들은 그러한 지배자나 무사계급보다도 낮은 신분에 속하는 자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령 청동 사회에는 최소한 수장(首長)과 무사계급(武士階級)이라는 두 지배

계층과 순장이 가능한 노예(奴隸)와 같은 신분의 피지배자층으로 구성된 3계급의 신

분체계가 존재하 거나, 혹은 적어도 무사와 피지배자층이라는 2계급의 신분체계가 

존재하 다고 상정할 수 있다. 나아가서 각종 청동무기로 무장한 무사의 모습은 실전

(實戰)에 임하는 자세이지, 종교의례(宗敎儀禮)를 집행하기 위한 치장(治裝)이 아니라

는 점을 주목할 때, 요령청동기사회는 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직접 전투를 수행

했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집단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견된 요령식 청동기들은 이러한 요령지방의 양상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요령지방에서는 동검뿐만 아니라 거울, 도끼, 칼, 끌, 화살촉, 심지어

는 마구부속(馬具附屬)과 각종 장식품(裝飾品)이 어우러져서 일정한 청동유물조합의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비파형동검이나, 도끼나 단추, 거푸집 등

이 여러 유적에서 유리된 상태로 개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개별적인 

청동기가 출토되는 유적도 정형성(定型性)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평북 미송리

동굴의 퇴적층에서 부채꼴도끼가, 충남 부여 송국리의 주거지 안에서는 도끼의 거푸

집파편이, 여수반도와 전남 보성강유역의 고인돌 안에서는 비파형동검이, 원산일원에

서는 청동도끼의 거푸집이, 강원도 속초 조양동에서는 선형동부가 무문토기문화의 일

반적인 석기들과 함께 공반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무문토기사회에서 비파형동검문화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물

물교환이나 요령청동사회의 성격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령청동기인들은 

강력한 청동무기와 탁월한 전투역량, 그리고 무사계급과 그 예속자들 사이의 일사불

란한 위계질서를 갖춘 집단이었기 때문에 종종 한반도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을 것이

며, 그 과정에서 청동유물이 한반도에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침입자들은 

아직 인구규모나 정복능력의 면에서 한반도의 일정 부분을 장악할 만큼의 강 하고 

규모가 큰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반도 안에 그들의 세력권을 이룩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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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한반도 출토 요령식 청동기의 존재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청동기의 

유입으로 인하여 한반도 무문토기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구조나 생활방식이 변화를 보

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요령청동기사회와 무문농경사회와 동시에 관련되면서 고고학적

으로 독자적인 특색을 보이는 문화가 세형동검문화 또는 점토 토기문화이다. 이 문

화는 한국식동검문화, 좁은놋단검문화, 한반도식동검문화로도 불린다. 이 문화의 중심

은 청천강 이남의 한반도이며 현재까지 한반도의 서북부, 서남부, 동남부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동지방에 이르기까지 전지역에서 골고루 발견되고 있다. 이 문화는 략 

기원전 5세기 전후에 한반도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화도 비파형동검문화나 

무문토기문화와 마찬가지로 청동기와 석기, 또는 토기로 구성되는 나름 로의 독특한 

유물조합을 지닌다. 이 문화의 기원지로는 요령반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한반도 안으

로의 유입이나 전파경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문화의 표적인 청동기는 세형동검 외에 장방형동부(長方形銅斧), 동모(銅鉾) 

등의 무기와 다뉴정문경(多紐精文鏡), 검파형동기(劍把刑銅器), 방패형동기(防牌形銅

器), 농경문청동기(農耕文靑銅器) 등의 의례용구가 많다. 표적인 토기로는 점토 토

기(粘土帶土器), 흑도장경호(黑陶長頸壺), 우각형파수부호(牛角形把手附壺)가 있다.

세형동검문화의 무덤은 지석묘와는 계통이 다르며, 오히려 비파형동검문화의 석관

묘와는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다. 이 문화는 주거지에서도 나름 로의 특색을 보인

다. 우선 분포범위는 청천강 이남부터 제주도까지로 무문토기문화의 분포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주거지의 입지조건은 차이가 있다. 무문토기문화의 주거지는 강과 

하천변의 충적 지나 산자락이 끝나는 낮은 구릉지 에 자리 잡는 반면, 세형동검 문

화의 주거지는 평지보다는 오히려 산 쪽으로 더 들어간 고지 의 정상부나 경사면에 

위치한다. 또한 무문토기문화의 취락이 보통 20~50기 내외의 주거지로 구성되는 반

면, 세형동검문화의 취락은 수기 또는 십여 기 내외의 주거지로 구성되며 개별적인 

주거지의 크기도 무문토기문화의 주거지보다 작고 구조도 단순하다.

세형동검문화는 기원전 3세기경에 철기(鐵器)가 도래하면서 쇠퇴하여 철기문화로 

넘어간다. 따라서 그 출현기인 기원전 5세기부터 불과 300년 동안에 청천강 이남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전파속도로 미루어 볼 때 정

착농경민인 무문토기문화보다는 기동력이 큰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형동검은 비파형동검이 발전한 것이며, 다뉴정문경(多紐精文鏡)도 

요령 청동기 조합의 다뉴조문경(多紐粗文鏡)에서 발전한 것이고, 장방형동부(長方形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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斧)도 선형동부(扇形銅斧)에서 변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는 요

령청동기조합에서 변화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기에는 마구부속품(馬具附屬品)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

형동검문화의 청동기에서는 마구부속품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비파형동검문화에서

는 실용성이 강한 검, 동부, 화살촉 등의 무기가 다수를 차지하나 세형동검문화의 청

동기에는 제작기술이 뛰어난 장식용구와 의례용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조

문경에서 더욱 정교해진 정문경, 치 한 문양으로 장식한 동령(銅鈴)과 상징적인 기하

문과 동물문과 풍경을 담은 농경문청동기와 방패형동기, 검파형동기, 나팔형동기 등은 

모두 순수한 장식용구나 의례용구에 속하는 것들이다.

세형동검도 실전무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기에는 그 질이 

견강(堅强)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식성에 치우쳐 있다. 예를 들면, 동검의 자루 

끝에 부착된 검파두식(劍把頭飾)의 경우, 요령식 동검의 육중한 형태에 비하여 세형동

검의 검파두식은 예술적 수준의 장식성을 살리고 있다. 그만큼 세형동검은 비파형동

검에 비하여 살상용 무기로서의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비파형동검문화의 청동기와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의 접한 관계는 세형동

검문화가 비파형동검문화에서 유래하 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언제 요령의 어느 지역으로부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한반도의 어느 지역으

로 도래하 는지를 밝히려면 앞으로 북한 지역에 한 조사의 진전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세형동검문화의 출현과 사회적 성격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이고 거

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비파형동검문화의 분포지 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새외민족(塞外民族)

의 무 다. 그러한 색외민족들의 한반도와 중국에의 진출은 항상 무력에 의한 공격

적인 사건이었다. 고구려(高句麗)의 중국과의 관계가 그러하 고, 흉노(匈奴), 몽골(蒙

古), 여진(女眞) 등 북방민족의 중국과 한반도로의 진출이 그 표적인 예이다.

비파형동검문화에서 세형동검문화가 출현하여 한반도로 확산하는 현상도 이러한 역

사적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세형동검문화인들이 한반도

에 진입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맞부딪치는 무문토기사회를 제압하면서 한반도 안에서 

세력을 확장시켜 갔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에게 복속당한 무문

토기인들은 새로운 사회구조 안에서 일정한 신분계층으로 편입되어 갔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그 결과 세형동검문화인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확립되어 가면

서 과거에 생존의 도구로 사용했던 청동제 무기들은 더 이상 살상 무기로서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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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게 되었으며, 이를 더욱 세련되고 화려한 신분 상징구로 변모시켜 사용한 것으

로 보인다.

세형동검문화인들의 세력확장과정은 특히 한반도 안으로 철기가 도입되면서 더욱 

강력하고 빠르게 전개되었다. 철기는 세형동검문화의 사회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밖

에 놓인 무문토기사회에도 수용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북지방에 거점을 둔 세형동검

사회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먼저 국가체제를 이룩하고, 이 사회는 역사상 한반도 최

초이자 최고(最古)의 국가인 고조선(古朝鮮)으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 청동기 의 사회의 성격과 구조 및 발전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

면, 호혜평등적 사회인 한반도 청동기시 의 초기와 전기 및 중기의 무문토기사회는 

중기부터 이웃한 계급사회인 요령청동기사회와 교류･공존하다가, 기원전 5세기경에 

계급사회인 세형동검집단이 도래하여 복합사회를 이룩하 으며, 이러한 계급적 복합

사회는 철기문화의 도래를 전후하여 더욱 발전하여 서북한을 중심으로 계급사회의 완

성단계인 국가체체를 이룩하 다.

진(한림 학  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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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동 시  생활상

1. 생계경

청동기시 는 농경이 가능한 지리적환경을 갖춘 한반도의 전체 지역을 문화권으로 

하여 도작을 포함한 알곡농경의 실시, 지석묘 축조, 마제석기의 성용, 무문토기의 사

용, 정착취락의 성립 등으로 특징져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생계경제는 수

렵･채집에 주로 의존하던 신석기시 와는 달리 농경이 주요 식생획득수단으로 이용된

다. 이러한 식량자원획득수단의 특징적인 변화는 생활 전반에 걸쳐 부수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도구의 개선 및 기능의 변화를 파생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문화내용의 

변동을 촉발하여 종국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회적 변동은 사회구성체와 사회체제 그리고 경제 등이 변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청동기시 가 이전 신석기시 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게 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지역

에서 확인된 청동기시 에 한 고고학적인 자료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

는 구체적인 변화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도구의 변화와 주거환

경의 변동 그리고 문화내용의 다양성 등으로 당시 사회상의 일면을 알 수 있다. 특히 

청동기시 에 들어와 굴지구 및 수확구 등의 농경관련 도구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주

거구역에서 곡물의 출토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 인력동원이 가능해야 하는 지석

묘의 축조가 활발해지고 있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신석기시 와는 다른 문화를 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경 중

심의 사회적 기반에 가축사육이나 어로, 수렵 등 기존의 자원을 병행하여 신석기시

보다 안정된 생계경제가 이루어진 사회 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계경제의 다

양성은 농경이 중요시되면서 농한기 및 농번기에 따른 식생수단의 선택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을에서 봄에 이르는 기간의 식량이 곤궁한 시점에서 

체적이거나 보조적인 생계수단이 선택되어지고 이러한 농경 사이클에 맞추어 식생

의 선택적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 생산경  달

청동기시 의 생산경제는 출토된 유구와 유물, 그리고 곡류의 탄화물 및 동식물유

체 등을 통해 알 수가 있다. 현재까지 알게 된 사실은 신석기시 에 농경이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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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청동기시 로 들어와 농경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경작물 또한 다양해지고 농경의 

확 와 더불어 저장 및 가공의 기술적 측면도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로, 수렵 및 가축사육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도 알 수가 있다.

청동기시 의 농경은 잡곡 중심의 농경에서 점차 벼농사 중심의 농경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 내의 저장시설이 보다 다양하고 수적으로 확 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경작도구도 이에 따라 이전보다 발달하고 있으며 취락의 입지에 따른 생산 

공간의 이용여건에 따라 수전 등 다양한 경작방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

다. 이러한 증거는 강원도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춘천의 천전리유적에서는 각

종 경작유구가 확인되는 가운데 수로 및 ‘두들논’의 존재도 확인되어 수전농경의 적극

적인 증거로 알려지게 되었다.

수렵의 경우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처럼 짐승들을 사냥하던 차원에서 함정 등의 설

치로 짐승을 포획하는 단계로 발전하 으며 이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단백질 

확보뿐만 아니라 맹수류로부터 취락을 보호하는 방어적인 기능도 함께 이루어져 이전

시기보다 안정적인 식생의 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생활을 유하 을 것으로 보인다. 

어로의 경우에는 이전 약탈경제에서 가졌던 중요성이 농경의 발달 및 수렵의 발달로 

인해 상 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석기시  낚시 등의 유물이 청동

기시 에서는 사라지고 어망추 등의 유물만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량으로 어획하

는 방법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채집방식은 어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조류를 사냥하는 방법에도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동기시 에는 농경이 신석기시 보다 발달하여 잡곡 중심에서 점차 벼농

사 중심의 농경으로 변화하고 점차 수전농경이 확 되고 있으며 수렵의 경우, 함정 

등의 사냥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단백질 확보와 더불어 맹수류로부터 취락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2) 경

청동기시 의 농경의 증거는 크게 경작도구의 출토, 경작유구의 확인, 출토된 탄화

곡물 등의 유체 등으로 알 수가 있다. 농경의 발달은 신석기시 의 채집경제에서 농

경으로, 야생에서 순화된 작물의 인공적 재배, 농경도구의 개발 및 개선 등으로 이루

어지며 이러한 농경의 발달로 집약적인 농경이 이루어지고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면서 인구의 증가 및 취락의 집중을 가져오게 된다. 농경기원에 한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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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이주설’과 ‘인구압설’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론적인 논의가 현재는 많이 부족

하다. 신석기시 의 수렵채집단계(자원획득단계)에서 집약적 농경단계(자원생산 단계)

로 전이되는 양상은 단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변화선상에 위치

하며 여러 교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 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

한 이론적 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1)

지금까지 알려진 농경의 직접적 증거로는 쌀을 비롯한 보리, , 팥, 귀리, 수수, 

기장, 콩, 조 등의 곡식이 재배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들 곡식이 출토된 지역은 주

로 청동기시  주거지 등이며 이와 더불어 이들을 재배했을 것으로 보이는 논 또는 

밭 유구에 한 발굴조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확인된 청동기시 의 논과 

밭은 전기와 후기에 따라 그 입지 및 유구형태, 그리고 규모 등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는 농경의 확산 또는 발달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전 시기인 

신석기시 에는 농경에 관련한 논과 밭 등이 확인된 바 없으며 출토된 곡물은 조, 기

장 등 종류도 빈약하고 출토량도 희소하다. 또한 출토지역도 제한적이다.

청동기시  농경이 이루어진 논의 경우, 전기에는 구릉사면 말단부의 개석곡저, 범

람원의 배후습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후기에는 구릉사면 말단부의 개석곡저, 중소

하천 범람원 배후습지를 비롯하여 곡간평야까지 확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기 논

의 형태는 계단식, 소구획의 부정형이며 논에 물을 던 수로시설만 확인되는 반면에 

후기에는 수로시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전기에는 자급자족의 농경이 이루어지던 것이 

후기로 갈수록 잉여생산물이 발생하는 등2) 논 경작에 있어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농

경이 발전하고 생산량이 증 되는 것으로 추정 할 수가 있다. 전기 논 유적으로는 울

산 야음동 유적, 양 금천리 유적을 들 수가 있으며 후기의 논 유적으로는 울산 옥현 

유적, 논산 마전리 유적, 부여 구봉리 유적, 보령 관창리 유적 등을 들 수가 있다. 

밭경작의 경우, 전기에는 구릉정상부와 충적지에서 경작되던 것이 후기로 오면서 

개석곡저까지 경작지가 확 되고 있으며 전기에는 주거지와 인접하여 농경이 이루어

지다가 후기에는 별도의 공간에 경작지를 마련하는 등 경작지의 확 되는 양상이 뚜

렷해진다. 이와 더불어 농경지의 규모도 소규모 텃밭 및 화전경작에서 규모 경작지

로 변화되고 수확된 곡물의 경우에서도 전기에는 쌀, 조, 기장, 수수, 보리, , 콩, 

팥 등이 경작되다가 후기에는 피, 귀리 등의 경작물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와 같이 밭경작에 있어서도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경작지의 확 , 경작물의 다양화, 

생산량의 증 가 이루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전기 밭 유적으로는 청도 송읍리유적

을 들 수 있으며 후기의 밭 유적으로는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진주 평리유적,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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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상 경작유구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춘천 천전리 경작 및 함정유구 전경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평거동유적, 양 살내유적, 진안 여의

곡유적, 마산 진동유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경작유구와 더불어 주거

지 유적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

타나는데, 먼저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

록 형의 주거지보다 중소형의 주거

지가 건축되어지고 이들 주거지의 취

락규모가 소형보다 규모 취락이 많

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후기로 

갈수록 환호가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주거지 내부에 설치되던 저장시설이 주거지 외부에 고상가옥 및 저장수혈 등

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점차 집

약적인 농경이 이루어지고 생산량이 증가하여 보다 큰 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으

며, 인구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밭경작은 논 경작에 비

해 농경지 조성이 쉽고 재배기술이 비교적 단순하여 쉽게 경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작

물을 동시에 경작할 수 있는 이점으로 규모 경작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안

정된 식생을 확보하는 데에 밭경작이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지역에서 확인된 경작유적은 춘천 천전리유적으로 북한강 상류에 형성된 충

적지에 입지한 유적으로 청동기시  주거지 74기, 주구묘 16기, 함정 147기, 수혈유

구 260기, 경작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경작유구로는 구상 경작유구, 소형 수혈군, 반

구상 경작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구상 경작유구와 소형 수혈군은 밭 경작유구

로, 반구상 경작유구는 논 경작유구로 

보고되어 있다. 논 경작유구로 보이는 

반구상 경작유구는 저습지 연변에 입

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전체 약 5,500

㎡의 범위로 추정되고 유구는 반구상

의 형태로 확인되며 최소 2차례에 걸

쳐 경작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작층 하단의 기반층은 망간립

이 혼입된 사질점토가 북쪽에서 남쪽

으로 약간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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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으로 갈수록 산화철의 농도가 강해진다. 1차 두둑의 높이는 25~35㎝ 정도이며 2

차 두둑의 높이는 15~20㎝ 정도이다. 이 두층에 하여 식물유체를 검출하고 경작의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플랜드오팔 분석을 실시한 결과 1~6층에서 ‘벼(Oliza sativa 

L.)’가 검출되었다. 검출 도는 3~5층에서 건조토양 1g당 5,000개를 넘고 있어 논농사

가 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논 경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

층에 한 형상해석(形狀解析)3)을 실시한 결과 ‘자포니카(japonica)’로 확인되었고, 아

시아 재래자포니카와 중국 재래 갱도(粳稻)자포니카의 판별득점에 완전히 포함되고 있

어 아시아의 중국계 단립종이 경작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벼의 수반잡초

와 함께 ‘조’의 존재도 상정되었으며 해면 등의 동물유래 규산체도 검출되어 논 경작

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유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형태의 

유구는 주변의 토양을 반구상으로 쌓아 올려 작물을 경작하는 방식으로 추정되며 이

것을 논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농경법이라고 할 수 있

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사이로 편년되어 청동기시  후기에 이루

어지던 경작법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알려진 이와 유사한 경작방식은 평안북도 철산

군, 선천군 일 에서 이루어진 휴립이식(재배)법(畦立移植法)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

이 반구상 경작유구는 벼를 재배하던 논 경작유구로 보이고 재배방식에 있어서도 독특

한 방식으로 벼를 재배한 청동기시  후기의 경작유구로 추정된다.

 

 천전리 유적 반구상 경작유구 세부 및 토층 모습(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구상 경작유구는 천전리유적의 ‘다’지구와 ‘나’지구에서 확인되는데 각각 3,140㎡, 

240㎡ 정도의 규모로 확인되었다. 평면의 형태는 장방형, 방형, 제형, 원형 등 다양

하며 각 단위의 면적은 작은 곳이 7.5~15㎡, 큰 곳이 50~75㎡ 정도로 다양하다. ‘구

(溝)’로 구획된 각 단위는 전체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절된 부분이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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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수혈군 경작유구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천전리 유적 구상경작유구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여 개소 확인된다. 유구의 조성은 최

초 확인조사면을 포함하여 3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유구

에서 검출한 시료를 가지고 플랜트오

팔정량분석(定量分析)을 실시한 결과 

벼의 플랜트오팔은 전혀 검출되지 않

았기 때문에 논 경작이나 논의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갈 속(Phragmites)과 벼과의 쇠

풀족(Andoropogoneae)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검출되었고, (왕) 나무아과(亞科)(Bambusodeae)와 

기장족(Paniceae)의 검출 도가 낮았다. 구 내부에서는 낮은 도의 벼 플랜트오팔이 검출

되었으나 이를 논 경작과의 관련으로 보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와 같

은 분석결과 구성 경작유구는 논일 가능성은 없고 유구의 형태로 볼 때, 작휴(作畦)의 

형태에 의해 유구의 가장자리를 구(溝)로서 소구획한 ‘소구획밭’으로 볼 수 있다. 구상 

경작유구가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9세기에서 6세기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상 

경작유구와 같이 확인된 소형수혈군은 천전리유적 ‘다’지구 구상 경작유구 동쪽 경계

면에 근접하여 약 2,300㎡ 정도의 규모로 모두 1,160개 정도의 수혈이 확인되었고, 

‘나’지구에서는 약 70㎡ 정도의 규모에 45개 정도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타원형이 소수 확인된다. 크기는 지름 20~60㎝인 것이 다수를 차지

하고 60~100㎝인 것과 1m 이상

인 것도 확인된다. 유구의 단면형

태는 반원형이며 내부에는 사질점

토가 퇴적되어 있고 망간립이 혼

입된 층이 많다. 토양시료를 채취

하여 플랜트오팔분석을 실시한 결

과 기장족(族)(Paniceae)이 검출되

었고, 기장족의 재배종과 야생종 

플랜트오팔의 형태적 차이가 크지 

않아 재배와 관련된 것인지는 동

정(同定)할 수는 없으나 유구의 형

태는 작휴의 형태에 따라 ‘소형 수혈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구가 조성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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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경작유구와 같은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4)

강원도에서 확인된 경작유구는 춘천 천전리유적이 유일하나 곡물이 출토된 경우는 

종종 있다. 천전리유적의 경작유구가 아닌 주구석관묘에서 ‘팥’이 확인된 바 있으며, 

강릉 교동 유적의 1호 주거지에서 탄화미가 출토되었고 고성 사천리유적의 C-5호, 8

호 주거지에서 모두 1만여 립이 넘는 탄화미 알곡이 확인된 바 있다. 고성 사천리 유

적의 탄화미는 출토정황상 지붕쪽 선반이나 기둥에 걸어 놓았던 것이 화재로 붕괴되

면서 탄화되어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탄화미에서는 왕겨나 잡초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미로 정각하여 보관 중이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확인된 탄화

미의 분량이 1만여 립에 불과하여 5인 가족 기준으로 한 끼 먹을 분량도 되지 않았으

며, 나머지는 탄화되지 않아 부식되어 없어졌는지 아니면 완전소실되어 확인되지 아

니한 것인지는 모르나 보다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야 당시 식생에 벼가 어느 정도 향

을 미치고 얼마나 이용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탄화미의 종류는 성숙이 덜

된 종에서부터 완전 성숙된 종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탄화미 입형이 관찰되어 한반도 

청동기시  유적에서 확인된 모든 종류의 탄화미 입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모집단의 유전적 다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품종을 재배하면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5)

청동기시  농경에 관한 적극적 증거는 경작이 이루어진 유구나 곡물류이나 이러한 

곡물류의 수확 및 경작과 관련한 유물도 간접적인 경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

지 알려진 농경구는 수확과 기경을 위한 석도와 석부, 식량처리에 관련된 연석(硏石), 

마석(磨石), 석명(石皿), 요석(凹石), 고석(敲石) 등으로 이들 도구는 경작지 조성을 위

한 기경구, 수확을 위한 수확구, 경작관리를 위한 관리구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 관리구는 현재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목기를 이용한 관리구 형태가 

구 매천동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어 목기의 특성상 부식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 목기를 이용한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식량처리와 관련

하여 곡물류를 정각하거나 갈고 부수는 기능을 담당한 다양한 도구들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청동기시  전반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도구는 각각 자체적

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6)

3) 

청동기시 에는 농경만으로 식생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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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리유적 함정유구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인다. 청동기시 의 논에서 수확된 벼로 그 구성원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은 절반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어7) 청동기시 에 농경만으로 생계를 해

결하 을 가능성은 희박하다.8) 또한 계절에 따른 식생자원의 분포와 획득, 단백질과 

비타민 등 무기질의 섭취를 위해서도 다양한 식생획득의 방법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그 중 농경 다음으로 선호되었던 방식이 수렵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렵의 

직접적 증거는 경주 출토 견갑형 동기에 새겨진 사슴사냥의 모습과 반구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사냥에 관련된 그림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수렵관련 고고학적 유

물은 활과 창 등으로 이들은 수렵에 이용된 도구이며 일부 유적에서 확인되는 동물의 

유체는 수렵 상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함정은 수렵유구로 최근 확인되기 시작한 고

고학적인 자료이다. 사슴이나 고래 등은 이미 알려진 내용처럼 수렵의 상이었으며, 

이 외에도 동물유체를 근거로 보았을 때 사향노루, 복작노루, 말사슴, 우수리사슴 그

리고 멧돼지가 사냥 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존의 고고학적 자료에서 보

이는 골각기에 사용된 뼈는 사슴뼈를 주로 사용하 고, 복골제작에 쓰인 것도 멧돼지

와 사슴의 뼈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렵의 상은 주로 사슴과 

멧돼지이었을 것이다.

수렵의 방법은 활과 창을 이용한 방법과 함정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기타 올무 

등을 이용한 방법도 있을 것이나 이에 한 고고학적 자료가 밝혀진 바는 없다. 사슴

과 같이 상 적으로 작은 짐승들은 활을 사용하 을 것이며 멧돼지와 같이 비교적 덩

치가 큰 동물은 창을 활용하 을 것이다. 수렵도구와 별개로 짐승을 잡기위한 시설로 

함정유구를 들 수 있는데, 함정유구는 울산 옥동 유적에서 확인된 후, 강원 서지역에

서 규모로 확인되었다. 함정유

구는 춘천 천전리유적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춘천 거두 2지구 

유적 그리고 원주 동화리유적에

서도 확인되었다. 

춘천 천전리유적에서는 147기

의 함정이 확인되었으며 형태는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이며 횡단

면은 ‘Y’자나 ‘V’자 형태이다. 함

정 내부에는 창이 박혀 있으며 

창의 재질은 나무로 하단과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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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날카롭게 처리하여 땅에 박기 용이하고 수렵 상을 살상하기에 용이하게 제

작되었다. 함정의 종류에는 창이 박히지 않은 것과 1주식, 2주식, 2×4주식, 2×5주

식 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 함정이 만들어진 시기는 구상 경작유구의 다음 시기로 추

정된다.

4) 채집

농경이 청동기시  주 식생자원 획득방법이었을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농경에만 의

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농경을 제외하고 수렵이 식생획득에 있어 

유용한 방법이었을 수 있으나 보다 손쉽게 식생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채집이었

을 것이다. 이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이었던 식생자원 획득방법이

었다. 채집이 가능한 식용식물류는 곡류 용으로 사용가능한 종실류로 강아지풀, 피 

등의 벼과 종자, 삼씨, 띠풀종자 등과 조릿 , 산 , 섬  등 세류의 열매, 등을 들 

수 있으며 전분을 이용하는 견과류로는 떡갈･상수리･졸참･신갈･굴참･갈참나무 등 낙

엽교목 참나무와 도토리, 메 잣밤나무, 구실잣밤나무, 개가시나무, 붉가시나무 등 상

록활엽참나무가 그리고 도토리, 밤, 호도, 개암, 돌배나무, 추나무의 열매, 근경류

로는 백합과 비늘줄기인 얼래지, 큰원추리, 참나리, 하늘말나리, 둥글레, 죽  등과 

도라지과 뿌리인 모시 , 층층잔 , 더덕, 만삼, 도라지 그리고, 구근인 칡, 하늘수박, 

하늘타리, 올방개, 천남성, 참마, 단풍입마와 기타 고사리, 고비, 메의 뿌리, 두릅나무

의 근피 등이며 수피는 소나무, 산초나무, 뽕나무, 찬느릅나무 등의 수피와 야생콩류

인 살갈퀴, 돌동부, 돌콩, 새콩, 등갈퀴나무 등의 종자 또는 어린 꼬투리 등이 해당한

다. 이러한 식생은 신석기시  이후로 그 기본식생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을 알 수가 있는데 청동기시 의 채집 상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고고학적 자료에서는 이들에 한 근거가 밝혀진 바는 없다.

채집관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으나 농경과 관련한 도구들 중 일부가 

채집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며 주거생활과 관련해서는 토기나 저장시설 등이 이들 

채집식용식물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토기의 사용흔이나 잔존유기물을 

통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를 통한 분석례가 증가되면 채집과 관

련한 식생획득의 내용이 확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채집경제

와 관련한 고고학적인 자료가 알려진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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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

신석기시 의 식생경제가 식량획득사회라고 보면 청동기시 는 농경을 중심으로 한 

식량생산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수렵에 해 살펴보면서 반구 암각

화에 그려진 고래사냥의 모습을 통하여 연해성 어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동시에 신석기시 에는 패총 중심의 채집경제가 주로 이루어진 반면에 청동기시

에는 패총이 급감하고 주로 해안이나 하안에서 그물을 이용한 어로가 이루어지고 

외양성, 내만성 어로가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내수면 어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내만성 어로를 통하여 도미, 넙치, 농어, 숭어, 전자리 상어과, 상어, 복어, 가

오리, 양태 등의 어류를 획득하 다. 이러한 어로활동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가도 및 

안면도 패총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신석기시 처럼 굴, 바지락, 백합, 고둥, 동

다리, 댕가리, 수리 등이 주요 획득 패각류로 신석기 이후 청동기시 에도 채취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동기시 에 식생 변화가 오면서 어로는 계절성을 띠면서 

보조적 생업경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봄~가을은 도미를, 가을~이듬해 봄까

지는 조개의 채집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청동기시  후기 서해안지역

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어로상의 변화는 생업활동의 변화, 즉 농경의 본격화가 원인으로 이로 인한 

인구증가 및 유적의 입지조건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로는 

농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청동기시  

어로의 간접적인 증거로 그물의 부속품인 어망추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어로작업

은 투망, 채후리그물, 유자망 등으로 개인 및 집단 모두의 어로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로 또한 농경과 마찬가지로 개인 및 공동의 노동

력이 투여되는 활동이었다. 농경이 이루어지던 곳과 인접하여 어로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어로활동이 계절성을 띤 내수면 어로가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논 경

작이 이루어지면서 논으로 급배수되는 수계, 즉 수전용수계를 통하여 기존의 내수면 

어로와는 다르게 새로운 어장을 생성시키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전용수계는 논 

경작과 관련된 급배수시설(구, 수로, 집수시설 등)이 어족의 산란, 생육장소가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한 어로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9) 

이와 같이 청동기시 의 농경이 생업경제의 주된 위치를 차지하면서 어로활동의 변

화가 이루어지는 고고학적인 증거는 강원도에서도 찾아지는데 춘천 천전리유적의 경

우에도 논과 밭이 확인되고 아울러 주거지에서는 어망추 등이 출토되어 농경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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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어로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부분의 청

동기시  주거지에서 어망추가 확인되어 이를 통한 어로활동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

모(강원 재연  연 실장)

1) 필, 2008, ｢청동 시  경과 사 ｣,  청동 시  생계  사 경  , 2  한 청동 학  학  지집.

2) 필, 앞  .

3) 벼 상해 (形狀解析法)  플랜트  상 사에 라 재 고  벼 아 (亞種)  별하는 다.

4) 강원 재연 , 2008,  천 리 .

5) 강원 재연 , 2007,  高城 泗川里 遺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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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생활

청동기시 의 주거유적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강원도지역에서도 

최근 유물산포지뿐 아니라 규모 마을 형태의 주거지들이 발견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강원도의 청동기시  주거유적은 바다가 있는 동지방과 한강을 끼고 있는 서지

방이 주거지 형태나 발견유물 등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

을 반 한 서로 다른 문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며, 전반적으로 조사사례 증가

와 과학적 연 편년을 거쳐 종전에 비해 편년이 상향조정 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살

펴볼 수 있다.

동지방의 청동기시  주거유적은 강릉, 양양, 속초, 고성 등지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 유적들은 부분 바닷가의 호수나 하천을 끼고 있는 낮은 산지 구

릉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신석기시 와 초기철기시  주거지들이 부분 호수나 하

천변의 저지  사구에 위치한 것과는 구별되는 특색이다.

동지방은 1990년 에 접어들어 활발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하여 청동기시

 관련자료가 점차 축적되면서 청동기시  문화가 밝혀지기 시작하 다. 1990년  

강릉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  주거유적은 교동･유천동･난곡동･안현동･저동･방내리

유적 등이 있으며,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방내리유적, 교동유적이 있다.

강릉 방내리 주거지와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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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내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  주거지 12동이 조사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말각(장)방

형 또는 (장)방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12동의 주거지는 출토유물로 보아 2시기로 

구분되는데 Ⅰ기는 공열에 이중구연, 단사선문, 구순각목이 시문된 토기단계이며, Ⅱ

기는 이중구연의 장식적인 요소와 구순각목이 소멸되고 순수공열토기만 출토되는 단

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교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  주거지 6동이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이다. 토기는 공열토기와 각형토기, 그리고 미송리형토기로 알려진 유경호

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청동기시  전기의 공열토기와 각형토기의 혼합형식인 공열

이중구연토기문화의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교동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탄화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청동기시  가장 오래된 탄

화미로 밝혀졌다.

1990년 에 접어들어 강릉 북쪽에 있는 양양과 속초에서도 청동기시  주거유적이 

조사되었다. 양양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  유적은 지리유적과 포월리유적이 있다. 

지리유적에서는 말각장방형의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점토 토기와 공렬

토기 등의 토기류와 반월형석도, 석촉, 석창 등이 출토되었다. 포월리유적에서는 주거

지 13동이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과 (장)방형의 형태를 보

이고 있다. 출토유물은 순수 공열토기와 외반구연호가 공반되고 있으며, 반월형석도, 

석촉 등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속초에서 청동기시  유적이 조사된 곳은 조양동유적이 있다. 조양동유적에서는 주

거지 7동이 조사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이다. 유물은 단사선문과 구순각목, 

공열문 등의 장식적인 요소를 갖춘 이중구연토기와 석검, 반월형석도, 석촉 등 석기류

가 출토되었다.

2000년 에 들어 강릉과 양양, 고성 등지에서 각종 개발에 따른 문화유적 발굴조사

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강릉지역에서는 동해고속도로 확장･신설 구간 중 송림리유

적에서 19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점토 토기,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흑색마

연토기 등의 토기류와 반월형석도, 석촉, 석착, 지석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또

한, 방동상리 마을도로 확･포장 공사에 앞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청동기시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80~9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주택신축

공사에 앞서 실시된 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  주거지 2동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주거지들은 평면 장방형의 형태로 굴착하여 축조되었으며, 내부에서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되기도 하 다. 유물은 무문토기와 반월형석도, 석착, 석부, 지석 등의 석기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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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에 포함된 방동리지역에 한 

조사에서 청동기시  주거지 38동이 조사되었다. 이들 주거지중 규모를 파악할 수 있

는 주거지는 4동에 불과하며, 나머지 34동은 자연경사로 인하여 부분 유실되어 정

확한 형태와 규모 파악이 어려우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 또는 (장)방형 형태를 하

고 있으며, 12동의 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점토 토기, 호형토기, 발

형토기, 장경호 등의 토기와 유구석부, 반월형석도, 석부, 석촉, 석착, 석창, 지석, 방

추차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송림리 버섯재배사 및 진입도로 건설에 앞서 실시한 

시굴조사에서도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상부가 부분 유실

되고 바닥면만이 남아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며, 점토 토기편과 검파두식 1점이 출토

되었다. 입암동유적에서는 주거지 4동이 조사되었는데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하고 있

다. 유물은 공열토기와 무문토기, 점토 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검, 석부, 반월형석도, 

석착, 석촉, 검파두식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방내리 가축위생처리장 신축부지에 

한 시굴조사에서도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으며,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하고 있다. 유

물은 공열토기와 석검, 석촉,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양양지역에서 청동기시  주거유적이 조사된 곳은 임호정리유적과 포월리유적이 있

다. 이들 유적은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 간) 건설공사에 앞서 실시된 발굴조사에

서 조사되었으며, 주거지 5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장방형이며 

유물은 이중구연토기를 비롯한 무문토기들과 석검, 반월형석도, 석부, 석착, 석촉 등

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고성지역은 철도청에서 동해북부선 철도연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앞서 거진~군사

분계선 일 인 송현리, 사천리 지역에 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적이 확인되

었다. 

고성 송현리 C-20호 주거지(좌), 고성 사천리 10호 주거지(우)(강원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결과 주거지 51동이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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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유물은 공열토기, 점토 토기 등 토기류와 석창, 석부, 

반월형석도, 석촉 등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2005년에는 화진포휴게소 신축부지에 

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주거지 6동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

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유물은 외반구연호와 점토 토기 등 토기류와 유구석부, 석

부, 석촉 등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이어서 고성군 삼포리 주택신축부지에 해 실시한 

조사에서 주거지 4동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갈장방형과 말각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유물은 외반구연호, 점토 토기 등 토기와 석부, 반월형석도, 석

촉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도7호선(간성~현내간) 확･포장 공사에 따

른 발굴조사에 따라 내리유적에서 청동기시  주거지 11동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1동만이 방형이고, 나머지 10동은 장방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물은 

공열토기, 단도마연토기 등 토기류와 석검, 석창, 석부, 반월형석도 등 석기가 출토되

었다. 이와 함께 화진포유적 Ⅰ･Ⅱ에서는 청동기시  주거지 4동이 조사되었다. 주거

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이며, 유물은 공열토기, 점토 토기, 두형토기 등이 출

토되었다. 철통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  주거지 5동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

태는 말각방형 또는 방형을 띠고 있으며, 유물은 점토 토기와 무문토기 등 토기류와 

석부, 반월형석도 등 석기가 출토되었다.

강원 동지방에서 조사된 청동기시  주거유적은 부분 해발 50m 내외의 구릉상

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해안이나 해안에 인접한 호숫가에 있다. 

동지방 주거유적은 사구지 나 주변 저지 에 입지하는 것에 비해 생업활동의 폭

은 넓지 않으며, 구릉이라는 입지적 특성상 자연적인 재해가 적어 농경을 주된 생업

수단으로 위하 을 것으로 보인다. 표적인 경우가 강릉 교동유적으로 1호 주거지

에서 탄화미가 출토되었으며, 분석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 중 가장 오래된 청동기

시  탄화미로 밝혀졌다. 또한 고성 국도7호선(남북연결도로) 공사구간 내 유적 중 

C-5호, 8호 주거지에서도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말갈방형, 말각장방형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 38기의 청동기시  주거지가 발굴 조사된 강릉 방동리유적

을 통해 살펴보면 평면형태가 방형인 주거지가 11동으로 29%를 차지하고 있고, 장방

형인 주거지는 19동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각방형과 말각장방형이 각 4동으

로 10.5%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전체적인 모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4동(A-1호, B-1호, C-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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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방동리 C지구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2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연경사로 인하여 부분 유실되어 한쪽 장벽과 양단벽 

일부만 확인되었다. A-1호 주거지는 네 벽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내부 배치 주

혈로 보아 규모 파악이 가능한데 길이 5.6m, 폭 8m 규모로 말각방형을 띠고 있으며, 

면적은 30.69㎡이다. B-1호 주거지는 길이 15.8m, 폭 8m의 규모로 방동리 주거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주거지의 장단 비는 2:1이며, 면적은 126.4㎡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 주거지는 전체적인 입지조건이

나 규모, 내부시설, 유물 출토상태 등을 볼 때 일반적인 주거용이 아닌 공공집회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C-8호 주거지는 장방형 형태이며 길이 5.4m, 폭 3.3m로 

장단 비는 1.6:1이며, 면적은 17.82㎡이다. 22호 주거지는 방형 형태를 보이며 길이 

3.6m, 폭 3.5m이며, 면적은 12.6㎡이다.

방동리주거지에서 조사된 내

부시설물은 노지, 벽구, 주혈, 

수혈 등이 있다. 노지는 모두 

12동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

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위치는 주거지 내부 중앙부에

서 한쪽 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노지는 부분 아무 시

설도 설치하지 않은 무시설식

이며, 얇게 굴착하거나 거의 

굴착하지 않고 바닥면을 그 로 이용하 다. 그러나 일부 주거지(A-2호, C-8호)의 

경우 노지 주변에서 소형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소형 수혈은 위치상 일반적인 기둥구

멍으로 보기 어렵고, 취사와 관련된 일종의 조리시설을 위한 설비의 흔적으로 보인다. 

C-21호 주거지의 경우 노지를 중심으로 북쪽부분은 적갈색 점질토를 깔고 바닥을 만

들어 주거지 내부를 2등분 하 으며, 유물은 점질토를 깔지 않은 남쪽 부분에서만 출

토되었다. 방동리 주거지의 노지와 달리 방내리 4호 주거지는 노지를 중앙에서 남서

편으로 약간 치우친 위치에 설치하고 그 둘레에 타원형의 진흙 띠를 돌렸으며, 방내

리 11호 주거지 노지는 타원형으로 냇돌을 돌린 경우도 보이고 있지만 부분의 집자

리는 노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벽구는 모두 6동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축조 형태로 보아 ‘一’자형, ‘ㄱ’자형, 

‘ㄷ’자형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벽구가 ‘一’자형으로 축조된 주거지는 2동(C-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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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호)이 확인되었으며, ‘ㄱ’자형은 1동(B-7호), ‘ㄷ’자형은 2동(A-10호, B-2호)이 확인

되었다. 또한 형태는 다르지만, A-1호 주거지 내부에서 ‘ㄱ’자형의 구가 확인되었다. 벽

구 내부에는 주혈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습용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방내

리유적, 포월리유적, 조양동유적 등에서도 제습용 홈을 파서 지붕이나 벽체로 스며드

는 물기를 제거하 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혈은 38동의 주거지 중 9동에서 확인되었는데, 주혈의 배치가 정연한 것은 4동에 

불과하다. 저장유구는 2기(C-13호 옆, 22호 옆)가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이

며, C-13호 옆 저장유구에서는 내부에서 다량의 소토 및 목탄과 함께 외반구연호 1점

이 완파된 상태로 출토되었고, C-22호 옆 저장유구에서는 다량의 소토 및 목탄과 함

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1점이 완파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저장유구는 방

내리유적, 포월리유적, 조양동유적 등 부분의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조양동 

4호 주거지의 경우 6개가 발견되기도 하 다.

방동리유적에서 주목되는 점은 취락 내에서 2기의 환호와 함께 토기가마 2기, 폐기

장 1기 등 3기의 소성유구가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환호가 조성되어 있는 청동기시  

취락은 10여 곳에 달하지만 종전까지는 송국리유적을 제외하면 부분 경상남･북도에

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토기가마 중 1호 가마는 길이 1.73m, 폭 1.62m, 깊이 62㎝이고, 2호 가마는 길이 

2.1m, 폭 2.02m, 깊이 51㎝이며, 내부에는 고온으로 인해 단단히 소결된 소토가 퇴

적되어 있다. 가마의 축조방법은 1호 가마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풍화암반층을 평면 

원형 형태로 굴착한 후 내부에 짚이나 갈  등을 썰어 혼합한 점토를 발라 벽체와 천

정을 축조한 실요 형태로 축조하 으며, 바닥면은 편평하게 굴착하 다. 토기 소성은 

가마 내부의 가장 안쪽에 형의 무문토기 동체부편을 깔아 놓고 그 위에 토기를 1~2

단 정도 쌓아 놓았다. 내부에서는 외반구연호, 단도마연토기, 무문토기, 점토 토기 

구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와 함께 토제 어망추도 출토되었다

폐기장은 타원형으로 규모는 길이 2.08m, 폭 1.58m, 깊이 70㎝이다. 내부에는 암

갈색, 갈색, 적갈색 등의 사질점토와 그 아래 소토와 목탄이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

가 퇴적되었는데, 퇴적토 내부에서 점토 토기편을 비롯해 다수의 무문토기편이 출토

되었으며, 석촉과 토제 어망추도 함께 출토되었다. 이 유구는 유물의 출토양상과 내부 

퇴적토, 특히 벽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소결된 소토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기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폐기장은 춘천 거두리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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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서지방의 청동기시  주거유적은 남한강유역의 평창, 월과 북한강 유역의 

홍천, 화천, 양구, 춘천 일 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평창 일 의 경우 부분 지표

조사 등을 통해 유물산포지가 확인된 경우이며, 평창강 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내 유적 

시굴조사 중 후평제지구에서 청동기시  주거지로 추정되는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었

고, 천동2･3제지구에서 청동기시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 3기와 1동의 청동기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각목돌 문

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의 토기편과 석촉, 어망추, 지석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월 지역의 경우 여러 곳에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조사된 주

천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내 유적에서 청동기시  주거지 17동과 함께 공열토기

편, 구순각목토기, 이중구연토기, 석도편, 환상석기편 등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홍천 지역에서는 화촌면 군업리, 두촌면 장남리 등에서 청동기시  유적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 철정리지역 발굴조사에서 공열토기와 각종 마제석기가 출토되는 청

동기시  주거지 2동이 조사되었다. 특히, 상류 충적 지에 위치하는 철정리Ⅱ유적에

서는 청동기시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주거지들이 조사되었으

며, 성산리유적에서도 청동기시  (장)방형 주거지 4동, 외삼포리유적에서 청동기시  

주거지 5동이 확인되었다.

외삼포리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  주거지는 서지방의 일반적인 유적 입지양상

과 같이 강가 충적 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3･5호)과 (세)장

방형(1･2･4호)을 하고 있는데 방형 주거지는 위석식 노지와 초석을 갖추고 있고 돌

문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세)장방형 주거지에서는 위석식이나 수혈

식의 노지와 주공을 갖추고 있으며, 공열문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이런 

양상은 시기적인 차이를 반 한 것으로 보인다. 돌 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중 3호

의 노지 바닥은 점토를 깐 것으로 강원 서지역 돌 문토기 주거지의 한 특징으로 

보인다. 초석은 폐기 당시 모두 흐트러진 채로 확인되었는데 3호에서는 5개, 5호에서

는 6개가 확인되어 모두 2×3주식의 배치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초석 중

앙에는 화재지 기둥이 소실되면서 남은 피열흔이 보인다. 노지와 초석을 제외하면 많

은 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3호에서 4기의 저장공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공열토기

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중앙주공식이며 2~4(5)주식의 배치를 보인다. 노지의 구조는 

수혈식과 위석식으로 구분되는데 4호는 3기의 노지가 모두 수혈식이고 2호는 2기 모

두 위석식이며, 1호는 2기의 노지가 수혈식으로 보인다. 저장공은 1~3개 정도가 확인

되어 일반적으로 이 단계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적은 편이다. 2호에서는 북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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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용암리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부근에서 점토구역이 확인되는데 북한강 유역 중기단계 주거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

는 이색 점토구역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뚜렷한 작업공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유물 중 토기류는 무문토기, 돌 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외반구연토기, 공열토기, 

이중구연토기, 토제방추차 등이 있으며 부분 조각으로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석검 

병부편, 석촉, 석부, 반월형석도, 지석, 연석, 연석봉, 방추차, 원판형석기, 부리형석

기 등 다양하며 석촉과 반월형석도가 가장 많다.

연 는 돌 문토기가 출토되는 3･5호 주거지가 B.C.1350년과 1330년으로 검출되었

으며, 공열토기단계인 1･2･4호 주거지는 B.C.1150년, 980년, 990년으로 각각 측정되

었다.

소양강 상류의 양구 지역에서는 많은 곳에서 청동기시  유물산포지와 고인돌이 발

견되어 왔으며 하리유적에서 주거지의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었다. 하리지역에서는 청

동기시 로 추정되는 7동의 주거지를 확인하 고 이 중 2동의 주거지가 발굴조사 되

었다. 조사 결과 A-1호 주거지는 장방형으로 바닥면 남쪽부분에 이색 점토구역이 있

고 주혈과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에서 중심주혈과 보조주혈이 확인되었으며, 

호형토기와 공열토기구연부편,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B-1호는 말각장방형으로 바닥

에서 주혈과 저장공(1), 노지(1)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무시설식으로 주거지 중심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내부에서 호형토기, 공열토기구연부편과 석도편, 석촉, 

고석, 지석 등의 석기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미완성 석촉과 마름질된 석재, 격지 등이 

다량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공방 성격의 주거지 던 것으로 보인다. 유적의 연 는 

B.C.840년으로 측정되어 청동기시  중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북한강 상류의 화천에서 

조사된 용암리유적은 해발 

104~105m 정도의 완만하

고 평탄한 충적 지에 있

으며 규모 취락 주거지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암리유적은 170동의 청

동기시  주거지와 수혈유

구, 굴립주유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지의 주축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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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용암리 77호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부분 강의 흐름과 나란한 형태(북동-남서)를 

보이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세

장방형이 고루 있는데 세장방형 주거지는 일

부를 제외한 부분이 바닥면적 50㎡ 이상의 

형 급으로 노지 3~5기, 중앙주공 3~7개, 

저장공 4기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에는 중심주공, 노지, 작업공, 

이색 점토구역, 저장공 등이 주요시설로 확인

되고 있다. 주거지는 중앙주공의 배치에 따라 

노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과 작업공 또는 이

색 점토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리

되고 있다. 주축 중앙선상에 배치되는 중앙주

공에 의해 2~3곳으로 분할되어 노지와 저장

공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저장공간과 작업공 

및 이색 점토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생산)공간으로 구분되고 정형화된 것이 특징

이다. 유물의 출토양상도 체적으로 소비와 저장 공간에는 토기류의 출토량이 많고, 

작업공간에는 지석과 작업 를 비롯하여 석기 제작단계를 알 수 있는 각종 석재의 출

토량이 많다.

용암리유적은 청동기시  전기와 과도기, 중기의 문화양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유

적으로 평가된다. 1단계인 전기에 해당되는 주거지는 평면형태와 내부시설에서 장방

형과 세장방형 중심의 평면형태를 띠며, 내부는 2기 이상의 복수로 구성된 수혈식노

지의 주축 중앙선상 배치와 함께 무시설 작업공간 등이 보이고 있다. 시기는 탄소연

측정치를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체적으로 B.C.12~9세기

경으로 추정된다. 2단계 과도기 주거지는 1단계 주거지와 같이 세장방형 형태를 띠고 

있으나 무시설의 공간에 작업공을 새롭게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단계 주거

지의 탄소연 측정치는 B.C.10세기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보이고 있으나 B.C.9~8세기

가 중심년 인 것으로 보인다. 3단계인 중기에 해당되는 주거지는 평면 방형 계통의 

소형주거지 중심의 주거 형태, 중앙주공과 함께 2×3주식과 2×4주식의 내측주공 배

치, 수혈식 노지와 중앙주공의 주축 중앙선상 배치의 정형화, 소비 및 저장 공간과 작

업(제작)공간의 명확한 분리, 작업공과 이색 점토구역을 갖춘 작업(제작)공간의 보편

화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천전리식 주거지’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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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천전리 나지구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주거지는 연  측정 결과를 종합할 때 B.C.8~7세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강과 소양강을 끼고 있는 춘천지역에서 청동기시  유적은 거의 전 지역에 걸

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부분의 청동기시  유적은 강가의 충적 지 위에 자리하

고 있으나 최근 조사된 거두택지2지구의 경우 구릉위에서 공열토기를 공반하는 주거

지가 발굴조사 되는 등 공열토기인들이 구릉위로 생활 근거를 확산한 흔적들이 나타

나고 있다. 청동기시  주거지들이 모여 있는 마을유적은 북산면 내평리, 신북읍 천전

리･율문리, 서면 신매리, 동내면 거두리, 동면 장학리, 우두동, 호반동 중도, 삼천동, 

송암동 등지에서 조사되었으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 주거

생활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화천 용암리유적과 더불어 서지방 청동기시  주거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

적이 천전리유적이다. 천전리유적은 국도 46호선(인천~간성간) 동면-신북간 확･포장 

공사구간에 위치하고 있

다. 북한강 상류지역에 

있는 이 유적은 춘천분

지 내의 표적인 충적

지형 가운데 하나인 샘

밭 범람원의 충적 지에 

입지한다. 유적의 부

분은 범람원의 자연제방

상에 해당하며, 조사구

역 경계 일부와 연해 배

후습지가 형성되어 있었

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천전리유적은 하천을 끼고 있는 충적 지와 주변에 많은 산악지 가 있어 농경, 수렵, 

어로, 채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업경제 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어 규모 취락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적 전체에서 확인된 유구는 신석기시 부터 고려시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중 청동기시  주거지는 모두 75동으로 주거지의 주축 방향은 장축과 단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강의 흐름과 직교하는 남북방향이 23동, 강의 흐름과 

나란한 동서방향이 50동이다. 평면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추정

할 수 있는 것을 합쳐 모두 62동인데 장단비에 따라 크게 방형(37동), 장방형(2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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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방형(3동)으로 구분된다.

주거지는 암갈색 사질토층과 황갈색 사질토층, 회백색모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

으며, 굴착면과 바닥은 부분 암갈색부식토가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로 다짐처리 

하 다. 내부에는 중심주공, 노지, 작업공, 이색 점토구역, 저장공 등의 시설이 확인

된다. 주거지는 중앙주공의 배치에 따라 노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과 작업공 또는 

이색 점토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리된다.

중심주공은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주공과 내측주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앙주공

의 수에 따라 노지 수와 주거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내측주공은 양장벽에서 일정

한 간격을 두고 2×3주식, 2×4주식, 2×5주식을 배치하고 있으며, 중앙주공의 수와 

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중심주공은 부분 일정한 크기의 수혈을 파고 기둥을 

박아 주변에 보강토를 채운 구조인데 주거지가 사질토와 모래로 형성된 기반층에 형

성되어 있는 관계로 부분 기둥 끝을 뾰족하게 처리하여 깊이 박은 것으로 보인다.

노지는 64동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평면 원형과 타원형에 가까운 수혈식이거나 

바닥에 소결층만 남은 평지식 형태를 하고 있다. 주거지 내에 노지가 1기만 설치된 

경우는 정중앙 또는 단벽 가까운 곳에 치우쳐 확인되고, 2기 이상일 경우는 주거지 

장벽 길이나 중앙주공 수에 따라 2~4개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지의 규모는 

지름 35~80㎝이며, 주축 중앙선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정형성을 띠고 있다. 

작업공과 이색 점토구역은 북한강 유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  주거지 내부시설 가

운데 가장 특징적인 시설이다. 작업공은 부분 평면 원형의 형태를 띠고 규모는 

체로 직경 53~84㎝, 깊이 2~10㎝이다. 내부에는 별다른 흔적이 관찰되지 않지만, 바

닥은 정선된 황갈색 점토로 매우 치 하고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다. 작업공의 성격에 

서는 석기 제작과정에서 마연과 세척을 위한 용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간이 저

수시설로 추정한 바 있다. 모두 23동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으며 그중 6동에서는 2기

가 설치되었다.

이색 점토구역은 중앙주공을 기준으로 노지가 배치되지 않는 단벽쪽 공간의 거의 

전면이나 일부분에 소량의 석립이 혼입된 황갈색 점토로 바닥을 3~10㎝ 두께로 포장

한 공간이다. 평면형태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체로 (장)방형과 타원형에 가깝거나 부

정형의 형태로 확인된다. 모두 34동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으며, 그중 위치가 명확한 

것은 31동으로 위치는 북단벽 부근 7기, 남단벽 부근 3기, 동단벽 16기, 서단벽 3기, 

중앙에 2기로 주축이 남북방향인 것은 북쪽이 많고, 동서방향인 것은 동쪽이 다수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이색 점토구역 내부 중앙에는 1~2개의 작업공이 설치되며,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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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천전리유적 A지역 가47호 주거지 
이색점토구역 및 저장공(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의 주거지에서는 독립된 방형의 주거지 내부 전면을 이색 점토로 다짐한 경우도 확인

되었다.

작업공과 이색 점토구역은 천전리유적을 비롯하여 서면 신매리 54-4번지유적, 우

두동유적 등 북한강 유역 청동기시  주거지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시

설은 전기 주거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과도기에는 무시설의 작업공간에 작업공만 

설치되며, 중기의 주거지에서는 이색 점토구역과 작업공이 함께 설치되는 것이 일반

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작업공간의 가장 완성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저장공은 지름 23~85㎝ 규모의 평면 원형이지만 타원형인 것도 있으며, 9개가 확

인된 1동을 제외하면 부분 1~4개 정도가 확인된다. 체로 노지가 위치한 공간의 

단벽이나 단벽과 연결된 양장벽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주거지의 저장공 내부

에서 형 호형토기, 소형 발형토기, 지석, 미가공 석재 등이 출토되기도 하 지만 저

장공 내부에서는 많은 유물이 출토되지는 않고 있다.

출입구시설은 2개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66호 주거지의 경우 북쪽 단벽 일부

에 상부를 반원형으로 돌출시켜 수혈을 파고 내부 바닥에 점토를 다져 계단상의 출입

시설을 마련하 고, 13호 주거지는 내부 바닥과 벽 하단 일부분까지 다짐처리를 하

지만 북동모서리 부분의 벽과 바닥 일부는 다짐처리를 하지 않고 빈공간으로 남겨 두

었는데 주공 2개가 105㎝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출입구시설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에 남아 있는 유물은 많지 않으나 21호, 47호, 51호, 59호 주거지는 비교적 

당시의 유물이 남아 있어 략적인 유물의 출토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21호 주거지는 

부분의 석기와 작업 로 사용

된 석 등이 벽쪽에서 주로 출

토되고, 심발형토기 1점이 이색 

점토구역에서 출토되었다. 59호 

주거지는 다수의 토기가 중앙을 

중심으로 집중하여 출토되었지

만 완전한 것보다 조각이 많고 

방추차, 연석, 부리형석기 1점

을 제외한 석기의 부분은 북

장벽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

다. 51호와 59호 주거지는 전반

적으로 석기의 출토량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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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토기와 함께 부분 노지 부근보다 양장벽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59호 주거지에서

만 소량의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47호 주거지는 화재로 폐기되어 사용 당시의 유물이 가장 양호하게 남은 것으로 판

단되는데 유물의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동단벽을 제외한 세 벽 부근으로 집중하고 있

다. 토기는 남장벽 중앙의 저장공에 박혀 있는 형 호형토기를 중심으로 주변에 호

형토기 2점과 심발형토기 1점이 출토되는데 주로 형이고 서단벽 부근에는 소형의 

호형토기와 심발형토기, 발형토기가 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비교적 소형이다. 석기는 

노지 부근에서 출토된 석도 1점을 제외하면 모두 벽 부근에서 출토되고 있다. 노지와 

이색 점토구역, 작업공 부근에서는 석도 1점과 합인석부 1점을 제외하면 유물은 출토

되지 않았다. 노지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취사와 관련된 토기의 출토양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단벽의 소형토기와 남장벽의 소형 호형토기는 취사용이나 자비용, 남장벽 

저장공 내의 형 호형토기는 저장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유물만으로 한정하면 토기류는 19호, 20호 주거지에서는 노지나 중앙주공 부

근, 43호와 54호 주거지에서는 노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토기가 출토되고 석기류는 방

추차와 석도 등이 중앙주공과 노지 주변에서 간혹 출토된다. 특정 부분에서의 유물출

토양상을 보면 2호 주거지에서 석촉을 비롯한 석검, 토제방추차가 남장벽 중앙의 저

장공 내부가 아닌 상부에서 집중되어 출토되고, 8호 주거지에서는 저장공 상부에서 

석창이 출토되기도 하 다. 저장공 내부에는 47호와 73호 주거지와 같이 토기가 박혀 

있거나 확인되기도 하지만 75호 주거지에서는 지석이, 37호 주거지에서는 미가공 석

재와 일부에서 토기편과 석재가 출토될 뿐이다. 11호 주거지 이색 점토구역에서는 연

석 1점, 21호 주거지 이색 점토구역에서 심발형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  주거지는 중복관계와 출토유물, 내부시설에서 크게 3

단계(1~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노지가 설치되지 않는 작업공간에 아무

런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무시설단계로 2기의 주거지(54, 59호)가 해당되며, 화천 용

암리유적 2단계 양상과 비슷하다. 59호 주거지의 탄소연 측정 결과 B.C.1090년으로 

측정되었다. 2단계는 작업공만 설치되는 단계로 1기의 주거지(50호)가 해당되는데 1단

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무시설의 공간에 작업공을 새롭게 설치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주거지는 전기단계에서 중기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전기단계의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절 연 는 측정하지 않

아 알 수 없지만 화천 용암리유적 Ⅱ단계의 연 를 B.C.9~8세기를 중심연 로 파악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1단계의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동일한 공간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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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기 때문에 큰 시기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용암리 131호 

주거지의 연 측정치가 B.C 960년임을 감안하면 기원전 10세기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3단계는 작업공과 이색 점토구역이 모두 설치되는 단계이며 이색 점토구역이 

설치된 일반주거지와 공방주거지 2동을 포함하여 모두 34동과 단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주거지들이 모두 이 단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중복 관계에서 

가장 늦은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공간에는 2단계에 확인되기 시작한 작업공과 함께 새

로 이색 점토구역이 설치되어 작업공간의 확립된 형태를 보여준다. 평면형태는 장방

형과 방형이 중심을 이루며, 중심주공과 함께 2×3주식과 2×4주식의 내측주공 배치

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 내부의 저장공 수는 1~3개 정도지만 장방형인 8호 주

거지의 경우 6개까지 확인된다. 이와 같은 양상의 3단계는 북한강 유역의 동일시기 

주거지의 제요소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므로 ‘천전리식 주거지’로 명명하 다. 3단계의 

절 연 를 종합해 보면 B.C.8~6세기로 판단되고 하한은 조금 더 내려 올 가능성이 

있다. 연 폭이 크지만 공방주거지도 출토유물, 주거지 배치 등을 볼 때 이 단계에 포

함될 가능성이 높다.

천전리유적에서는 주거지 이외에도 당시 이곳에 거주하 던 주민들의 규모 취락

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청동기 시  중･후기

로 볼 수 있는 구상･반구상 경작유구와 함께 함정, 수혈유구･굴립주유구 등에 한 

자료들이 조사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강원 동지방에서 조사된 청동기시  주거지는 B.C.4~3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 방동리유적과 B.C.6세기경에 조성된 포월리유적, B.C.8세

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는 방내리, 조양동유적 등 시기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형적인 청동기시 의 무문토기문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토기가마를 설치

하고 환호와 제습용구를 만드는 등 지역적 특성을 반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반면, 서지방의 청동기시  주거지는 용암리유적(1단계 : B.C.12~9세기, 2단계 

: B.C.9~8세기, 3단계 : B.C.8~7세기)･천전리유적(1단계 : B.C.11~10세기, 2단계 : 

B.C.10~8세기, 3단계 : B.C.8~6세기) 등 규모 취락주거유적의 조사를 통해 그동

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전기부터 중기까지의 청동기시 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

었다. 주거지 내부는 중앙주공에 의해 분리되어 노지가 중심이 되는 소비공간과 이색 

점토구역, 작업공이 중심이 되는 작업(생산)공간으로 구분된다. 주거지는 전기단계 역

삼동 유형의 한 갈래가 북한강 유역을 터전으로 삼아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중기

단계에는 새롭고 독특한 북한강유형을 형성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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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유구, 함정, 수혈유구, 굴립주유구 등 청동기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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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도

일반적으로 신석기시 에서 청동기시 로 전환하는 계기를 청동기의 제작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도구의 주요한 재료가 이전의 신석기시 의 돌과 흙에서 

구리나 아연 등의 금속으로 변화하는 단순한 도구재질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

다. 청동기의 재료인 구리와 아연 등의 광석채취기술 및 청동기를 제작할 수 있는 야

금기술을 가진 전문적인 기술집단의 출현 및 일정한 제련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발전된 

사회체제의 등장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청동기시 사람들이 청동기를 제작 사용한 흔적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으

나 현재까지 출토된 청동기 유물의 수는 많지 않다. 또한 출토된 청동기는 무기(武器)

나 의기(儀器) 등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한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강원지역에서도 청동기시  사람들은 청동기를 제작하고 사용하 으나, 일상생활도

구들은 부분 토기나 석기 등 흙으로 빚고 구워 제작하거나 돌을 갈아 만들었다. 특

히 석기를 만드는 제작기술은 최고절정에 달하여,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석기가 

나타났고 그 형태별로 정형화되었다. 또한 토기는 신석기시 에 비하여 다양한 크기

와 형태로 제작되었다. 한편 청동기시  사람들이 청동기나 토기, 석기 외에도 목기나 

골각기 등의 도구도 일정 정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남아 

있기 어려운 재질의 특성상 강원지역에서 아직 출토된 사례가 없어 정확한 형태와 그 

쓰임새를 알 수 없다.

1)  형화  목공  달

청동기시  사람들은 마제석기(磨製石器)라고 부르는 간석기를 본격적으로 제작하

다. 특히 이전의 신석기시 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되었고, 그 형태별로 정형화되었다.

강원지역에서 출토된 석기 중 간돌검[石劍], 바퀴날도끼[環狀石斧], 톱니날도끼[多頭

石斧] 등은 일상적인 생계활동과 거리가 먼 상징의례구에 해당한다. 석검은 집자리[住

居址] 내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있어 일상생활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

로 고인돌[支石墓]이나 돌널무덤[石棺墓] 등 무덤에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 실용성이 

없는 의례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한편 바퀴날도끼와 톱니날도끼는 중앙의 구멍에 막 를 꽂아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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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전투지휘용이나 족장의 장신구 등1)의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퀴

날도끼는 강릉 방내리유적 집자리 내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2), 춘천 천전리유적에서

는 집자리와 무덤에서 모두 출토되었다.3) 톱니날 도끼는 완형의 2점이 춘천 신매리에

서 지표채집된 바 있으나 다른 석기에 비하여 출토 예가 매우 드물다.

강릉 방내리유적 출토 바퀴날도끼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춘천 신매리 지표채집 톱니날도끼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화천 용암리 유적 출토 간돌검(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석기들은 그 쓰임새에 따라 체적으로 농경과 관련 있는 

굴지(掘地)･경작구(耕作具) 및 수확구(收穫具), 벌채구(伐採具) 및 공구류(工具類), 그

리고 수렵구(狩獵具), 어구(漁具), 식량처리구(食糧處理具), 방직구(紡織具), 석기가공

구(石器加工具)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경과 관련된 다양한 석기의 출현은, 곳곳에서 발굴되는 경작유구 및 탄화된 곡물

의 출토와 함께 이전의 수렵･채집･어로의 생계경제가 청동기시 에 들어서는 본격적

으로 농경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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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조양동유적 출토 돌칼(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농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석기로는 돌괭이(石鍬), 따비4), 돌삽 등의 주로 땅을 파

고 갈거나 뒤엎는데 쓰는 도구인 굴지･경작구 등과, 곡물을 수확하거나 잡초를 베는

데 사용한 돌칼(石刀), 돌낫(石鎌) 등의 수확구를 들 수 있다.

굴지･경작구는 평면형태가 신발바닥 모양이거나 타원형으로 크기가 비교적 크고 두

께가 얇은 타제석부(打製石斧)의 형태를 띤다.5) 따비는 나무자루와 ‘一’자형을 이루면

서 장착하여 주로 땅을 갈아 엎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괭이는 나무자루와 장착하여 ‘ㄱ’

자 형태를 이루면서 덩어리 흙을 잘게 부수거나 골을 낼 때 사용되었다.

수확구인 돌칼은 흔히 반달돌칼

[半月形石刀]이라고 하는데, 곡식

의 이삭을 따는 용도로 사용했다. 

돌칼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날 부분의 

모양에 따라 굽은날과 곧은날로 

구분되며, 굽은날에는 물고기모양

[魚形]과 배모양[舟形]이 있으며, 

곧은날에는 긴네모꼴[長方形], 빗

모양[櫛形], 세모꼴[三角形]이 있

다. 지금까지 조사된 한반도의 청동기시  유적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돌칼이 출토되

고 있으며, 그것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생업경제에서 농경의 

비중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다. 강릉 포남동유적에서는 집자리 내에서 돌칼

7점이 포개진 채로 출토되는 등6) 강원지역 역시 청동기시  유적에서 돌칼이 출토되

는 빈도가 높다. 이를 통해 강원도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경이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음을 알 수 있다.

돌낫은 날에 직교하게 나무자루를 끼워 사용하 던 것으로 추정하며, 그 형태가 안

쪽으로 조금 휘어 들어가 있어 몸 쪽으로 끌어당기듯 수확물을 베어 내는데 알맞다.

목공구는 벌채･절단･분할하는 1차공구인 형의 돌도끼[合刃石斧] 등과 형태 성형 

가공 및 세부적인 가공이 이루어지는 홈자귀[有溝石斧], 유단석부(有段石斧)와 팻날

도끼[扁平片刃石斧]와 돌끌[石鑿] 등이 하나의 공구세트를 이룬다. 한편 강원지역에서

는 목제도구의 출토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전체 석기 중에서 크기가 20cm 이상

인 형돌도끼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7), 석제목공구가 그 기능에 따라 분화되어 발달

하 다. 이런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강원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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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시  사람들은 이러한 석기를 이용하여, 목제농공구를 활발하게 제작하지 않았을

까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청동기시 에 농경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굴지경작

구의 출토비율은 신석기시 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는 앞서 추측한 석제목

공구를 이용한 활발한 목제농공구의 제작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이러한 목제농공

구의 활발한 제작은 농경발달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화천 용암리유적 출토 석제목공구류(좌상 : 간돌도끼, 우상 : 홈자귀, 좌하 : 돌끌, 우하 : 주상편인석부)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청동기시  강원지역에는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보조적인 생계수단으로 

수렵･어로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집자리에서 수렵도구인 간돌화살촉과 

돌창, 사냥돌 등이 빈번하게 출토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렵도구는 

간돌검과 함께 전쟁시에는 무기로 쓰 을 것이다. 

간돌화살촉은 청동기시  집자리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석기 중 하나이다. 양양 지

리유적의 집자리 내에서 다른 석기들과 함께 화살촉 3점이 포개진 채 출토되었으며,8) 

춘천 신매리 유적의 집자리 내에서 점토바닥과 내부퇴적토에서 간돌화살촉을 만들기 위

한 재료로 추정되는 22점의 소형 석재들이 출토되었다.9) 간돌화살촉은 먼 거리에 있는 

동물을 사냥하기 위하여 많은 양을 제작, 사용하 던 수렵도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춘천 천전리유적에서는 발굴조사과정에서 집자리 내의 저장구덩이 근처에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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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천전리유적 집자리 간돌화살촉 출토 모습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화된 화살 가 부착된 화살촉 

10점이 한꺼번에 출토되었다.10) 

출토 당시 흐트러지지 않고 뭉

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보고자는 가죽이나 풀 등으로 

제작된 통에 담겨 벽에 걸려 있

던 것이 화재로 인해 떨어져 남

은 것으로 보았다. 의 수종(樹

種)은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한 

싸리나무로, 석촉과 를 묶은 

매듭은 남아 있지 않으나 의 

끝을 반으로 갈라 끼운 형태가 확인되어 화살촉을 에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준 최초의 

자료이다.

어로활동을 보여주는 표적인 유물로는 그물추가 있으며, 그물추는 그물 끝에 달

아 사용하며 석제와 토제 두 가지 모두 만들어 사용하 고, 잡을 물고기와 작업의 규

모에 따라 크기와 무게를 다양하게 했다. 석제는 납작한 원형 또는 타원형의 강돌 양

쪽을 깨서 실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사용하 으며, 토제는 실을 걸 수 있게 가운데 

구멍을 뚫은 구형(球形), 원통형(圓筒形), 원판형(圓板形) 등이 있다.

청동기시 의 그물추는 신석기시  석제 그물추에 비하여 비교적 크기가 작고 무게

가 가벼운 토제의 그물추가 부분이다. 이러한 그물추의 변화는 멀리 외해(外海)에서 

이루어졌던 어로 활동이, 내륙에 위치한 크고 작은 하천변을 중심으로 내수면어로로 

변하고, 농경 중심의 청동기시  사회로 이행하면서, 수전(水田)의 급배수시설을 이용

한 어로활동으로 변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1)

강원지역에서 토제 그물추는 강릉 교동유적 집자리12)와 춘천 칠전동유적13) 집자리

에서 15~16점이 한 지점에서 집중 출토된 바 있다.

청동기시  사람들은 농사지어 수확한 곡물이나, 채집을 통해 확보한 견과류 등을 갈

판위에 돌공이나 갈돌을 이용해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여서, 껍질을 벗기거나 갈아서 

분말을 만들어 먹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화천 용암리유적에서 출토된 돌망치(石鎚)는 

손잡이가 달린 오늘날의 망치와 그 형태가 비슷하여 석기를 만드는 연장으로 쓰 을 가

능성도 있으나, 음식물을 부수는 데도 사용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14) ‘ㄱ’자형돌칼은 

그 형태가 오늘날의 칼과 유사하여 식용(食用)에 사용된 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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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교동유적 출토 가락바퀴(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춘천 천전리유적 출토 숫돌(지석)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화천 용암리 유적 출토 돌망치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방내리 유적 출토 ‘ㄱ’자형돌칼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동북형석도(東北型石刀)라고도 불리는 ‘ㄱ’자형돌칼은 강원 동의 강릉 교동, 조양

동, 방내리, 포남동유적과 남지방인 포항 호동, 울산 옥현유적에서 출토되어 동해안

을 잇는 하나의 문화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15)

이외에도 실을 뽑을 때 사용하는 

방적구의 일종인 방추차(가락바퀴)가 

집자리 내에서 출토된다. 석제 외에

도 흙을 빚어서 구운 것과 깨진 토

기조각을 재활용하여 만든 것 등이 

있다. 가락바퀴의 가운데는 구멍이 

뚫려 있어 이 구멍에 축이 될 막

를 넣고 회전시키면서 서서히 실을 뽑아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동기시  사람들

이 가락바퀴를 이용해 실을 잣고 의복을 만들어 입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한편 석기제작과 관련된 도구로는 숫돌[砥石]을 들 수 있다. 숫돌은 자연 상태의 원

석이나 떼어낸 석기를 갈아서 좀 더 

제작의도에 맞는 형태로 예리하고 

세 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숫돌을 통해 청동기시 의 

석기는 이전의 신석기시 에서 찾아

보기 힘든, 석기의 정형성을 가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유물로 용도에 따

라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하다.

청동기시 의 석기는 부분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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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암질을 사용하여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청동기시  사람들은 도구의 용도와 가공의 효율성에 따라 암질을 선택하 다. 날을 

갈아서 정교하게 가공해야 하는 간돌화살촉이나 간돌검은 퇴적암인 셰일이나, 퇴적암

의 사질과 점토질 또는 니질이 재결정작용으로 생긴 변성암인 천매암으로 만들었다. 

단단할수록 좋은 합인석부는 한번 만들기는 어렵지만 사용할 때마다 잘 파손되지 않

도록 변성암인 화성암질편마암으로 만들었다. 한편 이시 의 이러한 석기의 제작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방형’주거지에서 ‘전문집단’에 의해 일정한 가공을 거쳐 개개의 일

반주거지에서 마무리하여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16) 이러한 석

기제작의 분화는 추후 연구성과를 좀 더 지켜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2) 토  형태  크  다양화

흙을 구어 만든 그릇인 토기는 신석기시 부터 강원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활발하게 제작･사용되었다. 부분 문양이 있는 신석기시 의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

와 비하여 청동기시 의 토기는 민무늬토기(無文土器)라고 한다. 청동기시 에 들어

서 토기는 이전의 신석기시 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 사용되었는

데, 토기의 형태는 주로 깊은바리(深鉢), 얕은바리(鉢), 독(甕), 항아리(壺), 굽달린토

기(臺附鉢), 굽잔(高杯), 뚜껑(蓋) 등으로 구분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토기 중에서 항아리모양의 토기의 경우 저장하는 용도{저장

기(貯藏器)}로, 독과 깊은바리의 모양의 토기는 깊은 끓여서 조리하는데{자비기(煮沸

器)} 쓰 으며, 얕은바리는 음식을 담는데[식기(食器)]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 중에서 집자리 내부 저장구덩이 안이나 그 주변에 

형의 항아리모양의 토기가 확인되는데, 특히 춘천 신매리유적17)과 춘천 천전리유

적18), 화천 용암리유적19)에서는 크기 60~80cm 정도의 형 항아리모양의 토기가 집

자리 내부에서 출토되었으며, 이중 화천 용암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저장구덩이에 

토기의 바닥 부분이 일부 묻힌 채로 발굴되었다. 이러한 형의 토기는 부분 저장

하는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소형의 바리모양이나 독모양토기의 경우 집자리 내 화덕자리[爐址]와 그 주변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다. 이 토기들은 앞서 말한 바 로 음식을 끓여서 조리하거나 음

식을 담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토기형태는 바닥이 좁고 최 경이 중

간 상위에 위치하는 형태로 주둥이가 넓다. 최근 들어 조리할 때 사용되었던 토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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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화천 용암리유적 출토 붉은간토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우:속초 조양동유적 출토 굽달린토기(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그릇 표면에 남은 그을음이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넘쳐흘러 남은 유기물의 

흔적에 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토기를 통한 조리방식이나 음식물의 종류 등 

당시의 식생활에 한 풍부한 연구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화천 용암리유적 131호 집자리 출토 유물 현황(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이외에 굽달린토기[臺附鉢], 굽잔[高杯], 그리고 표면에 산화철이나 흑연을 바르고 

매끄러운 도구로 문질러 소성(燒成)한 붉은간토기나 검은간토기는, 집자리보다 고인

돌, 돌널무덤 등의 무덤에서 출토 사례가 많다. 이러한 토기들은 부분 일상생활이 

아닌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러한 토기의 제작과 관

련하여 강릉 방동리유적에서 2기

의 토기가마[燒成遺構]와 폐기장 1

기가 조사되었다.20) 가마는 지름 

1.5~2m, 깊이 50~60cm 정도 크

기의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갈  

등이 혼입된 초본류를 발라 벽체

와 천정을 설치한 폐쇄요(閉鎖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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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강림리 출토 청동검(세형동검), 청동거울
(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의 형태를 보인다. 토기가 가마의 바닥면에 눌러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안

쪽에 형의 토기를 깔고, 그 위에 토기를 1~2단 정도로 쌓아서 소성하 으며, 점토

띠토기나 붉은간토기 등의 토기와 함께 그물추도 같이 소성하 다.

강릉 방동리유적 토기가마 모습(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3) 청동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표적인 

청동유물로는 비파형동검(琵琶形

銅劍), 세형동검(細形銅劍) 등의 

청동검이 있다. 비파형동검 및 

세형동검은 날과 자루를 통째로 

주조하는 북방식이나 중국식 동

검과는 달리, 검몸[檢身]과 자루

를 별도로 주조(鑄造)하는 특징

이 있다.21) 한편 청동검은 청동

거울과 청동촉, 투겁창, 부채꼴 

도끼 등의 청동유물과 같이 출토

된다. 이러한 청동유물은 일상생

활에 사용되었다기보다 주로 무

기(武器) 또는 의기(儀器)로 쓰 을 것이다.

강원지역 청동기유물은 부분 발굴조사 중 확인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보고

된 자료이거나 지표에서 채집된 것이라 정확한 출토 정황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청동기유물로는 춘천 근교에서 출토된 청동검 2점22), 횡성 강림리에서 출토된 청동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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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조양동 고인돌 출토 부채꼴 도끼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과 청동거울23), 홍천 방량리에서 석촉과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검24), 평창 

하리에서 출토된 청동검25), 그리고 고성 사평리에서 출토된 청동검26)과 양양 정암

리에서 출토된 청동검과 청동거울27) 등이 있다. 

한편 속초 조양동 고인돌(支石墓)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비파형동검과 같이 나오

는 부채꼴도끼(扇形銅斧) 1점이 출토되었을 뿐 아니라28) 고성군 거진리,29) 통천30) 등

지에서는 청동검 및 청동촉 용범의 출토되었다. 

또한 정식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

지만 강릉 포남동유적의 집자리에서 청동촉 1점

이 출토되었으며, 최근에는 춘천 현암리유적의 

집자리에서는 비파형동검의 슴베편이 출토된 적

이 있다.31) 

이들 발굴 유물들과 앞선 실물 자료들을 종합

해보면 강원지역에서는 독자적으로 청동기의 제

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청동기제작의 

직접적인 증거인 용범 등의 출토 사례 또한 이

를 뒷받침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림 학   학 연 사)

1) 진, 1984, ｢江原地方  磨製石斧｣,  論文集 , 한림 학 .

2) 강 학  , 1996,  江陵 坊內里 住居址 .

3) 강원 재연 ･원주지 토 리청, 2008,  泉田里 .

4) 보습(犁先) 라는 용어  같  사용하 도 하는 , 는 용어 체에 가   용하여 사용하는 쟁 날 라는 미가 

포함 어 어, 신  가는 쟁 라 보다는 삽과 같  에 직  찔러 어 사용하는 도 라는 미에  ‘ 비’라

는 용어  사용했다( 상택, 2001, ｢中西部 新石器時代 石器에 한 初步的 檢討 Ⅰ-  심 ｣,  韓國新石器硏

究 , 한 신 연 ).

5) 안재 , 2000, ｢韓國 農耕社會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한 고고학 .

6) 난 , 1964, ｢江陵市浦南洞出土 先史時代遺物｣,  歷史學報  24, 역사학 .

7) 진, 1986, ｢靑銅器文化｣,  江原道  先史文化 , 한림 학 아시아 연 .

8) 강 학  ･한 도 공사 동건 사업 , 2001,  襄陽 池里 住居址 .

9) 강원 재연 , 2007,  新梅里 10･47-1番地 遺蹟-住 新築豫定敷地 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10) 강원 재연 ･원주지 토 리청, 2008, 앞  책.

11) 욱, 2008, ｢청동 시  어 동｣,  韓國靑銅器學報  3, 한 청동 학 .

12) 강 학  ･강 시, 2002,  江陵 校洞 住居址 .

13) 한림 학  ･한 토지공사, 1996,  漆田洞 粘土帶土器 遺蹟 發掘報告書 .

14) 강원 재연 ･ 천 , 2007,  龍岩里 .

15) 진 , 2007, ｢東北型石刀에 한 小考-東海文化圈 設定  겸하여｣,  嶺南考古學 .

16) 주 , 2008, ｢ 한강 상 역 청동 시   시스 에 한 고｣,  江原考古學報  11, 강원고고학 .

17) 한림 학  ･ 천시, 2003,  천 신매 지  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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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원 재연 ･원주지 토 리청, 2008, 앞  책.

19) 강원 재연 ･ 천 , 2007, 앞  책.

20) 강원 재연 ･강 시, 2007,  江陵 芳洞里 遺蹟-강  과학 지 산업단지 지역 .

21) 비 동검  검몸  아랫  게 가 러  악  비 처럼 생겼다고  ,  리야 허

[遼河]  리야 닝[遼寧]지 에  주  토 었다고 하여 ‘리야 닝식동검[遼寧式銅劍]’ 라고도 한다. 동검  

비 동검에 비하여 검몸  폭  , 주  한 도 에  토 다고 하여 ‘한 식동검(韓國式銅劍)’ 라고 

도 한다. 체  동검  비 동검  계승한 식  청동검 라고 보고 , 비 동검  한 도 뿐 만 

아니라  리야 허  리야 닝지 에  토 고 어 들 지역과    주목 다( 립 재연

, 2004,  韓國考古學專門事典-靑銅器時代篇 ).

22) 有光敎一, 1928, ｢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遺物｣,  考古學雜誌  28-11. 

23) 강승, 1977, ｢횡  강림리 토  ｣,  고고학  4, 1977.

24) 립 앙 , 1992,  한  청동  .

25) 남돈, 1994, ｢평창강 역에  새  견  사 ｣,  지  창간 , 강원 학  .

26) 梅原末治, 1930, ｢朝鮮新發見の銅劍銅矛｣,  人類學雜誌  45-8.

27) 원룡, 1967, ｢韓國江原道壤陽郡出土 細形銅劍･細文鏡についで｣,  士林  50-1, 1967.

28) 강 학  ･한 토지공사, 2000,  束草 朝陽洞 住居址 .

29) 택 , ｢鎔范 出土の二遺蹟｣,  考古學  8-4.

30) 藤田亮策･梅原末治, 1947,  朝鮮古文化綜鑑  1.

31) 맥 재연 원, 2009, ｢ 천  산업단지 지 내  사 4차 지도 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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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 

1. 한강 역

1) 생활

강원 서지역은 침식산지로서 고원과 구릉 및 침식분지가 발달되는 등 완사면을 

이루고 있어 일부의 충적지를 제외하면 부분 높고 험준한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 서지역은 한강수계를 기점으로 남한강수계와 북한강수계로 구분되고, 북한강

은 금강산 만폭동에서 발원한 본류와 소양강 그리고 홍천강 등 크게 3개의 강으로 이

루어져 있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94). 북한강의 본류와 지류 주변에 형성된 충적

지는 지형의 구분상 범람원상의 자연제방에 속한다. 이들 충적 지에는 선사시 부

터 규모 취락이 형성되는데, 청동기시  생활유적도 본류와 지류 주변에 형성된 평

탄한 충적 지에 분포하는 경향이 강하다. 

①가평 달전리 ②양구 만대리 ③양구 하리 ④화천 용암리･용암리Ⅱ ⑤화천 생태 상센터 ⑥춘천 내평 ⑦춘천 천전리121-16
번지 ⑧춘천 천전리 ⑨춘천 우두동 ⑩춘천 신매리(373-6번지･신매대교부지･주차장･47-1번지･54-4번지･10번지) ⑪춘천 현
암리 ⑫춘천 하중도 ⑬춘천 삼천동 ⑭춘천 칠전동 ⑮춘천 거두2지구 ⑯춘천 거두리･779-1번지 ⑰홍천 철정리･철정리Ⅱ ⑱
홍천 외삼포리･성산리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분포도(김권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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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유적은 구릉지 와 그 부근에서도 확인된다. 유적의 분포는 지역적으

로 하류인 경기도 가평에서부터 양구 서천 등 최상류지역과 최북단인 양구 해안까지

도 확인되고 있다. 선사시 부터 문명의 발달은 수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하안 충적 지가 선사시 의 가장 좋은 입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용수의 

공급이 원활하고 주변의 다양한 지형 환경을 생업무 로 활용하는데 용이하 기 때문

이다. 즉 농경, 수렵, 어로, 채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업경제방식을 이용하는데 유

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착생활을 위하고 문화를 발

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규모의 취락이 반복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

던 것이다. 북한강유역에서 조사된 생활유적은 현재까지 약 30개 정도의 유적에서 약 

600기 이상의 주거지를 비롯하여 수혈유구, 굴립주유구, 수로, 구상유구, 함정, 경작

유구 등이다. 

북한강유역은 2000년 이전에는 규모 유적이 조사되지 않아 춘천의 신매 교부지

유적(춘천시･한림 학교 박물관, 2003) 정도가 15기로 가장 많은 수의 주거지가 조사

된 예 다. 이후 170기가 조사된 화천 용암리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을 필두

로 가평 달전리유적(한림 학교 박물관 외, 2007) 34기, 춘천 천전리유적(강원문화재

연구소, 2008a) 74기, 춘천 우두동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06a) 39기, 화천 생태

상센터유적 36기(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홍천 철정리Ⅱ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07c) 64기 등 규모 유적이 잇달아 조사되었다. 

규모 취락의 조사와 더불어 주거지와 관련된 부속시설도 증가하고 종류도 다양해

져 취락의 구조와 형태 등 전반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표적인 예로서 

천전리유적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수혈유구, 굴립주유구, 경작유구, 수로, 함정 등을 

비롯하여 주구묘와 지석묘 등의 매장유구도 함께 조사되어 취락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천전리유적을 제외하면 부분 취락의 일부만 

확인되어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  생활유적은 용암리유적, 천전리유적, 철정리Ⅱ유적에서 

확인되듯이 취락의 형성이 규모로 이루어지고 중복관계가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취락의 반복적인 점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북한강유역의 지형적 조건이 

주변에 산지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천 유역에 집중되어 반복적으로 유적이 형

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용암리유적의 경우는 최소 5차례의 중복관계가 확인되어 6

차례 이상 점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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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리유적 유구배치도(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일반적인 청동기시 의 시기구분은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지만 북한강유역 청동기

시  생활유적의 단계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면 조기(早期), 전기(前期), 중기(中期), 

후기(後期)의 4시기 설정이 가능하며, 전기와 중기 사이에는 과도기도 설정할 수 있

다. 특정 시기만 확인되는 유적도 있지만 부분은 두 시기 이상 확인되며 조기에서 

후기까지 전시기에 걸쳐 확인되는 유적으로는 홍천 철정리Ⅱ유적, 춘천의 현암리유적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과 우두동유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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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조사 현황표

 항목

유적

주거지
(수)

부속시설(수)
중 요 유 물

토 기 석 기

만대리 2
무문･공렬･점토대･조합우각형파수

･두형
석부･석촉･석도

하리 2 수혈유구(1) 무문･공렬･호형 석촉･석부･지석 

용암리 170
수혈유구(35)･굴립주

유구(13)
무문･공렬･호형･적색마연･각형

석촉･석검･석부･석도･어망
추･방추차･검파두식

용암리Ⅱ 6
수혈유구(1)･굴립주유

구(1)
무문･공렬･적색마연･소형호형

석촉･유구석부･석도･석
부 

생태 상센터 36
수혈유구(11)･굴립주
유구(1)･구상유구

무문･공렬･호형
석촉･석부･석검･석도･석

창･방추차

내평 1 무문･적색마연 석촉･지석

천전리 74
수혈유구(약 240)･

굴립주유구(15)･함정(
147)･경작유구

무문･공렬･적색마연･소형호형
석촉･유구석부･환상석부

･석부･석도･석검

천전리
121-16

4 수혈유구(6)
무문･돌대문･이중구연단사선･파수

부･대부소호･심발형･어망추
석촉･석도

우두동 39
수혈유구(16)

굴립주유구(14)

무문･공렬･돌대문･점토대･구순각
목+공렬･적색(흑갈색)마연･대부소

호

석부･석검･석창･석촉･석
도･방추차･검파두식･관

옥

신매대교 15 수혈유구(14)
무문･공렬･호형･대부소호･단사+구
순각목･공렬+구순각목･적색마연

석촉･석부･방추차 등

신매리 3 무문･공렬･적색마연･구순각목 석촉･석도

신매리47-1 1 무문･공렬･적색마연･점토대 석부･지석

신매리10 2
무문･공렬･호형(구순각목)･적색마

연
석검･석촉･석부･방추차･

어망추

신매리주차장 1(9) 수혈유구 무문･공렬 석촉 

신매리54-4 8 무문･공렬･호형･적색마연 석검･석촉･석부

신매리373-6 4 수혈유구 무문･공렬･호형･적색마연 석촉･석부･석도

현암리 59 수혈유구(32)
무문･공렬･점토대･두형･조합우각

형파수
석부･석촉･석창

하중도 7 무문(내만구연심발) 석촉･석도･석부

삼천동 1 심발형(무문) 석촉･석도･석부

칠전동 1 점토대･흑색마연･두형 유구석부･석창･석촉

거두2지구 17
수혈유구(23)･굴립주
유구(2)･구상유구･수

로･함정(41)
무문･공렬･호형･점토대

석촉･석부･석도･공구형
석기･석창

거두리 20 수혈유구･구상유구 무문･공렬･적색마연･점토대
석촉･유구석부･석부･석

도･석검 

거두리779-1 5
수혈유구(3)･구상유

구
무문･공렬･적색마연 석검･석촉･석부･석도

철정리 2 수혈유구 무문･공렬･호형 석부･석촉

철정리Ⅱ 64
수혈유구, 

굴립주유구, 
구상유구

무문･돌대문･파수부･공렬･호형･적
색마연･무문(내만)･적색호형･소형

호형･점토대
석도･석촉･석검･석도･옥

외삼포리 5 수혈유구 무문･돌대문･공렬･적색마연 석도･석촉･석검･옥

성산리 4 무문･점토대토기 석촉, 석도

달전리 34 수혈유구
무문･공렬･호형･소형호형･대부소

호･마연 
석촉･석부･유구석부･석

도･방추차

김권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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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주거지

○ 구조와 내부시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기본적으로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조기에는 형

의 (장)방형, 전기에는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주거지가 다수를 차지하며 과도기를 

거쳐 중기와 후기에는 소형의 (장)방형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주거지의 주축방향은 전 

시기를 걸쳐 강의 흐름과 나란한 것이 많지만 조기에는 부분 강의 흐름과 직교하고 전

기에도 직교하는 것이 많다. 주거지의 규모는 다양한데 용암리 3호･9호･58호･93호･115

호･천전리유적 59호 주거지와 신매 교부지유적 21호, 26호 주거지, 철정리Ⅱ A-4구역 

12호 주거지 등 50㎡ 이상의 형도 많이 확인된다. 주거지의 규모는 조기와 전기에 30

㎡ 이상의 중･ 형이 많고 중기와 후기에는 점차 규모가 축소되어 평균 20㎡ 정도이다.

주거지의 내부시설은 다양하게 확인되고 규칙적이며 정연한 편이다. 주요시설로 중

심주공(초석), 노지, 저장공, 이색 점토구역, 출입구시설 등이 있다.

중심기둥은 가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가옥의 상부구조를 지탱하는 중심

기둥이며 설치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구덩이를 파고 설치하는 

주공식(柱孔式)과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초석식(礎石式)이 있다. 주공식은 가장 일

반적인 구조로 주거지 주축 중앙선상에 일정간격으로 배치하는 중앙주공(中央柱孔)과 

주거지 장벽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배치된 내측주공(內側柱孔)으로 구분된다. 중앙주공

은 장벽의 길이에 따라 비례하여 1개에서 많게는 7개(용암리 115호)까지 설치되기도 한

다. 내측주공은 주거지 중앙주공의 수에 따라 1개면 2×3주식, 2개면 2×4주식의 배치

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화천 용암리유적 73호 주거지(주공식)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홍천 철정리Ⅱ유적 C-1호 주거지(초석식)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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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주공은 전기에도 일부 확인되지만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증가하여 중기에는 용

암리유적과 천전리유적의 경우 전체주거지의 40% 이상까지 증가하기도 한다. 초석식

은 일반적으로 2행에 3~5열의 구조를 보이며 조기와 전기의 주거지에서만 확인된다. 

초석이 확인되는 주거지는 홍천의 철정리Ⅱ유적 C-1호와 5호 주거지, 외삼포리 3호, 

5호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8c), 가평 달전리유적 33호 주거지 등이다.

노지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냇돌이나 할석을 방형이나 원형의 형태로 두른 위

석식(圍石式)과 돌을 두르지 않고 구덩이를 파거나(수혈식, 竪穴式) 바닥을 그 로 사

용한(평지식, 平地式) 무시설식(無施設式)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는 무시설식이 다

수를 차지하나 우두동유적 B-9호와 B-36호, 거두2지구유적 4호(강원문화재연구소, 

2008b), 신매 교부지유적 36호와 38호, 외삼포리유적 3호, 5호 등의 주거지에서는 

위석식이 확인되고 있다. 신매 교부지유적 26호 주거지, 거두2지구 1호와 3호 주거지

는 위석식과 무시설식을 함께 설치하여 노지의 형태에 따라 각각의 기능도 차이가 있

을 가능성이 있다. 노지의 수는 1개에서 많게는 용암리유적 9호 주거지와 같이 최  5

개까지 확인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쪽 단벽에 치우쳐 설치되는 비 칭적 경향이 

강하지만 용암리유적 115호 주거지와 같이 양쪽 단벽을 중심으로 설치되기도 한다. 

무시설식노지(左:화천 용암리유적 85호 주거지)와 위석식노지(右:홍천 철정리유적Ⅱ A-21호 주거지)
(좌: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우:강원문화재연구소 2007c)

 

주거지 내부시설 중에는 남한 내의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이색 점토구역(異色粘土區域)과 작업공(作業孔)이 있다. 이색 점토구역은 주거

지 내부에 노지가 배치되지 않는 단벽쪽 공간의 거의 전면이나 일부분에 정선된 황갈

색 점토를 1~5㎝ 두께로 포장하는 것으로, 내부에는 작업공 1~3기가 반드시 설치된

다. 평면형태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체로 (장)방형과 타원형에 가깝거나 부정형의 형

태를 띠기도 한다. 천전리유적 65호･69호 주거지와 같이 별도로 독립된 방형의 주거

지 내부 전면에 이색 점토구역을 설치한 것도 확인되었다. 북한강유역에서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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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용암리유적 139-a호 주거지 이색점토구역과 작업공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화천 용암리유적 88호 주거지 저장공과 출토 토기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부분의 유적에서 이색 점토구역을 설치

한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다. 작업공은 

평면 원형의 형태를 띠고 규모는 체로 

지름 50~80㎝, 깊이 10㎝ 이하이다. 바

닥은 정선된 황갈색 점토로 매우 치 하

고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다. 작업공의 

성격은 석기의 제작과정에서 마연과 세

척에 관련된 용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

는 간이 저수시설로 추정된 바 있다(강

원문화재연구소, 2007a).

작업공과 이색 점토구역은 조기와 전기에는 설치되지 않다가 과도기를 거치면서 작

업공이 먼저 등장하고, 중기와 후기에는 이들이 모두 설치되어 주거지 내부의 일반적

인 시설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가장 많은 수가 확

인된 용암리와 천전리유적을 통해 볼 때 작업공만 설치된 것은 43동이며 이색 점토구

역과 작업공이 함께 설치된 것은 59동에 이른다.

저장공은 원형이나 타원형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이며 벽체 부근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기를 거치면서 노지

가 설치된 공간의 벽 부근에 배치되는 경

향이 강해진다. 저장공 내부에는 유물이 

많이 확인되지 않지만 심발형이나 호형 

등 저장용의 토기를 안치한 것(천전리 47

호, 용암리 88호)이 일반적이고, 석기 제

작에 사용된 도구와 석재 등을 보관한 것

(용암리 141호)이 있으며, 때로는 토기의 

태토를 저장하는 것(거두2지구 7호)도 있다. 저장공의 수는 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줄

어드는 경향이 강해진다.

출입구시설은 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벽체의 일부분을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 사

용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출입구시설로 확인된 형태는 용암리 75호와 94

호 주거지에서 장벽 중앙부에 반원형의 돌출된 시설이 설치된 것이 있는데, 내부 양

측에는 문의 기둥으로 판단되는 주공이 너비 1m 내외의 간격으로 확인되었다. 천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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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리 19호 주거지 내부시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화천 용암리유적 94호 주거지와 출입구시설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66호 주거지는 북쪽 단벽 중앙에 돌출된 형태

의 시설과 내부에 계단식의 시설이 함께 확인

되었고, 거두리 5호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3)에서도 남쪽 단벽 중앙에 출입구시설로 

보이는 흔적이 주거지 안으로 경사지게 내려오

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가옥을 구성하는 재료는 화재로 남은 것을 

살펴본 결과 나무와 갈 나 억새와 같은 초본

류(草本類)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부구

조는 거의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거지 바닥에는 벽을 따라 벽체를 구성하는 벽주공이 다

수 확인되는데, 북한강유역 청동기시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장방형과 세장방형의 구조

이므로 중심주공과 벽주공의 배치로 볼 때 부분 맞배지붕으로 추정된다. 

춘천 거두2지구유적 4호 주거지 서벽 목탄(강원문화재연구소, 2008b)

벽주공은 일반적으로 원형의 목재를 그 로 사용한 흔적이 일정 간격으로 확인되지

만, 거두2지구유적은 다수의 주거지에

서 판재로 가공된 기둥의 흔적이 매우 

촘촘하게 확인되었다. 이것은 목재의 

가공기술이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증명

하는 것으로 앞선 신석기시 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당시의 건축기술

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가늠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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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내부시설 외에 주목되는 것으로는 용암리 19호 주거지에서 벤치(Bench)나 

베드(Bed) 형태의 구조를 보이는 시설이 장벽을 따라 4기가 설치되기도 한다. 주거지 

내부의 이와 같은 시설들로 미루어 볼 때 내부구조는 정형성이 있으면서 매우 발달되

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주거지의 성격

북한강유역 청동기시  주거지는 성격에 따라 일반주거지와 공방주거지로 구분된

다. 일반주거지는 앞서 언급하 듯이 노지, 저장공, 이색 점토구역, 작업공 등의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주거(住居)의 기능인 휴식, 취사, 난방, 수면, 교육, 가재

관리, 접객 등을 담당하는 것이며(취락연구회, 2004), 크기에 따라 (초) 형, 중형, 소

형으로 구분되고 이와 연계하여 평면형태도 달라져 각각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주

거지와 달리 일반적인 주거지의 기능보다는 공방적인 성격이 강한 주거지가 다수 있

다.

공방주거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소수혈주거지(小竪穴住居址)로 

용암리유적에서 6동과 천전리유적에서 이와 유사한 주거지 14동이 확인되었다. 용암

리유적의 소수혈주거지는 34호･87호･100호･138호 등으로 노지가 확인되지 않고 소수

의 저장공을 제외하면 다른 시설은 거의 설치되지 않는다. 내부에서는 가공되지 않거

나 파손된 석재와 소량의 가공된 석기, 작업  등과 소량의 토기가 출토되며, 바닥에

는 직경 10~20㎝ 정도의 (타)원형 소수혈이 중앙주공을 중심으로 집되어 무질서하

게 분포한다. 얕은 수혈 내부에는 돌가루[석편 石片, 석분 石粉]와 탄화유기물이 차 

있어 석기를 가공하는 용도의 수혈로 추정되므로 전문공방시설로 판단된다.

천전리유적의 소수혈주거지는 내부 주축 중앙선상에 3개의 주공이 나란하게 설치된 

경우(4호･13호)와 2개의 주공이 부가된 경우(22호･34호)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2

개의 중앙주공이 설치된 것이다. 주공 사이의 거리는 4호･71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모

두 1m 이하이고 부분은 70~95cm이다. 내부시설은 중앙주공을 비롯하여 노지, 저

장공, 출입구시설, (소)수혈 등과 탄화유기물층, 소토(층)이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22호 주거지에 설치되었지만 일반적인 위치는 아니고, 저장공은 4호(3기)와 27호(1기) 

주거지, 출입구시설은 13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정도이다. 7호와 48호 주거지에서는 

주공을 제외한 별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주거지의 내부 시설은 일

반주거지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 외에는 부분 소수혈, 탄화

유기물층, 소토층 등이 확인되는데, 수혈은 1~4개 정도가 확인되지만 내부에는 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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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이 차 있다. 출토유물은 수가 적은 데다 토기와 석재(석기)의 비율도 석재가 약

간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36호 주거지는 탄화유기물층과 함께 다수의 석재가 중앙주공을 중심으로 출토되

고 석검, 석촉, 편인석부 파손품이 출토되었다. 용암리유적의 소수혈주거지와 성격이 

같은 석기를 제작하는 공방주거지로 판단된다. 우두동유적 B-8호 주거지도 이와 동

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공방주거지는 탄상주거지(炭床住居址)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중심 주공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바닥에 탄화된 흑색의 유기물과 그 아래에 황갈색 

점토를 깔아 특수하게 처리한 주거지이다. 내부에서는 공통적으로 미가공된 원석과 

반파된 석재가 다량 출토되는 주거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용암리유적에서만 8동

(22호･24호･98호･153a･153b호 등)의 주거지가 조사되었고, 출토유물의 양상과 바닥

상태로 보아 소수혈주거지와 같은 공방 성격의 주거지로 추정된다.

○ 주거지의 확장과 폐기

북한강유역 청동기시  주거지 가운데에는 확장된 주거지가 몇몇 확인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주거지를 폐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한 것인데, 용암

리 139-a･b호와 153-a･b호 주거지가 폐기와 확장의 결과로 추정된다. 기존에 사용하

던 주거지를 복토하여 폐기하고 그 상부에 단벽과 장벽을 약간씩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중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폐기하여 복토한 흔적이 관찰되

고, 확장된 주거지와 폐기된 주거지의 주축방향이 같으며, 주거지의 성격과 내부시설

의 배치가 동일한 경우이다. 확장방식을 살펴보면 139-a･b호는 폐기된 139-a호의 네 

벽체 전체를 확장하여 평면형태는 방형에서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하 다. 중앙

주공과 노지를 약간씩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새로이 2×3주식의 내측주공을 부가하여 

면적은 4.1㎡ 가량 증가하 다. 폐기된 139-a호 저장공 내부에서 합인석부 1점이 출

토되었는데, 이 유물은 주거지 폐기과정에서 매납한 것으로 판단된다.

153-a･b호는 바닥에 흑색의 탄화유기물을 깐 공방주거지이다. 폐기된 153-a호의 

북서장벽과 남서단벽은 그 로 사용하고 북동단벽과 남동장벽을 새로 확장하 다. 평

면형태는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변하 고, 면적은 3.4㎡ 가량 증가하 다. 중심주공은 

중앙주공을 북동쪽으로 약간 이동시키고 단벽쪽에 각각 1개씩 주공을 새로 설치하여 

3개로 증가하 다. 두 주거지 모두 공통적으로 주공의 배치나 노지의 이동 외에는 성

격에 큰 변화 없이 면적을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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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확장과는 달리 개축(改築)한 주거지도 확인된다. 천전리 52호 주거지는 네 

벽을 그 로 사용하고 기존의 바닥(1차)을 폐기하여 복토하고 새롭게 바닥을 조성(2

차)한 구조이다. 바닥을 새롭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설물의 위치가 바뀌는 결과

가 발생하 는데, 1차 바닥 내부에는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노지 1기가 확인되고 노지 

서쪽으로 트렌치가 설치되어 중앙주공의 존재는 명확하지 않았다. 2차 바닥에서는 1

차 바닥 노지의 위치에 기둥을 설치하 기 때문에 트렌치 부분에 존재 여부가 확실하

지 않지만 노지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중앙주공과 노지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사용하던 바닥(1차)을 폐기하여 복토하고 10㎝ 가량 높여 새로운 

바닥(2차)을 조성한 것이며, 주거지 면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축의 개념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지 확장과 개축의 원인은 결혼, 출산과 같은 가족구성원

의 증가와 사용도구나 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면적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과 작

업공간이나 활동공간의 확보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의 해결, 오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주거지의 폐기 원인은 다양한데 자연적인 폐기와 화재에 의한 폐기로 구분될 수 있

다. 자연적인 폐기는 거주하던 집을 그 로 방치한 채 이주를 하는 경우나 홍수와 같

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화재에 의한 폐기의 원인으로는 단순한 실수

에 의한 실화(失火)나 전쟁과 같은 타의에 의한 방화(放火)가 상정될 수 있다. 실화나 

방화를 주거지의 잔존상태만으로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인위적으로 방화를 한 경

우가 있다. 거두2지구 유적의 청동기시  주거지 2기(북지구 10호･15호)와 수혈유구 1

기(북지구 42호)는 인위적으로 화재를 내어 폐기시킨 뒤 내부를 매몰시키고, 최종적으

로 상부를 황색 점토(황토)로 덮어 마감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주거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 사악한 기운이 몸에 들

어 온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주거지 내부에서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

의 결과로 판단되는데, 특수한 주거지 폐기양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주거지와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데,  삼국지(三國志) 위서(魏

書) 동이전(東夷傳) 예조(濊條)에는 ‘다소기휘(多所忌諱) 질병사망(疾病死亡) 첩손폐구택

(輒損廢舊宅) 갱조신거(更造新居)’란 기록이 있다. 이 내용은 ‘질병을 기피하여 사용하던 

집을 폐기하고 새 집을 짓는다’는 내용으로 질병에 의한 주거지의 폐기와 관련된 기록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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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천전리유적 A-4호 방형수혈유구(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 주거지의 공간분할

북한강유역 청동기시  주거지 내부공간은 소비와 저장을 담당하는 구역과 생산을 

담당하는 작업구역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 주축 중앙축선상에 

배치되는 중앙주공에 의해 분할되어 노지와 저장공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저장 공간

과 작업공 및 이색 점토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생산공간으로 구분되고 정형화되

는 것이 특징이다. 유물의 출토양상에서도 체적으로 소비와 저장 공간에는 토기류

와 완성되어 사용 중인 석기의 출토량이 많고, 작업과 생산공간에는 가공되지 않은 

원석과 함께 석기의 제작단계를 알 수 있는 각종 석재의 출토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

다. 조기와 전기에는 노지가 배치되지 않는 공간이 무시설이었으나 과도기를 거치면

서 중기와 후기에는 작업공과 이색 점토구역을 설치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

이 중기와 후기에 작업공과 이색 점토구역을 설치하는 주거지가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주거지를 소위 ‘천전리식 주거지(泉田里式 住居址)’라고 한다(김권중, 

2005a; 김권중, 2005b).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아 지

역적인 특성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기타 생활유구

생활유구 가운데 취락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는 것은 수혈유구와 굴립주유구

이다. 수혈유구는 주거지와 다른 

성격의 유구로 부분 면적이 5

㎡ 이하이며 규모가 작은 편이고 

저장공을 제외하면 내부에 노지

와 같은 일반적인 시설이 확인되

지 않는 유구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 소수 확인되지만 방형

과 원형으로 구분된다. 천전리 A

지역 4호와 5호 방형수혈유구는 

내부에 다수의 저장공을 설치하 기 때문에 주거지 부속시설의 일종으로 창고와 같은 

저장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방형수혈유구는 모두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된

다. 원형의 경우도 방형과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되지만 용암리 15호 원형수혈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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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용암리유적 8･9호 굴립주유구(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경우는 폐기장의 용도로 추정된다.

굴립주유구는 주거지 주변

의 일정한 구역에 1~3기 정도

로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며, 

정면 1~3칸, 측면 1~2칸의 

구조를 보인다. 용암리유적과 

천전리유적, 우두동유적 등에

서 많은 수가 확인되었는데,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지만 

고상식의 창고로 추정되는 유

구이다.

곡식의 재배로 정착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작유구는 천전리유적에서만 조사되었는

데 구상경작유구, 소형수혈군, 반구상경작유구 등 3가지 형태로 확인되었다. 구상경작

유구와 소형수혈군은 밭으로 추정되었으며 다른 유구와의 중복관계에 따라 전기나 중

기로 판단되고 있다. 반구상경작유구는 벼의 플랜트오팔(Plant-Opal)이 정량분석(定

量分析)의 결과 안정적으로 검출되어 논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기가 청동기시 의 

늦은 단계인 후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이들 경작유구와 관련된 유구로 판단되는 수로는 많은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천전리유적과 거두2지구유적에서 각각 조사되었다.

춘천 천전리유적 경작유구[좌 : 구상경작유구, 우 : 반구상경작유구](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한편 취락이 발달하고 농경에 의한 정착생활이 두드러지면서 새로운 성격의 유구인 

함정이 등장하게 된다. 천전리유적에서 147기, 거두리유적에서 41기의 함정이 조사되

었는데 국내에서 가장 집도가 높고 규모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을 띠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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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길이 1.5~2.5m, 깊이 1~1.5m이고 2~10기 정도의 단위로 열을 이루어 배치되

는 특징이 있다. 함정의 바닥에는 살상용의 창을 박은 흔적인 기둥구멍 2개가 나란하

게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이다. 함정은 중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며 이전 시기에

는 확인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수렵유구로서, 이와 같이 평지에 조성된 타원형 함

정의 성격은 멧돼지나 사슴과 같은 형동물의 수렵용으로 판단되고 있다.(김권중, 

2006) 함정의 등장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경작지의 증가와 취락 내에서 저

장하고 있는 곡류와 같은 잉여생산물의 증가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방어의 목적

도 있다.

천전리유적 함정유구[좌:B-다지구 함정열, 중:73호 함정, 우:75호 함정 창 흔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이 외에 다수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구상유

구도 있다. 이 가운데 천전리유적의 4호와 5호 구상유구는 1.2~2.45m의 간격이며 동

서방향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데 전기의 주거지가 분포하는 주거공간과 주구묘가 분

포하는 묘역공간을 구분하는 성격으로 밝혀져 있다. 이와 유사한 구조와 규모의 구상

유구가 거두2지구유적에서도 조사되었지만 동일한 성격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③ 출토유물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주거지의 출토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수혈유구 정도이며, 나머지 유구에서는 소량의 유물만 출토되거나 없

는 경우도 많다. 유물은 크게 토기류와 석기류, 금속류 등으로 구분된다.

토기류는 기형에 따라 호형과 발형, 옹형 등으로 구분되고 문양의 시문방식에 따라 

세분되어 각목돌 문토기,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부소호,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흑색마연토기, 점토 토기, 두형토기, 소형호형토기, 적색호

형토기 등 다양하게 명칭 된다.

돌 문토기는 구연부에 각목문을 시문한 돌 를 부착한 것으로 구연부 전체를 두른 

것과 일정간격으로 4~6군데에 부착한 절상돌 로 구분되며 절상돌 는 각목문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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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되지 않은 것도 있다. 돌 문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외삼포리유적, 철정리Ⅱ유적이 

있으며, 가장 이른 시기인 조기의 주거지와 전기의 이른 시기에 출토되고 있다.

공렬토기는 아가리 부근의 내면이나 외면에서 관통되거나 반관통된 원형의 구멍을 

일정간격으로 전체를 둘러 시문하는 방식의 토기이다. 두립문, 자돌문 등도 이에 포함

되며 북한강유역 청동기시 의 토기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기이다. 조

기에는 확인되지 않다가 전기에서 중기까지 사용되고 중기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후기에는 사라진다.

구순각목문토기는 아가리(구순)에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새기는 것으로 많은 수가 

확인되지 않지만 신매 교부지 18호, 21호 주거지 등 주로 주로 전기의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중기에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특히 21호 주거지 출토 구순각목문토

기는 구연직하에 공열문과 함께 ‘×’자형, ‘///’자형의 문양이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겹아가리에 단사선문을 일정간격으로 시문하는 토기로 현

암리 185호 주거지와 천전리 121-16번지 10호 주거지 등 조기와 전기에 집중 출토되

고 있으며 북한강유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토량이 적은 편이다.

적색마연토기(붉은간토기)는 홍도, 단도마연토기 등으로 불리며 토기 외면에 단을 

칠하고 마연하여 광택을 내는 토기로 작은 호의 기형이 많다.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묘제에서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주거지에서도 다수 출토되고 있다. 주로 전

기와 중기에 출토되며 전반적으로 수가 적고 파손된 편으로 확인되는 것이 많지만 완

전한 것은 용암리 13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이 표적이다.

     ① 돌대문토기            ② 공렬토기        ③ 적색마연토기         ④ 점토대토기  

각종 토기(① 홍천 외삼포리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c ②,③ 화천 용암리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c 
④ 춘천 거두리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b)

  

원형점토 토기는 청동기시 의 가장 늦은 단계인 후기에 출토되는 토기로, 구연부

에 단면 원형의 점토띠를 부착한 토기이다. 춘천 온의동유적(임세권 1977)과 양구 해

안의 현리(만 리)유적(구문경 외, 2008)에서는 지표에서 채집되었으며, 생활유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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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토된 것은 춘천 칠전동유적(한림 학교 박물관 외, 1996)이며 최근 거두2지구 

11호 주거지와 현암리 1호･210호 주거지에서도 출토되었다. 주로 구릉에 분포하는 유

적에서 출토되었으나 철정리Ⅱ유적과 현암리유적과 같이 하안 충적 지에 분포하는 

유적의 주거지에서도 출토되었으며, 천전리 B지역 185호 수혈유구에서는 흑색으로 마

연처리된 소형의 점토 토기가 출토되었다. 같은 시기에 공반되는 토기로 고배형의 두

형토기와 흑색마연토기가 있는데 최근 현암리유적에서 다수의 두형토기가 출토되었다.

한편 용암리 52호와 136호 주거지에서는 각형토기(角形土器)도 출토되었다. 각형토

기는 소위 ‘팽이형토기’라고도 하며 북한의 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서북한지역

이 주분포권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에서는 서북한지역과 가까운 연천 삼거리유적과 

강화도의 삼거리·오상리유적 등 주로 서북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있었다. 용암리유적 

출토품은 동강유역의 입석리유적 출토품 유사한 변형각형토기로 추정되는데, 거리

상으로 멀리 떨어진 서북한지역 각형토기문화와의 교류나 전파 등의 결과로 판단된다

(최종모 외, 2006).

입석리유적 각형토기(좌 : 국립중앙박물관, 2006)와 용암리유적 각형토기(우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석기류는 석검, 석촉, 석부, 반월형석도, 방추차, 지석, 연석, 고석, 부리형석기, 어

망추, 첨두기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며 형태에 따라 각각의 쓰임새도 차이가 

있어 무기(석검, 석촉, 석창), 수렵구(석촉, 석창), 벌목구(합인석부), 목재가공구(편인

석부), 석기가공구(지석), 식량수확구(반월형석도, 부리형석기), 식량처리구(연석, 연석

봉), 방직구(방추차) 등 다양하게 구분된다.

석검은 병부(손잡이)의 형태에 따라 유경식과 유병식으로 구분되며 유병식은 일단병

식과 이단병식, 유절식으로 세분된다. 이단병식은 조기의 늦은 단계부터 전기에 걸쳐 

사용되며 용암리 11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은 신부에 혈구(피홈)를 가진 것이다. 용

암리 131호 주거지 출토 석검은 매우 정교하게 가공되어 있어 신분상징의기(身分象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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儀器)(이 문, 1997)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병식은 석검 가운데 출토량이 가

장 많으며 중기와 후기의 주거지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유절식은 병부에 마

디가 있는 것으로 거두리 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유경식은 손잡이가 없이 

경부(슴베)만 달린 것으로 전기부터 후기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석검과 관련된 검

파두식은 검의 손잡이장식으로 용암리 17호 주거지, 우두동 B-33호 주거지, 현암리 1

호 주거지 등에서 출토된 것이 있는데 모두 다른 형태이다.

석촉은 석기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고 형태도 다양하다. 석촉의 형태는 크

게 삼각만입의 무경식과 유경식으로 구분되며 유경식은 일단경식과 이단경식으로 세

분된다. 삼각만입의 무경식은 후기에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기도 하지만 주로 조기와 

전기에 사용되고 이단경식은 전기, 일단경식은 중기와 후기에 사용된다.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  주거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형태의 석촉은 일단경식 중에 일체형석촉으로 

부르는 것(박준범, 1998)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가 출토되었다. 특히 천전리 

47호 주거지에서는 화살 가 부착된 형태로 10점의 화살이 출토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청동기시 에 화살 가 부착된 것으로는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석부는 날의 형태에 따라 양인의 합인석부와 단인의 편인석부로 구분되며 합인석부

는 종류에 따라 편평편인석부, 주상편인석부, 유구석부 등이 있다. 석부는 부분의 

유적에서 많은 수가 출토되었으며 합인석부는 주로 벌목구. 편인석부는 목재가공구의 

용도로 추정된다. 유구석부는 이른 시기인 조기와 전기에는 출토되지 않지만 중기부

터 등장하여 후기까지 사용되며 형태도 다소 변화된다. 이 외에 달도끼라고 하는 환

상석부도 천전리 57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로서 주형, 어형, 장방형, 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반월형석도

는 주거지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석기로 농경이 활발하 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다. 여기에 2차 수확구로 판단되는 부리형석기와 수확된 곡식을 처리하는 연석과 연

석봉(구)도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것들이다.

이 외에 각종 도구로 사용된 많은 석기들이 있다. 주거지에서는 실을 짜는데 사용

된 원판형의 방추차가 일반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석기를 가공하는 용도인 지석이 

다량 출토되고 있다. 특히 거두2지구의 북지구 2호･6호･10호 주거지에서는 지석의 출

토량이 현저하며 형이 많아 주거지의 성격이 공방이었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첨두

기는 각종 도구의 홈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다양한 형태가 있고, 용암리 28호 주거지

와 10호 수혈유구에서는 망치형석기가 출토되기도 하 다. 한편 생활유적이 하천변에 

입지해 있으면서 어망추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 일반적인 어로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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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곡옥과 관옥, 환옥 등 다수의 

유적에서 장신구로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옥이 출토되었는데, 거두리 12호 주거지에

서는 연옥제의 관옥이 출토되기도 하 다. 이상과 같이 석기류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어 발달된 도구의 사용을 짐작케 한다.

① 석검·석창·석촉        ② 합인석부·편인석부          ③ 유구석부·주상편인석부

  

④ 반월형석도                 ⑤ 방추차                     ⑥ 망치형석기

용암리유적 출토 각종 석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금속류는 출토량이 많지 않지만 청동기와 철기로 구분된다. 청동기는 기본적으로 

매장유구에서 출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활유적에서는 우두동 B-37호 주거지에

서 양익촉, 현암리 204호 주거지에서 비파형동검의 경부편, 현암리 6호 수혈유구에서 

청동촉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철기는 철정리Ⅱ A-58호 주거지에서 단조품인 소형의 철편이 출토되었는데 청동기시

에 후기부터 철기의 사용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생활  변천

앞서 언급하 듯이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  생활유적의 시기구분은 조･전･중･후기

의 네 단계와 함께 전기와 중기 사이에는 과도기도 설정할 수 있다.

조기에는 주거지와 소수의 수혈유구 정도가 확인되기 시작한다. 주거지는 형 (장)

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며 내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위석식노지와 2×3~5주식의 초석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심발형의 각목돌 문토기, 파수부토기를 비롯하여 삼각

만입석촉, 방형의 편평편인석부, 장방형의 반월형석도 등의 유물이 특징적으로 출토된



제5장 | 청동기시대의 강원

418 강원도사 

다. 철정리Ⅱ유적, 외삼포리유적, 천전리121-16번지유적(한림 학교 박물관, 2008)에

서 다수의 주거지와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주거지 구조와 출토유물의 양상

은 ‘미사리유형(渼沙里類型)’의 제속성과 동일한 것이다.

전기는 주거지와 수혈이 전단계보다 증가하는데 주거지는 (세)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는 것이 부분이며, 위석식노지가 일부 확인되지만 부분은 수혈식의 무시설식노

지를 설치하게 된다. 중심주공은 1~7개까지 주축중앙선상에 설치되고 이와 나란하게 

내측주공이 설치되기도 한다. 주거내의 분리된 작업공간에는 작업공이나 이색 점토다

짐구역은 확인되지 않고 무시설의 작업구역만 확인되는 시기이다. 유물은 심발형의 

공렬토기, 호형토기, 적색마연토기와 이단병식석검, 이단경식석촉, 삼각만입석촉, 합

인･편인석부, 주형과 어형의 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된다. 용암리유적, 천전리유적, 거

두리유적, 우두동유적, 신매 교부지유적, 철정리Ⅱ유적 등 많은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역삼동유형(驛三洞類型)’의 제속성과 거의 동일한 양상의 주거지가 

주류를 이룬다.

과도기는 용암리유적과 천전리유적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을 

띠는 형주거지도 소수(용암리 3호･9호･122호) 확인되나 장방형과 방형을 띠는 중･

소형 주거지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단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시설이었던 전단계

의 작업공간에 작업공이라는 새로운 시설이 배치되는 것이다. 중심주공은 2×3주식과 

2×4주식의 내측주공을 갖춘 주거지가 소수(용암리 2호･48호･80호･116호･천전리 51

호) 확인되기 시작한다. 천전리 51호 주거지는 평면형태에서 세장방형을 띠고 노지 배

치가 양단벽 쪽으로 각각 2기와 1기를 배치하는 비 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전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노지가 배치되지 않은 중앙주공 사이의 빈공간에 

원형의 작업공을 새롭게 설치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기의 주거지는 소형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띠고 내부에는 수혈식노지와 함께 이

색 점토구역과 작업공 같은 특수한 시설을 갖춘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 된다. 중심주

공도 2×3주식과 2×4주식의 내측주공 배치가 과도기보다 비율로 보아 4배가량 증가

하여 이 단계에 속하는 주거지에서 약 40%의 비율을 차지한다. 주거지 내부의 저장공 

수는 가장 적어 평균 2개 정도가 확인된다. 유물은 무문의 심발형토기, 적색과 소형

의 호형토기, 내만구연토기와 함께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일체형)석촉, 유구석부, 

소형의 주상편인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주거지 구조와 출토유물의 제속성을 

갖춘 문화유형을 ‘북한강유형(北漢江類型)’(김권중, 2005) 또는 ‘천전리유형(泉田里類

型)’(김권중, 2008)이라고 명칭하 다. 용암리 11호･28호･73호･134호 주거지, 천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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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17호･57호 주거지 등 총 48기의 주거지와 가평 달전리유적 3호, 6호, 9호 주거지

를 비롯한 12동의 주거지, 신매리 주택부지유적 3호 주거지, 거두리 15호 주거지가 

이 단계에 속하고, 우두동유적, 철정리Ⅱ유적에서도 많은 주거지가 이 단계에 속한다. 

이 단계부터 취락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며 수혈유구와 굴립주유구가 증가하고 함정

과 농경유구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후기는 주거지 구조에서 여전히 앞선 시기인 중기의 천전리식주거지를 계승하여 그

로 사용한다. 유물은 석기의 경우 큰 변화 없이 부분 그 로 사용되지만, 토기는 

이전에 시문되었던 문양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문양토기가 중심을 이루어 소형의 호형

토기와 내만구연토기 등이 주기종이 된다. 철정리Ⅱ유적과 춘천 하중도유적(한림 학

교 박물관, 2002)이 표적인데 하중도유적에 하여 공렬토기유적보다는 늦은 전환

기적 성격의 유적이라고 언급된 바 있었다.(박성희, 2002) 한편 이러한 유물이 출토

되는 철정리Ⅱ A-58호 주거지에서는 소형의 철기가 출토되었는데 연 측정을 실시한 

결과 B.C.620년과 B.C.640년으로 검출되어 이른 시기부터 철기의 사용가능성을 추정

하게 한다.

조기주거지철정리Ⅱ A-21호,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c)

 

전기주거지 용암리 77호,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중기주거지 천전리 47호,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후기주거지 거두2지구 11호,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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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산간지 의 구릉을 중심으로 새로운 토기문화를 가진 집단이 등장한

다. 원형점토 토기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온의동유적, 칠전동유적, 거두2지구유적, 만

리유적 등이 표적인데, 석기도 새로운 형태의 일단경식석촉과 무경식석촉이 출토

되어 재지적인 요소가 아닌 외래적인 요소를 가진 집단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들 문화는 주로 구릉에 분포하 으나 신매리 47-1번지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철정리Ⅱ유적, 거두리유적 등지에서 점토 토기가 출토된 바 있고, 최근 현

암리유적의 경우에는 점토 토기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는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어 

점토 토기문화와 재지문화와의 교류에 의한 충적지 로의 확산도 확인되고 있다. 점

토 토기문화는 2~3기의 소규모 단위로 취락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와 달리 

천전리유적 B지역에서 확인된 200여 기에 이르는 규모 수혈유구의 존재는 주변에 

이와 관련된 규모 취락의 분포를 추정하게 한다.

북한강유역 청동기시 의 생활유적의 축적된 절 연 측정결과에 따르면 조기는 기

원전 15~13세기, 전기는 기원전 12~9세기, 과도기는 기원전 9~8세기, 중기는 기원

전 8~6세기, 후기는 기원전 5~3세기 정도로 판단되고 있다. 생활유적의 취락 구조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조기의 이른 단계에는 형의 방형 또는 장방형 주거지가 중심을 

이루며 2~3기가 취락의 단위를 이루어 선상구조(線狀構造)를 보인다. 전기에는 세장

방형과 장방형 주거지 4~7기 정도가 일정 공간에 집중하여 분포하는 면상구조(面狀構

造)를 보이며, 중기와 후기에는 이러한 구조가 여러 개 확인되는 다면구조(多面構造)

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권중, 2008).

이상과 같이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  문화는 전통의 계승과 발전, 변화라는 큰 틀

로 요약될 수 있다. 조기와 전기에는 남한 내의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형태의 주거지 

전통을 가진 것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내부시설과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며 중기와 후

기에는 독자적인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후기에는 새로운 외래문화의 수용과

정을 겪고 차츰 철기문화로 체되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강유역의 청동기문

화가 지속적인 정착생활을 위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 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농

경을 바탕에 두었기 때문이다.

( 고고학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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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강유역의 청동기시  무덤유적은 지석묘(支石墓)가 표적이며 그 외에 석관묘(石

棺墓)가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활발한 발굴조사를 통해 주구묘(周溝墓)와 석곽묘(石槨

墓), 토광묘(土壙墓) 등 새로운 묘제가 확인되고 있어 점차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강유역에서 청동기시 의 무덤유적은 그 형식의 차이와 관계없이 현재까지는 

부분 하천유적의 충적 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가 평지에 분포하고 있으나 

구릉이나 산기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강과 그 지류를 포함한 지역에서 지

금까지 확인된 무덤유적의 수는 <표 1>과 같이 230여 기가 알려져 있다.

<표 1> 북한강유역 무덤유적 분포현황

지역별 시군 보고수 현존수 군집별 분포(보고수/현존수)

지석묘

(184/119)

춘천 87 53

중도(9/7), 삼천동(3/2), 금산리(8/4), 

현암리(3/0), 방동리(2/0), 신매리(8/8), 

서상리(3/0), 석사동(2/0), 학곡리(1/1), 

거두리(1/1), 신북 지내리(6/5), 천전리(16/9), 

발산리(8/8), 산천리(4/4), 동면 지내리(2/1), 

우두동(2/1), 내평(4/1), 추전리(1/1), 

대곡리(4/0)

인제 10 0 월학리(10/0)

화천 6 6 거례리(4/4), 원천리(1/1), 도송리(1/1)

양구 38 27

공수리(12/12), 고대리(5/4), 하리(3/2), 

한전리(1/1), 송청리(1/1), 죽리(1/0), 

송우리(1/0), 지석리(1/0), 해안면(13/7)

홍천 43 33

구만리(8/5), 능평리(4/4), 하화계리(4/0), 

월운리(2/1), 철정리(2/2), 군업리(16/16), 

시동리(7/5)

석곽묘

(2/2)
홍천 2 2 철정리(1/1), 외삼포리(1/1)

주구묘

(25/16)

춘천 16 16 천전리(16/16)

홍천 9 0 철정리(9/0)

석관묘

(6/4)

춘천  5 3
발산리(2/2), 우두동(1/0), 대곡리(1/0), 

신매리(1/1)

양구 1 0 송우리(1/0)

토광묘

(12/12)
화천 11 11 용암리(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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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支石墓)

북한강유역 지석묘의 분포양상은 부분 하천유적의 충적 지 상에 소규모로 군을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수는 180여 기를 상회하고 있으나 댐 건설, 도로개설, 

경지정리 등 각종 공사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줄어 현재 약 120여 기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석묘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외형적인 형태에 의해 북방식(탁자식), 남방식(기반식), 

개석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북한강유역에서도 발굴조사 또는 지표조사의 결과를 보

고하는 과정에서 크게 북방식과 남방식(또는 개석식)으로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

강유역에서는 퇴적으로 인해 축조 당시의 생활면이 현재의 지표와는 부분 큰 차이

가 있으므로 지표 관찰을 통해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1) 이에 춘천을 

중심으로 한 북한강유역의 지석묘에 해서 ‘적석부가식지석묘(積石附加式支石墓)’로 

분류2)한 바 있지만, 북한강유역의 지석묘는 이보다 더 다양한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서북한, 남부지역, 요령지역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다. 다만 북한강유역 지석묘는 발굴된 지석묘의 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하부구조가 부분 불분명하고3) 출토유물이 매우 빈약한 실정인데, 지금까지 발

굴된 지석묘 중에서 비교적 그 구조가 확실한 것은 <표 2>와 같다. 

이를 통해 묘실(墓室)의 위치, 적석(積石)의 유무와 형태, 매장주체부의 형태에서 

공통점을 갖는 속성들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묘실의 위치는 지석묘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므로 우선 지하형(Ⅰ형)과 지상형(Ⅱ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다시 적석

의 유무는 매장시설의 변화와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적석이 있는 것(a형)과 

없는 것(b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다시 매장주체부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석곽형(①형), 석관형(②형), 토광형(③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연우, 2001; 2005; 

2007).

Ⅰa식은 매장주체부가 지하 또는 반지하에 있고4) 적석을 갖춘 것이다. 특히 적석은 

가장자리에 큰돌을 돌려 경계를 분명히 하 다. 이는 적석이 당시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묘역의 기능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석은 방형 또는 장방형이 기본이나 Ⅰa③식에는 타원형도 있다. 그 외의 세부적

인 차이를 보면, 석곽형(Ⅰa①식)은 바닥에는 별도의 시설이 없이 흙바닥이며, 석관형

(Ⅰa②식)은 바닥에 판석 또는 잔자갈을 깔고 뚜껑돌이 있으며, 토광형(Ⅰa③식)은 바

닥에 잔자갈을 깔았다. 이 형식 중에서 석관형과 석곽형은 1966년과 1967년에 국립박

물관이 발굴한 천전리 A~C호<그림 1-①②>로, 적석부의 면을 바깥쪽으로 맞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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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묘역
시설

매 장 시 설 출    토    유    물
참고
문헌

비고
(형식)형 태 바 닥 위 치

매장주체부 적석, 석곽외부벽석 및 주변
기 타

석 기 토 기 석 기 토 기 철기

천전리
B호

방형 석곽 2개
흙바닥
흙바닥

지 하
(반지하?)

호형토기편등
무문편 다수

국립박물관
1967

Ⅰa①

천전리
C호

방형 석곽 ?
지하&
반지하
(추정)

무문편 다수 국립박물관
1967

Ⅰa①

천전리
A호

방형
(추정)

소형석관 
2개(蓋有)

잔자갈
판석1매

지 하
무문편
약간

일단경촉1
관옥 1

무문편
국립박물관

1967
Ⅰa②

천전리
B

부속
방형

소형석관
(蓋有)

판석1매 지 하
국립박물관

1967
Ⅰa②

발산리
5호

방형
5각

형석관
(蓋有)

판석1매 지 하
일단병검1
일체형촉2
(뚜껑위)

일체형촉1
골편과 목탄

(석관내)

강원문화
재연구소

2004
Ⅰa②

중도
1호

소타원
(1겹)

소형석관
(蓋有)

토광
지 하
(?)

일체형촉3 무문편 1
화장흔적
(소아)

국립중앙박물관
1983

Ⅰa②

천전리
3호

有
(훼손)

미상 미상 미 상
무문편

(발형,호형등)
국립박물관

1967
Ⅰa③

중도
2호

타원형 無(토광) 잔자갈 지 하
관옥
3

일단병검1,
합인석부1,
편인석부1,
단인주상석

착1,
날연모

무문편 다수
(외반구연, 발형, 

유경호편 등)
 공열편5,

홍도편(외반)1

국립중앙박물관
1983

Ⅰa③

천전리
3호

(강문 1호)

有
(훼손)

석관 교란 지 상 일체형촉1
즐문․공열․ 
무문토기편
(제토과정)

국립박물관
1967

강원문화
재연구소

2004

Ⅱa②

천전리
국박2호

타원형 석관 잔자갈 지 상
일체형촉 

2,
관옥 1,

무문편 
15

국립박물관
1967

Ⅱa②

천전리
1호

(강문 4호)

有
(훼손)

석관 훼손 지 상
미완성
석부1

공열․무문․
홍도편

강원문화
재연구소

2004
Ⅱa②

중도 1호
미상

(파괴)
석관 지 상 일단병검 1

노혁진 외
1982

Ⅱa②

중도 2호 타원형 석관 잔자갈 지 상
관옥
13

홍도편1
무문편1

유엽형촉 1
일체형촉 1

석기
미성품

공열편 1
무문편

점토대편 1
평저홍도편

철편
3점

유경양익
역자형
철촉 1
(표토)

노혁진 외
1982

Ⅱa②

중도
타원형 석관 잔자갈 지 상 편인석부1

무문편,
홍도편

인골소편,
 숯 조각

강원대학교박물
관

1984
Ⅱa②

신매리
Ⅰ- 2호

타원형 석관 잔자갈 지 상 석편수점 무문편 수점
석검봉부편
(표토층),
인골편

한림대학
박물관
1986

Ⅱa②

기단을 쌓듯이 정연하게 축조하 고, 가장자리에는 내부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큰돌을 

사용하 다. 

<표 2> 북한강유역 발굴지석묘 세부현황

전체적으로 보면 장방형의 묘역이 일렬을 이루면서 순차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천전리 A호와 B호는 각각 2개의 매장시설을 갖고 있는 집장식(集葬式)5) 

지석묘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지석묘는 친연관계에 있는 피장자들의 합장무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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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편 2002년 강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발산리 5호 지석묘<그림 1-③>는 방

형의 적석이 있고 남쪽 경계부분에 할석 3매를 묘도처럼 깔아 놓았으며, 적석부 중앙에

는 5각형의 석관을 만든 특이한 구조도 확인되었다. 토광형은 국립박물관이 발굴한 천전

리 3호 서쪽의 지상 개석으로 표현한 지석묘<그림 1-⑤>와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발

굴한 중도 Ⅱ호 지석묘<그림 1-④>의 경우로, Ⅰa식에서 다른 형보다는 퇴화된 형식으

로 생각되며, 바닥시설은 잔자갈을 사용하여 Ⅱa식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① 천전리 B호･부속             ② 천전리 A호                ③ 발산리 5호

                  ④ 중도 Ⅱ호                       ⑤ 천전리 3호 서쪽의 개석

<그림 1> 북한강유역Ⅰa식 지석묘(국립중앙박물관, 1967,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Ⅰb식은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있으며, 적석시설이 없는 석곽형이다. 이 형식으로는 

속초 조양동 지석묘(강릉 학교 박물관, 2000)가 있다. 북한강유역에서 1983년 국립

중앙박물관이 발굴한 신매리 1･2호 지석묘를 이 형식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북한강

유역에서는 신매리에서만 확인되며 다른 지석묘들과 입지에서 차이가 있어 지석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Ⅱa식은 매장주체부인 석관이 지상에 있고 적석을 갖춘 것이다. 즉 석관은 묘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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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상하면서 벽석이 두꺼워지고6) 바닥의 시상시설(屍床施設)로는 잔자갈을 깔았다. 

적석은 형태가 타원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석관이 부상하여 묘역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가장자리는 그 안쪽에 비해 큰 강돌 

또는 할석(割石)으로 축조하여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이 형식은 공동묘역이 

단장형(單葬形)의 개별묘역으로 바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형식의 지석묘는 북한

강유역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천전리 지석묘군 중 국립박물관이 발

굴한 1호(강원문화재연구소 4호)와 2호<그림 2-①>, 2003년 강원문화재연구소가 발

굴한 1호(국립중앙박물관 3호), 중도 지석묘군 중 1981년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에서 

발굴한 1･2호, 1983년 강원 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지석묘<그림 2-②>, 1984년 한

림 학박물관이 발굴한 신매리 Ⅰ군 2호<그림 2-③>가 있다. 천전리 지석묘군에서 

이 형식은 Ⅰa식의 지석묘들과는 열(列)을 달리하고 있다. 조사보고서에서 각 열에 

한 층위가 소개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고서의 사진과 현재의 지형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Ⅰa식과는 구분되어진다. 즉 당시의 생활면은 Ⅱa식이 Ⅰa식 

보다 높아 Ⅱ식이 후행 형식으로 판단된다.

   ① 천전리 2호                       ② 중도                      ③ 신매리Ⅰ군 2호

<그림 2> 북한강유역 Ⅱa식 지석묘(국립중앙박물관, 1967,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한림대학교 박물관, 1967)

Ⅱb식은 매장주체부인 석관이 지상에 있고 적석이 없는 형식이다. 즉 이 형식은 Ⅱ

a식까지 남아 있던 적석이 묘역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Ⅱa식보다는 후행형식으로 보여 진다. 발굴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하

지 못하지만 양구 고 리 1지구의 1･2호가 이 형식으로 판단된다.

북한강유역 지석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발굴조사된 지석묘의 수에 비해 매우 빈약

한 편이다. 또한 출토위치에 있어서도 매장주체부인 묘실 내에 부장되어 있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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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실 주변의 적석부에서 더 많은 양이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석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수습유물을 포함하여 마제석검 5점, 마제석촉 61점, 석창 3점, 석부류 12점, 

반월형석도 2점, 관옥 24점, 청동검 1점, 그리고 다수의 토기편들이다. 석검은 모두 

일단병식이고, 석촉은 부분 일체형 석촉이지만 Ⅰa식의 지석묘에서는 무경식 석촉

(有光敎一, 1938)과 일단경식 석촉(국립중앙박물관, 1967)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석부

에서는 합인석부와 편평편인석부를 위주로 단인주상석착도 발견되고 있으며, 토기류

는 공열토기를 포함한 무문토기, 홍도 등이 고루 출토되고 있으나 부분 작게 깨진 

것으로 복원은 불가능하다.

  ① 발산리5호               ② 중도 4호                    ③중도 1호

           ④ 중도                               ⑤ 중도 2호

<그림 3> 북한걍유역 지석묘 출토 유물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국립중앙박물관, 1983, 강원대학교 박물관, 1984, 노혁진 외, 1982)

북한강유역 지석묘의 축조시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토유물이 빈약하고, 

절 연  또한 발산리 지석묘의 2490±70BP(B.C.600년)와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한 중도Ⅰ호 지석묘의 1835±90BP(A.D.155년) 2건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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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토된 유물이 부분 일단병식

석검, 일체형석촉, 관옥 등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청동기시  중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석묘 이전 단계의 묘제로 보여 지는 천전리 5호 주구묘의 절

연 가 2590±60BP(B.C.790년 or B.C.620)로 측정된 바 있고, 발산리 지석묘의 

절 연 와 주변지역 주거지의 편년 등을 통해 기원전 7~5세기로 파악되고 있다(김권

중, 2007). 다만 북한강유역의 지석묘가 다른 지역의 축조시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상한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북한강유

역에서 지석묘의 하한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도Ⅰ호 지석묘(국립중앙박물관, 1983)와 

2호 지석묘(노혁진･최은주, 1982)를 들 수 있다. Ⅰ호 지석묘의 경우에는 절 연 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이지만, 2호 지석묘의 경우 묘역인 적석부 아래의 흑갈색 

부식토층에서 점토 토기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점토 토기문

화가 유입된 이후까지 조성되었고,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

여 진다. 최근 충적 지에 위치한 춘천 현암리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에서 점

토 토기 단계의 주거지가 확인됨에 따라 북한강유역에서의 지석묘 소멸시기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잠정적으로 기원전 4~1세기 정도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북

한강유역에서 발굴조사된 지석묘 중 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춘천 천전리 지석묘군(국립중앙박물관, 1967;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2008)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일원의 소양강 북안 충적 지에 강의 흐름을 따라 분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약 50여 기 내외 던 것으로 추정(河野萬世, 1935)되고 있어 

북한강유역 중 최  규모의 지석묘군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발행위와 1970년  초의 소양댐 건설로 인한 토석채취로 인하여 부분 멸실되었

고, 현재 10여 기가 남아 있는데, 그중 천전리 690-3번지 일 에 위치하는 지석묘 5

기는 강원도기념물 제4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지석묘군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토리이[鳥居龍藏]와 1931년 춘천고등보통학교 

교사 던 나가오카[永岡]에 의해 발굴조사된 후 1966년과 1967년 국립박물관이 지석

묘 4기와 적석총7) 4기를 다시 발굴조사하 고, 이후 2003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

해 지석묘 5기가 다시 발굴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2003~2005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천전리유적 A지구에서 파괴된 지석묘 1기가 확인되었다.

천전리 지석묘는 크게 지하식과 지상식의 2개의 형식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지하

식은 국립박물관의 보고 시 적석총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방형의 묘역을 갖추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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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2리 지석묘군 5호 지석묘(강원문화재연구소)

며, 내부에는 1~2개의 묘실을 둔 집장식 지석묘이다. 지상식은 지하식의 북쪽에 열을 

지어 있으며, 타원형의 묘역을 갖춘 전형적인 탁자식 지석묘이다. 출토유물은 5호 지

석묘의 매장주체부에서 일체형 석촉 2점과 관옥 1점이 출토되었을 뿐, 부분 묘역과 

주변에서 일단경식 석촉, 미완성 석부, 관옥 등의 석기류와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천전리 지석묘군(강원도청)

 

② 춘천 발산2리 지석묘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253번지에 위치한다. 지석묘는 북쪽 산의 경사면이 급격히 

경사져 내려오다 완만해지는 곳에 조성되어 있다. 2002년 발굴조사를 통해 지석묘 7

기와 함께 석관묘 2기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전에 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 설치로 

인해 덮개돌이 모두 이전되었고, 

하부 역시 교란이 심한 상태여서 

매장주체부와 묘역이 모두 남아 

있는 것은 5호 지석묘 1기에 불

과했다. 5호 지석묘는 방형의 적

석(300×340cm)이 있고 남쪽 경

계부분에는 마치 묘도처럼 길이 

45~60cm, 폭 15~20cm 정도의 

할석 3매를 가로방향으로 깔아 

놓았으며, 적석부 중앙에는 각 1

매의 판석을 이용하여 바닥과 뚜껑을 만들고 5매의 판석으로 5각형의 석관(장축 

75cm, 단축 60cm, 깊이 14cm)을 만든 특이한 구조도 확인되었다. 석관 뚜껑 상면에

서 석검 1점과 일체형 석촉 2점이 확인되었고, 석관 내부에서는 인골편과 목탄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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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지석묘(국립춘천박물관)

부 수습되었는데, 특히 인골은 노천에서 화장한 후 쇄골하여 석관 내에 안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한편 4호 지석묘에서는 매장주체부 외곽에서 의례행위와 관련된 짐승뼈(소)가 확인

되었다.

③ 춘천 중도 지석묘군(국립중앙박물관, 1983; 최복규, 1984; 노혁진･최은주, 1982)

춘천시 중도동의 하중도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데, 부분 현 지표 아래 묻혀 있거

나 덮개돌만 일부 드러나 있어 정확한 수량을 헤아릴 수 없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

은 9기이다. 이 중 1981년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에서 2기,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

에서 2기, 1983년 강원 학교 박물관에서 1기를 조사하여 총 5기가 발굴조사되었고, 

나머지 지석묘는 의암호 안에 수몰되어 있거나 섬 안의 땅속에 매몰되어 있다.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발굴한 지석묘는 중도 적석총 인근에 이전 복원되어 있다.

발굴된 지석묘는 부분 타원형의 묘역을 갖춘 지상식 지석묘이나, 국립박물관이 

발굴한 1호 지석묘는 소형 석관을 둔 지하식 지석묘(Ⅰa②식)이며, 2호 지석묘는 매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토광으로 추정된다. 특히 1호 지석묘는 토광(77×50×20cm)을 

파고 10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화장8)시킨 후 그 위에 다시 석관(30×25cm)을 만든 

특이한 구조 다.

출토유물은 매장주체부에서는 중

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에서 발굴조사

한 2호 지석묘에서 관옥 13점과 홍

도편, 무문토기편이 확인되었고, 국

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한 2호 지석묘

에서 관옥 3점이 확인되었을 뿐이

다. 부분의 유물은 묘역시설인 적

석, 석관 외부 벽석과 주변에서 출

토되었는데, 석검, 합인석부, 편인

석부, 주상단인석착, 관옥 등의 석

기와 무문토기편, 홍도편 등의 토기가 수습되었다. 특히 중도선사유적발굴조사단에서 

발굴조사한 2호 지석묘의 적석 아래 흑갈색 부식토층에서 원형점토 토기 구연부편 1

점이 확인되어 지석묘의 하한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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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리 지석묘(국립춘천박물관)

④ 춘천 신매리 지석묘군(한림대학박물관, 1986)

춘천시 서면 신매리 일원에 북한강을 따라 산재되어 있는데, 324번지에 형 지석

묘 1기를 중심으로 남쪽 신매리 273번지 일원으로부터 북쪽으로 신매리 393번지 일

원까지 비교적 소형의 것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현 지표 아래에 묻혀 있는 것도 

있어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어

렵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8

기9)이다. 이 중 324번지에 있는 

지석묘는 타원형인 덮개돌의 크

기가 535×400×20~70cm로 강

원지역에서는 가장 거 한 지석

묘로, 덮개돌 윗면에는 성혈 13개

가 있다.

신매리 지석묘군 중 발굴조사

된 것은 5기로 1984년 한림 학

박물관에서 조사하 다. 발굴된 

지석묘는 타원형의 묘역을 갖춘 지상식 지석묘 1기를 제외하면, 부분 부분적으로 

조사되어 하부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출토유물은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된 것은 없

으며, 적석부에서 석편과 무문토기편 수 점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⑤ 양구 고대리 1지구 지석묘군(강원대학교 박물관, 1992)

양구군 양구읍 고 리 422-2번지 일 의 서천 북안 충적 지에 위치에 총 3기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중 1기는 양구선사박물관으로 이전되었으며, 강원도기념물 제9

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지석묘군은 1992년 이전된 지석묘의 원 위치를 조사하여 교란된 상태의 적석시

설이 남아 있었음을 확인(강원 학교 박물관)하 을 뿐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러나 전형적인 탁자식 지석묘로서 규모가 3호 지석묘는 덮개돌 

472×391×63cm, 양 장벽석 216×97×49cm, 217×97×48cm이며, 1호 지석묘는 덮개돌 

375×370×78cm, 양 장벽석 176×60×40cm, 138×58×55cm일 정도로 강원지역에서는 

매우 형에 속한다. 또한 입지상으로도 서쪽으로 공수리 일 와 남쪽으로 하리 일

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정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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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양구 공수리 지석묘군(강원도･강원대학교 박물관, 1989; 강원대학교 박물관, 1992)

고대리 1지구 지석묘군 및 3호 지석묘(강원도청)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주막거리 앞의 파로호 내에 위치하 으나, 1992년 10월 양구

읍 하리에 있는 양구선사박물관 뒤편으로 이전되었으며,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09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지석묘군의 원래 위치는 양구읍으로부터 흘러드는 서천가로 

넓은 충적 지가 펼쳐져 있는 곳으로, 지석묘군은 하천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373m 

정도의 거리에 걸쳐 12기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이 중 7･9･11호 지석묘는 1987년

에, 나머지 9기의 지석묘는 1992년에 강원 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발굴조사된 지석묘는 묘역을 갖춘 지상식으로 추정되나 하부구조가 부분 파괴되

거나 교란되어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마제석검편, 일체형석촉, 합인석부, 편인석

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공수리 지석묘군(강원도청)

 

⑦ 홍천 월운리 지석묘(정연우, 2000)

홍천군 동면 월운리 265번지의 논둑에 위치했으나 1975년 5월 농사에 불편하여 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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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파고 매몰시켰는데, 매몰과정에서 요령식동검 1점과 마제석촉 6점이 발견되었다.

⑧ 인제 월학리 지석묘군(한 희, 1997; 노혁진 외, 1996)

인제군 북면 월학리 구미동의 인북천 서쪽에 형성된 충적 지 위치한다. 10여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었으나 농사에 방해가 되어 모두 땅속에 매몰하 다고 한다. 

1972년 4월 그 중 1기에서 일단병식 마제석검 1점과 일체형 석촉 14점이 출토되어 발

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되었다.

월운리 지석묘 출토 유물
(국립춘천박물관)

   
월학리 지석묘 출토 유물
(국립춘천박물관)

(2) 

북한강유역에서 조사된 석관묘는 현재까지 약 8기가 알려져 있으나 부분 훼손된 

상태에서 조사되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표 3> 참조). 지

석묘 주변에 혼재되어 있거나 그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 부분이다. 석관묘의 평면형

태는 부분 ㅁ자형인데, 벽석은 부분 판석 또는 판석상의 강돌을 사용하 다.

석관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동검 1점, 동촉 2점, 마제석검 1점, 마제석촉 13점, 곡옥 

1점과 토기편 등으로, 2004~2006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우두동 석관묘와 

1984년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굴한 신매리 석관묘10)를 제외하면 부분 출토유물이 없

었거나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것이어서 전반적인 양상을 살피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중 우두동 석관묘 출토유물은 동검 1점과 유경식 동촉 1점, 무경식 동촉 1점, 무경식 

석촉 7점이다. 동검은 봉부와 검신을 전면적으로 재가공하여 검엽부의 폭이 매우 좁

고 검신의 길이가 매우 짧은 형태의 비파형동검이다. 유경식 동촉은 혈구가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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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촉으로 경부의 단면은 육각형, 슴베의 단면은 장병형이다. 또한 무경식 동촉은 촉신 

중앙이 투공된 것으로 무경식 석촉과 유사하다. 석촉은 저변이 사다리꼴로 만입되어 

날카로운 미늘을 형성하고 촉신의 단면이 편육각형(扁六角形)인 무경식으로, 부분 

저변의 중앙이 약간 돌출되어 Ｍ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물의 공반관계로 보아 

우두동 석관묘를 청동기시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

악(김권중, 2007)하고 있다. 그러나 양구 송우리 석관묘 출토유물은 유절병식 석검 1

점과 북한강유역에서 흔하게 확인되는 일체형 석촉 5점이 공반되었다는 점에서 지석

묘 출토유물과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표 3> 북한강유역 석관묘 현황

구분

크기 및 구조 출토유물(수)

비 고

규모(cm) 형태 개석 벽석(두께) 바 닥 매장주체부 주변

우두동
242×126×
41(묘광)

이형 ?
장벽 각 4매,
단벽 각 2매

중앙과 
양단을 

2-3매씩의 
판석으로 

설치

동검1,동촉2
(유경,무경),

무경식 
석촉7,곡옥1

발산리-1호 60×40×25 ㄷ자형
판석 각 1매

(서단벽 없음)
5~10cm의 
작은 할석

없음

발산리-2호 130×85×60 ㅁ자형
장벽 1매(20cm)
서단벽 1매(10cm)
동단벽 할석조

무시설 없음

신매리-3호
판석 4매
길이 180
폭 80

? 각 1매(판석)
일체형석촉1,
무문토기편2

현지표하 
65cm

대곡리 73×25×25
ㅍ자형

상형석관
판석 1매
두께3cm

장벽 
1매(3-5cm)

단벽 1cm내외
판석1매

석관 
동남쪽에서 
공렬토기편

다수

대곡리 
1호지석묘 

동남쪽 20m 
지점

송우리 상형
유절병식검1,
일체형석촉5

지표하 
약1m에서 

발견

용암리 45×21×22 ㅁ자형 천석1 천석 각1매 무시설 없음

천전리 
121-16번지

50×45×10 ㅁ자형 판석(천) 각1매
천석
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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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우두동 석관묘는 2003~2006년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한 춘천시 우두동 직

업훈련원진입도로 확장구간 내에서 확인되었다. 인근의 우두동 지석묘군으로부터 서

쪽으로 약 14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광의 크기는 242×126×41cm이고, 바닥의 시상은 중앙과 양단

에 각 2매(북단벽은 3매)씩의 판석을 깔았다. 벽석은 시상석 외곽으로 장벽은 4매, 단

벽은 2매씩의 판석을 세워 만들었고, 바닥면과 벽면 일부는 적황색 점토와 유기물이 

섞인 황갈색 사질토로 보강하 다. 출토유물로는 동검과 동촉, 무경식 석촉이 바닥면 

중앙으로부터 20cm 가량 떠있는 상태로 출토되었고, 벽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측벽

석과 시상석 사이의 보강토 내부에서 곡옥 1점이 출토되었다. 이처럼 우두동 석관묘

는 시상석과 벽석의 배치모습, 유물의 출토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에 

목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진다.

우두동유적 석관묘 및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3) 주 (周溝墓)

주구묘는 매장주체부 주위에 방형 또는 원형 계통의 주구를 두른 것으로 최근에 와

서 알려진 묘제이다. 북한강유역에서는 천전리유적에서 16기, 철정리Ⅱ유적에서 9기 

등 모두 25기가 확인되어 다른 지역11)에 비해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구의 평면형태는 방형(장단비 1:1~1.7:1), 장방형(장단비 2:1~3:1), 세장방형(장단

비 4.5:1 이상)으로 구분되며, 주구 내부 중앙에는 장축방향과 나란하게 1기 또는 2기

씩의 매장주체부가 설치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석관묘를 설치하 는데, 천전리유적

은 판석이, 철정리Ⅱ유적은 천석을 사용하 으나, 부분 후 의 경작 등에 의해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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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유실되어 흔적도 남기지 않거나 파괴된 것이 많다. 특히 상부가 경작으로 파

손되어 개석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 이처럼 현 지표에서 그리 깊지 않은 곳에 매

장주체부가 있었다는 점과 주변에서 조사된 주거지들과 비교해 볼 때 주구묘는 당시

의 생활면보다 높은 곳에 매장주체부를 구축하 고, 어느 정도 분구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되는 유물은 매장주체부와 주구에서 확인되는데, 매장주체부에서는 석촉(무경, 

이단경, 일단경, 일체형)과 옥이, 주구 내부에서는 심발형의 공열토기, 호형무문토기, 

반월형석도, 환상석부, 방추차, 각종 석재와 퇴적토 내에서 토제어망추와 빗살무늬토

기편 등이 출토되었다(<표 4> 참조).

주구묘의 조성시기는 천전리유적에서 주거지와의 중복관계를 통해 청동기시  중기

의 주거지들 보다는 앞서고 있고, 출토유물에서 무경식･이단경식의 석촉과 함께 일체

형 석촉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심시기는 전반적으로 청동기시  전기에서 중기

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절 연 에서도 5호 주구묘의 탄

소연  측정결과가 B.P.2590±60(B.C.790년 or B.C.620년)로 검출되었다.

① 천전리 주구묘(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의 소양강 북안 충적 지에 위치한다. 2002년부터 2005년까

지 강원문화재연구소가 동면-신북간 도로확장공사구간 발굴조사에서 총 16기가 확인

되었다(<표 4> 참조).

주구묘는 일부(14･15･16호)를 제외하면 모두 주거구역의 북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크고 장축이 남북방향인 6호(길이 42.6m)를 가운데 두고 양측에 동서방

향의 주구묘가 평행으로 열을 이루고 있어 계획적으로 구획한 후 순차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16호는 주거지가 주구를 파괴하고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주거지보

다 선행하 고, 주구간에 중복이 확인된 10~13호의 관계와 배치상태를 통해 크게 3

단계12)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소형에서 형, 방형에서 세장방형, 

독립적 분포에서 계획적이고 군집적인 분포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장주체부는 주구 내측 중앙에 주구의 장축방향과 같게 1기씩의 석관묘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1호, 3~6호를 제외하면 후 의 경작 등에 의해 교란되거나 유실되어 

흔적도 남기지 않거나 파괴된 상태이다. 석관은 장방형을 띠며, 수매의 판석으로 바닥

과 벽체를 이루었는데 상부가 경작으로 파손되어 개석의 유무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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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은 석관 내부에서 무경식･이단경식･일체형의 석촉만 출토되었으며, 주구 

내부에서 호형토기, 심발형의 공열토기와 환상석부, 방추차, 석도, 연석봉, 퇴적토내

에서 토제어망추, 빗살무늬토기편, 이단경식석촉이 출토되었다. 한편 6호 주구 내에서

는 탄화된 곡물(팥)과 함께 석도 3점이 출토되었는데 제의(祭儀)와 같은 의례행위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한편 천전리에서 주구묘는 인근의 천전리 지석묘군과는 분포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천천리유적 A-가지구의 주거지는 평면형태, 내부시설, 출토유물 등을 통해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적 남쪽에 설치된 4･5호 구상유구의 남쪽으로만 이른 시

기의 세장방형 주거지가 분포하고, A-가지구 전체에서 구상유구와 이들 세장방형 주

거지를 파괴하고 (장)방형의 주거지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유물로는 세장방형 주

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주구묘에서 출토된 것이 동일하고, 유적 서쪽의 천전리 지석묘

군에서 출토된 것과 (장)방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주구석

관묘와 세장방형 주거지, 지석묘와 (장)방형 주거지가 동시기의 주거지와 묘제로 판단

된다. 이는 시기에 따라 주거지와 묘제의 형태도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전리유적 주구묘 전경과 매장주체부 및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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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한강유역 주구묘 현황

유적 호수
평면

형태

주축

방향

주 구 규 모
석관(묘광) 

규모
출 토 유 물

길이

(m)

너비

(m)

주구너비

(cm)

깊이

(cm)

길이

(cm)

너비

(cm)
석 관 주 구

천

전

리

1 장방형 동서 17.35 6.90 70~135 25~60 파괴 석촉(무경․이단경)

2 방형 동서 4.80 4.60 40~75 10~45 ?

3 장방형 동서 21.20 7.20 80~140 30~65 파괴 석촉(일체형) 

즐문토기, 

환상석부,

방추차

4 장방형 동서 21.80 8.10 90~140 33~85 173 58
석촉(무경․일체형․

이단경)

무문토기, 

발형토기,

5 세장방형? 동서 22.70 5.30 85~115 20~40 46 석촉(무경․이단경)

빗살무늬토기, 

무문토기, 

토제어망추,

소형토기

6 세장방형 남북 42.60

5.50

(돌출부

8.30)

105~170 35~85
162

(241)

49

(145)
석촉(무경․이단경)

무문토기, 석도, 

방추차, 연석봉, 

탄화곡물(팥)

7 세장방형? 동서 3.90 3.70 65~100 23~55 ? 석촉(이단경)

8 세장방형? 동서 1.60 3.95 60~80 25~32 ?

9 세장방형? 동서 4.60 4.30 100~120 35~45 ? 어망추

10 방형 남북 5.35 4.10 60~90 10~25(4) ?

11 세장방형 동서 31.10 4.00 70~110 25~40 ?

12 세장방형 동서 13.70 3.50 60~90 35~40 ?

13 방형 동서 4.30 3.50 50~60 10~22 ?

14 방헝 남북 9.35 5.40 50~65 15~25 ?

15 방형 동서 6.90 6.80 100~110 35~45 (132) (65)

16 방형 남북 9.95 6.70 65~85 15~50 파괴

철

정

리

1 세장방형 북동-남서 20.20 3.65 25

2-1
세장방형 북동-남서 43.28 3.96 76

122 35 무경식석촉

2-2 119 38 이단경식석촉

3 세장방형 북동-남서 35.76 4.52 84

4 세장방형 북동-남서 30.84 4.80 80

5 세장방형 북동-남서 24.24 4.76 27

6 장방형 북동-남서 10.90 6.57 35 121 38 옥

7 장방형 북서-남동 6.96 3.60 12

8 장방형 북동-남서 6.06 5.18 5 143 49

9 장방형 북동-남서 7.42 4.72 10 132 72



유적과 유물 | 제4절

제2권 선사시대 439  

② 철정리 주구묘(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의 장남천 동남안 충적 지에 위치한다.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가 국도 44호선 구성포-두촌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 중 

장남천 선형변경구간의 발굴조사에서 총 9기가 확인되었다(<표 4> 참조).

주구묘는 장축방향이 강의 흐름과 나란한 것이 부분이나, 6호는 직교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크게 장방형(6~9호)과 세장방형(1~5호)으로 구분되는데, 장방형은 주로 

A-2구역과 A-4구역에서 확인되며 세장방형인 것은 유적 남쪽의 A-5구역을 중심으

로 집되어 확인되고 있다. 2호는 국내에서 확인된 것 가운데 가장 긴 43.3m 가량

이며 훼손된 부분을 감안하면 약 45m 정도로 추정된다. 매장주체부는 4기에서 확인

되며, 2호는 2기, 6･8･9호는 1기가 설치되었는데, 2호는 배치간격으로 볼 때 3기 정

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는 장방형으로 냇돌을 이용하여 1~2단을 쌓아 벽

체와 바닥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석관 내부에서 유물은 무경식

과 이단경식의 석촉, 옥 등이 출토되었다.

철정리 주구묘 및 2-2호 매장주체부(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4) 곽 (石槨墓)

석곽묘는 최근 홍천 외삼포리와 철정리에서 각 1기씩 확인되었으며(<표 5> 참조), 

남한강유역인 정선 아우라지에서도 1기가 확인되었다. 정선 아우라지유적(강원문화재

연구소, 2005)에서는 지석묘군과 함께 분포되어 있으나 철정리와 외삼포리에서는 단

독으로 분포되어 있다. 북한강유역의 이른 시기 지석묘와 비교할 때 상부에 덮개돌이 

없고, 묘역시설도 없으며, 석곽의 벽체는 주변 하천에서 가져온 천석을 이용하여 10

단 내외로 쌓은 후 여러 매의 판석을 이용한 뚜껑돌을 덮었고, 바닥에는 납작한 천석

을 깔았으며, 목관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내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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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에 있어서도 이단경식과 삼각만입형 석촉, 홍도 등 이른 시기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어 북한강유역의 지석묘 출토유물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지석묘의 하부구

조로 이해하기 보다는 지석묘와는 다른 계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석곽묘의 축조시기는 청동기시  전기로, 현재까지 북한강유역에서 확인된 청동기

시  묘제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묘가 확인된 외삼포리와 철

정리에서는 석곽묘와 함께 주변에서 각목돌 문토기 단계와 공렬토기단계의 주거지가 

모두 확인되는데, 이 중 공렬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석촉과 석곽묘에

서 출토된 석촉이 같은 형태라는 점에서 동 시기의 묘제로 판단된다.

<표 5> 북한강유역 석곽묘 현황

유적 규모 출토유물(수) 바닥시설 벽석축조상태 개석

외삼포리 220×90×130 무경촉1, 인골 소형 판석 천석 13단 무

철정리Ⅱ 232×64×68
무경촉1, 단경석촉3, 

일단경석촉1
납작한 천석 천석 7~8단

약 10매의 
판석

① 외삼포리 석곽묘(강원문화재연구소, 2008b)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의 홍천강 동안 충적 지에 위치한다. 2006년 강원문화재연

구소가 고속국도 60호선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구간의 발굴조사에서 1기를 확인하

는데,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홍천군 두촌면 내삼포리에 위치한 삼포초등학교로 이

전복원되었다. 석곽묘는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깊이가 비교적 깊은 지하식이며, 장축방

향이 남-북 방향으로 조성되었는데, 석곽 내부의 크기는 220×90×134cm이다. 무덤

은 먼저 475×360cm 크기의 타원형 수혈을 약 20~40cm 깊이로 굴착한 뒤 다시 중

앙을 320×170cm 크기의 수혈을 판 후 석곽을 축조하 다. 석곽은 15~35cm 크기의 

천석을 이용하여 최  13단까지 눕혀 쌓았는데, 단벽은 약간 외경하지만 장벽은 수직

에 가깝다. 바닥은 길이 60~70cm 크기의 할석재 판석 4매를 깔고 그 사이사이에 

5~40cm 크기의 납작한 소형 할석이나 천석 45매 가량을 끼워 넣었다. 할석재 판석

은 남쪽의 3매는 긴 형태이지만 북쪽의 1매는 다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피장자의 두부

를 고려하 다. 석곽의 상부는 남아있지 않지만 처음 노출 당시 덮개돌로 보이는 길

이 40cm, 두께 10cm 크기의 판상 할석 1매가 흐트러진 채로 확인되었다. 북쪽과 중

앙부에서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잔존상태는 불량하지만 북쪽의 것은 두개골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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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출토유물은 두부 부근에서 삼각만입식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한편 석곽묘의 서쪽 굴광벽에서 재가 다량 혼입된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매장 관련 

의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삼포리유적 석곽묘 및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8b)

② 철정리 석곽묘(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의 장남천 동남안 충적 지에 위치한다.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가 국도 44호선 구성포~두촌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 중 

장남천 선형변경구간(철정리Ⅱ유적)의 발굴조사에서 1기가 확인되었고, 발굴조사가 완

료된 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국도 44호선 인근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석곽묘는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깊이가 비교적 깊은 지하식이며, 장축방향이 동-서 

방향으로 조성되었는데, 석곽 내부의 크기는 232×64×68cm이다. 석곽은 냇돌을 이

용하여 7~8단 쌓은 후 판석 10여 매를 덮어 마무리하 으며, 바닥도 냇돌을 1~2벌 

깔았다. 유물은 삼각만입식석촉과 이단경식석촉이 출토되었다.

철정리유적 석곽묘 조사전 및 조사후 모습(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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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 (土壙墓)

토광묘는 북한강유역에서 확인된 것으로는 화천 용암리유적의 추정 토광묘 12기

(<표 6>참조)가 있다.13)

<표 6> 북한강유역 토광묘 현황

유적 호수 평면형태
규모(cm) 출토유물

(매몰토)
퇴적토(매몰토) 비 고

장 단 고 장단비

용

암

리

1 장방형 225 121 57 1.86:1

2 장방형 215 120 41 1.79:1

3 장방형 157 91 32 1.73:1

4 장방형 162 89 35 1.82:1 석촉재

5 방형 111 87 13 1.28:1

6 장방형 133 85 38 1.53:1

7 장방형 145 75 34 1.93:1

8 장방형 200 115 63 1.74:1 주150호와 중복

9 장방형 209 86 53 2.34:1
미완석부,

일단경석촉
주150호와 중복

10 장방형 165 101 46 1.67:1 주3호와 중복

11 장방형 130 85 48 1.53:1 주134호와 중복

12 말각장방형 319 137 84 2.33:1
합인석부,

이단경석촉
주153-a·b호와 중복

용암리 추정토광묘는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의 북한강 동안 충적 지에 위치하며, 

2002~2003년 강원문화재연구소가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의 발굴조사에서 12기가 

확인되었다. 용암리유적은 토광묘 외에도 주거지 176기를 비롯하여 굴립주유구, 수혈유

구, 야외 노지 등 230여 기가 넘는 유구가 확인되어 강원도기념물 제83호로 지정 관리

되고 있다.

토광묘는 2기만 유적의 동쪽(9호)과 중앙(12호)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는 유적의 서쪽에 집 분포되어 있었다. 9호를 제외한 1~10호는 강의 흐름과 각선

상인 남북방향의 열상배치를 보이기 때문에 계획된 묘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유구 내부에서는 특별한 시설은 관찰되지 않지만 4호는 2단으로 굴착되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 토층상태는 굴착토를 분쇄하여 매몰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9

호와 12호에서는 매몰토 내에서 석부와 석촉이 소량 출토되었다. 평면형태, 구조, 토

층양상, 배치상태 등으로 보아 토광묘로 판단되지만, 부장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확

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토광묘는 9호와 12호를 제외하면 일정한 묘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배치를 

보이기 때문에 큰 시기차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와의 중복관계에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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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토광묘가 2단계로 편년되는 3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고, 11호 토광묘가 3

단계로 편년되는 134호 주거지에 앞서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청동기시  중

기단계의 것으로 판단된다.

용암리유적 토광묘 및 4호 조사후 모습(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연우( 맥 재연 원 원장)

1) 강원 재연 가 2003  천 리 지  재 사한 결과 에 개 식  알  것  모  식  었

,  없는 것  알  1  지 는 시  었다.

2) 진(1986; 1992)  가식  다시 ｢개 + + ( 1 )｣과 ｢개 + ( 2 )｣  2가지  하

다.  는 지 가 주  강변 지나 삼각주  사질토라는 득 한 지 건 에 고안 었다는 능   

탕  한 것  한강 역 지  다양한 식과  하는 에는 한계가 다. 재 남아 는 지  

태  살펴볼  곽 도 재하고 고, 가 지 라고 할지라도 매장주체 가  아닌 곽 도 

, 매장주체 가  아래에 하 도 하여 모든 상  능   할  없  다.

3) 한강 역에  1966  재 지  지  는  57 나 그  알  는 것  17  도에 과하다.

4)  에  사용하는 ‘지하 ’ 라는 용어  개  역   하 다.  당시  생   한 지하뿐만 아

니라 곽  경우에는 그 가 생  에 라도  개돌 지 여 실  보 지 않  에 지하  

하 다. 는 한강 역  지하식 지 에  가 한 것  도 하지만, 지역   지 가  

생  에 었다는  고 하 다.

5) 집장식(李榮文 1993)  하나  독립  역 안에 2  상  매장주체  갖고 는 것  하나  역에 1  매장주

체  갖는 단장식(單葬式)과는 는 개 다. ‘다곽식(多槨式)’ 란 용어는 매장주체  태가 과 곽  모  

나타나므  합하지 않 , 단장   개  ‘다장식(多葬式)’ 란 용어도 하다고 생각한다.

6)  께는 Ⅰa식에  3~4cm에 과하고, Ⅱa식에 는 15cm 상  꺼워진다.

7)   지하식  Ⅰa식  지 다.

8)  장한 골에  보 는 동심 상 나 게 갈라 진   나타나 다. 별  골 에 는 골

(greater sciatic notch)  폭  고 지 않  에  여  다. 뼈가 얇고 색  아직 랗고 뼈   

가 가늘고 아  어린아  는 , 여러 뼈  특징  합하  4  상에  7~8  도  보 다.  에 

퇴골 안쪽에 나타난 병상   뼈가 아  엉겨  것 지 병  한 것 지는 실하지 않 나, 만약 퇴골  

안쪽  라  생  라  보행  어 울 도  병  앓았  사람  보 다. 몽룡(1985, 1997)   골  

료  근거   지  사 는 지 가 습 는 것  악하고 다.

9) 립 앙  1984 에 사한 1･2  지 는 량에  하 다.  지 는 한강 역에 는 신매리에 만 

 다  지 들과는 독립  에 포 어  뿐만 아니라 토    주변에  었고 매장

주체  닥에  토   없다는 에  역사시  곽  가능  다는 견(강원 재연 , 2004)  

타당하다고 보 다.

10)  는 립 앙 에  3  지  보고하 다. 보고 는 닥돌 에 남아 지 않아 지 지  

하 지 하지 않 나 재 닥돌과 지  차가 약 65cm에 과하여 지 가 후 에  가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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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보 에는 지 에   얕게 하므  지  하  하고 다( 립 앙 , 1984). 그러

나 지 에  얕다는 것  단    없  한강 역 지  는 차 가 므   보는 것  타

당하다고 생각 다.

11) 주 는 충남  천 리 산, 천안 운 리, 경남 남  진주 평리 8지 , 사천 동, 마산 신 리, 경

남 남동 지역  포항 동, 울산 동천리 , 울산 산동 약 , 울산 천곡동 171 지 등 지역에   재

지 각 에 는 1~3개씩  주 가 었다( , 2008). 한 본에 는 효고 (兵庫縣) 아마가사키시[尼崎市] 

동 고(東武庫)  등 사 만[大阪彎] 연안  심  집 포 어 다(中村大介, 2004). 그러나 본  경우에는 

주 가 , 원 ,  귀 가 끊어진  등 다양한 식  재하 , 매장주체 도 목 , 토 , 토  등 다양하다

는 에  차 가 고, 시 도 가장 빠  동 고  야 시  엽에  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청동 시  주 는 차 가 다.

12) 1단계에 하는 것  10, 13~16 , 평 태가  1~2  도가 독립  포하는 , 청동 시   늦

 단계  악 고 다. 2단계에 하는 것  1~6 , 지역에 집단 역  하게  하  시 하는 , 

청동 시   말과   사  시  악 고 다. 3단계에 하는 것  7~9 , 11~12 , 평 태는 매

우 장한 장  2단계  같  집단 역  하는  1단계 보다는 늦지만 2단계  시  차는 지 않  것  

단 고 다.

13) 한강  지역에   토 는 양양 송 리 ( 맥 재연 원, 2008)과 월 연당 (연 학

, 2004)  다. 송 리 에 는 경식  7  토 어 청동 시   것  보 , 에 는 체

 토 어  것  보 다. 그 에 는 지 않았 나 양양 지경리 (강 학 , 2002) 

신 시  4  주거지 생  토 경식  7 도 토  토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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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강 역

1) 생활

남한강은 강원도 삼척시 덕산에서 발원, 남서류하여 도내의 평창강과 섬강, 청미

천 등의 지류와 합치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한다. 도내의 

남한강지류는 하류에 비해 굴곡이 심한 곡류천을 형성하는데 비교적 높은 산악지 를 

흐르며 유속이 빨라 충적 지와 같은 퇴적지형 보다는 침식단구 등의 침식지형을 만

들어 북한강에 비해 미세립질이 풍부한 충적평야의 면적이 넓지 않은 편이다. 현재까

지 이 지역에 한 규모 발굴조사가 미진하여 정확한 문화성격이나 양상을 파악하

기는 어려우나 선사시  취락이 체로 하천의 퇴적작용이 활발한 규모 충적지 나 

낮은 구릉상에 입지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한강유역은 청동기문화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면서 태백산맥을 넘어 남

한강과 북한강 상류를 거쳐 경북, 남에 이르는 중부 이남으로 연결되는 문화의 이

동경로를 밝혀줄 수 있는 중개지적 역할을 담당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1) 본 절에서

는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남한강유역 각 지류에 분포하는 생활유

적, 즉 취락유적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생활유적분포도(발굴조사지역 표기)
한국하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river.kwater.or.kr/garam/) 남한강유역지도 보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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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지역

원주지역은 동쪽으로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높고 험준한 산악

지 가 자리하고 있고, 북서･남서쪽으로는 해발 400~500m 정도의 낮은 산들이 에워

싸고 있는 전체적으로 동고서저의 분지지역이다. 따라서 중심지역은 앞서 살펴본 여

타의 남한강 지류가 분포하는 지역에 비해 완만하고 낮은 지형을 띠고 있다. 원주지

역의 하천은 크게 남한강과 섬강으로 나뉜다. 섬강은 횡성군 둔내면과 평창군 봉평면

의 경계에 위치하는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원주시 북쪽으로 유입, 

사행하면서 남서쪽으로 흘러 부론면 홍호리 부근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섬강의 지

류인 원주천은 원주시가지를 남에서 북으로 관류하며 사방의 구릉지를 침식하여 원주

분지를 형성하고 호저면 옥산리에서 섬강으로 흘러든다. 이들 하천유역에는 선사시  

유적의 입지에 유리한 충적평야와 완경사의 구릉지 가 형성되어 있다.

원주지역의 청동기시  생활유적은 남한강유역에 위치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

로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져 왔다. 유물산포지로서 남한강유역의 법천리 부론초등학교 

부근, 법천리 안말, 섬강유역의 문막읍 궁촌리 서들, 또 섬강과 합수되는 원주 북부와 

동부의 소하천 변 충적 지와 구릉지 에 해당하는 호저면 고산리, 판부면 서곡리, 흥

업면 흥업리, 흥업리 제재기마을 등이 알려져 있다.2) 최근 원주지역에 한 개발과 

함께 발굴조사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 가현동(국군원주병원 신축부지)유적,3) 태장동(태

장4지구 임 주택건설부지)유적,4) 동화리유적5) 등이 조사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사한 법천리유적6)에서도 청동기유적 일부가 조사됨에 따라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표 1> 원주지역 생활유적현황

유적명 소재지 종류(유구/유물) 조사기관

법천리 부론초등학교부근 유물산포지 부론면 법천리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최복규 외

법천리 안말 유물산포지 부론면 법천리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서울대학교박물관

문막읍 궁촌리 서들 유물산포지 문막읍 궁촌리 석검, 석촉, 반월형석도 한 희

고산리 유물산포지 호저면 고산리 석부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서곡리 유물산포지 판부면 서곡리 석검, 석촉 최복규 외

흥업리 유물산포지 흥업면 흥업리 석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흥업리 제재기마을 유물산포지 흥업면 흥업리 미완성 유구석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법천리유적 부론면 법천리 점토대토기, 마제석부 국립중앙박물관

가현동유적 가현동 76-1
주거지 10동(전기)/ 

토기류(이중구연단사선문,공렬,구순각목,적색마연),석기류
(석촉,석검,반월형석도,동북형석도)

강원문화재연구소

태장동유적 태장동 509-1 주거지 8동(전기)/ 
토기류(호형,발형,대부소호,적색마연),석기류(석부,석촉,석재)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동화리유적 문막읍 동화리 1409-3
주거지1동(전기)/토기류(이중구연단사선문,호형,발형),석기류

(석촉,지석,미완성석기류 다수) 한강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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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주 법천리유적

법천리유적은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일원으로 이 지역은 남한강과 섬강이 합수되는 

지점이며 강안을 따라 충적 지가 발달해 있다. 법천리유적의 청동기시  유구는 현

재까지는 발견된 바 없으나, 1999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한 법천리 고분군 1차 발굴

조사 당시 지표와 탐색트렌치에서 무문토기와 점토 토기, 마제석부 등이 수습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점토 토기는 원주지역에서 발굴을 통해 최초로 

출토된 것으로 후기 단계에 해당한다.

② 원주 가현동유적

가현동유적은 행정구역상 원주시 가현동 76-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가현동유적 주거지(전기~중기) 및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이 유적은 북원주지역에 해당하고 원주천이 회절하며 형성된 충적 지상에 입지하

는데 과거 하천의 폭이 현재보다 넓고 수량도 풍부하여 유적 내에서 하상(河床) 퇴적

층 일부가 노출되었다.

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시  유구는 주거지 10동으로, 후 의 교란에 의해 잔존상

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확인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주축방향은 체로 

강의 흐름과 거의 나란한 북서-남동향이나 일부 직교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시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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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석식노지가 조성되었는데 단벽측에 치우쳐 2기가 배치되었고, 이밖에 저장공과 중

심주공, 벽주공 등이 있다. 출토유물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렬토기, 구순각목

문토기, 적색마연토기, 무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유경식(일단경) 석촉, 반월형석도, 소

위 ‘동북형석도’라 이르는 주걱칼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유물의 출토양상으

로 미루어 보아 전기에서 중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주 태장동유적

태장동유적은 원주시 태장동 509-1번지 일원으로, 유적 남쪽으로 동에서 서로 흐르

는 흥양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 지상에 입지하며 서쪽으로 흐르는 흥양천이 원주시를 

관통하여 원주천과 합류하는 지점의 충적 지에 가현동유적이 위치한다. 유적은 이 

소하천변의 충적 지상에 분포하고 있다. 유적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  유구는 장방

형 주거지 8동으로, 주축방향은 강의 흐름과 나란하거나 직교한다. 내부시설로는 중

앙 주축선상에서 단벽측으로 치우친 곳에 2기의 위석식노지가 배치되었으며 출토유물

로는 호형토기, 발형토기 등의 무문토기, 부소호, 적색마연토기를 비롯해 석부, 석

촉, 석재 등이 있다.

④ 원주 동화리유적

동화리유적은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409-3번지 일원으로, 섬강변 자연제방으로부터 

남동쪽으로 멀어진 자연제방 내측에 입지하며 청동기시  유구는 주거지 1동, 수혈유

구 3동이며, 섬강변 자연제방으로부터 남동쪽으로 떨어진 자연제방 내측에 입지한다. 

원주 동화리유적 주거지(전기) 및 출토 유물(한강문화재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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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조사당시 내부에서 부채살 형태의 목탄열과 판재가 

노출되어 서까래와 벽체시설로 확인된다. 주거지 내부에는 위석식노지 1곳, 원형과 장

방형 수혈 2기가 배치되었다. 노지는 중앙 주축선상에서 북서벽에 치우쳐 조성되었는

데 천석을 돌리는 과정에서 한쪽면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

다. 출토유물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호형･발형토기를 비롯해 유･무경식 석촉과 

지석, 다수의 미완성석기류들이 출토되어 석기제작행위를 입증한다. 주거지의 구조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등 출토유물로 미루어 보아 전기단계로 판단된다. 주거지 남동

쪽 인근에 분포하는 수혈유구 3동은 말각세장방형을 띠며 바닥면 주축선상 중앙부에 

두 곳의 주혈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수혈유구가 북한강유역의 춘천 

천전리유적, 거두리(2지구)유적에서도 발견되면서 방어용 내지 수렵용의 함정유구7)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취락전반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주거지와 

생업관련유구들로 구성된 청동기시  전기단계 취락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2) 월지역

월지역의 표적인 하천으로는 월읍을 사이에 두고 동쪽을 흐르는 동강(東江)과 

서쪽을 흐르는 서강(西江)이 있다. 동강은 남한강 본류에 해당하고 서강은 평창강으로 

주천천과 월읍에서 합수한다. 유적이 입지한 곳은 하천을 따라 길게 형성된 충적

지에 해당하며 주로 분묘와 유물산포지가 지표조사를 통해 조사되었다.

월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된 고고학적 조사는 1916년 아리미츠 교이치(有光敎一)에 

의해서 다. 이 조사에 의해 월읍에서 청동기시  유물로 추정되는 요석(凹石) 1점

을 발견하 는데 요석은 납작한 구형(求刑)으로 지름 15~18㎝, 길이 8.3㎝로 현재 국

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유물산포지로는 쌍룡리, 광천리 청령포, 공기리, 주천리, 

방절리, 흥4리 등지가 지표조사8)를 통해 보고되었고, 이밖에 북면 공기리에서 발견

매장문화재로서 마제석촉 2점이 신고 되어 공기초등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발굴조사

에 의해 밝혀진 유물산포지는 외룡리, 문산리, 삼옥2리로, 외룡리유적9)에서는 지석묘

와 철기시 주거지 조사 중 지표에서 미완성 석부 1점과 일체형석촉 경부편이 수습되

었고, 문산리유적10)에서는 청동기시  유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반투공 공렬토기

편과 함께 무경식석촉, 유혈구유경식 석촉, 반월형석도, 지석과 같은 석기류가 출토되

었으며, 삼옥2리(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예정부지)11)에서는 반월형석도편이 수습되

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생활유적이 보고된 것은 월 주천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

내 유적12)(이하 주천리(하수종말처리장)유적)과 연당리 쌍굴유적13)이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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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리(하수종말처리장부지)유적 주거지(전기)(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표 2> 영월지역 생활유적현황

유적명 소재지 종류(유구/유물) 조사기관

공기리 발견매장문화재신고지 월군 북면 공기1리 마제석촉 2점 -

흥리 발견매장문화재신고지 월군 월읍 흥4리 석부 1점

월읍 유물산포지 월군 월읍 요석 1점 아리미츠 교이치
(有光敎一)

쌍룡리 유물산포지 월군 서면 쌍룡리 무문토기 강원문화재연구소

광천리 유물산포지 월군 남면 광천리 무문토기 강원문화재연구소

공기리 유물산포지 월군 북면 공기리 무문토기 강원문화재연구소

주천리 유물산포지 월군 주천면 주천2리 무문토기 강원문화재연구소

흥4리 유물산포지 월군 월읍 흥4리 - 강원문화재연구소

외룡리 유물산포지 월군 하동면 외룡1리 미완성석부, 석촉 한림대학교 박물관

문산리 유물산포지 월군 월읍 문산1리
공렬토기, 석촉, 
반월형석도, 지석

강원문화재연구소

삼옥2리 유물산포지 월군 월읍 삼옥2리 반월형석도 예맥문화재연구원

주천리
(하수종말처리장)유적

월군 주천면 
주천리180-1번지

주거지17동/토기류(공렬,구순각목,이중구연),석
기류(석도,환상석기,찰절석기)

예맥문화재연구원

방절리 바위그늘유적 월군 월읍 방절 1리 무문토기 한림대학교 박물관

연당리 쌍굴(생활)유적 월군 남면 연당2리 1굴 문화층 / 무문토기 연세대학교 박물관

① 월 주천리(하수종말처리장)유적

유적은 행정구역상 월

군 주천면 주천리(180-1번

지)로, 이 일 는 태백산맥 

서남쪽에 위치하여 부분 

해발 400~600m의 산지임

에도 불구하고 1,000m 이

상의 고산준령이 산재한 

월군의 지리적특징과 비교

해 볼 때 험한 산악지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사이를 감입 사행하는 주천

강을 따라 중소규모의 충적 지와 하안단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이 유적의 

입지에 유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은 주천리 청동기･고려시  유물산포지14)로 

알려진 지역의 남서쪽 말단부에 해당한다. 유적에서는 신석기~철기시 ･조선시 에 

이르는 주거지, 수혈유구, 추정삼가마 등 4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청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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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구는 모두 21기로 주거지 18동과 용도를 알 수 없는 타원형 수혈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골재채취로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전역에 분포하며 유

물산포지 전역에 걸쳐 규모 취락유적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중･소형)과 방형으로 별되며 주축방향은 주거지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체로 하천과 평행한 동-서향과 직교하는 남-북향으로 석기

출토양상 등의 조사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전자가 후자에 비해 선행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시설로 보아 위석식노지･저장공･초석을 갖추고 있는 소위 가락동

유형의 ‘둔산식 주거지’의 형태이나 토기의 문양구성에서 공렬, 구순각목, 이중구연, 

단사선문 등이 단독 내지 복합적으로 시문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청동기시  전기단

계에 해당하는 소위 ‘흔암리유형’에 해당된다. 이 중 18호 주거지에서 소량이나 절상

(각목)돌 문토기편이 출토되어 주거지 조성 상한은 조기의 늦은 시기이거나 전기 이

른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주천리(하수종말처리장부지)유적 ① 주거지-토기(조기) ② 석기류(전기) ③ 토기류(전기)(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출토유물로는 토기류, 토제품, 석기류, 옥제품 등이 있다. 토기류로는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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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양구성의 무문토기류 이외에도 소량이지만 적색마연 부소호와 적색마연토

기 호(소호, 장경호)가, 토제품으로는 소형의 편평한 원형 내지 타원형의 어망추가 출

토되었다. 석기류로는 석촉, 석검, 석창, 석도, 석부, 방추차, 공구형석기, 원판형석

기, 어망추, 찰절흔석기, 지석, 연석, 박편 등 다양하며 일부 주거지에서는 환옥과 곡

옥 및 미완성 관옥과 박편 등 옥제품도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전･중기단계로 추정되나 일부 각목돌 문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조기에서 전기로의 전

환기적 양상 혹은 조기단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② 월 연당리 쌍굴유적

연당리 쌍굴은 월군 남면 연당2리 마을 뒷산 중턱에 위치한, 석회암지  약 의 

하나인 습곡 꼭지부분에 형성된 수평굴이다. 유적의 동쪽 가까이 서강(평창강)이 곡류

하며 앞에는 연당천이 가로 지른다. 평지에서 약 20m, 평창강 바닥에서는 40m 가량 

높고 해발고도는 221m인 쌍굴은 인접한 2개의 동굴로, 작은 굴(2굴)은 큰 굴(1굴) 왼

편에 큰 굴보다 약간 높이 자리 잡고 있다. 모두 입구가 정남향이며 장축은 남북방향

으로 나란하다. 1굴은 길이 20m, 2굴은 길이 5.5m 안팎으로, 발굴조사결과 두 굴 모

두 구석기시 에서 청동기시 에 이르는 선사시 의 유구·유물과, 1굴에서는 고려시

 무덤이 발견되었다.

청동기시  문화의 흔적은 두 굴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무문토기편이 소량 출토된 

1굴의 경우 뚜렷한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2굴에서 청동기시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어 1굴 역시 생활유적으로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평창지역

평창지역은 동쪽의 태백산맥으로부터 서남쪽으로 뻗은 오 산에서 분기한 차령산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해발 1,100~1,500m 이상의 고산준령이 중첩된 산간지

역으로 1000m 이상 지역에 고위평탄면이 발달하 다. 이 지역의 수계는 부분 북쪽

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향하며 평창군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흐르는 평창강과 오 천

이 주요 수계이다. 평창강은 계방산과 흥정산에서 발원, 봉평과 화를 양쪽으로 가르

며 방림면의 동쪽과 평창읍을 지나 월에서 동강과 합류하는데 이를 서강이라 한다. 

오 천은 한강의 운천지인 오 산 우통수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하진부와 정선

을 지나 동강과 합류하여 충청북도 춘, 단양, 청풍, 충주를 가로질러 남한강에 이른

다. 이 두 수계는 남한강의 여타 지류와 마찬가지로 감입사행 곡류하여 좁은 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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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소재지 종류(유구/유물) 조사기관

계장리 
발견매장문화재신고지

평창읍 계장리 
99번지

마제석검1점, 마제석촉2점, 방추차 1점 최 철

천동리 
발견매장문화재신고지

평창읍 천동리 
220번지

문화층, 무문토기편 5점 최종모

평창읍 
발견매장문화재신고지

평창읍 일원 마제석촉 등 344점 김경진 외 17인

장평리 유물산포지 용평면 장평2리 무문토기 강원대학교 박물관

하안미리 유물산포지 대화면 하안미리 무문토기 강원대학교 박물관

임하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임하리
무문토기(공렬,구순각목,적색마연), 마제석기(마제석촉, 

어망추,지석)
강원대학교 박물관

용항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용항리 무문토기 강원문화재연구소

주진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주진리
무문토기(무문,공렬,구순각목,적색마연), 

마제석기(다두석부,석촉,석착,방추차,어망추,지석)
강원대학교 박물관

계장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계장리
무문토기(무문,적색마연)

마제석기(석부,석착,환상석부,석도,석창,지석,어망추,긁개)
강원대학교 박물관

다수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다수리 마제석촉,장신구 강원대학교 박물관

임하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임하리
무문토기(공렬,구순각목,적색마연),

마제석기(석촉,어망추,지석)
강원대학교 박물관

용항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용항리 무문토기 강원문화재연구소

후평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후평리
무문토기(공렬,구순각목,적색마연),

마제석기(석촉,석부,석착,반월형석도,환상석부,지석,방추차)
강원대학교 박물관

여만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여만리 무문토기(무문,공렬) 강원대학교 박물관

향동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향동리 마제석촉 1점 강원대학교 박물관

중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중리
마제석기(석촉,석부,석착,환상석부,방추차,지석)

장신구
강원대학교 박물관

상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상리
마제석기

(석촉,편인석부,방추차,어망추)
강원대학교 박물관

이루고, 따라서 주변에 비교적 평탄한 침식구릉지와 수계를 따라 좁고 긴 형태의 충

적 지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서의 청동기시  유적과 유물은 부분 앞서 언급한 평창강안의 충적 지

를 비롯해 연접한 곡간 지에 분포해 있다. 현재까지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진 유물산

포지로는 충적 지가 발달한 평창읍과 화면, 용평면 일 의 주진리, 유동리, 상리, 

하리, 다수리, 향동리, 후평리, 임하리, 상리, 하리, 응암리, 도돈리, 약수리, 천

포리, 여만리, 종부리 등15) 이며, 진부면, 화면, 용평면 등지에서도 지석묘 함께 무

문토기와 공렬토기, 석기류들이 확인된 바 있다. 2008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평창

강 수계 수해복구사업구간에 한 발굴조사16)를 실시하면서 평창읍 후평리(후평제)·

천동리(천동제) 일 에 분포하는 청동기시  유적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고, 이 일

에 한 조사17)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표 3).

<표 3> 평창지역 생활유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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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종부리
마제석기(석촉,석검,석창,석부,반월형석도,어망추, 지석),

장신구(옥제품)
강원대학교 박물관

대상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대상리 환상석부,반월형석도 강원대학교 박물관

대하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대하리 무문토기 강원대학교 박물관

약수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약수리 무문토기 강원대학교 박물관

천동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천동리 

샘골
무문토기,마제석기(석촉,석부) 강원대학교 박물관

도돈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도돈리
무문토기,마제석기

(환상석부,반월형석도)
강원대학교 박물관

유동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유동리
무문토기,마제석기(석촉,석검,석창,석부,반월형석도,

환상석부,방추차)
강원대학교 박물관

응암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응암리 무문토기 강원대학교 박물관

뇌운리 유물산포지 방림면 뇌운리 마제석촉 1점 강원대학교 박물관

조동리 유물산포지 평창읍 조동리 방추차 2점 강원대학교 박물관

후평리유적
(평창강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
평창읍 후평리

주거지3동(추정)/토기류(공렬토기,적색마연토기),
석기류(석촉,석도)

예맥문화재연구원

천동리유적
(평창강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
평창읍 천동리

주거지4동/토기류(절상각목돌대문,각목돌대문,이중구연,무문)
석기류(석촉,어망추,지석)

예맥문화재연구원

천동리유적
(천동리 220번지 
주택신축부지)

평창읍 천동리
주거지1동/토기류(이중구연단사선문,공렬,구순각목,적색마연),

석기류(석촉,석부,석도,방추차)
강원문화재연구소

천동리유적
( 월-방림 

도로건설공사구간)
평창읍 천동리

주거지13동/토기류(호형),
석기류(석촉,석부,연석)

강원고고문화연구원

마지리유적
( 월-방림 

도로건설공사구간)
평창읍 마지리

공렬토기,석부,환상석기,
지석,방추차

강원고고문화연구원

 

① 평창 후평리유적(평창강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내 유적-후평제유적)

후평리유적은 평창강이 남서쪽으로 심하게 곡류하면서 후평리 일원을 회절하게 되

는데 이 때 활발한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동~서향으로 펼쳐진 충적 지의 동편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비교적 원지형이 온전히 남아 있는 구간으로 청동기시  주거지

로 추정되는 유구 2기와 청동기시  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다. 내부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내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공렬토기, 적색마연토기, 마제석촉, 석도 등이 출토되

어 청동기시  중기단계로 추정된다.

② 평창 천동리유적

천동리유적은 평창강이 남서쪽으로 곡류하는 가운데 천동리를 회절하며 형성된 하

안 내측으로 유속변화에 의해 미세립물질의 퇴적작용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러한 지

형적 특색은 외측에 비해 선사시  유적이 입지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일 에

는 신석기시 로부터 철기시 에 이르는 규모 취락(생활유적)이 입지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후술하겠지만 발굴조사지역을 인위적으로 구분하 으나 3곳의 개별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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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천동리유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평창강수계 수해복구공사부지내 유적-천동2･3제유적 : 평창강수계 수해복구 공

사부지에서 발견된 청동기시  유구는 청동기시  주거지 4동으로, 북서~남동으로 펼

쳐진 충적 지 중하위의 자연제방을 따라 분포한다. 주거지 부분이 자연제방 외측 

단상에 입지하고 있어 상당부분 삭평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탐색트렌치 17

에서 확인된 청동기시  주거지는 잔존양상으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화재로 인

해 폐기되었으며 내부시설은 알 수 없으나 절상각목돌 문토기, 각목돌 문토기, 이중

구연토기, 무문토기, 이단경･무경식 석촉, 어망추, 지석 등의 출토유물양상으로 미루

어 보아 청동기시  조기에서 전기로 이행되는 전환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천동리 220번지 주택신축부지내유적 : 천동2제 유적에서 동쪽 내측으로 약 500m 

가량 떨어진 충적 지 중하위에 위치한다. 유적에서는 청동기시  주거지 1동이 조사

되었다. 훼손이 심하여 정확한 형태와 구조를 알 수 없으나 잔존양상으로 보아 단벽 

5~6m의 방형으로 추정되며, 내부시설로는 원형의 수혈식노지 1곳과 저장공 3곳, 중

앙주공 1곳이 있다. 출토유물로는 이중구연단사선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

토기 등의 토기류와 석촉, 석부, 석도, 방추차 등의 석기류가 있다. 주거지와 출토유

물의 양상으로 청동기시  중기 단계로 판단된다.

○ 월~방림 도로건설공사구간내유적(천동리 구간) : 월~방림 도로건설공사구간 

중 청동기시  유구가 발견된 천동리 구간은 천동2제유적과 천동리 220번지(주택신축

부지내)유적 남쪽의 충적 지 하위에 위치한다.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동기시  

주거지는 13동으로, 이 중 1호 주거지 1동만이 조사되었으며 현재 발굴조사중에 있다. 

확인된 주거지들의 주축방향은 체로 강의 흐름과 나란한 북서~남동향으로 단벽이 

5m 이상인 중 형 규모의 장방형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북동쪽 단벽에 치우쳐 장방형

의 점토상 위석식노지 2곳과 남쪽 모서리의 원형의 저장공 3곳이 배치되었다. 출토유

물로는 호형토기, 무경식 석촉, 석부, 연석, 용도미상석기 등이 있다. 주거지의 형태 

및 구조와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전기에서 중기 단계로 추정된다. 

○ 평창 마지리유적( 월-방림 도로건설공사구간내유적-마지리 구간) : 월~방림 

도로건설공사구간 중 청동기시  유구가 발견된 마지리 구간은 전술한 천동리 구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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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남쪽으로 1㎞ 가량 떨어진 지역이다. 평창강 안에 위치하지만 천동리유적과는 

달리 충적 지로부터 남동쪽의 곡간 지로 이어지는 평지에 입지한다. 따라서 사질토 

보다는 점질토가 우세하며 산지로부터 기인한 쇄설층이 충적층과 번갈아 퇴적되었다. 

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  유구는 주거지 3동으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

서 주거지의 평면형태, 구조 등은 알 수 없으며, 출토유물로는 공렬토기, 석부, 환상

석기, 지석, 방추차 등이 있어 청동기시  중기단계일 가능성이 있다.

(4) 지역

한강을 본류로 하는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서 발원한 송천과 삼척군 하장면 상사

미리에서 발원한 골지천이 만나 어우러져, 남한강수계의 발원지인 조양강으로 연결된

다. 조양강은 남서방향으로 흘러 정선 신동읍에서 동강으로 이어지고 월에서는 평

창강과 남한강으로 흐른다.

<표 4> 정선지역 생활유적현황

유적명 소재지 종류(유구/유물) 조사기관

귤암리 유물산포지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무문토기 강릉대학교 박물관

남평리 유물산포지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무문토기 강릉대학교 박물관

한골 유물산포지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무문토기 강릉대학교 박물관

여량리 유물산포지
정선군 북면 

여량리
무문토기편, 석도, 석촉 아리미츠 교이치

[有光敎一]

여량2리 유물산포지
정선군 북면 

여량2리
무문토기, 마제석기 강릉대학교 박물관

여량5리 유물산포지
정선군 북면 

여량5리
무문토기, 마제석기 강릉대학교 박물관

덕천 소골유적
(덕천리 유물산포지)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소동

문화층, 주거지 2동 단국대학교 박물관

아우라지유적
정선군 북면 
여량 2리 

주거지18동,수혈유구15기 

/무문토기(각목돌대문,구순각목,

공렬,이중구연,단사선),

석기류(석촉,석부,석도,어망추,

방추차,부리형,톱니날,원판형, 

작업대),옥 

강원문화재연구소

애산리유적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주거지1동, 수혈유구 1기

/무문토기(공렬,무문), 석검편
한국고고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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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에 한 청동기시  유적은 부분 묘제를 중심으로 조사되었고, 생활유적으

로 최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체로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

져 왔다. 최초의 고고학적인 조사는 아리미츠 교이치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북면 여

량리 360번지에서 돌칼, 돌화살촉, 토기 등을 발견하여 보고하 고,18) 이후 정선지역 

전지역에 한 지표조사는 1996년19)과 2007년20)에 강릉 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

져 정선읍 귤암리와 북평면 남평리, 한골, 애월읍 여량 2리･여량 5리 등이 유물산포

지로 확인되었다.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알려진 유적으로는 덕천리 소골유적,21) 아우

라지유적,22) 정선읍 애산리유적23)이 있다(<표 4>). 현재까지 고고학적인 조사는 미흡

하지만 그간의 조사를 통해 동강변 일 와 비교적 충적 지가 넓게 형성된 조양강변

을 따라 규모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정선 덕천 소골유적

덕천리 소골유적은 행정구역상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소동 일 로, 남한강 상류의 

동강유역에 위치한다. 편의상 4개 지구(Ⅰ~Ⅳ)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 는데, Ⅰ지

구에서는 5기의 지석묘와 더불어 무문토기편, 반월형석도,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Ⅱ

지구에서는 신석기시  문화층과 함께 청동기시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층에서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석촉, 어망추, 석추, 반월형석도, 석부, 석검, 지석, 석구, 

옥 등이 수습되었다. Ⅱ지구에 한 정리과정에서 온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2

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보고내용에서 주거지의 평면형태나 세부사

항은 알 수 없으나 내부에서 노지가 확인되었으며 문화층의 유물양상으로 미루어 보

아 중기단계 이후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② 정선 아우라지유적

정선 아우라지유적은 행정구역상 정선군 북면 여량2리 아우라지들 일 로, 조양강

을 사이에 두고 북쪽인 여량 5리와 남쪽인 여량 2리의 충적평야지 에 광범위하게 형

성되어 있다.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앞서 시행한 1차 시굴조사를 통해 선사

에서 역사시 에 이르는 매장문화재가 광범위하게 분포함이 확인됨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유적을 적극 활용하는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총 

네 지역(Ⅰ~Ⅳ)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 다.

네 지역 중 Ⅰ지역에 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에서는 신석기시  주거지 3동, 

신석기시  야외노지 7기, 청동기시  주거지 18동, 철기시  주거지 1동, 수혈유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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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로, 추정 석관묘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청동기시  주거지는 청동기시  자연수로

를 중심으로 북편에서 15동의 주거지가, 남편에서 3동이 분포하여 Ⅰ지역에서 확인된 유

구 중 분포범위가 가장 넓고 조 하게 조성된 취락의 중심적 위치를 점했을 것으로 판단

되며 주거지 형태와 출토유물을 기준으로 단계상 조기와 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조기 주거지는 길이 11m 이상, 폭이 8m 이상의 형 주거지로 5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조양강과 직교하는 북서-남동향이며. 내부시설로서 

노지는 석상위석식노지와 점토위석식노지로 주거지 남벽 중앙에 치우쳐 있으며 노지

내부에 격벽시설을 마련하여 용도를 구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에서는 모

두 기둥을 받쳤던 초반석이 장축방향으로 2열이 확인되고 벽을 따라 벽기둥이 조성되

었다. 출토유물로는 각목돌 문토기, 원저직구호, 두형토기, 꼭지형토기, 적색마연호 

등의 토기류와 삼각만입식석촉, 석도, 석착, 어망추, 방추차, 곤봉형석기, 천공작업 , 

부리형석기, 톱니날석기 등의 석기류, 옥제품 등이 있다.

이를 제외한 13동의 전기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조기 주거지보다는 상 적으로 적은 

규모의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2기(4, 5호)를 제외하고 조기 주거지와 같은 북서-남

동향이다. 내부시설로서 노지는 석상위석식노지를 갖춘 11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부

분 천석을 이용한 방형 혹은 장방형의 위석식노지로 바닥면에 점토를 깔았고 불에 의

해 단단히 소결되었으며 일부에서 내부의 격벽시설로 구분되던 노지가 2개의 노지로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노지의 위치는 조기의 그것과 동일하며 북편의 노지가 크고 

남편의 노지가 작은 양상이다. 

정선 아우라지유적 [①･② 주거지 및 출토유물(조기) / ③ 주거지 및 출토유물(전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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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로는 (심)발형의 구순각목, 이중구연, 공렬의 요소가 단독 혹은 복합된 양

상의 토기류와 두형토기가 출토되었고, 석촉(유경식, 유엽형만입), 석부, 방추차, 원판

형석기, 천공작업  등의 석기류가 있다.

주거지 이외의 생활유구로 15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주로 방형과 원형으로 

내부에서는 심발형, 호형토기 등이 출토되어 전기단계 이후의 주거지와 관련된 시설

로 판단된다.

③ 정선 애산리유적

유적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일원으로 오 천과 남쪽의 조양강

이 합류하는 지점의 북동쪽에 해당하며 지형상 해발고도 310m 내외의 구릉 사면부와 

산사면 하단부 사이에 위치한다. 유적에서는 청동기시  주거지 1동과 수혈유구 1기, 

삼국시  주거지 1동과 수혈유구 1기, 조선시  와요지 19기를 비롯해 조선시  삼가

마 1기, 구상유구 1기, 불명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애산리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

시  주거지는 남한강유역 충적 지에서 발굴조사된 주거지와는 달리 해발고도 320m 

정도의 구릉 정상부에 입지한다. 사면침식으로 인해 바닥만 잔존한 상태로 동쪽 단벽

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내부시설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거지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로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화재주거지로 

판단되며 내부시설로는 위석식노지 1곳과 주혈 7곳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공렬

토기, 무문토기, 석검편이 있다. 

함께 조사된 수혈유구는 부정형으로 단면형태는 U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에 직교한다. 바닥면에는 2~3매의 천석이 놓여 있었으며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 

저부편 1점이 있다.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미루어 보아 중기단계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강유역의 청동기시  생활유적은 수혈주거지로 구

성된 취락유적과 지형적 특성을 반 한 극소수의 동굴유적으로 구분된다.

동굴유적은 구석기시  이래 남한강 일  석회암지 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

류의 연당쌍굴유적은 동굴유적이 거주의 목적뿐만 아니라 매장에 이르기까지 다용도

로 활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수혈주거지를 위시로 한 생활유적, 즉 취락유적에 환해서는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그 가능성은 알려져 왔으나 학문적 성과의 미진함으로 인해 충분히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종합해 체적인 단계별 

변화양상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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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생활유적의 단계설정

조기 전기 중기 후기

주

거

지

평
면
형
태 

장방형(대형) (장)방형 (장)방형 -

내
부
시
설

석상･점토상위석식노지

초반시설

위석식노지,

주혈

위석식/수혈식노지,

주혈
-

출토유물
각목돌대문토기,

장방형석도, 어망추

(절상)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대부소호, 이단병식 석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점토대

토기

대표유적
정선 아우라지유적,

월 주천(하수종말 
처리장부지)유적

원주 동화리유적 원주 태장동유적

원주

법천리

유적

먼저 각목돌 문토기, 장방형석도 등의 유물이 출토되는 석상 내지 점토상 위석식

노지와 초반시설을 갖춘 형의 (장)방형 주거지 단계는 최근 청동기시  조기단계 설

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다.24) 조기설의 수용여부를 떠나 전기단계보다 이른 시

기의 문화가 태백산맥을 거쳐 낙동강유역의 경남지역과 중부내륙지역에 까지 파급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며, 정선･ 월지역 등 남한강 상류역에서도 유적이 확인되

고 있어 앞으로 각목돌 문토기 문화의 확산경로와 문화내용에 관한 연구에 있어 중

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유적의 다수를 차지하는 전기단계는 절상각목돌 문토기,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 부소호, 적색마연토기, 무문토기와 각종 석기류가 출토되며 위석식노

지가 평면형태에 따라 1~2곳 설치된 조기와는 달리 면적이 축소된 (장)방형 주거지로 

원주 동화리유적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한반도 남부에서 가락동유형 혹

은 흔암리유형으로 명명되었으나, 조기와 전기단계의 전환기적 양상이 남한강상류의 

월과 정선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각 단계별 문화의 확산과정에 한 논의

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5) 

중기단계는 전기의 주거지 전통이 지속되나 일부 수혈식노지가 조성된 경우가 나타

나며 공렬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 등의 무문토기류가 증가한다. 평창 천동리유적에서 

수혈식노지를 갖춘 장방형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원주 태장동유적에서 전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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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거지와 더불어 공렬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는 전기와 유사한 구조의 주

거지가 기원전 7~6세기로 편년되고 있어 중기 단계의 양상으로 판단된다. 법천리유

적에서 수습된 점토 토기 관련 유물의 존재를 제외하고는 후기의 유적은 발굴된 사

례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강유역의 고고학적 조사연구 성과는 남한강유역의 지정학적 위

치가 한반도 중·남부의 청동기문화의 확산과정 등 체계적인 연구에 있어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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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 서지역은 편의상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략 북한강과 남한강이

다. 남한강유역으로 분류되는 서남부는 태백산맥 서쪽의 원주와 충주 등 충북 북부지

방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남한강은 태백고원에서 발원하여 단양･청풍을 지나 제천에서 

흘러내리는 제천강을 합하여 충주에서 큰 강을 이루고, 탄금  부근에서 괴산방면으로 

흘러내리는 달천을 합한 뒤 차령산맥을 끊고 횡곡을 흘러 서북방면으로 흘러간다.

이 지역의 청동기시  무덤유적으로는 고인돌을 제외하고는 월, 평창, 정선에 각 

1기의 석관묘가 보고되었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인돌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강원 동지방에서는 부분 고인돌이 구릉지역이나 산기슭에 입지하지만 이 지역

에서는 부분 평지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집을 이루는 지역은 평창 주진

리･후평리･종부리 그리고 정선 남평리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건등리 2 노림리 3 중금리 4 화전리 5 유동리

6 매일리 7 방절리 8 외룡리 9 삼옥리 10 임하리

11 주진리 12 후평리 13 종부리 14 상리 15 대화리

16 신리 17 계장리 18 덕천리 19 운치리 20 고성리

21 천포리 22 귤암리 23 남평리 24 북평리 25 여량리

남한강유역의 강원지역 고인돌 분포도(김규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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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림리 고인돌(임 근)

형식에 있어서는 85기의 고인돌 중 62기를 상으로 한 형식분류에서 탁자식 5기를 제

외하면 모두 개석식으로 보인다. 경기지역 남한강유역 고인돌 분류에서도 77기중 탁자식 

3기, 개석식 53기, 기반식 1기, 불명 20기로 분류된 보고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정선 덕천리 소골 고인돌과 여량리 고인돌이 발굴조사되어 이 지역 고인돌의 특징

과 사회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1) 원주지역

① 노림리 고인돌 : 부론면 노림리 404(N37°15′25.0″, E127°46′59.0″)

문막읍에서 남쪽을 향하여 흘러내리는 섬강의 동남쪽에 위치한다. 고인돌은 노림초

등학교와 인접한 도로 한 가운데에 위치하며, 수령 약 200년 정도의 느티나무 아래에 

놓여 있다. 본래 3기가 있었으며 

마을에서는 삼형제 바위라 불렸

고, 2기는 초등학교 안으로 옮겨

져 땅 속에 묻혔으며, 현재 1기

만 남은 상태이다. 고인돌의 평

면형태는 오각형에 가까우며 크

기는 230×160×50cm 정도이다. 

형식은 현재 하부구조가 관찰되

지 않으나 개석식으로 추정된다. 

덮개돌 위에는 성혈 20개가 파여 

있으며, 장축방향은 남북을 향하

고 있다.

② 건등리 고인돌 : 문막읍 건등리 구라우(N37°10′31″ E128°26′52″)

건등리 구라우 마을 내에 위치한 개석식 고인돌 2기로 고인돌 주위로 작은 자갈과 

돌덩이들이 쌓여 있는 적석구조가 타원형을 이루며 돌아간다. 1호 고인돌은 불규칙한 

네모꼴의 화강암질의 덮개돌로 덮여 있으며 윗면에 5개의 성혈이 있다. 크기는 

230×190×130cm이다. 2호 고인돌은 길쭉한 네모꼴의 화강암질 덮개돌로 덮여 있고 

하부구조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크기는 240×145×91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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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 지역

① 중금리 고인돌 : 갑천면 중금리 1반 105･368

중금리에서 ‘능머루’라 불리는 곳의 정일화씨 소유의 밭 한편에 1기

의 고인돌이 있으며, 중금리 1반 105번지 이계환씨  축사( 368번지) 내에 2기의 

고인돌이 남아 있다. 1호 고인돌은 유물산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주변에 

1~2기의 고인돌이 더 있었다고 한다.

1967년 4월 중금리에서 간돌검･간돌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주민

들에 의하면 경작에 방해가 된다 하여 고인돌을 치우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지금은 횡성댐이 생긴 관계로 모두 수장되었다.

○ 1호 고인돌 : 덮개돌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장축이 북동-남서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는 유적 앞으로 흐르는 계천의 방향과 나란한 것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212×87×33cm이다. 덮개돌은 화강암을 판자꼴로 다듬어 만들었으며, 땅에 묻혀 있

어 하부구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 2호 고인돌 : 덮개돌은 편마암 재질로 네모꼴이며, 장축이 북서-남동방향으로 

놓여 있다. 크기는 125×98×40cm이다. 하부구조는 드러나지 않은 채 덮개돌만이 겉

에 드러나 있다.

○ 3호 고인돌 : 2호 고인돌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3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이며, 장축이 거의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다. 덮개돌은 편

마암으로 크기는 170×103×42cm이다. 받침돌 및 하부구조는 드러나 있지 않고 덮개

돌만이 보인다. 덮개돌 윗면의 동쪽하단에는 크고 작은 성혈 7개가 동서-남북방향으

로 직교하며 ‘T’자 형태로 파여져 있다.

② 화전리 고인돌 : 갑천면 화전리 191

갑천으로 가는 441번 지방도로변인 구방리에서 좌측으로 다리를 건너 화전리의 버

덩말로 가는 길 가운데 위치한다. 초현리에서 흐르는 계천이 화전리에서 S자로 휘돌

아 하류로 흘러 횡성읍과 공근면 경계에서 금계천과 합류해 섬강으로 들어간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계천 강가에서 약 300여m 떨어진 곳이다. 주민들이 ‘바위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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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리 2호 고인돌(김규호, 2010)

미’라고 부르는 논 한 가운데에 고인돌 2기가 서로 포개져 있었는데, 1984년 경지정

리 시 바로 옆 길가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이곳도 횡성댐으로 생긴 횡성호 담수구역 

안에 위치하여 모두 수장되었다.

○ 1호 고인돌 : 덮개돌의 형태는 타원형으로,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장축방

향은 동서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144×136cm이고 두께는 확인 할 수 없다.

○ 2호 고인돌 : 2호 고인돌은 1호 고인돌 바로 옆에 위치하는데 화강암으로 만들

었으며, 장축방향은 1호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동서이다. 덮개돌의 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길이 194×152cm이고 두께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유동리 고인돌 : 청일면 유동2리 900-8 (N37°34′43.1″ E128°09′08.5″)

횡성읍에서 441번 지방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약 20km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청일

면 소재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곳 도로 오른쪽의 주유소 뒤편으로 약 200m 떨어진 

정병로씨 (유동2리 900-8) 밭 가운데 고인돌 3기가 놓여 있다. 고인돌이 놓인 위치

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는 유동천이 동서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

는 상당히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선사인들의 생활을 짐작케 한다. 본래는 2기의 고

인돌이 더 있었다는 제보도 전하고 있으며 1호는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되었고 2･3호

는 제 위치다. 유동천의 흐름과 나란히 하고 있으며 고인돌 부근의 밭에서 민무늬토

기 조각 1점이 수습되었다.

○ 1호 고인돌 :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었으며 덮개돌은 평면형태가 정방형이며 장

축방향은 남북이다. 집을 개축할 때 원래 위치에서 현재 위치로 약 5~6m 정도 이동

시켜 놓아 원래 모습이 변형되었다. 받침돌로 

보이는 판석 4매가 덮개돌 부근에 놓여 있어 

탁자식 고인돌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덮개

돌의 크기는 203×169×44cm이다.

○ 2호 고인돌 : 1호 고인돌에서 약 19m 정도 

떨어져 있다. 암질은 화강암이며 장축방향은 동서

이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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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리 고인돌(김규호, 2010)

290×215×54cm이다. 덮개돌 윗면에는 구멍 3개가 나란히 파여 있고 구멍과 구멍 사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덮개돌 밑 부분은 지면과는 조금 떨어져 있으며 받침돌은 

보이지 않는다.

○ 3호 고인돌 : 2호 고인돌에서 동북쪽으로 약 7m 정도 떨어져 있고, 덮개돌의 장

축방향은 동서이다. 덮개돌의 모양은 방형으로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크기는 

204×235×55cm이다.

④ 매일리 고인돌 : 갑천면 매일리 559(N37°33′44.3″, E128°07′15.6″)

유동천을 사이에 두고 율동리 유물산포지와 

마주하는 논에 위치한다. 덮개돌의 크기는 

320×240×56cm로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

향이며, 남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건너편 율동리에도 4~5기 정도

가 유동천과 나란하게 있었다고 한다. 탁자식 

고인돌이며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제단의 용도

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 월지역

① 방절리 고인돌 : 월읍 방절1리 250-14(N37°10′31″, E128°26′52″)

청령포 나루터에서 서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위치한 왕방연 시조비 묘역 안의 북

쪽 소나무 아래 석회암 재질의 고인돌 덮개돌 상면이 노출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성

혈로 보이는 구멍이 2개가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210×205×8cm이다. 고인돌이 위

치한 곳의 바로 건너편은 청령포가 바라다 보이며 청령포 주위를 감싸고 서강이 돌아

서 흐르고 있다. 형태로 보아 고인돌의 개석은 분명하지만 주위에 받침돌이나 벽석으

로 볼 수 있는 석재가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다.

② 외룡리 고인돌 : 하동면 와룡1리 232-1

고인돌 주변 환경은 남쪽과 개천 건너편 북쪽에도 큰 산이 바라다 보이며, 그 사이

에 평탄한 경작지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작지의 북편에 치우쳐서 개천이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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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룡리 1호 고인돌(김규호, 2010)

지르고 있으며 그 좌우인 동서편으로 개활지가 전개되어 현재 경작되고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2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1995년 조사시에도 1기만이 

조사되었다. 하지만 1998년 한림 학교의 발굴조사시에는 최종 4기의 고인돌을 확인

하 다.

○ 1호 고인돌 :(N37°06′46″, E128°38′52″) 

: 옥동천 상류인 음지마을에 위치하고 있으

며, 덮개돌의 크기는 600×370cm이고, 덮

개돌 밑의 남쪽 장벽석은 420×160cm이며, 

북쪽 장벽석은 420×150cm이다. 1998년 한

림 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결과 매장주체

부는 이미 교란되고 파괴되어 그 흔적은 남

아 있지 않았고, 출토유물도 없었다. 현재

는 경지정리 된 논가에 위치한다.

○ 2호 고인돌 : (N37°06′48″, E128°38′52″) : 외룡리 2호 고인돌은 옥동천 남쪽 변

에 위치한다. 고인돌 남쪽에는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이 위치한다. 고인돌 주

위에는 하천 암반과 인두  크기의 강돌이 노출되어 있다. 

1998년 한림 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기본실측조사되어 보고된 바 있다. 덮개돌의 

장축은 동서방향으로 크기는 195×140×45cm로 덮개돌에는 성혈이 15개 정도 확인되

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 3호 고인돌 : 옥동천 북쪽 도로 남쪽에 위치한다. 현 위치는 본래의 위치에서 

남쪽 강변에서 약간 려난 것으로 추정된다. 남쪽 부분은 약간 떠 있는 상태이고 주

위는 인두  크기의 강돌이 적석되어 있다. 성혈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제방

공사과정 중에도 이 지역의 강돌 적석무지는 훼손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의 고

인돌 입지는 원래 위치에서 크게 이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덮개돌의 크기는 

190×140×45cm이다.

○ 4호 고인돌 : 본래 덮개돌까지 완전하게 남은 상태 으나, 한림 학교 박물관의 

1998년 발굴조사 시에는 사라졌다. 덮개돌의 크기는 알 수 없고 사진을 통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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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한 형태의 덮개돌임을 알 수 있다. 내부에 한 조사결과 3벽이 형성된 석곽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바닥 부분은 할석을 깔은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 바닥에서 사용으

로 인하여 매우 반질반질하게 마연된 석재 가락바퀴 1점이 수습되었다. 피장자가 사

용한 후에 함께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③ 삼옥리 고인돌 : 월읍 삼옥2리

삼옥2리 고인돌은 삼옥2리 선사유적의 중간부분 서낭당 뒤쪽 5m지점 밭 옆에 남서

-북동 방향으로 놓여 있다. 남쪽 방향은 흙에 묻혀 상면만 노출되어 있으나 북쪽부분

은 경작지 경사면에 놓여 있어 바닥까지 노출되어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25×55cm이다. 덮개돌의 모양은 장방형이고 단면은 판석형

으로 재질은 석회암질이다. 덮개돌에서 남쪽으로 180cm 정도 떨어져 두께 16cm 정도

의 판석이 옆으로 뉘어져 묻혀 있는 것으로 보아 덮개돌의 하부 구조로 판단된다. 주

민들에 의하면 이곳을 작은 말무덤이라고 칭하고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말무덤이 있었는데 얼마 전 공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④ 각동리 석관묘 : 하동면 각동리 613-1(N37°06′55″ E128°31′10″)

유적이 위치했던 곳은 단양군으로 통하는 지방도로 595번 도로 서쪽의 괴목마을로 

이 석관묘는 일제강점기 도로개설로 인하여 원용성씨  밭 서쪽 도로에서 노출되었다

고 한다. 이곳은 남한강의 본류와 옥동천이 동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지역으로 남한강 

서안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현지 주민의 말에 의하면 네모난 판석 아래에 사각형 모

양으로 관을 짠 형태가 있었고, 그 관 안에는 고운 모래가 쌓여 있었다고 한다. 

(4) 평창지역

① 임하리 고인돌 : 평창읍 임하리 49(N37°23′46.8″, E128°23′12.3″)

계장리에서 건너오는 나루터에서 임하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양쪽으로 고인돌이 

7기 정도가 위치하 으며 주민들은 이를 ‘칠성바위’라고 부른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

다. 현재는 임하리 교회부지에 매몰되었다고 하는 단 1기의 위치만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외의 고인돌 역시 모두 멸실된 상태이다.

○ 1호 고인돌 : 임하리 2반 16번지 임하리 2반 16번지 이봉호씨 집 뒤뜰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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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돌 윗면이 편평하여 장독 로 사용하고 있다. 장방형의 화강암 덮개돌로 일부가 

땅 속에 묻혀 있어 구조를 알 수 없으며 크기는 167×152×36cm이다.

○ 2호 고인돌 : 임하리 2반 55번지 임하리 2반 정정학씨 집에 위치하며 한쪽 부분

이 땅 속에 묻혀 있었다. 화강암 덮개돌로 둥그스름한 모양이다. 크기는 269×153 

×36cm이다.

○ 3호 고인돌 : 길옆에 위치하며 타원형의 화강암 덮개돌이다. 크기는 166×140× 

30cm이다.

○ 4호 고인돌 : 밭 속에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원래의 위치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모난 화강암 덮개돌로 크기는 195×169×47cm이다.

○ 5호 고인돌 : 임하리 1반 38번지 임병철씨 집 서쪽 담에 묻혀 있다. 세모꼴 화

강암 덮개돌로서 크기는 233×220×30cm이다.

② 주진리 고인돌

주진리 고인돌은 평창으로 가는 도로와 평행하게 흐르는 주진리의 작은 개울을 따

라 9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6기(1･2･3･7･8･9호)만이 확인되며, 

이 외의 4･5･6호는 찾을 수 없다.

○ 1호 고인돌 : 평창읍 주진리 290-1(N37°24′14.3″, E128°24′58.6″), 주진리 고인

돌 중 가장 북쪽의 것으로 마을에서는 ‘거북바위’라 부르고 있다. 이 고인돌은 석회암

으로 덮개돌을 만들었으며 10여 개의 성혈이 있으며 크기는 320×261×80cm이다.

○ 2호 고인돌 : 평창읍 주진리 266(N37°23′50.5″, E128°24′43.6″), 9호 고인돌의 

북동편으로 약 7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장방형의 화강암을 덮개돌로 사용

한 이 고인돌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주민들은 이것을 ‘말바위’라고 부

르는데, 논 속에 파묻혀 있어 그 하부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크기는 265×110 

×101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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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리 7호 고인돌(김규호, 2010)

○ 3호 고인돌 : 평창읍 주진리 227-3(N37°23′43.5″, E128°24′38.8″), 2호 고인돌 

남측 밭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장방형의 화강암제이며, 윗면에는 성혈 5개

가 확인된다. 덮개돌 아래 2개의 받침돌이 있으며, 크기는 226×118×63cm이다.

○ 4호 고인돌 : 평창읍 주진리, 현재는 사라진 고인돌이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길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장방형의 화강암 덮개돌로 크기는 193×165×22cm이다.

○ 5호 고인돌 : 현재는 사라진 고인돌이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장방형의 거정화

강암(巨晶花崗巖) 덮개돌을 사용하 으며, 크기는 253×224×117cm이다.

○ 6호 고인돌 : 현재는 사라진 

고인돌이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장방형의 화강암 덮개돌로 크기는 

253×158×75cm이다.

○ 7호 고인돌 : 평창읍 주진리 

472(N37°23′41.3″, E128°24′14.5″) 

: 3호 고인돌의 남측 민가 안에 있

으며 하부구조가 노출된 상태이다. 

장방형 덮개돌을 사용하 으며, 크

기는 190×170×75cm이다.

○ 8호 고인돌 : 평창읍 주진리 606-3(N37°23′20.5″ E128°24′30″), 7호 고인돌 남

측에 위치한다. 도로 옆의 제방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한쪽만 노출되어 있다.

○ 9호 고인돌 : 평창읍 주진리 384(N37°23′41.5″ E128°24′30″), 9호 고인돌은 민

가 옆에 위치하며 세모꼴 화강암 덮개돌을 사용한 고인돌이다.

③ 후평리 고인돌군 : 평창읍 후평리 44-15, 44-4, 44-17, 44-19 일대

(N37°23′05″~N37°23′21″, E128°24′00″~128°24′28″) 

후평리 1반 림서 진입로에 위치하며 칠성바위라고도 불린다. 과거에는 20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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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6기만이 남아 있다.

○ 1호 고인돌 : 장방형 화강암 덮개돌로 주택 앞에 위치하며, 크기는 98×78 

×37cm이다.

○ 2호 고인돌 : 화강암 덮개돌로 밭 속에 위치하며, 덮개돌의 둘레에 다듬은 흔적

이 있다. 크기는 220×132×30cm이다.

○ 3호 고인돌 : 장방형의 화강암 덮개돌이며 윗면이 평탄하다. 크기는 175×165 

×62cm이다.

○ 4호 고인돌 : 화강암 덮개돌로 민가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다. 크기는 162 

×131×29cm이다.

○ 5호 고인돌 : 반암 덮개돌을 덮은 고인돌로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한쪽을 파괴하

으며, 크기는 310×104×30cm이다.

○ 6호 고인돌 : 편마암 덮개돌로서 밑은 땅 속에 묻혀 있어 구조를 알 수 없다.

④ 종부리 고인돌

종부리 고인돌은 종부 1리의 종부교를 지나 약 200m 거리의 왼편 밭과 종부 2리의 

양지말 가운데를 흐르는 개울을 따라 배치되고 있으며, 총 9기를 보고한 바 있으나 

지금은 1･2･6･7호만이 남아 있다.

○ 1호 고인돌 : 평창읍 종부1리 404-2(N37°21′17.7″, E128°23′59.7″), 평창읍에서 

종부교를 건너 종부 2리의 양지말에서 왼쪽으로 난 민가 사이의 소로를 따라 10m 정

도 진입하면, 민가 옆 밭에서 1호 고인돌로 보고된 바 있는 고인돌이 약 5조각으로 

파괴되어 무질서하게 쌓여 있다. 파괴되기 이전의 고인돌 크기는 120×80×40cm로 

기록되어 있다.

○ 2호 고인돌 : 평창읍 종부리 418-1(N37°21′13.98,″ E128°24′07.75″), 평창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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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리 2호 고인돌(김규호, 2010)

서 종부교를 지나 종부2리 새마을회관에서 양

지말쪽으로 진입하여 시멘트 도로를 따라 마을 

끝까지 가면 민가 앞 도로 옆 약간 구릉진 곳

에 있다. 크기는 273×180×70cm 정도이다. 

고인돌 상면에는 5~8cm 크기의 성혈 18개가 

있다.

○ 3호 고인돌 : 평창읍 종부리. 지금은 사

라졌으며 기존 보고서에 의하면 화강암 덮개돌

을 사용하 으며 남북을 장축으로 하고 크기는 235×170×60cm이다.

○ 4호 고인돌 : 평창읍 종부리, 지금은 사라졌으며 기존 보고서에 의하면 화강암 

덮개돌을 사용하 으며 동서로 장축을 하고 230×130×56cm이다.

○ 5호 고인돌 : 평창읍 종부리, 지금은 사라졌으며 기존 보고서에 의하면 덮개돌

은 동서를 장축으로 크기는 165×130×44cm이다.

○ 6호 고인돌 : 평창읍 종부리 671-1(N37°20′19″ E128°23′51.5″) : 평창읍에서 종

부리로 진입하여 양지말 종부2리 새마을회관 남쪽에 위치한 오뭇산 북쪽 아래의 논가

로 흐르는 작은 시내 속에 위치한다. 6호와 7호 고인돌이 연접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으나 전체형태로 보아 원래는 같은 몸이었으나 후에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서 자연석일 가능성을 제시하 다. 크기는 

303×165×44cm 정도이다.

○ 7호 고인돌 : 평창읍 종부리 671-1(N37°20′19″, E128°23′51.5″), 7호 고인돌은 6

호 고인돌과 연접하여 시내 속에 위치한다. 크기는 172×65×26cm 정도이다.

○ 8호 고인돌 : 평창읍 종부리. 지금은 사라졌으며 기존 보고서에 의하면 장방형

의 화강암 덮개돌을 이용한 고인돌로 남북을 장축으로 하며, 크기는 270×143×26c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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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 1호 고인돌(김규호, 2010)

○ 9호 고인돌 : 평창읍 종부리. 지금은 사라졌으며 기존 보고서에 의하면 납작한 

장방형의 덮개돌을 이용하 으며, 논에 위치하 다고 보고되었다.

⑤ 상리 고인돌군 : 평창읍 상리 377-6 (N37°21′42.3″ E128°24′39.3″)

 아랫 상리(1반)에서 상리 2반으로 가는 길의 오른쪽 논 한 가운데에 있다. 확실한 고인

돌은 모두 3기이고 이 고인돌 옆에는 평창강의 지류인 속칭 ‘남천개’가 흐르고 있다.

○ 1호 고인돌 : 화강암 덮개돌로 동서를 

장축으로 하며, 크기는 348×285×40cm이다.

○ 2호 고인돌 : 1호와 3호 사이에 위치하

며 화강암 덮개돌로 남북을 장축으로 하며, 

185×140×60cm이다.

○ 3호 고인돌 : 화강암 덮개돌로 동서를 

장축으로 하며, 크기는 197×150×35cm이다.

⑥ 대화6리 고인돌: 대화면 대화6리

장방형의 화강암 덮개돌을 사용한 고인돌로 밑에는 받침돌이 노출되어 있으며 장축

방향은 남북방향이다. 크기는 293×210×78cm이다.

⑦ 신3리 고인돌 : 대화면 신3리

장방형의 화강암 덮개돌을 사용하 으며 비교적 큰 고인돌이다. 남북을 장축으로 

하고 있으며 덮개돌의 크기는 261×147×140cm이다.

⑧ 계장리 고인돌 군: 평창읍 계장리

20여 기의 고인돌이 있었는데, 농경지정리･농로개설 등의 공사로 인하여 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 중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는 크기 240×117×102cm의 편마암 

덮개돌이 발견･보고된 바 있으나 현재는 멸실되어 그 위치를 확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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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천리 소골 1호 고인돌(김규호, 2010)

⑨ 종부리 석관묘 : 평창읍 종부1리 552(N37°21′18″ E128°23′19.5″)

평창읍과 종부리를 잇는 종부교를 건너 약 700m 정도 진입하여 평창강 쪽으로 향

하면,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지역의 끝부분인 종부 1리 552 일  민가의 담장 안에 

서 석관묘를 확인 할 수 있다. 지금은 각종 농자재 등으로 덮여 있고 돌널도 이동과 

훼손으로 인하여 그 원형을 찾기 어려우며 단지 돌널의 석재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잔존한 돌널의 두께는 5~7cm 정도이며 덮개돌의 크기는 150×60 ×13cm이다. 또한 

주변에서는 민무늬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5) 지역

① 덕천리 소골 고인돌 : 신동읍 덕천리 소동(N37°15′54″ E128°35′13″)

덕천리 소골유적은 행정구역상 정선군 신동읍 소동이며 현지에서는 소골이라 부른

다. 정선의 남서쪽 끝에 위치하며 지도상에는 소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을의 서쪽과 

북쪽은 가파른 절벽 아래로 가로질러 흐르는 동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는 평창군 

미탄면과 서쪽으로는 월군과 서로 경계하고 있다.

국민  장명수에 의해 발견되면서 알려졌고, 이후 1989년 단국 학교 중앙박물관에

서 발굴조사하 다. 그 중 Ⅰ지구에서 4기의 고인돌이 조사되었으며, 이전에 이곳은 

옥수수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 1호 고인돌 : 밤나무 바로 옆에 위치한 고

인돌로 다른 고인돌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

고 있었다. 덮개돌의 북쪽 모서리가 일부 떨어져 

나간상태 다. 

덮개돌의 크기는 237×227×30cm이고 덮개돌

의 상면에는 성혈이 6개 정도 나 있다. 덮개돌을 

걷어 내자 곧바로 받침돌이 나오며 서쪽과 북쪽 

그리고 동남쪽 모서리에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

다. 출토유물은 민무늬토기조각 몇 점과 남쪽에 위치한 받침돌의 윗부분 모래층에서 

멧돼지 위턱 조각과 송곳니가 나왔고 주변 확장지역에서는 민무늬토기조각, 붉은간토

기조각, 흙그물추, 뗀석기, 간석기, 숫돌조각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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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고인돌 : 1호 고인돌에서 서쪽으로 약 4.5m 정도 떨어져 있다. 겉흙을 걷어

내자 하부구조에서 북쪽방향으로 2개의 덮개돌 조각이 나왔다. 고인돌의 덮개돌로 보

이는 이 돌의 크기는 위 쪽에 있는 판석이 185×66×26cm이고 아래쪽에 있는 판석은 

187×92×26cm이다. 지표아래 40cm 깊이에서 하부구조가 나왔으며 약 10cm 정도로 

단단하게 다져진 찰흙질의 모래 위에 할석과 냇돌을 이용하여 돌널을 만들었다. 널의 

동벽 일부가 3호 고인돌의 유구와 일부 맞붙어 있다. 돌널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길이는 2m, 폭은 30cm이다. 돌널의 방향은 동강의 물줄기 흐름과 일치한다. 출토유

물은 민무늬토기 밑동조각 1점, 구멍무늬토기 아가리 조각 1점이 나왔다.

○ 3호 고인돌 : 2호 고인돌의 남쪽에 인접하여 나왔다. 조사결과 고인돌의 하부구

조만이 남아 있었고 덮개돌로 추정되는 큰 판석이 3조각난 상태로 주변에 흩어져 있

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91×151×33cm의 크기로 4호 고인돌의 덮개돌 위에 놓여 

있고 상면에 직경 5cm, 깊이 5.5cm 크기의 성혈이 1개 나 있다. 널은 남북방향으로 

마련하 으며 길이는 170cm, 폭은 60cm이다. 출토유물은 민무늬토기 저부편 1점, 구

멍무늬토기 구연부편 1점이 나왔다.

○ 4호 고인돌 : 3호 고인돌의 남쪽에 인접하여 나왔다. 

덮개돌의 크기는 125×100×25cm로 고인돌의 덮개돌 치고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덮개돌을 들어내자 검은 모래층이 나타났고 이 모래층 바로 밑에서 길이 약 20cm 크

기의 둥근 돌과 모난돌을 받침돌로 이용하여 네모꼴(45×60cm)을 이루도록 만든 하

부구조가 나왔으나 받침돌만 있었고 다른 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돌자

귀 1점, 돌망치 1점이 나왔고, 주변에서 민무늬토기 조각과 붉은간토기 조각, 간석기 

등이 나왔다. 한편 4호 고인돌의 서남편에서 고인돌의 덮개돌로 추정되는 판석들이 

몇 개 흩어져 있었는데 이들 덮개돌로 추정되는 판석 밑에서 아무런 유구흔적이 발견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작물 경작 시 이 일 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강변 옆으로 옮겨져 있다.

② 운치리 고인돌 : 신동읍 운치리 1090(N37°27′26″, E128°36′01″)

소골유적에서 보면 정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1.2km 거리에 위치한다. 마을의 서쪽

에는 백운산에서 흐르는 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 강안에 위치한다. 운치리 고인돌의 

원래 위치는 알 수 없으며 농사에 방해가 되어 밭둑 경사면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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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리 2호 고인돌(김규호, 2010)

덮개돌에 사용되었던 돌은 석회암의 기반암으로 크기는 230×100×60cm이다. 그리고 

덮개돌의 양 옆에 놓여있는 받침돌로 추정되는 판석의 크기는 길이 90×113×34cm이

다. 2006년 수해 때 소실되었다.

③ 고성리 고인돌 : 신동읍 고성리 815(N37°15′30″, E128°35′49″)

덕천리 소골유적에서 동남편에 직선거리로 약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

의 서편에는 해발 약 435m 높이의 산이 있고, 이 산의 9부 능선에는 소골을 중심으

로 동강의 상류와 하류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고성산성이 축조되어 있다. 고인돌

의 남쪽으로는 고성 초등분교장이 위치하고 있고 고인돌은 분교장과 민가 사이의 밭

에 2기가 자리하고 있다.

○ 1호 고인돌 : 1호 고인돌은 비교적 둥근형태의 석회암계통 기반암을 덮개돌로 

사용하 다. 덮개돌의 크기는 260×250×60cm이다. 덮개돌의 상면에는 많은 성혈이 

나 있고 중앙에서 약간 동편으로 치우쳐서 덮개돌을 제거하려고 뚫은 정자국이 나 있

다. 덮개돌 밑 서편에는 받침돌(길이 160cm, 두께 300cm)이 남북방향으로 서편으로 

약간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노출되었고 동편 받침돌은 결실되었으나 많은 잡석들로 

채워져 있다.

○ 2호 고인돌 : 1호 고인돌에서 남쪽으

로 약 11m 거리에 덮개돌이 동편으로 비스

듬히 누운 상태로 2호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은 사각형으로 석회암의 기반

암을 사용하 고, 크기는 210×135×55cm

이다. 덮개돌의 서편에는 성혈이 많이 나 

있고 덮개돌 밑의 하부구조는 주변 밭에서 

나오는 잡석을 채웠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고인돌 역시 제거하기 위해서 구

멍을 뚫었다.

④ 덕천리 제장 고인돌 : 신동읍 덕천리 제장 315(N37°15′32″ E128°35′08″)

덕천리 소골유적과는 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은 덕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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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거리로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제장유적은 소골유적과 같이 강물에서 약 

15~20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으며,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동강을 건너 강나루에서 

약 100m 정도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길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민가가 위치하

고 있는 마을 안쪽의 석동근 씨 소유의 밭에 적석총으로 추정되는 돌무지가 있다.

덮개돌은 남북방향으로 석회암의 판돌로 크기는 210×120×20cm이다. 덮개돌의 상

면에는 판돌 2매(a:140×48×10cm, b:114×65×12cm)가 올려져 있는데 주변에 있는 

덮개돌을 이곳에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⑤ 천포리 고인돌 : 신동읍 천포리 예미 814(N37°12′37″ E128°38′25″)

천포리 예미 고인돌 유적은 행정구역상 신동읍 천포리이다. 고인돌이 위치한 지점

은 정선- 월간 38번 국도변 즉 신동읍사무소 소재지에서 월쪽으로 약 500m 진입

하다 보면 도로에서 약 40m 떨어진 우측 밭에 위치하며 고인돌 옆에 철탑이 세워져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이 지역은 비교적 넓은 밭으로 의림천의 상류지역이다. 천포리

에서는 2기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는데 도로변 바로 옆에 위치한 고인돌을 1호, 도

로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고인돌을 2호로 하 다.

○ 1호 고인돌 : 덮개돌은 평면 삼각형모양 석회암계통의 기반암으로 동쪽부분이 

떨어져 내려앉아 동쪽부분의 하부구조를 막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동서 길이 185m, 남북 폭 180cm, 두께 55cm이다. 고인돌의 하부

구조는 2매의 판석(길이 210cm, 두께 50cm)을 가로로 세워 받쳤으나 남쪽 받침돌은 

약간 북편으로 비스듬히 박혀 있고, 서편 받침돌도 동편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석

곽의 안쪽은 아무런 시설 없이 작은 냇돌이 채워져 있다.

○ 2호 고인돌 : 1호 고인돌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의 밭에서 덮개돌

과 하부구조인 서편 장벽 판석과 북편 단벽 판석이 결실된 상태로 판석의 약 절반가량

이 땅에 묻혀 있는 상태로 나왔다. 

상부구조는 알 수 없고 동편 장벽의 크기는 길이 205cm, 높이 67cm, 두께 18cm이

고, 남쪽의 단벽 판석 크기는 길이 65cm로 남아 있다. 석곽 안쪽의 바닥처리는 둥글납

작한 냇돌을 촘촘히 깔았다. 천포리 고인돌 주변에서 약간의 민무늬토기조각이 지표채

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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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암리 1호 고인돌(김규호, 2010)

⑥ 귤암리 고인돌 : 정선읍 귤암리 귤하 106 일대(N37°20′47″, E128°36′51″)

고인돌이 위치한 지점은 정선-평창간 42번 국도를 따라가다 이평에서 광하교를 건

너기 전 좌측으로 조양강변의 동편 하상 도로를 따라 약 4km 진입하다 보면 귤암리 

귤하마을의 하상퇴적층 지 가 나타나고 바로 도로변에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귤암리 유적은 하상퇴적층 지 로 조양강 서편은 해발 693.4m의 나입봉이 병풍처

럼 펼쳐져 있다. 귤암리에서는 3기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는데 도로변 민묘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고인돌을 1호로 정하고, 여기서 조금 더 진입하다 보면 농산물 집하창

고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창고에서 강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밤나무가 자라고 있고 

바로 옆에 2호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3호 고인돌은 2호에서 남쪽으로 약 300m 지

점 잔디밭에 위치하고 있다.

○ 1호 고인돌 : 광하교를 건너기 전 

조양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귤하 마을이 나오고 작은 다리를 건너 오

르막 우측에 민묘 2기가 나오는데 민묘 

뒤편에 고인돌의 덮개돌로 보이는 넓은 

자연석 판석이 있다. 

덮개돌은 자연석 화강암으로 주변에 보

이는 석회석계통의 기반암과는 다른 암석

이다. 덮개돌 밑에는 냇돌로 된 받침돌이 

남아 있다. 덮개돌은 동서방향으로 크기는 270×230×60cm이다. 고인돌의 서편에는 

민묘가 안치되어 있고 동편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 2호 고인돌 : 귤암리 농협 창고 아래쪽에 자라고 있는 밤나무 옆에 자리하고 있

다. 고인돌이 위치한 지역은 하상퇴적층 지 로 강물 높이와는 약 10m 정도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물과는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동서방향

으로 놓여 있고 크기는 195×125×20cm이다. 덮개돌의 중앙부에 직경 5cm 크기의 

성혈 2개가 나 있다. 이 고인돌의 북편 밭에서 돌주걱칼 1점이 지표채집되었다. 돌주

걱칼은 점판암제로 만들었으며, 날은 등쪽에 나 있고 양쪽에서 갈은 조개날이며 매우 

예리하다. 날의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유물은 동지방의 강릉 방내리, 

포남동, 속초 조양동유적에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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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리 1호 고인돌(김규호, 2010)

○ 3호 고인돌 : 2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300m 지점의 잔디밭에서 덮개돌이 동서

방향으로 위치하여 놓여 있었고, 동편은 옥수수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고인돌의 주변

을 정리하자 덮개돌 밑에서 냇돌로 된 받침돌이 나왔다. 2호 고인돌과 거의 같은 높

이에 위치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210×184×32cm이다.

⑦ 남평리 고인돌 : 북평면 남평리(N37°25′57″, E128°39′31″)

남평리 고인돌 유적은 정선-여량간 42번 국도를 따라가다 야미에서 우측으로 남평교

를 건너 약 1.5km 지점에 남평본동 마을이 나오고 1･2호 고인돌은 남평초등학교 부근

에 위치하고, 나머지 8기는 1호 고인돌에서 서편으로 약 7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남평리유적의 북서편에는 해발 약 440m 높이의 오음봉이 위치하고 있다. 남평리 

고인돌 유적에서 서편으로 약 1km 지점에는 오 천과 조양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넓은 충적평야 지 를 이루고 있는데 정선일 에서는 가장 넓은 평야지 로 비옥한 

농경지에 속한다. 남평리 1호 고인돌은 오음봉의 남쪽 사면 마을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2호 고인돌은 남평초등학교 뒤편 오음봉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8기는 1

호 고인돌에서 서편으로 약 700m 거리에 위치하여 남북을 축으로 거의 일직선상에 놓

여 있다.

○ 1호 고인돌 : 1호 고인돌은 북평면 남

평1리 3반 유종 씨 소유의 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정선군에서 보호책을 둘러 보

존하고 있다. 덮개돌은 장방형의 자연석을 

사용하 으며, 덮개돌 상면에는 성혈이 일렬

로 나 있다. 덮개돌은 남북 (북→동 20°)방

향으로 크기는 185×130×40~80cm이다. 덮

개돌 밑의 하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냇돌로 

채워져 있다.

○ 2호 고인돌 : 오음봉의 남쪽사면, 즉 남평초등학교 뒷산에 위치한다. 현재는 정

선군에서 보호책을 둘러 보존하고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100×60×10cm이다. 덮개

돌 밑의 하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냇돌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돌로 추정된다.



제5장 | 청동기시대의 강원

482 강원도사 

○ 3호 고인돌 : 1호 고인돌에서 서편으로 약 700m 거리 농로 옆에 위치한다. 덮

개돌은 둥글납작한 판석으로 부분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보이며 성혈이 많이 나 있고 

점판암제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310×270×25cm이다. 하부구조는 알 수 없고 주변에

서 반달돌칼조각 1점이 지표채집되었다.

○ 4호 고인돌 : 4호 고인돌은 3호 고인돌에서 서편으로 약 6m 떨어진 거리에 위

치하며 3호보다는 약 1m 정도 낮은 농로가에 위치한다. 덮개돌은 길쭉한 모양으로 남

북방향으로 놓여 있고 3호와는 달리 화강암을 사용하 다. 

덮개돌의 크기는 270×120×40cm이다. 덮개돌 밑의 하부구조는 알 수 없고 덮개돌

의 절반까지 흙으로 덮여 있다.

○ 5호 고인돌 : 3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약 60m 지점에 민묘가 있고 민묘의 서

편 경사면에 고인돌의 덮개돌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다. 덮개돌의 서편 1.4m 거리에 

하부구조의 받침돌로 보이는 판석 1매가 남북방향으로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돌

의 석곽은 남북방향으로 추정된다. 덮개돌은 화강암을 사용하 으나 석곽에 사용한 

받침돌은 점판암제를 사용하 다. 덮개돌의 크기는 270×210×20cm이다.

○ 6호 고인돌 : 5호 고인돌에서 남쪽으로 약 170m 떨어진 지점의 논둑 밑에 묻혀

서 덮개돌의 일부만 지표상에 노출된 상태 다. 역시 남쪽으로 약 2m 거리를 두고 7

호 고인돌이 논바닥에 묻혀 있어 덮개돌의 일부만 지표상에 노출된 상태 다. 현재 6

호와 7호 고인돌의 높이 차이는 약 70cm 정도로 7호 덮개돌은 부정형이고 동에서 서

로 약 30°정도 기울어 비스듬히 놓여 있다. 덮개돌은 남북방향으로 덮개돌의 크기는 

210×150×30cm이다. 6･7호 모두 중장비로 인하여 덮개돌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 7호 고인돌 : 6호 고인돌의 남쪽에 인접하여 덮개돌이 논에 파묻혀 있었으며 북

동편 일부가 지표상에 약간 노출된 상태 기 때문에 중장비가 지나면서 북동편 일부

를 파손시켰다. 덮개돌은 점판암제를 사용하 으며 북에서 남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

태이다. 덮개돌은 남북방향으로 크기는 220×180×38cm이다.

○ 8호 고인돌 : 3호 고인돌에서 정북 쪽으로 약 35m 떨어진 지점의 논둑 경사면

에 위치하며 덮개돌의 상면에는 흙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 잡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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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덮개돌 상면에 덮혀 있던 퇴적물을 제거하자 덮개돌이 남북방향으로 노출되

었다. 덮개돌은 화강암제를 사용하 으며 하부구조는 알 수 없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

태로 추정된다. 덮개돌의 크기는 260×130×35cm이다.

○ 9호 고인돌 : 8호 고인돌에서 정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의 밭둑 경사면

에서 덮개돌이 서편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로 놓여 있다. 고인돌의 하부구조는 아

마도 동편의 평지, 즉 비닐하우스 안의 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잡목을 제거하고 

덮개돌 상면에 덮여 있던 퇴적물을 제거하자 덮개돌이 남북(북→동 30°)방향으로 노출

되었다. 덮개돌은 화강암을 사용하 으며, 덮개돌의 크기는 330×120×50cm이다.

○ 10호 고인돌 : 9호 고인돌에서 북쪽으로 약 130m 떨어진 지점의 논두 의 남쪽

사면에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고 덮개돌의 상면에는 퇴비가 덮여 

있었다. 덮개돌은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며, 북동-남서(북→동 40°)방향이다. 덮개돌

의 크기는 220×200×50cm로 노출되었고 하부구조는 알 수 없다. 

⑧ 북평리 항골 고인돌 : 북평면 북평리 항골 304(N37°27′26″, E128°40′23″)

북평리 항골 고인돌은 정선-여량간 42번 국도를 따라가다 나전을 지나 북평초등학교 

내리막길의 좌측으로 약 20m 떨어진 지점의 논두  밑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이 위

치한 지역은 계단식 논으로 북편으로는 백석봉(1,170.1m)에서 흘러내리는 실개천이 가

로질러 흐르고 있다. 고인돌의 동편으로 약 200m 거리에 조양강이 흐르고 있다.

덮개돌은 부정형으로 남북(북→동 10°)방향으로 화강암제를 사용하 으며, 크기는 

320×230×65cm이다.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제단일 가능성도 있으나 부정형으로 제단

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⑨ 여량리 고인돌 : 북면 여량5리 727 일대(N37°28′37″, E128°43′09″)

여량 아우라지유적은 행정구역상 정선군 북면사무소 소재지인 여량과 조양강 건너 

가금, 즉 아우라지 마을이다. 이 유적은 정선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지도

상에는 가금으로 표기되어 있다. 유적의 동편 앞쪽에는 북편에서 흐르는 송천(松川)과 

임계쪽에서 흘러내리는 골지천(骨只川)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조양강을 이룬다. 여량리 

고인돌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민가 바로 옆에 고인돌 1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편 

밭두 의 경사진 곳에 2기가 더 자리하고 있다. 총 5기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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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량리 2호 고인돌 인골 출토 모습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2기는 밭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2005년 시굴조

사 이후 2007년 문화재 훼손사실의 신고로 인해 2008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 1호 고인돌 : 2007년 훼손으로 인해 덮개돌이 남쪽으로 약 1m 가량 려 매장

주체부인 하부 석관구조가 드러나 있었으며, 덮개돌의 서쪽면 일부가 파괴된 상태

다. 석관의 서단벽 판석 또한 당시의 공사로 인하여 파괴된 상태이다. 덮개돌의 크기

는 230×190×50cm이다. 하부구조에서 판석형의 석관이 확인되었으며 장축은 강과 

평행한 동서방향이며, 덮개돌의 하중으로 인하여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다. 

길이 약 300×260cm의 수혈을 판 후 내부에 판석을 세워 석관을 조성한 반지하식의 

고인돌로 판단된다. 석관의 길이는 240×200cm이다. 내부에서는 덮개돌 제거시 퇴적

층 상면에서 인골과 돼지뼈가 각각 출토되었다. 인골은 하악골로 아랫부분이 위를 향

하게 뒤집혀진 상태로 확인되어 원래 위치에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식이 심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다른 부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하악골은 좌측으로 기울어져 중

첩된 상태로 노출되었다. 하악골의 부패가 심한 상태이지만 어금니뼈 일부가 확인되

었다. 돼지뼈는 인골의 서편에서 확인되었다. 잔존상태로 보아 어린 돼지의 치아로 추

정된다. 함몰된 동단벽의 외측면에서 원형덧띠무늬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 2호 고인돌 : 1호 고인돌에서 동편에 인접하

여 있으며 덮개돌과 하부구조는 석회암을 사용하

고 덮개돌의 일부가 떨어진 곳이 보인다. 덮개돌

의 크기는 170×130×30cm이다. 덮개돌을 드러낸 

후 하부구조를 확인한 결과 판석형 석관이 마련되

어 있었고 북벽은 덮개돌의 하중에 려서 밖으로 

넘어졌다. 바닥은 석관의 길이가 110×50cm이며 

내부에서는 인골이 출토되었는데 두개골은 서편, 

퇴골은 동편에서 확인되었다. 두개골의 지름은 

15cm, 퇴골의 길이는 42cm이다. 특히 석관 내

에서 출토된 인골은 국내 인골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서양인 염기서열로 확인되어 학

계에 주목을 받았다. 2007년 문화재 훼손으로 인해 석관의 남쪽 벽석 일부가 파손되

었고, 시굴조사 당시 드러났던 고인돌의 덮개돌은 2007년 공사 당시 조사지역 북쪽 조

형물에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2008년 발굴조사 착수 당시에는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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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장축방향은 강과 평행한 동서방향이며 190×160cm의 수혈을 판 후 내부에 

판석을 세워 석관을 조성한 반지하식 고인돌이다.

여량리 3호 고인돌 무덤방 모습과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 3호 고인돌 : 1호 고인돌에서 남서편에 인접해 있다. 상부 덮개돌은 없고 하부

구조만 남아 있다. 1･2호 고인돌은 무덤방이 석관형이나 3호 고인돌은 석곽형으로 석

곽 상면에는 납작한 판석인 개석이 덮혀 있다. 석곽에 사용된 돌은 주변 하천에서 가

져온 30~40cm 크기의 강돌이고 석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석단은 약 8단

을 축석했고 바닥에도 납작한 자갈을 깔았다. 석곽 남편은 토압에 의해 내부로 약간 

려 나왔다. 내부 충진토는 암갈색의 고운 사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가 210cm, 폭 140cm, 깊이 85cm이며 내부 길이는 160×65cm이다. 내부 출토유

물은 동북 모서리에서 붉은간토기 1점이 출토되었고, 바닥 중앙에서는 화살촉 11점(유

경식 2, 무경식 9)과 인골편이 출토되었다. 이 고인돌 서편에는 덮개돌이 1기 확인되

는데 본 고인돌 덮개돌이었던 것을 신라주거지 형성과정에서 밖으로 어서 매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213×106×60cm이다. 상면에는 지름 10cm 내외의 성혈이 

많이 보인다. 2008년 발굴조사 시에 석곽의 외곽에 확인되는 굴광선 내부에서 민무늬

토기편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아마도 당시 석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의례적인 

행위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고인돌은 강원도 홍천 철정리와 외삼포리에서 석곽묘

로 보고되어진 분묘와 같이 석곽묘로 보기도 한다.

○ 4호 고인돌 : 2005년 시굴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고인돌이 2008년 발굴조

사 시에 확인되었다. 3호 고인돌 보다 낮은 높이에 위치하며 2007년 훼손으로 덮개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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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전히 들려 옮겨졌으며 방향도 180도 틀어진 채 확인되었다. 덮개돌의 크기는 

200×120×60cm이며 개석의 상면에는 성혈이 다양한 크기로 확인된다. 덮개돌을 드

러낸 후 하부구조를 확인한 결과 부분 교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판석형의 석

재들이 확인되고 있지만 교란으로 인하여 하부구조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⑩ 여량리 석관묘

아우라지 관광지부지내 신축화장실에서 북동쪽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석관묘의 하

부구조로 추정되는 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장타원형의 수혈윤곽이 남아 있고 수혈 

내에는 납작한 판석 4매가 깔려 있다. 규모는 장축길이가 220cm, 단축길이가 100cm

이다. 출토유물로는 완형에 가까운 붉은간토기 한 개체가 수혈 내 북동쪽 모서리에서 

출토되었다.

규 (양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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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탄강 역

한탄강은 강원도 철원군의 중앙부를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그 지류

인 남 천과 교천을 합류하고 임진강으로 흘러간다. 한탄강은 전형적인 유년기의 

침식곡을 형성하여 하안에는 주상절리(柱狀節理)와 수직단애(垂直斷崖)가 발달하여 있

다. 하폭이 넓어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송평(載松坪), 야잔평(大野殘坪)들은 예

로부터 넓고 토지가 비옥하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유명하다. 특히 용암 지위에 넓은 

철원평야가 분포하고 있는데, 철원평야는 철원읍, 동송읍, 갈말읍, 김화읍, 서면, 근

북면과 평강군 남면 등에 걸쳐 있는 강원도 제일의 식량 생산지로 유명하다. 토질은 

현무암의 잔적토(殘積土) 또는 하성토(河成土)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진흙으로 농사

에 적합하다.1)

한탄강수계는 평강 북쪽에서 발원하여 동남류, 남류, 서남류하다가 남 천, 교천, 

평천, 동탄천, 강화천 등과 합류하여 곡류하면서 임진강으로 유입한다. 이들 하천은 

하폭이 좁고 하상의 구배가 비교적 급하므로 유속이 매우 빠르다.

한편 한탄강유역을 포함하여 철원지역은 현재까지 청동기시 에 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곳으로 단지 한림 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1986년),2) 

강원 학교 박물관(1995년),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1996년),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년)5)에서 철원지역에 한 개괄적인 지표조사가 있었을 뿐이다. 그 중 청동기시

 유적은 일제강점기에 아리미츠 교이치(有光敎一)6)가 철원읍 중세리(구 무장면, 舊 

畝長面)에서 발견된 마제석부, 마제석촉과 철원지역 출토라고 전해지는 환상석부를 소

개한 것이 있다. 이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에 지석묘 16기

(문혜리 4기, 지포리 11기, 토성리 1기)가 보고되었다. 이후 한림 학 아시아문화연구

소에서 15기(토성리 7기, 문혜리 3기, 지포리 5기)를 보고하 고, 강원 학교 박물관

의 조사에서는 4기(토성리 2기, 문혜리 3기, 지포리 1기)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주

민들의 증언, 각종 문헌과 지표상에서 확인된 지석묘는 철원읍 외촌리, 갈말읍 군탄2

리, 문혜3리, 신철원1리, 지포리, 토성리(철원지석묘군 : 강원도 기념물 제22호) 등지

에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7) 청동기시  생활유적에 해서는 와수리유적

의 발굴조사 사례가 유일한데, 다만 김화읍, 철원읍, 동송읍, 무장면 등지에서 반월형

석도, 마제석부, 마제석촉, 유구석부 등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되었고, 당구미 유물

산포지에서는 무문토기편이, 토성리 토성 토축 내에서 무문토기와 인근 밭에서 마제

석부, 공렬토기편이 수습된 것으로 볼 때 한탄강유역일 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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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미 유물산포지 전경(철원군･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활 유적이 다수 분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탄강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유적 분포도 한국하천정보시스템(http://river.kwater.or.kr)에서 인용･수정

1) 생활

(1) 철원 당 미 산포지(遺物散布地) 

김화읍 도창리 1513-1전 일

에 위치하는 당구미 유물산포지

는 한탄강과 남 천이 합류하는 

지점과 인접하며 갈말읍 정연리

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다.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조

사단에 의하여 무문토기편과 경

질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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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원 토 (土城)

남 천을 끼고 넓은 벌판 가운데에 있는 이 성은 1997년 11월 28일 강원도 기념물 

제24호 지정된 방형 토성(方形 土城)으로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273-3번지에 위치하

고 있다. 현재는 서벽 약 158m, 남벽 약 10m 정도가 남아 있다. 내벽과 외벽 모두 

42° 경사도에 높이 8m 정도이며 상폭은 5.2m 정도이다. 토성 한가운데 도로가 나있

으며, 남벽 부근에 민가 1채가 들어서 있고, 성안 일부를 논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

민들에 의하면 원래 동벽과 북벽은 온전하게 남아 있던 것을 1960년  말과 70년  

초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객토사업으로 인해 파괴되었다고 한다. 남벽이 헐

리기 전에는 서벽과 남벽이 맞닿는 지점에 한사람 정도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 

나 있었다고 한다. 이 지점에 문지(門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안에서는 공렬토기(孔列土器), 마제석부(磨製石斧) 등이 채집되었다는 보고가 있

으며, 적갈색 격자문 김해식토기와 삼국시 , 고려시 의 토기 조각도 채집된 바 있

다. 축성연 는 원삼국시 (原三國時代)인 기원 전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철원 토성 및 토성리 유물산포지 전경(강원도청)

 

(3) 철원 리 (瓦水里遺蹟)

철원군 서면 와수리 328번지 일 에 위치하는 신벌유적은 2004년 2월에 이루어진 

와수리 신벌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 시굴조사에서 청동기시 와 철기시 의 단위 

취락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구의 분포범위는 가 지구 북쪽인 N1W1~N1E3그리드 북쪽지역으로 조사결과 청동

기시  및 철기시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 30동과 굴립주유구 1동, 원형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1열 등 모두 35개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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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수리 유적 2호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청동기시  유구는 4기만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각 유구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호 주거지의 경우 내부 장축 중앙선상에서 배치된 2개의 중앙주공에 의해 3분할되

어, 중앙주공 사이와 동단벽 쪽에 수혈식노지 2기를 설치하 다. 노지가 확인되지 않

은 서단벽 쪽은 원판형석기와 각종 원석, 박편등의 석재가 확인되어 작업공간으로 추

정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 내부에서는 저장공 4개가 확인되었는데, 저장공 내에서 

석창이 출토되기도 하 다. 주요 출토유물로는 심발형 공렬토기, 무문토기, 석부, 석

촉, 석창, 연석, 방추차 등이 확인되었다.

2호 주거지는 주거지 바닥에 장축 중앙선상에 중심주공과 벽체에서 70~80cm 간격을 

두고 내측으로 3×4열의 내측주공이 확인

되었는데, 중앙주공 사이에는 중앙과 동단

벽 쪽에 각각 1개의 노지를, 서단벽 쪽에

는 작업공을 설치하 다. 동단벽의 노지는 

남쪽이 열린 ‘ㄷ’자형의 위석식노지이고, 

중앙에 설치된 것은 수혈식노지이다. 한편 

노지가 설치되지 않은 서단벽 쪽에는 지름 

1.6cm, 깊이 10cm 정도의 원형구덩이가 

확인되는데 내부와 주변에는 작업 를 비

롯하여 원석과 반파된 석재가 모여 있어 

작업공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무문토기, 

합인석부, 유경식석촉 등이 확인되었다.

4호 주거지는 주거지 바닥에서 장축 중앙선상에 1×5열의 중심주공, 벽체와 일정 

간격을 두고 내측으로 2×7열의 내측 주공열이 확인되었다. 중앙주공 사이의 공간에

는 남쪽에서부터 천석을 두른 상자형의 위석식노지 2기와 바닥을 회색 점토로 다진 

원형의 작업공 2기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수혈식노지 2기가 각각 설치되었다. 위석식

노지 2기는 모두 장변 3매, 단변 2매의 천석으로 조성하 는데, 주변을 노지 형태와 

비슷하게 수혈을 파서 안치하 다. 수혈식노지는 상부에 용도를 알 수 없는 강돌 위

주의 석재가 다량 적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사용 당시에는 이미 폐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의 출토양상은 석기와 토기가 위치상 분리되고 있는데, 토기는 

위석식노지의 서장벽에 치우쳐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고, 원석과 가공 중에 있는 자갈

돌을 비롯한 석재는 북단벽의 작업공과 수혈식노지를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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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수리유적 4호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은 무문토기, 공렬토기, 이중구연토기, 구

순각목+공렬토기, 석부, 석촉, 석착, 반월

형석도 등이 확인되었다.

29호 주거지의 경우 바닥면에 10~30cm 

크기의 천석 약 120여 개가 깔려 있었는

데, 부분 원석의 상태이며 일부는 작업

와 지석으로 사용된 것도 있다. 전면을 

다진 바닥에 중앙주공을 중심으로 타원형

으로 이루며 탄화된 유기물이 확인되었으

나, 다른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로는 무문토기, 공렬토기, 석부, 석촉 

등이 확인되었다.8)

와수리유적 출토 토기편(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와수리유적 출토 석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이러한 철원 와수리 신벌지구유적의 확인으로 한탄강유역을 비롯하여 강원 서지

역, 나아가 한반도 중북부지역 청동기시  생활문화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확

보되었으며, 2004년 경지정리구역 내 시굴조사는 계획된 조사구역에 한정하여 실시되

었지만, 조사구역 외측의 북쪽과 서쪽으로 유적이 계속 연장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판

단되고 있다.

2) 

(1) 철원 신철원리 고 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옛 지포리) 969-12, 968, 917, 914, 908, 911번지 

일 에 위치하며 원래 5기가 있었다고 하나 확인된 것은 묻혀 있는 1기뿐이다. 1995

년 현재 여관 담 벽 아래에 확인되는 덮개돌의 크기는 198×60×24cm이다. 바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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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원리 고인돌(강원문화재연구소･철원군, 2005)

문혜1리 고인돌(강원문화재연구소･철원군청, 2005)

에는 오래된 밤나무뿌리가 고사목이 되어 

남아 있다. 여관 주인(김 실)에 의하면 여

관 건물자리에 2기, 여관 앞 밭(농협건물 

우측의 도로변 밭)에 1기가 매몰되어 있으

며, 또한 여관 좌측의 968번지 밭가 주변

에 묻혀 있다고 한다.

 철원군지(鐵原郡誌) 9)에 의하면 969-12

번지(1번지 여관)일 의 고인돌 외에, 서울

쪽에서 신철원 읍내로 들어오는 입구의 하천 다리를 건너기 전 917번지, 914번지 일

에 3기의 고인돌이 군집되어 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에 확인된 고인돌 덮개돌

의 크기는 170×150×35cm, 200×180×16cm, 170×150×35cm이었다고 전한다.

(2) 철원 혜1리 고 돌

철원군 갈말읍 문혜1리 문혜사거리 부근 43번국도변에 위치한다. 즉 문혜4거리 헌

병초소에서 서남방 약 200m 떨어진 논가

에 덮개돌만 남아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205×161×52cm로 본래 탁자식이었던 것

이 도로개설과 농경지정리 등으로 원위치

에 려나면서 받침돌을 잃어버린 것으로 

전한다. 덮개돌에는 2개의 성혈이 보인다. 

원래 이곳 문혜리에도 남북 방향으로 나란

히 2개 이상의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

려진다.

(3) 철원 혜5리 고 돌

문혜5리 79, 76번지 민가 마당 옆 텃밭에 있는 고인돌로, 원래 2기의 고인돌이 있

었으나 수복 후 이곳에 정착하여 밭을 일구면서 1기를 파괴하여 가옥의 보수 석재로 

이용하 다. 현재 남아 있는 나머지 1기의 고인돌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3개

의 지석이 받치고 있다. 개석은 그 장축방향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280×180cm 크기

이다. 남쪽 지석은 80×60cm 크기의 원형이고, 서쪽 지석은 개석에서 이탈되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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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리 1호 고인돌(김규호, 2010)

문혜5리 고인돌(김 규 제공)

져 있는데, 그 크기가 75×35×30cm

이다. 북쪽 지석은 40×35cm이다. 이 

고인돌의 북쪽으로 2m 떨어진 지점에 

또 다른 고인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있

는데, 역시 화강암으로 지상에 노출되

어 있는 부분의 크기가 200×70cm이

며 그 위에 크고 작은 돌들이 덮여 있

다. 그리고 이 주위에는 개석으로 추

정되는 석재들이 확인된다.

한편 이 고인돌은 2000년까지도 원 

위치에 있었으나, 2004년 수해로 인해 해당 민가가 집을 더 위쪽으로 옮기면서 집 마

당에 함께 옮겨져 제 위치를 잃은 상태이다.

(4) 철원 토 리 고 돌

김화 쪽에서 발원하여 서향하

여 흐르던 남 천이 철원 토성을 

막 지나면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

어 한탄강으로 흘러드는데 이 남

천 강변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원래 7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2기가 1976년 6월 17일 

강원도 기념물 제22로 지정되

어 남아 있다. 1기는 토성리 

마을 한가운데인 토성리 821-1번지 내에 위치하며 또 1기는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밭가에 위치한다. 편의상 821-1번지 고인돌을 토성리 1호로, 밭가 637번

지에 있는 고인돌을 토성리 2호 고인돌로 명명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이 고인돌

들은 1976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토성리 1호 고인돌은 탁자식으로 덮개돌 아래 원래 4개의 받침돌로 돌방을 만들어 매장 

시설을 준비하 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구리 돌 1매는 없어졌다. 덮개돌의 크기는 

410×308×26cm이며, 돌방의 크기는 105×58×55cm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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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리 추정 고인돌(강원문화재연구소･철원군청, 2005)

군탄리 고인돌(김규호, 2010)

개돌에는 두 개의 성혈이 있다.

토성리 2호 고인돌은 탁자식으로 덮개돌 아래 마구리 돌 1개가 없어지고 현재 받침돌 

3개만이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238×227×46cm이고, 돌방의 크기는 120×53×85cm

이다. 돌방 바닥에는 작은 자갈돌들이 깔려 있다. 1호 고인돌이 평지에 있는데 비해, 

2호 고인돌은 조금 둔덕에 위치한다. 이들 고인돌 주변에서 석부, 마제석촉을 비롯한 

간석기가 20여 점이 채집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또 주변의 농경지 등에서 무문토기 

조각이 채집된 것이 있는데 이는 이 일 에 당시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5) 철원 탄리 고 돌

갈말읍 군탄2리 500-3 에 위치한 

고인돌로 문혜사거리에서 국도를 따라 

신철원리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군탄공

원에 못 미쳐 우측에 주요소가 위치하

고 있는데, 이 주유소와 (주)석궁건설 

사이의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군탄리 

고인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인돌은 

해방 전까지 원형 로 보존되어 있었으

나, 6･25전쟁 이후 덮개돌은 석재로 훼

손되었고, 현재는 지석 2개만 남아 있다. 지석은 약간 기울어져 있다. 지석의 크기는 

략 260×100×35cm정도이다.

(6) 철원 장 리  고 돌

동송읍 장흥1리 614-5전에 위치한 추

정 고인돌로 장흥1리에서 오지1리 방향

으로 포장도로를 타고 가다가 장방산 앞 

버스정류장에서 우측으로 난 농로를 따

라 교천 가까이에 이르면 논 가운데 

민묘가 보인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단에 의해 고인돌로 추정된 이 유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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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읍 대마리 발견매장문화재 신고유물
(강원문화재연구소･철원군청, 2005)

교천 가까이에 경지 정리된 논 한가운데 원 지형이 남아 있는 민묘의 후사면에 위

치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단에 의해 고인돌로 추정되었지만, 이것이 과연 

고인돌인지의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번
유적지명
(철원군)

상석 하부구조 기타
(현존수량/기존 보고수량)규모(cm) 구조 규모(cm)

1
갈말읍

신철원리
1호 198×60×24 1/5

2
갈말읍

문혜 1리
1호 205×161×52 북방식 성혈 2개 1/2

3
갈말읍

문혜 5리
1호 280×180

80×60(남)
75×35×30(서)

40×35(북)
1/2

4
갈말읍
토성리

1호 410×308×26 북방식 105×58×55 성혈2개
2/7

2호 238×227×46 북방식 120×53×85

5
갈말읍

군탄 2리
1호 북방식 260×100×35

6
동송읍

장흥 1리
1호 추정

<표 1> 한탄강유역의 고인돌유적 현황

3) 견매장 화재신고지

(1) 철원  마리

1973년 4월 정해룡 씨가 발견하여 신

고한 석부이다. 발견장소는 강원도 철원

군 철원읍 마리로 되어 있으나, 마리 

주민들조차 정해룡씨를 기억하지 못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다. 석부는 

단단한 화강암제의 합인석부(蛤刃石斧)로, 

석재의 전면을 떼어 형태로 만든 다음 양

쪽에서 날을 세웠다. 날은 거의 일직선을 

이루며 사용 흔적이 뚜렷하다. 몸통은 일

자형이지만 머리쪽으로 갈수록 폭이 약간

씩 좁아지며 타원형의 단면을 가진다. 크기는 길이 18.5cm, 너비 5.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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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말읍 군탄리 발견매장문화재 신고지
(강원문화재연구소･철원군청, 2005)

김화읍 학사 4리 발견매장문화재 신고유물
(강원문화재연구소･철원군청, 2005)

(2) 갈말  탄리(동 동 드 니) 1155-3, 1157  

주민인 오관식씨가 소장하고 있던 석부이다. 갈말읍 군탄리(동온동 드르니) 저수지의 

제방 보수작업 중에 출토되었다고 한다. 벌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입지가 좋아 겨울에

도 춥지가 않다’하여 일명 ‘동온동’, ‘고잔벌’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저수지가 축조되어 원

래 지형을 상실하 으며 다른 유구 등

의 확인 역시 불가능하다.

석부는 전면을 잘 다듬어 만든 합인

석부(蛤刃石斧)로 특히 날 부분은 양

면을 곱게 갈았으며 몸통부분까지도 

편평하게 갈려 있다. 전체적으로 사다

리꼴의 형태인데 날 부분은 넓고 머리

부분이 좁다. 날은 곡선이며 몸통의 

횡단면은 긴 육각형의 양 옆면을 둥글

게 간 형태이다.

(3) 철원 갈말  동막리 835 지

1980년 10월 27일, 갈말읍 동막리 835번지에서 진길수씨에 의해 마제석창(磨製石槍) 

1점이 매장문화재 신고품으로 등록되었다. 길이 9cm, 너비 2.3cm, 몸통부 자른면은 

마름모이고, 전면이 잘 갈렸으며 특히 날 끝이 뾰족하게 제작되었다. 능선은 몸통부 

중간까지 나있고, 약간 돌기된 검코를 가졌다. 자루는 밋밋한 일단병식(一段柄式)이다.

(4) 철원 화  학사 4리

1967년 7월 23일, 엄진섭씨가 철원군 김화읍 

학사 4리에서 길이 17.7cm의 마제석검(磨製石

劍) 1점을 발견하여 신고하 다. 그 외에도 마제

석창 및 마제석촉이 발견되었다.

○ 마제석검 : 자루가 없는 흑색 점판암 유경

식 마제석검으로 몸통이 이등변삼각형이고 검 끝

에 등날이 약간 남아 있다. 날카롭게 갈린 양날은 몸통아랫부분에서 직각으로 꺾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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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와수리 496번지 발견매장문화재 신고유물
(강원문화재연구소･철원군청, 2005)

서 자른면이 육각형의 슴베로 이어지는데, 슴베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이 조금씩 좁

아지며, 그 하단에는 양 옆으로 2개씩의 홈이 나 있다. 슴베의 끝이 약간 떨어져 나

간 상태이다.

○ 마제석창 : 길이 14.4cm, 너비 2.8cm, 두께 1.0cm이다.

○ 마제석촉 : 길이 9.1cm, 너비 1.4cm, 두께 0.7cm이다.

(5)  리 496 지

1985년 12월 16일, 이 겸씨가 철원군 서면 와수 5리 496번지에서 유구석부 1점, 

반월형석도 3점을 발견하여 신고하 다.

유구석부는 길이 12.9cm, 너비 4.0cm의 크기로 몸통부분을 약간 마연하여 조 하

게 쪼은 흔적이 뚜렷하고 날 부분은 윤이 나게 잘 갈려 있다. 종단면은 머리부분의 

폭이 1.8cm인데 비해 날 부분의 폭이 4.0cm로 사다리꼴 형태이다. 횡단면은 등면이 

좁고 배면이 넓어 사다리꼴에 가까운 터널형이다. 머리부분은 등면 쪽으로 경사지게 

갈았고, 구는 날 부분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

반월형석도는 3점이 신고 되었는데

(① 길이 15.2cm, 너비 4.6cm, ② 길

이 15.6cm, 너비 5.0cm, ③ 길이 

11.5cm, 너비 3.7cm) 모두 흑색의 점

판암으로 만든 것으로, 첫 번째 석도

는 완형으로 장방형에 속하는 것이나 

배면이 오목하게 들어가 양끝이 뾰족

해지면서 날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날 부분은 외날로 제작하 으며, 날 

부분의 폭이 넓고 날에는 미세한 톱니 

날 같은 사용 흔적이 남아 있다. 등면

은 각져 있으며, 두 구멍은 양쪽에서 맞뚫은 것이다.

두 번째 석도 역시 완형으로 장방형에 속하나 배면이 약간 불룩하게 휘어졌다. 날 

부분은 외날로 제작되었으며, 날 부분의 폭이 넓고 각이 없이 둥글게 처리되어 오른

쪽을 제외하면 날 부분의 선이 보이지 않는다. 배면은 각을 죽여 둥글게 처리했고 두 

구멍은 배면 쪽으로 치우친 느낌을 주며 구멍은 맞뚫려 있다. 

세 번째 석도는 왼쪽이 결실된 것으로 폭이 좁고 배면은 약간 볼록하게 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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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부분의 폭은 좁고 외날이며 많은 사용으로 중간 부분이 오목하게 닳아 있다. 배면

은 둥글게 처리했고, 두 구멍은 타원형으로 양쪽에서 맞뚫은 것이다.

4) 한탄강 역 청동 시  과 

한탄강유역의 청동기문화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한정된 수량만이 조사

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다만 부분의 유적이 위치하는 지형적인 요건으로 완만한 충

적평야지 가 요구되는데, 이와 유사한 지형의 유적으로는 임진강유역의 연천 삼거리

유적, 북한강유역의 춘천 신매리유적, 천전리유적, 우두동유적, 화천 용암리유적 등이 

확인되고 있다. 모두 선사시 의 규모 취락이 형성된 유적으로, 이러한 취락의 입지

는 신석기시 부터 가장 선호되어 온 입지형태이다. 당시의 생활과 관련하여 용수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지형 환경을 이용한 생업무 로의 활용, 비옥하

고 넓은 가경지의 확보가 용이하 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한탄강유역에서 청동기시  생활 유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발굴조사가 이루어

진 철원 와수리유적의 경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세장방형의 것이 확인되

며, 노지는 1호는 수혈식, 2호와 4호는 수혈식과 위석식이 함께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로는 1호에서 공렬토기, 2호에서 구순각목토기, 4호는 공렬･구순각목･이중구연 단사

선계 토기들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4호 주거지의 경우 공렬이 독립적으로 시문되기

도 하지만, 구순각목과 함께 시문되기도 하며, 이중구연 단사선계 요소가 독립적으로 

확인되거나 구순각목과 결합되기도 하는 등 연속적인 시문방식을 보이고 있다. 토기 

문양의 이러한 양상은 남한 지역에서 미사리 8호 주거지와 흔암리 9호 주거지, 익산 

등동 Ⅱ-7호 주거지･Ⅰ-3호 주거지의 이중구연 하단에 시문된 삼각거치문과 구순

각목에서 확인되기도 하며, 북한지역에서는 압록강유역과 청천강유역의 일부 유적에

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은 부분 즐문토기말~무문토기초의 토기로 편년되고 있다. 

따라서 와수리유적 4호 주거지의 토기문양의 구성은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에서 무문토

기의 이른 단계에 산발적으로 확인되는 요소이면서 신석기시  즐문토기적 요소도 갖

춘 것으로 파악된다. 

석기의 양상은 4호 주거지의 유공유경식유혈구마제석검, 삼각만입의 무경식석촉, 

이단병식석촉, 합인석부, 편평석착, 주형석도, 부리형석기 등이 특징적이다. 전반적으

로 연천 삼거리유적의 출토 석기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10)

이상과 같은 와수리유적의 유구와 유물의 출토양상으로 볼 때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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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편년될 수 있다. 절 연 측정치와 편년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고 절 연  사

이에도 편차가 크지만 체로 전기의 이른 단계인 11~13세기라 할 수 있으며, 2호 주

거지의 방사성탄소측정연 와 4호 주거지 출토유물을 고려한다면 좀 더 상회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거지 OSL측정연대(B.C.)
방사성탄소연대측정

시료 B.P. B.C.

1호 1,100±100

와수-1 2790±40 950

와수-2 3260±80 1530

와수-3 2780±40 920

와수-4 2800±40 950

2호 1,200±330

와수-5 2870±60 1060

와수-6 3120±40 1410

와수-7 3040±40 1300

와수-8 3180±80 1450

4호 1,050±120 - - -

<표 2> 와수리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대측정표

한탄강유역에서 청동기시  무덤유적으로는 장흥리 추정 고인돌을 포함하여 총 7기

가 잔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인돌이 없어 정확한 성

격을 알 수 없다. 외형상 가장 큰 특징을 보이는 북방식 고인돌의 경우 두꺼운 판석 

4매로 조성한 석실이 지상에 노출되어 덮개를 받치고 있는 형태로 석실은 ‘ㅍ’, ‘ㅁ’자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탄강유역에 존재하는 고인돌 가운데 문혜1리, 토성리 1･2호, 

군탄2리의 고인돌이 북방식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북방식 고인돌의 분포는 주로 강원 

서북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며, 춘천 이남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신철원리, 문혜5리, 장흥1리 추정 지석묘 등은 강원도 전지역에 고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개석식 고인돌로 확인되고 있다.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동기시  한탄강유역에 한 조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높은데, 아직까지 한반

도 중부지역 청동기문화에 한 정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 시기에 속하는 이중구

연 단사선계 토기가 출토되는 와수리유적은 인근의 경기도 연천 삼거리유적과 함께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전파양상을 밝히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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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지역에 비해 한탄강유역에서 높은 분포도를 보이는 북방식 고인돌의 경우도 

그 성격이 뚜렷하여 추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고인돌연구에 있어서 기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 된다.

원철(강원 재연  연 원)

1) 강원 재연 ,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 - 鐵原郡 - .

2) 한림 학 아시아 연 , 1986,  강원도  사  .

3) 강원 학  , 1995,  鐵原郡  歷史  文化遺蹟 .

4) 사 학  , 1996,  江原道 鐵原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

5) 립 재연 , 2000,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江原道 篇 .

6) 有光敎一, 1938, ｢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遺物｣,  考古學雜誌  28-11,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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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 7, 앞  책.

9) 철원 지 보편찬 원 , 1992,  鐵原郡誌 (下) , 1559~1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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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해안지역

동해안지역은 보통 동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으로 동해안의 중부지역에 해당하

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북쪽으로는 강원도 고성에서 남쪽으로는 강원도 삼척에 이르는 

지역으로, 북쪽은 함경남도의 안변, 덕원군, 남쪽은 경상북도의 울진군과 접하고 있

다. 서쪽은 태백산맥을 넘어 한강유역과 접하고 있다.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유적은 하천과 바다가 합수(合水)되는 지역과 호안(湖岸)의 

구릉지 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선을 따라서 확산･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양상은 신석기시 와 철기시  유적이 하천이나 호수 주변의 낮은 사구지 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백홍기･지현병, 1991).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유적은 1990년 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개발사업으

로 인한 수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청동기시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취락유적의 

조사를 통하여 무문토기문화 연구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고고학적

인 조사로 인하여 동해안지역의 청동기시  유적들은 유구 및 유물의 특성으로 보아 

전기는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요소와 동북지방 특히 두만강유역의 공렬토기 요소를 

보유하고 있고, 후기에 해당하는 점토 토기단계의 유적은 환호 및 주거지, 분묘 등 

인접한 하나의 취락의 형태를 이루며 형성되었다.

1) 생활

(1) 지  포양상

동해안지역에서 정식적으로 발굴조사된 청동기시  유적들의 입지조건은 부분 해

변에 인접한 호반(湖畔)이나 하천변의 해발 20~50m 미만의 저구릉상에 분포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후기 취락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하천이나 호수의 낮은 구

릉에 입지하는 구릉성 입지와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독립적 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분포하는 고지성 입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강원도 서지역의 남한강 및 북한강유역

의 유적들은 하안충적지 에 분포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식생

과 자연환경 그리고 생산력 등의 환경적인 차이에 따른 입지분포의 차이로 여겨진다.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에서 유물산포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은 137개소1)

로 이 중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이 약 24개소에 이른다. 

취락의 분포범위와 유적 수는 많으나 실제적인 조사는 지역적으로 한정되었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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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삼척 지역에 한 발굴조사는 1건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시･발굴조사된 유적 자

체도 부분 구제발굴이었기 때문에 한정적 범위만을 조사하 다.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전기유적들은 부분 해변에 인접한 호반(湖畔)이나 하천변

의 해발 20~50m 미만의 저구릉상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점토 토기 단계

의 후기유적은 일부 전기유적과 비슷한 입지를 보이고 있는 구릉성유적과 비교적 하

천에서 내륙으로 들어가 위치한 해발고도 80m 이상의 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하는 고

지성 유적이다.

표적인 발굴조사유적으로는 고성 사천천 주변의 송현리･사천리유적, 고성 화진포 

주변의 초도리유적, 고성 북천 주변의 리유적, 속초 청초호 주변의 조양동유적, 

양양군 남 천 주변의 포월리유적, 양양 지경호 주변의 임호정리･지리유적, 강릉 연곡

천 주변의 방내리유적, 강릉 사천천 주변의 방동리유적, 강릉 경포호 주변의 교동유

적, 강릉 남 천 주변의 입암동유적이다.

(2) 개

① 고성 송현리유적

○ 송현리 B유적 : 사천천 북쪽에 위치하는 주거지와 수혈유구, 구상유구, 분묘로 

구성된 취락이다. 남쪽으로 50m 지점에는 송현리 C취락이 위치한다.

주거지는 동-서로 뻗은 구릉의 해발 40m의 구릉부 능선을 중심으로 정상부에 9기, 

남쪽 사면에 3기(B-10, 12, 14호)가 위치한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주거지는 해

발 40~45m의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동-서 능선을 따라 열상으로 8기의 주거지가 

5~10m의 간격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남쪽 사면에는 단독으로 축조된 10호, 12호 14

호가 위치한다.

송현리유적 전경 및 출토 토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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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리 C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주거지 중 B-10호 주거지는 중앙에 타원형의 수혈 양쪽에 주혈이 위치하는 송국리

형 주거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구상유구는 남쪽 사면에 등고선과 직교하여 축조되어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무문토기편 및 할석이 일부 확인된다. 분묘인 석관묘는 조사지

역의 남쪽 경사면에 인접한 B-14호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석관묘 해체 시 동벽 

뒷채움석 아래에서 2점의 무경식석촉이 출토되었는데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촉들과 유

사한 것으로 보아 주거지와 동일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 송현리 C유적 : 사천천 북쪽에 바로 인접한 취락이다. 북쪽으로 곡간을 사이에 

두고 약 200m 지점에 송현리B유적이 

위치한다. 송현리C유적에서 확인된 유

구는 청동기시  주거지 25기, 수혈유

구 11기 등 모두 36기의 유구가 조사

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주거

지는 부분 구릉의 능선의 정상부를 

2개의 가지 능선을 따라 반원형태의 

열상으로 약 5~10m의 간격으로 분포

하고 있으며, 사면(C-6･13호, 28･29

호)에도 일부 분포하고 있다. 송국리형 주거지인 C-10호와 C-11호(노지 양변에 주공

이 위치한 형태) 주거지는 소형이며, C-21(중심주혈 2개만 확인된 형태)호와 C-24호

는 중형이다. 송현리 C유적 내에서 주거지 간 시기차는 17호 장방형 주거지에서 출토

된 점토 토기가 동최 경이 중상위에 위치하고, 11호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점

토 토기의 동최 경이 중하위에 위치하여 기고의 차이 및 동최 경의 위치 차이로 

인해 두 주거지간에 시기차가 반 된다. 따라서 장방형 주거지가 송국리형태의 방형 

주거지보다 앞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② 고성 사천리유적

○ 사천리유적 : 사천리유적은 국도7호선(남북연결도로)공사구간 내 발굴조사를 통

하여 청동기시  주거지 11기가 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주거지는 구릉

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해발 20m 이상에 분포하고 있으며, 장축방향이 능선과 직교하

여 축조되었다. 주거지의 평명형태는 부분 장방형이며, 방형이 1기이다. 주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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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로는 노지, 주혈, 벽구, 저장공 등이 조사되었다. 노지는 모두 토광형의 무시

설식 노지이며, 벽구는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조성한 것(1･2･3･8호)과 배수를 위하여 

형성한 외부돌출구가 있는 형태(7･9･10호)로 구분된다. 저장공 안에서는 토기가 출토

되었다. 출토유물은 이중구연토기 및 공열토기, 부소호, 석기로는 이단경식 삼각만

입 화살촉, 반월형석도, 공구형 석기환상석부, 석검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5호와 8호

에서는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사천리유적 전경 및 출토 토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 사천리 A유적 : 송현리 C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사천천

의 남쪽에 위치한 해발 45m 구릉지역이다. 조사지역의 동쪽으로는 전기유적인 사천

리B유적이 위치한다. 주거지와 수혈유구, 분묘로 구성된 취락유적으로 주거지 18기와 

수혈유구 17기, 석관묘 3기가 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주거지는 해발 

45m의 구릉 정상부에서 각각 북쪽으로 뻗은 가지능선부에 1기, 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에 12기, 사면에 1기, 남쪽으로 뻗은 능선부에 3기, 사면에 1기가 존재한다. 송국

리 형태의 주거지인 10호는 중소형의 방형의 형태로 중앙에 타원형 수혈을 두고 양 

중심주 2개가 위치하는 구조를 보인다. 수혈유구는 북쪽 능선에서 4기, 서쪽 능선 하

단부에서 8기, 남쪽 능선부 지역은 동쪽의 급경사면에 3기, 능선상에 1기, 사면 끝자

락에 2기가 조사되었는데, 내부에서는 점토 토기 구연부가 출토되었다. 분묘인 석관

묘 1호와 2호는 남쪽으로 뻗은 구릉 정상부 해발 약 33m에 위치하며, 3호는 남쪽 사

면 약 25m 지점에 위치한다. 1호와 2호는 개석이 남아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③ 고성 대대리유적

리유적에서는 주거지 11기와 고인돌 1기,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다(예맥문화

재연구원, 2009). 주거지는 조사구간 내 해발 40m 구릉 정상부에 1호 주거지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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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동유적 전경(강릉대학교 박물관, 2000)

으로 위치하고, 2호~11호 주거지는 해발 28m 지점부터 구릉의 능선상에 약 5~20m

의 간격을 두고 열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주거지가 능선의 상단에 위

치하고, 중 형의 주거지는 능선 하단에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의 평면형태

는 장방형이 10기, 방형이 1기이다.

유물은 공열토기, 구순각목＋공열토기, 구순각목토기, 호형토기, 홍도등의 토기와 

유단식석검, 삼각형만입석촉, 석창, 합인석부, 환성석부 등이 출토되어 역삼동유형의 

유물구성을 보이고 있다.

고인돌은 5호와 6호 주거지가 있는 해발 19m에 평탄면에 위치하고 있다. 개석식 

지석묘로 하부는 석곽형이나 엉성하게 축조된 상태이다. 출토유물은 없다.

④ 속초 조양동유적

조양동유적은 속초시 조양

동 동해안의 청초호와 경계되

는 국도변의 구릉에 위치하

며, 주거지 7기가 조사되었다

(강릉 학교 박물관, 2000). 

주거지는 풍화암반을 파내고 

바닥에 2~5cm 두께로 점토

를 깔아 단단히 다졌으며, 내

부시설로는 무시설식 노지, 

저장구덩이, 제습용 홈, 작업

 등이 확인되었고 경우에 따라 불씨보존을 위한 토기도 있어 실내 작업이 가능했음

을 알 수 있다. 출토된 토기로는 이중구연단사선에 공열과 구순각목이 결합된 토기, 

공열토기, 이중구연토기, 구순각목토기, 부소호, 붉은간토기가 있고 석기로는 석부, 

석착, 방추차, 어망추, 유혈구석검, 삼각만입석촉, 석창, 어형의 반월형석도, 돌주걱

칼, 지석, 연석 등이 있다.

⑤ 양양 포월리유적

포월리유적은 양양군 포월리 국도변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이 구릉의 끝은 남

천 하류유역의 충적평야지 에 닿는다. 주거지 13기와 지석묘 하부구조 2기가 조사되

었다(강릉 학교 박물관, 2002). 주거지는 입지가 고르지 않은 풍화암반을 파내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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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으로써 깊이는 고르지 않다. 경우에 따라 낮은 위치에 벽이 없는 경우는 경사면

의 지형을 가로로 따냄으로써 원래부터 없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신 출입시설로 이

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출토토기는 단순 공열토기에 호형토기가 공반되는 단계로 

석기는 석촉, 반월형석도, 석부, 일단병식 석검, 석창 등 마제석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⑥ 양양 임호정리유적

임호정리유적은 지경호 주변의 곡간지 에 위치한 해발 25m의 서남-동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진 능선의 구릉지 에 해당한다. 조사구간은 동쪽에 위치한 구릉 정상부에

서 서쪽으로 뻗어져 내린 능선부로 동해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서 전기와 해당하

는 주거지 5기와 시기미상의 수혈유구(주혈유구), 점토 토기가 출토된 수혈유구 1기

가 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주거지의 배치는 동쪽 구릉 정상부에서 벋

어 내린 능선상에서 4기, 사면에 1기가 위치한다. 주거지간 중복은 1호와 4호에서 확

인되며, 장방형의 1호 주거지가 방형의 4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주거지의 

주축방향은 능선방향으로 축조된 형태를 보인다.

⑦ 강릉 방내리유적

○ 방내리유적(1996) : 방내리유적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홍질목을 넘어 해발 

35~45m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 청동기시  주거지 12기가 확인되었으나 파괴가 심한

편이다(강릉 학교 박물관, 1996). 주거지는 평면장방형 또는 방형으로 부분 동서를 

장축으로 하고 있어 구릉의 등고선 방향과 일치되고 있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추정

되고, 노지는 둘레에 진흙띠를 돌리거나 타원형으로 냇돌을 돌린 위석식노지가 확인

되며 저장공 주변과 안에서 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한편 3호 주거지는 1･2호 주거지

와 중복되어 확인되는데, 3호 주거지가 먼저 축조된 것으로 이는 탄소측정연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방내리 유형의 토기는 이중구연토기 요소가 퇴화되고 공열문이 성행

하는 시기로 석기는 환상석부, 주형의 반월형석도, 일단･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석촉, 

원판형의 석제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 방내리유적(2007) : 강릉  박물관에서 조사한 방내리유적과 곡간을 사이에 두

고 북쪽에 위치한 동-서로 펼쳐진 해발 40m의 구릉이다. 가축위생처리장 신축부지 

공사지역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  주거지 15기, 석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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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내리유적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연구소, 2007).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이며, 주거지 간 중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릉의 정상부 능

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위치하고 있

다. 주거지는 등고선과 평행하는 형태

와 직교하는 형태(1･8･11･12･15호)로 주

거지 출토유물이나 구조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축방향에 

따른 시기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거지의 내부시설은 할석을 돌린 위석

식노지(11･13･14호), 무시설식 노지가 발견되었으며, 벽구는 1호와 15호에서는 외부돌

출구가 확인되었으며, 부분 주거지에서 주혈, 저장공 등이 확인되었다. 방내리유적

에서는 순수공열토기, 구순각목공열토기, 홍도, 부소호와 석촉, 석검, 반월형석도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역삼동식 유형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⑧ 강릉 교동유적

교동유적에서는 장방형주거지 3기, 방형주거지 3기가 조사되었다(강릉 학교 박물

관, 2002). 주거지는 풍화암반층을 파고 조성되었고, 바닥은 진흙을 깔아 다지거나 

생토층을 그 로 사용하 다. 주거지의 내부 시설로는 위석식노지, 저장공, 탄화된 기

둥 등이 조사되었고, 1호 주거지에서는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교동유적 출토 토기(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 

출토유물은 순수 이중구연토기와 이중구연에 단사선문･거치문 등이 시문된 토기와 

목항아리, 넓은 바리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1호 주거지에서는 공열토기 1점과 목긴

굽다리잔 1점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어형과 장주형의 반월형석도, 삼각형만입･이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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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리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식의 석촉, 토제･석제어망추 만두형과 산주형의 방추차,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⑨ 강릉 입암동유적

입암동 유적은 강릉 남 천 남쪽 해발 36~40m의 해발고도를 보이는 서-동으로 뻗

어 내린 구릉에 위치한다. 구릉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곡간 경작지가 위치해 있다. 조

사 이전에 이미 구릉의 북쪽 지역은 절토된 상태 다.

입암동에서는 주거지 4기가 조사되었는데, 전기 주거지 2기와 후기로 추정되는 2기

의 주거지가 같은 구릉상에서 조사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배치양상을 살펴

보면 구릉 정상부(40m)에 위치한 전기주거지인 2호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면 아래에 

4호가 위치하고, 서쪽으로 50m 지점에는 공열토기가 출토되는 전기 주거지가, 동쪽 

사면 쪽으로 약 70m 지점에는 검파두식 등이 출토되는 장방형의 중형주거지의 규모

인 후기주거지 3호가 위치한다.

입암동 취락의 구조는 북쪽 구릉지역이 절토되어 일부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체적으로 장방형의 주거지가 구릉의 능선상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⑩ 강릉 방동리유적

○ 방동리 A유적 : 강원문화재

연구소에서 조사한 방동리유적(강

원문화재연구소, 2007) 중 방동리 

A지구에 해당한다. 해발고도 70m 

미만의 구릉지 로, 주거지 6동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구릉의 정

상부와 사면에 조성되었다. 주거

지 내부시설로는 무시설식 노지(2

호), 벽구(1호), 수혈,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호형토기, 발형토기, 석부, 

반월형석도, 석촉, 석창, 유구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 방동리 B유적 : 중기 유적인 방동리 A취락과 곡간지 를 경계로 남쪽에 위치한

다. 남서쪽에서 뻗어 내려오는 해발 83.4m의 구릉이 북동쪽으로 이어지면서 남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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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리 C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북쪽으로 구릉의 능선이 갈라진다. 구릉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곡간 평지가 발달되어 

있다. 청동기시  유구는 두 갈래로 뻗어 내려오는 구릉 능선 중 북쪽 능선에서 주거

지 6기와 수혈유구 10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해발고도 71.5m의 구릉부 정상부에 

위치한 초 형(127㎡)의 1호 주거지( 형의 공공건물지)를 중심으로 해발 65~70m 사

이의 능선상에 4기의 주거지가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7호 주거지는 해발 50m의 

능선 하단에 위치한다.

○ 방동리 C유적 : 방동리 B유적의 남

서쪽에 인접한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한

다. 구릉의 정상부는 해발고도 99.6m로 

주변일 의 구릉들 중 가장 높은 지형을 

띠고 있다. 주거지 27기, 이중환호, 토기

가마 3기, 분묘인 고인돌 하부구조, 석관

묘 하부구조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부분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능선

의 남쪽 정상부에 위치하며, 급경사를 이

루고 있는 동쪽과 서쪽의 사면에서 일부

가 확인되는데, 체로 해발 85~94m 정

도에 분포한다. 

현재 환호 내부의 주거지는 크게 주거

지의 주축방향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정상부에 인접해 능선

부 중앙과 사면에 등고선과 평행한 방향

으로 축조된 주거지 군(26호, 19-22호, 23-25호, 11-12호, 22호)과 환호와 인접해서 

등고선과 직교한 형태인 동-서 장축의 주거지군(6호(말각방형)>7호(장방형)>8호(장방

형), 10･13･14호(방형), 18호(말각방형))이다. 한편 3호 주거지는 환호와 환호 사이에 

1호 주거지는 환호 밖에 각각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의 중복관계(6~8호, 15~17호)로 볼 때 주거지의 시기를 크게 3단계로 나누

어 보고 있는데, 환호 설치 이전 단계, 환호가 축조되면서 파괴된 주거지(2호), 환호

의 외곽에 위치하는 주거지(1호･3호) 등으로 보아 3단계로 시기구분을 하고 있다. 방

동리 C취락의 구조는 구릉 정상부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주거공간이 위치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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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주거지

강릉 방동리유적 환호

탄한 지형이 끝나는 남쪽 사면에 이중 환호를 설치하고, 환호와 가장 먼 곳에 생산유

구인 토기가마가 위치하는 취락구조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분묘인 지석묘 하부구조는 환호 밖에, 석관묘는 환호 안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한

편 토기가마에서는 외반구

연호, 적색마연토기, 점토

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어 

방동리 B･C주거지에서 확인

되고 있는 기종과 기형면에

서 유사하다. 방동리 C유적

은 주거지, 생산유구, 환호, 

분묘 등 취락의 구조를 살

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

이다.

(3) 주거

① 면적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유적에서 조사된 약 185여 기의 주거지 중 면적이 확인된 

주거지는 전기 11개 유적 41기, 중기 1개 유적 1기, 후기 11개 유적 49기 등 91기의 

주거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약 절반만이 확인된 상황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2)는 전기의 경우 장방형과 방형이 부분이고, 일부 말각(장)방

형(방내리 1･2호, 포월리 3호)의 주거지가 확인되며, 후기의 경우에는 말각방형, 방

형, 장방형, 말각장방형의 순으로 

빈도수를 보인다.

주거지의 면적은 소형(1~20㎡), 

중형(21~40㎡), 형(41~80㎡), 초

형(80㎡ 이상)으로 구분하 다.

전기주거지 70기(장방형 42기, 방

형 28기) 중에서 면적이 확인 된 주

거지 수는 41기로 장방형이 24기, 

방형이 17기이다. 전기주거지의 면적

은 중형(21~30㎡)이 가장 많은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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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주거지

수를 보인다. 장방형 주거지의 경우 중형(14), 형(8), 초 형(2), 방형 주거지의 경우 

중형(11), 소형(6)의 순으로 빈도수를 보인다. 중기 유적은 현재까지 방동리 A유적만이 

조사된 상태이며, 방동리유적에서는 총 6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지만 주거지의 면적

이 확인된 주거지는 1호 주거지 1기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중형에 해

당한다.

후기 주거지는 100기(말각방형 34기, 방형 31기, 장방형 23기, 말각장방형 12기) 중

에서 면적이 확인 된 주거지 수는 45기로 말각방형이 13기, 방형이 20기, 장방형 7기, 

말각장방형 5기 등이다. 후기주거지의 면적

은 소형(11~20㎡)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

인다.

각 주거지 형태별로 살펴보면 말각방형 

주거지의 경우 소형(10), 중형(3), 방형 주

거지의 경우 소형(15), 중형(5), 장방형 주

거지의 경우 중형(5), 소형(2), 말각장방형 

주거의 경우 소형(2), 형(5), 초 형(1)의 

빈도수를 보인다.

② 내부구조

동해안지역의 청동기시  주거지는 모두 풍화된 암반을 파고 들어가 평평한 바닥을 

마련하 고, 그 위에는 진흙을 얇게 깔고 다진 것이 확인되었으나 진흙바닥을 불에 

구운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닥에서 드문드문 발견되는 소토는 뇢나 가옥폐기 이

후의 화재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거지 바닥에는 지붕과 벽체에 덮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갈 가 탄화되어 나오고 있다.

수혈의 깊이는 4벽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후 의 삭평이나 파괴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움집의 축조 당시부터 자연적 지형의 고저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라고 생각된다. 주거지들 중 남벽 쪽이 소실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주거지들은 부

분 구릉의 남쪽 사면의 풍화암반을 파고 들어간 것이다. 이들 주거지에서는 부분 

출입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실된 남벽쪽이 출입구3)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주혈, 저장공 등이 확인된다. 노지는 위석식 노

지와 무시설식(수혈식･평지식)노지, 점토띠식 노지, 벽부노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동

지역 청동기시  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된 주거지는 전기주거지에서 18기, 중기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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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기, 후기 주거지에서 45기 등 64기 주거지이다. 약 185여 개의 주거지 중에서 

2/3 가량의 주거지에 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거지 내부에서 노지의 위치는 전

기의 경우에는 동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거지의 중앙에서 약간 북벽쪽으로 

치우치며, 중심선상에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노지를 중심으로 한쪽

은 좁고 넓은 공간이 생겨 주거지 안에서의 생활양상이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후기 주거지의 경우에는 중심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모서리쪽으로 약간 편재되

어 확인된다.

위석식노지는 교동 1호와 입암동 1･2호, 방내리 7･11호, 리 6호･8호에서 확인

된다. 위석식노지의 경우는 부분 1기인데 반해, 입압동 1호 주거지(위석식+위석식)

에서는 2기가 확인되었다. 위석식노지의 형태는 교동 1호, 리 6호, 8호 주거지는 

할석을 이용하 고, 입암동 1, 2호 주거지는 냇돌을 이용하여 방형의 형태로 돌린 형

태이고, 방내리 7･11호의 화덕자리는 타원형으로 냇돌을 돌린 형태이다.

무시설식 노지는 수혈을 판 형태인 수혈식과 아무런 시설 없이 평면상이 소토화된 

형태인 평지식으로 구분하 다. 무시설식 노지는 전기･후기 유적에서 같이 나오는 노

지형태이다. 주거지별 수혈식노지의 수는 전기 주거지는 1개(6기), 3개(1기), 중기 주

거지는 1개 1기, 후기 주거지는 1개(19기)가 부분이다. 평지식은 전기의 주거지에서 

1개(1기), 3개(1기), 후기 주거지에서는 1기(33개소)가 부분이다.

점토띠식 노지는 방내리 4호 주거지에서만 타원형의 진흙띠를 돌린 형태가 확인되었다.

벽부노지는 점토 토기 단계인 고성 송현리 B유적에서만 확인된다. 1호 노지는 점

토를 이용하여 주거지 바닥에 지상식의 벽부노지 형태이고, 7호 노지는 불의 향을 

받은 다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모서리부분에서만 소토가 확인되었다.

벽구는 벽 바로 밑에 마련된 것도 있고, 벽에서 안쪽으로 좀 떨어져서 기둥구멍과 

기둥구멍을 연결한 것도 있다. 한편 홈이 파여진 위치라던가 바닥의 레벨(Level)이 

체로 홈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점, 그리고 움의 벽이 흠실된 쪽에는 홈이 없

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지붕이나 벽채를 통하여 스며드는 물기를 제거시키기 위한 

제습용 시설로 여겨진다. 조양동 4호 주거지에서는 이러한 제습용 홈을 실외로 연결

한 배수구시설도 발견되었다. 한편 조양동 7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하

여 먼저 굴착한 어깨선 안쪽에 판자를 세우고 판자와 어깨선 사이에는 고운 점토로 

뒤채움한 흔적이 보인다. 벽체 밑에는 이중으로 홈이 확인되었는데 안쪽 홈 즉 벽선

에 인접한 홈은 판자를 세우기 위한 홈이고, 바깥쪽 홈은 제습용 홈으로 확인되었다. 

초도리 4호에서 확인된 벽구는 서벽에 위한 출입구 쪽으로 유입되는 유수를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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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사천리 6･7호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위한 역할을 하 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거지 내부의 벽구가 주거지 밖으로 

연결되는 형태인 외부돌출구(外部突出溝)가 

최근 고성 사천리 7･10호, 방내리(강･문) 1･

15호에서 확인되었다.

주혈은 전기 및 후기 유적의 많은 수의 주

거지에서 확인되며, 기둥구멍이 잘 남아 있는 

이유는 단단한 풍화암반층의 바닥에 기둥구

멍을 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둥구멍

은 부분 주거지의 외곽선인 4벽의 바로 밑

에서 확인되었고, 교동유적의 방형 주거지인 

2･5호 주거지에서는 탄화된 기둥이 2개씩 확

인되었다.

조양동 4호, 방내리 1･3호 주거지에서는 장

축의 중심선상에서 2개의 기둥자리가 확인되

는 것으로 보아 장방형이나 세장방형의 주거

지들은 장축의 중심선에 기둥구멍 내지는 기둥자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붕은 맞

배지붕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용암리유적 방형주거지의 4모서리에서 기둥구멍들이 

확인되고 있고, 지붕구조 또한 4방향으로 뻗고 있어 방형주거지는 우진각의 지붕구조

로 추정된다.

후기 주거지에서도 부분 주혈이 확인되고 있으나 각 주거지간에 주혈배치의 정형

성은 보이지 않는다. 형 주거지인 사천리 A-7호 주거지에서는 2×5열의 형태로 확

인된다. 한편 후기 말각방형의 주거지 중심부에서는 주주혈이 확인된다. 주주혈의 위

치형태는 타원형 수혈 양쪽에 주혈이 위치한 형태(송현리 B-10호, 사천리 A-10호), 

원형수혈 양쪽에 주혈이 위치한 경우(송현리 C-10호, 24호, 철통리 11호), 중앙부에 

수혈이 없고 주혈만 위치한 경우(초도리 5호, 송현리 C-21호)이다. 수혈식노지 양쪽

에 주혈이 위치하는 경우(송현리 C-11호)도 있다.

저장공은 신석기시 부터 특성이 보이는데 동지역 청동기시  전기 주거지에서는 

부분 저장공이 확인된다. 교동 주거지에서는 14개, 방내리 주거지에서는 12개, 포월

리 주거지에서는 10개, 조양동유적에서는 20개, 사천리A에서는 6개, 임호정리에서 1개

가 확인되었다. 저장공은 부분 주거지의 모서리나 벽쪽에 치우쳐서 1개 내지 3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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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내리 1호 주거지(강릉대학교 박물관, 1996) 

발견되었으나 조양동 4호에서는 6개가 발견되

었다.

후기주거지에서는 저장공이 나타나는 빈도수

가 적은데. 부분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지 않

는다. 송현리 B에서 3개, 송현리 C에서 5개, 

초도리에서 1호에서 2개(완형의 점토 토기), 

6호에서 1개등 3개, 방동리C 2개의 주거지에

서 확인되었다.

후기주거지 내에서 저장공이 발견된 수가 적

은 이유는 전기유적에서 잘 보이지 않던 후기 

주거지와 인접해 위치하고 있는 수혈유구가 창

고 등의 용도인 저장시설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토

① 토기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주거지 출토토기는 심발형토기, 발형토기, 호형토기, 부소

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심발형토기 : 모두 22점이 완형으로 복원되었는데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홑구연

과 이중구연으로 나누어지고, 홑구연은 외반된 것(교동 1호, 방내리 1호, 사천리 6호)

과 직립한 것 등으로 나눠지며, 문양에 따라 무문과 문양이 공반된 토기로 나뉜다. 홑

구연의 심발형토기는 외반구연공열토기 2점(교동 1호, 방내리 1호)과 직립구연 공열토

기 5점(조양동 5호, 방내리 1호･5호, 포월리 4호-2점), 단사선토기 1점(사천리 10호), 

무문양 심발형토기 7점(교동 1호･2호, 사천리 5호･6호･7호･10호･11호) 등이 있다. 이

중구연토기는 순수이중구연토기 2점(교동 3호, 사천리 10호), 단사선이 시문된 토기 1

점(교동 1호), 거치문이 시문된 토기 2점(교동 5호･6호), 구순각목에 거치문이 시문된 

토기1점(사천리 6호), 공열문이 시문된 토기 1점(사천리 10호), 이중구연 단사선에 구

순각목과 공열이 장식된 토기 1점(방내리 1호) 등 8점이 출토되었다.

○ 호형토기 : 호형토기는 목이 긴 형태인 장경호, 소형 호형토기, 외반구연호로 구

분된다. 장경호는 교동 1호와 5호, 사천리 9･10호 2점은 도상 복원되었다. 동체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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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출토 대부소호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 

교동 5호 장경호
(강릉대학교 박물관, 2002) 

구형의 형태로 목이 길게 직립한 형태(교동 5호, 사천

리 10호), 살짝 외반하면서 올라간 형태(교동 2호, 사

천리 9호)로 구분된다. 소형 호형토기는 교동에서 1점

(5호), 사천리에서 1점(11호)이 구연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으나. 구연부는 짧게 직립된 형태로 여겨진다. 

외반구연호는 포월리 2호 주거지에서 1점, 방동리 A지

구 2호 주거지에서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 발형토기 : 교동 1호 주거지에서 1점, 2호 주거

지에서 1점, 5호 주거지 1점, 임호정리 B-2호 수혈에

서 1점, C-2호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의 

형태는 약간 차이가 난다. 교동 1호와 5호 주거지 임

호정리 B-2호수혈, C-2호 주거지의 출토품은 몸통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바라지면 올

라가다가 구연부와 연결되며, 교동 2호 주거지 출토품은 동최 경이 위치한 상단에서 

내만하면서 구연부와 연결되며, 전체적으로는 몸통이 둥근 형태이다.

○ 부소호 : 부소호는 교동 1호에서 1점, 사천

리 1호에서 1점, 11호 2점, 조양동 1호와 3호에서 각

각 1점이 출토되었다. 교동 1호 출토품은 구멍이 뚫

린 짧은 각에 배가 부른 동체부, 목이 긴 경부가 

형성되어 있다. 사천리 출토품은 짧은 각에 기형

이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다가 구연부에서 약간 내경

하는 형태(1호, 11호)와 짭게 외반하는 형태(11호)를 

보인다. 조양동 출토품은 각이 비교적 길며 동체

부가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과 동체부 중앙에서 최

경을 이루며 이후 내경하다가 구연부에서 짧게 외반

하는 형태(3호)로 구분된다. 방내리 석관묘 외곽 출

토품은 목이 길고, 동체부는 배가 부르고, 각은 

짧은 형태로 전체적인 형태는 교동과 비슷하나, 기

형이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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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점토 토기 : 원형점토 토기 취락에서 확인되는 토기류는 원형점토 토기, 

외반구연호, 흑도장경호 등이다. 점토 토기의 태토는 부분 소량의 세석립과 다량의 

미세한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상당히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 고, 색조는 무문토

기와 같은 적갈색도 있지만, 회갈색을 띠고 있는 것이 많다. 기형은 옹형이 일반적이

며, 일부 심발형의 형태도 확인된다. 기형은 체적으로 시기가 늦을수록 기고가 낮아

지고, 동최 경이 하향되는 특징을 보인다. 점토 토기는 부분 주거지에서 출토되

며, 방동리 환호 2호에서도 2점이 출토되어 약 17점이 완형으로 복원되었다. 단면 형

태는 원형과 타원형이 확인된다.

점토대토기[좌 : 고성 송현리, 우 : 강릉 방동리 C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 흑도장경호 : 흑도장경호는 방동리 B-5호, C-1･5･10호에서 출토되었다. 부분 

결실되고 동체 일부와 저부만이 출토되고 있다. 잔존 기형으로 보아 동체와 저부가 

연결되는 부분은 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부 내면은 동체부에서 완만하게 벌어져 내

려와 중앙부의 일부만이 편평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두형토기 : 두형토기는 사천리 A-17호에서는 배신편이, 송현리 C-20호, 초도리 

7호, 화포리 1호, 삼포리 2호, 송림리 15호 유구에서는 각편만이 출토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다.

○ 파수 : 파수의 형태는 환형파수(송현리 B-10, 송현리 C-4호), 우각형파수(송현

리 C-2호), 조합식우각형파수(송현리 C-5, 20호, 사천리 A-7･11･12･20호, 초도리 

4･7호, 방동리 C-1호･7호･19･16･25호)로 구분된다. 방동리 C-2호 저장유구에서 출토

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는 동최 경이 동 중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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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사천리유적 출토 반월형석도(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② 석기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기의 종류별 수량은 많지 않으나 무문토

기 주거지에서 흔히 나오는 일반적 특성을 가진 석기들이 부분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석기들은 이단병석검, 삼각형 및 삼각만입석촉, 반월형석도, 방사선이 시

문된 방추차, 공구형석기, 석부 등 두만강유역의 동북지방계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점토 토기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류는 각종 석부류, 일체형 삼각형 석촉, 반월

형석도, 석창, 검파두식, 지석, 토제 어망추,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석기 중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유구석부와 삼각형석촉, 검파두식 등이다.

○ 반월형석도 : 주거지에서 나

온 반월형석도의 각 형식별 분포

는 어형과 주형이 부분을 차지

한다. 교동은 구형 2점과 어형 2

점, 사천리에서는 장방형 1점, 어

형 5점, 주형 7점, 리에서는 

주형 1점, 임호정리에서는 7점, 입

암동에서는 장방형 1점, 어형 5점, 

주형 1점, 조양동에서는 주거지 내

부에서 10점, 지표에서 9점 등 모

두 19점이 출토되었다. 방내리에서 출토된 형태를 알 수 있는 11점 중 1호에서 출토된 

3점은 모두 주형이고, 포월리 출토품 6점과 지리 출토품 1점도 모두 주형이다.

○ 석검 : 사천리에서 2접, 리에서 1점, 임호정리에서 1점, 방내리에서 2점, 포

월리에서 5점, 조양동에서 2점, 입암동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완형은 임호정리에서 

1점, 방내리 1호에서 1점(이단병식), 리 5호에서 1점, 포월리 9호에서 1점(변형이

단병식)이 보일 뿐, 나머지는 파품(破品)이다. 파품 중에서 포월리 1호 출토 2점과 조

양동 3호 출토 1점은 검신편으로 석검의 형태는 불확실하나 그 밖에는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병부편이다.

○ 석촉 : 사천리에서 무경식석촉 10점, 이단경식석촉 7점, 리에서는 무경식 석

촉 3점, 일단경식석촉 1점, 임호정리에서는 무경식석촉 5점, 일단경석촉 5점, 교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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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사천리유적 출토 석촉(화살촉)(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는 삼각형만입석촉 3점, 이단경식석

촉 1점, 조양동에서 삼각만입석촉 1

점, 방내리에서 삼각형만입석촉 7점, 

포월리에서 삼각석촉 1점 삼각만입석

촉, 일단경식석촉 1점, 이단경식석촉 

4점, 지리에서는 유엽형 화살촉 3점이 

출토되었다.

○ 석부 : 석부는 1차 벌채용인 양

인석부와 2차 가공이나 세부가공용

인 편인석부로 구분된다. 사천리유적

에서는 양인류 15점, 편인류 4점(돌 패 2점, 석착 2점), 임호정리에서는 양인석부 2

점, 석착 2점, 리에서는 양인석부 6점, 편인석부 5점, 교동유적에서는 합인석부 1

점, 돌 패 3점. 조양동유적에서는 양인석부 8점, 돌 패 5점, 방내리에서는 합인석부 

12점, 돌 패 4점, 포월리유적에서는 합인석부 11점, 돌 패 3점, 입암동유적에서는 유

단석부 1점, 주상편인석부 1점, 합인석부 4점이 출토되었다.

○ 돌주걱칼 : 조양동 7호, 방내리 2호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몸통의 단면

은 납작한 장방형이고 날은 양날이다. 손잡이 각도는 L자형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좁

아지는데 하키스틱과 같다. 이러한 유형은 강릉시 포남동 주거지, 정선 귤암리, 경주 

황성동유적, 포항 성곡리, 포항 인덕동, 원동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이러한 형식

의 돌주걱칼은 동북형석기로 불린다.

○ 바퀴날도끼(환상석부, 環狀石斧) : 리 5호 1점, 방내리 7호 주거지 1점 등 2

점이 확인되었다. 평면 원형의 형태에 원판석의 둘레에 날이 세워져 있으며, 중앙에 

한쪽 방향에 나선형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는 형태이다.

○ 방추차(가락바퀴) : 토제품과 석제품이 있다. 토제품 중에는 단면이 평편한 것

(원판형), 주판알모양(산주형), 단면 한쪽면이 볼록한것(만두형)이 출토되고 있는데 교

동과 조양동유적에서는 만두형과 산주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교동유적 출토품 

중 방사선문이 시문된 형태의 방추차는 두만강유역의 동북지방 문화요소와 같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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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사천리 출토 방추차(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이다. 사천리에서는 원판형의 석제 방추차가 5점 출토되었다.

○ 어망추 : 토제품과 석

제품이 있으며, 석제품은 신

석기시 의 어망추와 같이 

납작하고 자름한 돌의 양면

을 타격하여 홈을 만들어 실

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고, 토제품은 구형･산주

형･원통형이 있다. 특이한 

점은 교동유적에서는 토제 

어망추가 한 지점에서 16점

이 출토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작은 그물이 썩어 어망추만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이는 토제 어망추와 석제 어망추가 공동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방내리유적에서는 어망추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 공구형석기 : 사천리 5호 주거지에서 1점, 6호 주거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석기 중앙의 구멍은 하면이 넓고 상면으로 갈수록 좁아진다. 또한 구멍을 뚫을 때 생

긴 회전흔적이 남아 있다. 공구형석기는 무산 범의구석유적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포항지역의 성곡리, 인덕동, 원동 2지구유적 등 동해안지역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석기이다. 용도는 굴지구의 추로 쓰 을 가능성, 활비비의 가중구로 쓰 을 가능성, 

의례용 도구 등으로 추정된다.

○ 유구석부 : 유구석부는 송현리유적에서 2점(B-6, C-2), 초도리유적 1점(1호), 

방동리유적에서 8점(B-3호(1), C-1호(2), C-8호(2), C-16호(1), C-20호(1), 환호 

1(1))이 출토되었다. 유구석부 구하부의 단면은 5점이 사선(송현리 C-2, 초도리 1호, 

방동리 C-8호(2), 16호), 6점이 직선(송현리 B-6호, 방동리 B-3, C-1(2), C-20호, 

환호 1))의 형태이다. 횡단면은 사다리꼴의 초도리 1호 출토품을 제외하면 부분 터

널형이다.

○ 검파두식 : 검파두식은 침형(枕形, A계), 돌기부타원형(突起附橢圓形, B계), 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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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십자형(方柱附十字形, C계)으로 크게 구분되며 동지역에서 출토된 검파두식을 위

의 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B계는 고성 사천리에서 2점(A-7호, 지표수습 1점), 강릉 방

동리 C지구 지표채집 1점, C계는 강릉 입암동 3호, 강릉 송림리 1호 출토품으로 구분

된다.

2)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무덤유적은 고인돌과 석관묘, 토광묘로 구분된다. 동지역

은 석호 주변구릉, 하천이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 주변의 구릉에 청동기시  취락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렇게 취락이 형성된 구릉의 정상부 또는 산기슭에 역시 청동기시

 분묘인 고인돌과 석관묘도 위치하고 있다. 동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토광묘 1기

는 송전리 사구지 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입지는 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동해안지역에서는 모두 103기의 고인돌이 보고되었으나 현재 92기가 남아 있다. 이

들 고인돌은 부분 화진포, 경포호 등 커다란 석호에 인접한 구릉에 집 분포되어 

있다. 고성군 화진포 주변에 54기, 속초 조양동에서 확인된 2기, 양양 남 천 주변 8

기, 강릉 경포호 인근에 46기, 동해시에서 확인된 4기 등 112기에 이르는데, 동해시

에 분포하는 일부 고인돌을 제외하고는 부분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구릉지 에 입지

한다(고동순, 1995). 동해안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인돌은 속초 조양동 1･2호, 양양 

포월리 1･2호, 고성 리유적에서 1기가 조사되었는데 하부구조는 모두 석곽형이다. 

동지역의 고인돌은 많은 수가 조사되지 않았지만 서지역과 달리 묘역시설이 확인

되지 않고 독립적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개의 유적(조양동, 포월

리, 리)에서 6기의 고인돌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 

조양동 1･2호 고인돌은 주거지가 위치한 구릉에서 동쪽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진 

구릉에서 조사되었다. 석곽형으로 선형동부와 무경식석촉, 일단경식석촉이 출토되었

다. 고인돌, 선형동부, 일단경촉의 형태로 보아 송국리형 단계의 묘제로 판단된다. 포

월리 고인돌은 석곽형으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고, 주거지가 입지한 구릉에서 주거지

와 약 10~20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으며, 리 고인돌도 개석식으로 석곽형의 

지하식구조이며, 주거지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고인돌이다.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주거지와의 시기문제는 알 수 없으나 주거지와 같은 구릉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시

기적인 격차는 크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석관묘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강릉 방내리유적에서 1기, 고성 송현리 B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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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 1기, 고성 사천리유적에서 3기, 고성 초도리유적에서 2기, 양양 원포리에서 1

기, 강릉 방동리 C유적에서 2기 등 모두 10기가 조사되었다. 

방내리 석관묘에서는 전기로 편년되는 부소호가 출토되었는데 이 방내리 석관묘

를 제외하면 모두 점토 토기 단계에 해당하는 석관묘이다. 방동리 C유적 석관묘에서

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송현리 B유적에서의 석관묘에서는 석관 해체조사 시 동

벽 뒷채움석 아래에서 2점의 무경식석촉이 출토되었다. 이 두 점의 석촉은 주거지에

서 출토된 석촉들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주거지와 동일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여겨

진다.

강릉 방내리유적 석곽묘와 출토 유물 모습(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토광묘는 양양 송전리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송전리 토광묘는 신석기시  1호 주

거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2.25m 지점에서 부정형의 수혈 윤곽선을 파괴하고 조성되었

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내부에는 점질 함량이 높은 황갈색 모래가 채워져 있으며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 완형의 무경식석촉 9점이 출토되었다.

양양 송전리 토광묘와 출토 유물(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유적은 하천과 바다가 합수(合

水)되는 지역과 호안(湖岸)의 구릉지 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선을 따라서 확산, 정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전기의 경우 장방형과 방형이 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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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말각(장)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되며, 후기의 경우에는 말각방형, 방형, 장방형, 

말각장방형의 순으로 빈도수를 보인다. 

장방형 주거지는 시기가 지날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노지는 주거지 

내부의 생활공간을 분할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동지역에서는 노지

가 일부만 확인되어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위치는 주거지의 장축 중앙선상

에서 약간 장벽 쪽으로 치우쳐 단벽인 북벽 쪽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다. 

내부의 생활공간은 주거지 모서리에 위치하는 저장공을 중심으로 토기와 작업 , 

숫돌 등이 출토되고 있어 저장과 소비의 공간이 형성됨을 알 수 있고, 생산도구인 반

월형석도, 어망추, 석촉, 방추차 등은 주거지 중앙 부분에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저장과 소비의 공간과 생산의 공간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교동유적의 탄화미는 평균 길이 4.5mm, 폭 2.5mm, 장폭비 1.6mm의 단립형

(短粒形)으로 남경유적과 비슷하다. 방사성 탄소연 측정 결과 남한지방 청동기시  

유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고고학 자료로 알려진 청동

기시  도작농경의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여겨진다.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에 유적은 주거지에 한정되어 있고, 분묘가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농경 관련 유구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인 취락구조를 검토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남한지역 전기취락은 병렬구조(점상취락)의 양상을 보이는데 동해안지역도 같은 양

상을 보인다. 교동에서는 장방형 주거지1기, 방형주거지 1기가 구릉 능선에 일렬로 배

치하고. 조양동유적에서는 주거지 2~3동이 구릉을 따라 일렬, 병열, ㄱ 자형으로 배

치되며, 3개의 주거군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해안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을 각각 유물의 조합상과 공반관계의 검토를 

통해 단계를 설정하 다.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요소와 두만강유역의 공열토기 요

소가 보이는 교동 단계(Ⅰ기)는 조기~전기 전반, 교동단계보다 이중구연이 퇴화･소멸

하는 양상이 보이며, 이중구연토기 요소에 공열토기 요소가 결합하기 시작하는 사천

리단계(Ⅱ기)는 전기 전반, 장식성이 강한 이중구연＋공열토기 요소를 보이는 조양동

단계(Ⅲ기)는 전기 중반, 순수 공열토기가 성행하는 방내리단계(Ⅳ기)는 전기 후반, 

순수 공열토기와 무문토기호가 공반 출토되는 단계인 포월리단계(Ⅴ기)는 중기 전반, 

공열토기가 소멸하고 무문토기호와 발형토기 등의 무문토기요소만 보이는 단계인 방

동리A지구 단계(Ⅵ기)는 중기후반으로 편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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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유적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절대연대 자료

유 적
측정값

(B.P.)

교정연대(Method A)
비고

1편차 2편차

강릉 교동 1호 주거지 3390±60 B.C.1743~1618 B.C.1878~1521

문화재

연구소

강릉 교동 2호 주거지 3100±50 B.C.1427~1315 B.C.1492~1219

강릉 교동 3호 주거지 3230±50 B.C.1524~1434 B.C.1676~1408

속초 조양동 5호 주거지 2820±60 B.C.1042~901 B.C.1206~830

강릉 방내리 3호 주거지 2930±50 B.C.1257~1021 B.C.1365~944

강릉 방내리 1호 주거지 2650±170 B.C.973~543 B.C.1258~392 日本 

名古屋大學강릉 방내리 2호 주거지 2710±110 B.C.973~797 B.C.1187~549

고성 대대리 1호 주거지 2820±50 B.C.1050~990 B.C.1130~840

서울대 

기초과학 

공동기기원

고성 대대리 2호 주거지 2900±50 B.C.1200~1000 B.C.1260~930

고성 대대리 3호 주거지 2840±60 B.C.1120~910 B.C.1210~840

고성 대대리 4호 주거지 2870±50 B.C.1130~940 B.C.1220~910

양양 임호정리 1호 주거지 2980±60 B.C.1320~1120 B.C.1390~1020

양양 임호정리 4호 주거지 2920±50 B.C.1220~1040 B.C.1300~970

양양 임호정리 2호 수혈 2980±50 B.C.1300~1120 B.C.1390~1050

동해안지역 청동기시  후기에 해당하는 점토 토기단계 취락은 하천이나 호수의 

낮은 구릉에 입지하는 구릉성 취락과 호수나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독립적인 구릉에 

입지하는 고지성 취락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의 형태는 말각방형, 방형 등의 방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입암동유적과 초도리유적, 송현리B유적 등에서는 장방형, 말각장방

형의 주거지가 확인된다. 주거지의 배치는 부분 지형상의 이유로 능선상에 동심원

상 및 열상으로 배치되고 있다. 송현리유적과 방동리유적에서는 주거지, 분묘, 소성유

구, 저장유구, 환호 등이 함께 조사되어 점토 토기 취락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주

거지의 중복양상 및 장방형 주거지의 존재, 점토 토기와 함께 공열토기와 무문토기

호(직립구연, 외반구연), 적색마연토기와 같이 공반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재지세력과

의 긴장관계, 또는 교류를 통한 접촉과 융화 속에서 정주취락의 형태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해안지역 원형점토 토기단계는 청동기시  후기로 편년하고

자 한다. 동지역에서는 원형점토 토기단계 취락만이 확인되고 있고, 원형점토 토

기 취락의 방사성탄소연 측정결과 중복된 중심연 가 체적으로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후반으로 집중되고 있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철기가 공반되지 않는다. 

동지역 점토 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은 청동기문화, 특히 송국리유형의 무문토기문

화 전통을 보유한 재지집단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정주취락

의 형태로 공존하다가, 경질무문토기문화의 등장 과정에서 서서히 소멸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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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해안지역 점토대토기유적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절대연대 자료

유적명 방사성탄소연대(B.P.) 연대눈금 맞춤결과

방동리 B-1호 주거지 2510±50 B.C.640

방동리 B-2호 주거지 2520±60 B.C.640

방동리 B-1호 수혈 2560±60 B.C.670

방동리 B-4호 수혈 2470±60 B.C.590

방동리 B-5호 수혈 2350±60 B.C.580

방동리 C-1호 주거지 2450±60 B.C.590

방동리 C-2호 주거지 2320±60 B.C.380

방동리 C-6호 주거지 2310±60 B.C.350

방동리 C-7호 주거지 2600±60 B.C.720

방동리 C-8호 주거지 2440±60 B.C.590

방동리 C-11호 주거지 2460±60 B.C.590

삼포리 1호 주거지 2440±50 B.C.540

철통리 1호 주거지 2400±50 B.C.500

철통리 3호 주거지 2600±50 B.C.790

철통리 4호 주거지 2520±50 B.C.650

지리 1호 주거지 2430±50 B.C.590

동해안지역 전기-중기유적 현황

 구분

유적

입지 주거
지수

내부시설
 유물

특징 편년
호
수

하
천

능
선

사
면 토기 석기

교동 ○ 5 1

위석식 노지(1호)
무시설식 노지

(6호)
저장공(5호)
탄화미(1호)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공열토기, 대부소호, 
심발형토기, 호형토기

삼각만입촉
장방형석도

방추차

서북지방의 
이중구연토기요소,

두만강유역의
공열토기 요소

조기-전
기

전반

사천리 ○ 6 5

무시설식 노지
외부돌출구
(7, 10호)
저장공
탄화미
(5･8호)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이중구연거치문구순각목이중
구연공열, 단사선, 공열, 

호형토기
대부소호, 심발형토기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장방형석도
공구형석기

방추차

교동 단계 보다 
이중구연이
퇴화되거나 

소멸하는 양상

이중구연토기 
요소에 공열토기 

요소 결합

전기
전반

임호정리 ○ 4 1
무시설식 노지

벽구
저장공

이중구연단사선토기
심발형토기

삼각만입촉
일단경촉

유혈구이단
병식석검

조양동 ○ 7
무시설식 노지

벽구
저장공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공열
이중구연구순각목공열
이중구연단사선공열, 

대부소호, 홍도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일단경촉

유혈구이단
병식석검

장식성이 강한 
이중구연＋공열토

기 요소

전기
중반

방내리 ○ 9 3 위석식 노지
저장공

공열
홍도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이단병식석검

순수 공열토기 
성행 전기후반

대대리 ○ 11
위석식 노지

벽구

공열
구순각목공열

홍도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방내리
(강･문)

○ 15
위석식 노지
외부돌출구
(1･15호)

공열
대부소호

홍도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이단병식석검

입암동 ○ 2
위석식 노지

벽구 공열토기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이단병식석검

포월리 ○ 11 2
무시설식 노지

벽구
공열토기

무문토기 호

삼각만입촉
이단･일단경촉

이단･일단병식석
검

순수 공열토기에
무문토기 호 공반

중기 
전반

방동리 A ○ 2 4 무시설식 노지
벽구

무문토기 호
발형토기

무경식석촉
반월형석도

공열토기 소멸
외반구연호와
발형토기 등의 
무문토기요소 

중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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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지역 후기 유적 현황

유  적 위  치 입  지 경  관 유  구 주거지수

송현리 B 고성 사천천 구릉성 산지 또는 좁은 곡간평야
주거지

수혈유구 
분묘

12
4
1

송현리 C 고성 사천천 구릉성 산지 또는 좁은 곡간평야
주거지

수혈유구
26
11

사천리 A 고성 사천천 구릉성 산지 또는 좁은 곡간평야
주거지 

수혈유구
13
14

철통리 화진포호 구릉성 개활지 주변의 산록이나 구릉 주거지 5

초도리 화진포호 구릉성 산지 또는 좁은 곡간평야
주거지

수혈유구
10-12

화포리 Ⅰ 화진포호 구릉성 개활지 주변의 산록이나 구릉 주거지 1

화포리 Ⅱ 화진포호 구릉성 개활지 주변의 산록이나 구릉 주거지 1

삼포리 인정천 구릉성 산지 또는 좁은 곡간평야 주거지 5

방동리 B 강릉 사천천 고지성 산지 또는 좁은 곡간평야
주거지 

수혈유구
6

방동리 C 강릉 사천천 고지성 산지 또는 좁은 곡간평야

주거지 
이중환호
소성유구 

분묘

27
3
1

입암동 강릉 남대천 구릉성 산지 또는 좁은 곡간평야 주거지 2

 

(강 원주 학   학 연 사)

1) 해안과 하천 가 에  에 개개  산포지가 다.  체 는 지 사  산포지  

 한 계산 므 , 실  시 사 당시에 만 나 고 는 없는 경우가  생하는 경우가 어, 는 차 가 

날  다.

2) 청동 시  주거지  경우 장 ･장 ･ ･원  태  하나, 동지역  경우 장 나  주거  장

벽  말각처리  주거지가 고 어 하여 말각장 ･말각  하 다.

3) 강  동리 1  주거지  남 단벽 앙   약간 돌 어 어  여겨진다. 도리 4  주거지 쪽 장

벽 모 리에  폭 약 1m 도  주거지  약 50cm 가량 돌 어 는 상태 다. 가 계단상  태   

갈  가 아   용 하게 한 것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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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 시  화

1. 철 시  

강원지역 철기시 의 시작은 청동기시  후기, 즉 단면 원형점토 토기와 함께 점

차 청동기가 소멸되면서 새로이 철기문화가 전래되는 시기, 즉 고고학적으로는 세형

동검과 동촉 단면원형점토 토기가 공반하는 소위 조기(早期)철기시 와, 단순기의 적

갈색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 만이 출토되는 중기, 그리고 경질무문토기와 고화도

(高火度)로 소성(燒成)되는 회청색 타날문(打捺文)토기를 공반하는 후기철기시 이다.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철기의 사용으로 점토 토기 단계에 이미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상당한 수준의 정치집단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 간 공격과 방어적인 

수단으로 환호시설과 목책, 함정 등이 있고, 농경의 지표로 두들논과 밭 저장시설 등

이 확인되고 있어 당시의 사회가 상당 수준의 국가단계[城邑國家 : chiefdom]에 진입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점토 토기 단계(철기시  조기)는 체적으

로 고조선기에 해당되며, 중기 철기시 는 위만조선(衛滿朝鮮)과 한사군(漢四郡) 설치

시기이다. 후기 철기시 는 고구려･신라･백제 삼국이 세워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

서 김원룡은 기원전 3세기부터 삼국이 시작되는 시기를 초기철기시 , 기원 전후한 

시기, 즉 삼국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삼국이 정립하는 기원 후 300년까지를 체적으

로 원삼국시 로 부르고 있다(김원룡, 1986). 한편 노혁진은 철기시 와 원삼국시 를 

독립적인 시기가 아니며, 철기도입 이후부터 국가 출현기까지 역동적인 과정을 시기

적으로 양분한 것으로 두 시기가 지닌 문화내용과 사회 변화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국가형성기’로 부르자는 주장도 있다(노혁진, 1994). 철기시 의 용어 설정에 해 최

몽룡은 지역적 편파성, 지역 간의 시간적 괴리, 문헌기록의 성급한 접근에서 야기되는 

이견들을 최소화하고 선사문화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포괄

적인 개념과 동시에 고고학의 시 구분에서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철기시

’로 부르고자(최몽룡, 1996) 함과 동시에 기원전 300년∼1년까지를 철기시  전기, 

기원후 1년∼300년까지를 철기시  후기로 보았다(최몽룡, 1997, 지현병, 2000). 최

근에는 질량가속연 측정(AMS)에 의해 강릉 송림리유적이 기원전 700∼기원전 400

년경, 양양 지리 기원전 480∼기원전 420년(2430±50BP, 2370±50BP), 횡성군 중금

리 기원전 800년∼기원전 600년, 홍천군 철정리 A-58호 주거지에서 단조철편과 함

께 적갈색 경질무문토기 등이 기원전 640∼620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기시  전기



제6장 | 철기시대

530 강원도사 

를 기존 기원전 300년에서 철기시 의 상한 연 를 기원전 5세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

성이 있다고 보았다(최몽룡, 2008). 

따라서 이제는 철기시 라는 용어 사용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기와 

후기 철기시 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의 점토 토기단

계를 과연 청동기시  후기로 계속 볼 것인가 아니면 철기시  초기 내지는 조기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한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청동기시  연구자들은 청동기시

 후기로 보고자 하는 의견이 세이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철기시  단계로 편입해

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에 발굴조사된 홍천 철정리유적 A-58호 주거지(B.C.620~640) 바

닥에서 단조철편과 함께 적갈색 경질무문토기들이 출토되었고, 고성 송현리 고인돌에

서 철편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이제는 점토 토기 단계를 철기시 에 포함시켜야 하

지 않을까 한다. 다만 점토 토기단계를 철기시  조기･초기･전기 가운데 어떤 용어

를 설정해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따라서 그동안 초기철기시 란 용어는 전 시기를 의

미하는 포괄적 내용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단계설정에 있어서 아직은 점토 토기단

계 내지는 철기시  조기로 혼용하여 사용한다 해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여지는 없

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고에서는 철기시  조기(점토 토기단계)로 혼용하여 부르고자 

한다. 

한편 후기 철기시 는 강원도의 경우 삼국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예국(濊國)･동예

(東濊)･예맥(濊貊)의 고지로써 삼국의 어느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

원 동지역은 A.D 4세기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신라의 향 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 사에서 말하는 삼국시  내지는 원삼국시 라는 용어사용은 그다지 합당하지 않

다고 본다. 다만 현재 한국고고학에서 초기철기시 , 원삼국시 , 삼한시 라는 용어

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아직 이 시기에 해 명확하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적인 관점에서 한국 선사문화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지역

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포괄적인 개념과 동시에 고고학의 시 구분에서 일관적인 기준

이 적용될 수 있는 ‘철기시 ’란 용어는 매우 보편타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조사연구된 구석기시 , 신석기시 , 청동기시 , 철기시 의 문

화 사회상을 살펴보면 한국고고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강원도는 한국선사문화연구의 보고(寶庫)라고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니며, 그중에

서도 철기시  문화연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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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 시  연환경

고 로부터 문명의 발달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 다. 물의 이용과 관리는 인류 집

단의 정착생활을 위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다. 

물은 그 자체가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고 이 물의 흐름에 따른 수로는 주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 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강원도의 수계를 이해하는 것은 

강원 선사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100m가 넘는 산지가 95%나 되는 산지지형의 산악지 에서 급경사를 이루며 

흘러내리는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동해안의 소하천들이 그 유역에 크고 작은 침식, 

또는 퇴적지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퇴적지형에는 선사시  이래로 지금까

지 크고 작은 마을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형성․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강원지역의 선

사시 는 강과 하천을 이용한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여 왔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강

에 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강원지역의 수계는 태백산맥을 분수계로 한강유역과 동해사면일 로 구분되고, 한

강유역은 북한강유역과 남한강유역으로 구분된다. 북한강은 크게 금강산 만폭동에서 

발원한 본류와 소양강, 그리고 홍천강 등 크게 3개강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강은 금강산 만폭동에서 발원하여 수많은 지류와 합류하여 흐르다가 수입천, 

양구 서천과 합류하여 파로호에서 합류한다. 파로호에서 화천댐을 빠져 나온 북한강

은 춘천호를 이루었다가 다시 흘러 북한강 최 의 지류인 소양강을 춘천에서 합류하

여 의암을 이루고 다시 의암호를 빠져 나와 가평을 지나면서 북한강 3  지류인 홍천

강과 합류하여 흐른다. 홍천강은 미약골산에서 발원해 내촌천 흐르다가 두촌면 남쪽

에서 장남천을 합류하고 남서쪽으로 흘러 야시 천, 풍천천, 덕치천을 차례로 합류하

여 홍천읍을 지나 서쪽으로 유로를 바꾸면서 오안천, 성동천, 어룡천, 중방천을 차례

로 합류한 뒤 경기도 가평 고성리, 송산리와 강원도 춘천 남면 관천리 경계에서 북한

강으로 흘러들어 청평호를 이루고 청평을 빠져 나온 북한강은 경기도 양수리에서 남

한강과 합류한 후 서울을 지나 서해로 유입된다. 

북한강유역에 위치한 철기시 의 유적들은 부분 강안 충적지 에 위치한다. 북한

강유역에서 가장 먼저 발굴조사가 이뤄진 곳은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춘천 중도

의 포락면에서 조사가 시작되면서 철기시 의 주거지 2기와 적석총 등이 발굴조사되

었다. 이후 신매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 와 철기시 의 주거지와 고인돌들이 상당수 

조사되었고, 최근에는 춘천역사부지에서 철기시  주거지(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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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암리에서 점토 토기단계의 규모 취락지들이 조사되었다. 소양강에서는 춘천 

우두동의 광활한 충적 지에서 역시 규모의 집단취락지가 확인되었고, 천전리(강원

문화재연구소, 2008)와 율문리(강원문화재연구소, 2008)의 충적지에서도 철기시 의 

규모 집단취락지가 확인되었다. 홍천강유역은 하화계리유적을 시작으로 철정리유적, 

성산리유적 등이 조사 되었던 바, 철정리 A-58호 주거지에서는 지금까지 한반도 남

부지방에서 밝혀진 것 중 가장 오래된 단조철기편과 함께 점토 토기들이 출토된 유

적으로 한반도 동북부와 연결고리를 밝혀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체적으로 이들 충적지에서는 철기시 의 특징인 여(呂)자형과 철(凸)자형 주

거지들이 취락을 형성하면서 삶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한강은 오 산에서 발원한 오 천이 정선의 아우라지에서 골지천이 합쳐 조양강이 

되어 다시 월로 흘러들면서 동강이 된다. 그리고 월읍 하송리에서 주천강과 평창

강이 합류하여 서강이 되고, 월에서 서강과 동강이 합류하면서 남한강을 이룬다. 

남한강은 충청북도 단양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제천의 달천이 합쳐져서 충주호를 

지나서 원주에서 섬강과 합류하고, 이는 다시 북서방향으로 흘러 양수리에서 북한강

과 만나 한강이 되어 서울을 거쳐 서해에 도달하게 된다. 

남한강유역에서는 일찍부터 선사시  유적들이 발견･보고 되었지만 철기시 유적으

로는 1980년  초에 충주댐수몰지구 중원 하천리에서 여자형 주거지가 확인되기 시작

하면서 단양 수양개유적에서도 철기시 유적이 확인되었다. 강원지역에서는 남한강의 

지류인 주천강변의 충적지인 둔내중･고등학교내에서 3기의 철기시  주거지가 조사되

면서 이후 2차례에 걸쳐 모두 6기의 여자형과 철자형 주거지들이 조사되었다. 이후 

횡성 중금리와 화전리, 학담리 등에서 발굴조사가 이뤄졌고, 원주천변의 충적지에서 

태장동, 가현동유적이 확인되었다. 또한 월지역에서는 팔괴리에서 육각형주거지와 

문산리, 삼옥리, 주천리에서 역시 철기시 의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정선 아우라지에서는 철자형 주거지와 적석총이 확인되었고, 예미리에서는 여자형과 

철자형주거지가 함께 확인되었다. 남한강유적에서 발견되는 철기시  유물 중 적갈색 

경질무문토기는 북한강이나 동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들과는 다르게 투박하면서

도 질감이 다른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어 남한강 특유의 지역색이 강한 토기문화가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남한강과 북한강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선사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에 의지하여 살아왔고 이러한 한강수계는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선사유적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강변 충적평야지 에는 예외 없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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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송현리유적 점토대토기단계 11호 주거지

사시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동해안지역은 태백산맥이 동해 바다 가까이에서 동해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흘러

내리기 때문에 큰 강과 충적평야는 없으나 군소 하천들이 발달되어 있고 이들 군소하

천이 바닷가와 만나는 부분에는 사구지 와 저습지가 발달하여 있다. 고성의 남강(南

江), 속초의 소야천(所野川), 양양의 남 천(南大川), 연곡의 연곡천(連谷川), 강릉의 

남 천(南大川), 옥계의 구수천(球樹川), 북평의 전천(箭川), 삼척의 오십천(五十川), 

근덕의 마읍천(麻邑川), 원덕의 가곡천(柯谷川) 등이 구만입(舊灣入)에 해당되는 하구 

부근에 약간의 충적평야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파도의 활동이 

활발하여 태백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하천들이 운반하는 토사는 하구로 유출된 다

음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사빈과 사구를 형성한다. 따라서 동해안의 사빈은 하천의 

하구를 중심으로 한 해안 충적평야의 앞쪽에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동해안 유적은 체적으로 비슷한 입지조건에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동해안지역

에서는 기존의 청동기시  전･중기에 해당되는 취락과는 달리 점토 토기단계에 이르

러서는 해안가에서 가장 멀리 안쪽에서 취락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구릉의 정상부에

서부터 말단부까지 주거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철기시  

취락의 경우 해안가 사구지 의 남사면에 위치하여 신석기 및 철기시 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점토 토기유적으로 고성 송현리(지

현병 외, 2007)와 초도리(이창현 외, 

2007), 양양 지리(지현병 외, 2001), 

강릉 송림리와 방동리 등이 확인되었

고 방동리유적은 취락 주변에 환호시

설과 토기를 굽던 실요(室窯) 등이 확

인되었다(지현병 외, 2007). 동해안지

역의 철기시 유적 조사는 1983년 양

양 가평리유적(백홍기, 1983)을 시작

으로 2기의 철자형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본격적인 조사는 1989년 안인유적을 시작

으로 철자형, 여자형 주거지 37기와 취락에 한 조사가 맨 먼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현병, 2000). 양양 지경리와 가평리에서 주거지들이 확인 되었는데 

지경리 1호 주거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주거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주거지로 확인되었

다(백홍기 외, 2002). 이후 강릉의 초당동, 강문동, 송정동, 병산동 일 에 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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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취락지가 확인되므로 해서 예국의 실체가 강릉 일원으로 추정되며, 강릉 북쪽으로

는 교항리, 동덕리, 가둔지유적, 남쪽으로는 안인리와 금진리 등이 반경 10㎞ 이내에 

취락이 형성되고 있어 선사인들의 생활반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실직국(悉直國)의 고지로 추정하고 있는 동해 송정동유적은 전체면적이 약 83,000여 

평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유적 중 단일유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

다. 이와 같이 동해안 철기시 유적은 점토 토기단계의 유적을 제외하고 철기시  

전체 유적이 하천과 만나는 해안가의 사구지 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는 약 5% 만이 100m 이하의 평지이다. 이 5%는 한강수계가 만들어 놓은 퇴

적, 충적들로서 이곳을 제외하면 높고 험한 산뿐이다. 따라서 한강은 수원이 풍부하고 

유역에 퇴적된 지형이 발달하여 기름진 옥토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그 주위에는 높고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선사시 인들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었으므로 구석기시 부터 지

금까지 많은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다(정장호, 1995). 따라서 종합적인 지표조사와 고기

후(古氣候) 및 입지조건에 한 과학적인 분석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철 시  취락  형

철기시 의 취락 형성은 철기시  조기, 즉 점토 토기단계의 취락 형성의 입지적 

위치가 기존의 해안가 사구지 (砂丘地帶)에서 확인되는 철기시 의 취락입지와 확연

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서지역은 동지역과는 다르게 강안충적평야지 에

서 청동기시 , 철기시 유구가 중첩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동해안지역에서는 

강릉 송림리･방동리, 양양 지리, 고성 사천리에서는 해안가에서 가장 멀리 안쪽에서 

취락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기존 청동기시  이른 시기의 취락들은 구릉의 정상부에

만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반해 점토 토기단계에 이르러서는 구릉의 정상부에서부터 

말단부까지 주거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시기가 되면 인구의 증가와 사회분업 등으로 취락의 면적이 확 되는 것으

로 볼 수 있지만 유구의 중첩됨이 없이 규모의 점토 토기문화 유적이라는데 큰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불어 한반도의 중부 이남지방에서 확인되고 있는 소위 ‘송국

리형 주거지’가 남한 최북단 고성 사천리에서 확인된 점은 송국리형 주거지의 분포범

위 확산 및 철기시  조기의 문화전파와 편년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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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송국리형계의 원형 주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춘천 천전리유적에서 소형의 원형유구(저장구덩이)에서 점토 토기 소호(小壺)가 확인

되고 있지만 바닥의 평면형태가 첨저형이기 때문에 송국리형 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

다. 그러나 비교적 늦은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 지리 주거지(지현병 외, 2001)는 

말각방형으로 점토 토기를 공반하는 주거유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후기 철기시  조기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최북단인 고성 

사천리유적에서는 평면 방형의 주거지에 내부는 송국리형의 주거구조가 확인되고 있

어 앞으로 이 주거구조에 한 면 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의 철기시  취락의 경우 해안가 사구지 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점에 

해 아직까지 명백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기원전 2~3세기 사이에 기후

의 변화 즉, 간빙기 등으로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취락의 위치가 이동되면서 추위에 

강한 여자형 주거지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철자형 주거지와 함께 후기에는 육각형 주거지가 축조되는 다양한 건축기술이 

철기의 전래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시기를 말한다. 현재까지 강원지역에서 확

인된 철기시 의 표적 유적으로는 역시 취락유적이다. 강원지역에서 철기시 유적

에 한 맨 처음 조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77년 북한강유역의 춘천 중도의 하안 

포락면에서 청동기시  및 철기시 의 유물을 채집하면서 시작되었고 1979년도에 일

련의 지표조사 결과를 토 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주거지 조사는 이 시점부터라

고 볼 수 있다. 그 후 강원 학교와 한림 학교 박물관에서 중도의 철기시  적석총

과 주거지에 한 발굴조사가 이뤄졌고, 1983년도에는 횡성 둔내중학교에서 교사 신

축 중 발견된 철기시 의 주거지 2기가 조사되었는데, 취락에 한 학술적 차원의 조

사라기보다는 구제 발굴조사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점까지는 철기시  주거

지에 한 평면형태 및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고 볼 수 있으나, 1989년 강릉 안인리유적에 한 발굴조사를 계기로 해서 철기시

의 취락과 주거구조 등 출입구라든지 벽체, 노지, 상부구조 등이 파악됨과 동시에 현

재 한국고고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라는 용어가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육각형 주거지는 횡성 둔내유적을 조사하면서 주거지의 남쪽 즉 출입구 쪽이 

둔각을 이루고 반 편인 북쪽 단벽 또한 출입구 쪽과 같이 둔각을 이루고 있어 전체

적으로 평면 구조가 육각형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육각형 주거지라고 붙여진 이름이

다. 물론 여자형 주거지는 강릉 안인리가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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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형 주거지가 처음으로 확인된 유적은 충주댐 수몰지구의 하천리 F지구 지동유

적(충북 학교 박물관, 1984)에서 경북 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1호 주거지가 아

마도 처음이 아닌가하는데, 이때에는 주거지의 출입구쪽 구조로만 인식하는 단계 고 

공식 명칭이 부여된 것은 안인리유적 발굴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본다. 따라서 철기시 의 취락이라면 전기=장(방)형 주거지, 중기=여자형, 

철자형 주거지, 후기=육각형 주거지라는 평면구조가 공식화처럼 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물론 전기에 철자형 평면구조가 상당 수 확인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강

릉 강문동 장방형 주거지보다 선행하는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지역에서는 안인리유적을 시작으로 동해 송정동의 규모 집단취락지가 발견되

었는데, 송정동유적은 규모 집단취락의 형태를 벗어나 국(國)을 형성하는, 즉 실직

국의 실체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지역에서 이 시기의 묘제로서 이렇다 할 뚜렷한 묘제는 확인

되지 않았지만 강문동 장방형 주거지의 주변에서 어린아이 것으로 보이는 옹관묘 1기

가 확인된 바 있으나 강문동 주거지와의 연계 짓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동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철기시 의 취락들이 조사된 반면 이

들이 축조한 무덤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물론 조사

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조사된 위치라든가 면적 등으로 보아 구릉상

에 해서는 웬만큼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여겨지지만 아직도 저평지 에 해서는 아

직도 미 조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의문은 의창 다호리 토광묘

의 예에서 보듯이 저평지 나 논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어지나 현재

까지 조사된 저평지 나 구릉지 에서는 발견된 예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에 서지역에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묘제들이 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

도 적석총 발굴조사는 1981년 강원 학교 박물관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된 이래 북한

강과 남한강유역에서는 다수의 적석총이 발견 보고되고 있으나 정식 발굴조사는 중도 

적석총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가평 달전리유적에서 토광목곽

묘가 조사되었는바, 앞으로 북한강 상류의 충적 지에서 이와 같은 묘제가 나올 가능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그동안 철기시 의 주거구조에 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었다고 여

겨지나, 묘제에 해서는 극히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보다 

면 한 연구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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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천동리 유적 타원형 주거지

 

4. 철 시  화상

1) 주거지

청동기시 에 이어서 철기시  주거건축 기술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철기라는 도

구의 발달로 주거지의 평면구조가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면서 지상가옥으로 올라오지

만 신라시 의 5∼6세기까지도 수혈주거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조사에서 밝혀지듯이 조선시  후기까지도 수혈주거지는 계속해서 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일반인들은 상당 수 수혈주거를 채택하 던 것을 볼 수 있다. 물

론 지상가옥은 화천 용암리, 강릉 방동리유적에서 보았듯이 청동기시 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이 주거용이 아닌 특수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기시 의 주거지 중 현재까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경리 1호

(약 69평) 주거지를 비롯하여 작게는 1.5평 규모의 소형 방형유구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철기시  주거지의 평면구조에 있어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체적으로 장(방)형, 철자형, 여자형, 육각형, 원형, 

타원형 등으로 분류된다는 점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지역에서 육각형 주거지나 타원형 주거지 등은 확인된 바가 

없다. 동해 망상유적에서 1기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육각형 주거지로 보

기에는 출입구의 위치라든가 각 변의 

길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타원형 주거지는 평창 천동리유적에서 1

기가 확인되고 있어서 앞으로 보다 넓

은 지역에서 확인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다. 

육각형 주거지는 횡성 둔내 주거지(백

홍기･지현병, 1997)를 비롯하여 춘천 삼

천동(노혁진 외, 2002) 등 한강유역에서 많은 수의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소위 중도식 노지로 불리는 부석식 노지가 지경리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A.D. 2세기 후반 내지는 3세기 초반경에는 중도유형의 부석식노지가 채용되는 것으

로 보아 앞으로 동지역에서도 북한강 유형의 육각형 주거지가 나타날 가능성은 전

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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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시 의 주거 건축에 있어서 내부구조는 평면구조와 함께 매우 민감하게 변화 

발전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평면구조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는 노지 및 출

입구 등에 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장( )형 주거지

강원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송국리형계의 원형 주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현

재 춘천 천전리유적에서 소형의 원형

유구(저장구덩이)에서 점토 토기 소

호 1점이 확인되고 있지만 송국리형 

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최북단인 고성 

사천리유적에서는 평면 방형의 주거

지에 내부는 송국리형의 주거구조가 

확인되고 있어 송국리형 주거지의 분

포범위 확산 및 철기시  조기의 문

화전파와 편년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 되며, 앞으로 청동기시

와 점토 토기단계의 주거형식에 해 보다 면 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점토 토기단계 이후 주거형식으로는 출입구가 없는 순수 장방형주거지로 함경도 

무산 범의구석과 회령 오동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산 범의구석 제6기 제 Ⅱ기의 

17호 주거지의 평면구조는 출입구가 없는 순수 장방형주거지로 중앙 2열의 기둥구조

를 갖추고 있고, 회령 오동 주거지 또한 출입구가 없는 장방형 주거지이다. 그동안 청

동기시  후기의 주거지로 철기가 출토된 바 있는 강릉 포남동 주거지의 경우 장방형

으로 장벽에 비해 단벽의 폭이 늘어난 주거지로 장방형 주거지의 평면적 형성 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 공간적인 기초가 된 단변 폭이 늘어난 느낌을 주며 

출입구가 없는 장방형 주거지이다. 동지역의 경우 청동기시  주거지들의 입지를 

살펴보면 체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경우 능선상에 위치하는데 반해, 포남동 주

거지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지점에 축조되었고 포남동 주거지와 강문동 주거지간의 

거리가 직선으로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기차이는 있겠으나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방형주거지의 평면구조는 네 곳의 수혈 벽선이 직선으로 뻗어 있고, 네 모서리의 

처리형태가 말각(抹角)이든 원형(圓形)이든 간에 주거지의 전체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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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룬다. 이와 같은 장(방)형 주거지의 특징은 청동기시 의 장(방)형 주거지의 구조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중앙에 1열의 기둥구조와 맞배지붕구조를 갖고 있고, 노지의 위

치가 거의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 점토둑식의 노지형식으로 중앙기둥

이 이 둑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저장용 토기들도 노지가 위치한 양 가장자

리와 단벽의 모서리에 위치하여 저장공이 안치되고 있어 청동기시 의 저장공 배치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 장(방)형 

주거지로는 강릉 강문동 주거지와 미사리(고) 020, 021호 주거지 등이 앞서 설명한 

구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철 형 주거지 

철자형 주거지는 철기시  주거지

의 평면구조 중 가장 일반적인 주거

지로 남쪽 단벽에 돌출부 출입구를 

갖춘 주거지로서 안인리유적을 제외

한 그 밖의 다른 유적에서는 철자형 

주거지가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철자형 주거지는 한반도 중부

지방 즉, 강원 동지역과 서지역

의 남･북한강 상류역과 한강유역의 

충적평야지 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형태에 돌출부

의 출입구가 마련된 주거지로 돌출부 출입구는 당시의 생활면에 조성하여 안으로 경

사지게 처리하 다. 철자형 주가지의 특징은 장축의 길이에 비해 단축의 폭이 넓어 

진자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철기문화의 전래로 건축기술이 

한층 더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형 주거지와 철자형 주거지의 선후 관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

나 이 점에 해서는 분명하게 층위상으로 밝혀진 유적은 안인리유적 뿐이다. 그러나 

안인리유적도 여자형 주거군에서는 17호인 철자형 주거지가 21호인 여자형 주거지보

다 상층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자형 주거지가 선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철자

형 주거군인 남서쪽 경사면 지점에서는 철자형인 13호 주거지가 여자형인 23호 주거

지 보다 하층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철자형 주거지가 선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인리유적에서 부분적으로 각 주거지간 층위관계가 서로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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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어 나타나지만 주거지와 출토유물의 조합상으로 볼 때 여자형 주거군이 먼저 

형성되고 난 후 철자형 주거군이 어느 한 시기에 서로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철자형 주거지의 경우 전기 철자형 주거지와 후기 철자형 

주거지로 구분되는데, 전기 철자형 주거유적으로는 주문진 교항리와 철원 와수리 철

자형 주거지가 그동안 밝혀진 철기시 의 철자형 주거지 중 가장 앞선 시기의 주거지

로 평가 받고 있고, 이들 철자형 주거지들의 전 후기 분기 시전은 아마도 안인리 주

거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여 형 주거지

여자형 주거지는 남북을 장축으로 한 두 개의 크고 작은 장(방)형이 주거지를 좁고 

경사진 통로를 연결하여 평면구

조가 여자형으로 마련된 철기시

의 표적 수혈주거이다. 여자

형 주거지의 주 생활공간인 북쪽 

큰방은 장(방)형에 수혈의 깊이

는 약 40~60cm로 수혈주거인데 

반해, 남쪽 작은 방은 방형에 수

혈의 깊이가 낮은 거의 지상에 

가까운 방으로 이 두 공간을 좁

고 경사진 통로를 만들어 연결시

킨 복합평면으로 구성된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자형 주거지가 맨 처음 확인된 곳은 충주댐 수몰지구인 중원 하천리 F지구에서 

경북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는데, 당시에는 단순한 출입구시설로만 여겨졌으

나 안인리유적이 발굴조사됨으로써 단순한 출입구시설이 아닌 하나의 작은 공간으로 

두 공간을 서로 연결시킨 주거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여자형 주거지에 해서 학자마

다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여자형 주거지를 동해안･내륙유형, 철자형 주거지를 

한강유역형으로 보면서 중도식토기기의 주거형식으로 인식하고 있고(이홍종, 1994), 

여자형 주거지의 바닥은 5~15㎝ 두께로 단단하게 다졌으며 불에 구운 흔적은 발견하

지 못했지만 불탄 주거지의 경우 매우 단단하게 소결된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동해

안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여자형 주거지의 경우 기둥구멍은 확인되지 않고 바닥위에 

기둥을 올려놓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안인리 2호 주거지의 경우 기둥 밑에 넓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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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놓아 초석으로 사용한 곳도 있다. 물론 정선 아우라지 각목돌 문토기 단계의 

청동기시  전기 주거지에서 초석들이 발견된 예가 있지만 이 시기에 초석 사용은 그

리 흔치않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체적으로 여자형 주거지의 면적은 여타의 철자형 

주거지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인리 28호 주거지의 경우 여자

형 주거군에서도 가장 북쪽 높은 곳에 위치하여 남쪽을 조망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지

형조건을 갖추고 있고 내부구조에 있어서 2개의 점토띠식 노지가 마련되었고 양 장벽 

벽체에 붙어 나란하게 의자시설 등이 마련된 점으로 보아 안인리 취락의 지배자 내지

는 촌장의 주거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강유역의 미사리유적 여자형 주거지 또한 유

물 조합상과 주거구조 등으로 보아 지배계급 내지는 특수한 신분이 거주하던 주거유

형으로 보고 있다(최종택, 1994). 여자형 주거지의 장방형과 방형의 두 평면의 복합적

인 결합 구조는 출입구시설의 보완적인 이중 시설로서 다용도적인 기능도 병행했던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기후와 주변 환경 즉, 해안가 사구지 의 경우 찬바람과 

모래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구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증거로 

강릉 강문동 저습지의 경우 현재의 해수면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는 것만 보아도 당시

의 기온이 현재보다 훨씬 더 추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문진 교항리 19호 주거지

와 안인리 12호 주거지 출입구는 여자형 주거지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지만 여자형 

주거지의 남쪽 작은방처럼 평면방형의 구조가 아닌 출입구가 확 됐다가 좁아지는 나

팔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어서 여자형 주거지의 출입구부 조형이 아닌가 생각된다(지

현병, 2000). 여자형 주거지의 출입구는 안인리 21호 주거지의 경우 남쪽작은방 중앙

에 철자형 주거지처럼 입구부가 마련되는데 이곳에 문지방과 문설주 시설 등이 횡성 

둔내 나-1호, 홍천 철정리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춘천 우두동 여자형 주거지의 경우 형으로 둔내 5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바 있

는 벌림집 기둥구조로 기둥구멍이 깊고(50~70㎝) 기둥이 벽체에 비스듬히 3~5° 붙여

서 세운 기둥구조 등이 확인되고 있어서 주거지의 처마 끝과 지면을 연결한 장단벽의 

저장공간 활용은 물론 냉난방시설 효과에 상당한 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자형 주거지의 경우 매우 복잡한 주거구조 등으로 발굴조사에 많은 어려움과 아

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부분과 각 주거지간 평면 구성은 시기별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발굴조사자와 고건축전문가가 상호 유기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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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형 주거지

육각형 주거지는 철기시  주거지의 평면구조 중 가장 늦게 나타나는 형식으로 

동지역에서는 동해 망상동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

며, 주로 서지역의 남․북한강 상류와 한강유역에서 철자형 주거지와 함께 집중적으

로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강원지역에서 확인된 육각형 주거유적은 약 16곳으로 횡

성 둔내, 춘천 삼천동･우두동･율문리･군자리･장학리, 원주 가현동, 월 문산리, 홍천 

하화계리･역내리, 월 팔괴리･외룡리･주천리, 정선 예미리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

고 있다. 육각형 주거지의 평면 구조는 남․북쪽 단벽을 직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곡선 

또는 둔각으로 처리하여 전체 모양이 육각형으로 남쪽의 단벽에 돌출된 출입구가 마

련된 주거지이다. 육각형 주거지는 정육각형, 장육각형, 타원육각형으로 구분되는데 

강원지역에서는 정육각형보다는 장육각형 주거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취락간 내

의 위계에 있어서 장육각형 주거지가 상 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물론 한강의 미사리유적의 경우 타원형 내지는 부정형의 주거지들이 확인되

는데 기둥구멍의 위치라든가 배열 상태로 보아 육각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혈주거지 축조 시 파낸 굴광선과 어깨선의 차이에서 생

긴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일부 부정형의 타원형주거지가 최근 평창 천동리유적에서 확

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부정형 주거지는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육각형 주거지는 철기시  후기, 삼국시  초기에 나타나는 주거유형으로 연구자 

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남･북한강유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한강

유역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지현병, 2000) 한성기의 백제 역내지는 백제 역을 

입증하는 유적으로 보기도 한다(한지선, 2009; 심재연, 2009). 현재까지 밝혀진 육각

형 주거지 중 유물의 출토상태나 노지의 축조형식으로 보아 횡성 둔내 육각형 주거지

가 가장 이른 시기로 평가 받고 있다.

(5) 지 

철기시 의 노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되면서 후기에 이르러서는 부뚜막과 구

들이 나타나고 삼국시 의 주거지로 이어지고 있다. 

철기시  노지 중 이른 시기로 평가받고 있는 점토둑식 노지에서부터 가장 늦은 시

기의 터널식(부뚜막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다. 이 중 철자형 주

거지 안에 마련된 노지형식을 살펴보면 점토둑식, 점토띠식, 부석식, 아궁이식, 터널

식(터널식), 무시설식 노지, 구들식 등으로 철자형 주거지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노



철기시대의 문화 | 제1절

제2권 선사시대 543  

강문동유적 점토둑식노지

지가 안치되는 것은 철기시  주거지 중 철자형 주거지의 존속기간이 가장 길었던 것

으로 해석되며, 당시의 주거건축 기술은 한 세 에서 다음 세 로 전수되며 주거지의 

평면구조 뿐만 아니라 노지형식도 함께 변화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로 횡성 둔내 나-2호 여자형 주거지는 중도식 노지 즉 부석식(敷石式) 노지를 안치

하여 사용하다가 후에 안인리 철자형 주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궁이식 노지를 새

로이 안치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안인리의 여자형 주거지 축조 주민과 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노지형식에 비해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부뚜막식 

노지와 구들은 춘천 삼천동 육각형 주거지와 율문리에서 확인되었으며 동지역에서

는 신라시 의 4∼6세기 수혈식 주거구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속되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노지는 한 세 에서 다음 세 로 이어지면서 변화 발전되는 관계로 

주거지 내에서 새로이 수용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 축조되는 것으로 주도면 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점토둑식 노지

점토둑식 노지가 발견된 유적은 강릉 강

문동 1호 주거지와 강릉 주문진 교항리 

A-1, 8, 24호, 철원 와수리 1호 주거지로 

모두 5기가 조사되었다. 강문동 노지는 장

방형의 주거지 안에 마련된 노지로 정 중

앙에 위치하여 안치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의 바닥보다 약 5cm 높게 진흙을 다져 말

각장방형으로 만들고 남동편에 진흙으로 

둑을 설치하 다. 이 둑의 중앙에는 숯기

둥이 불에 탄 상태로 남아 있고 주거지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보아 기둥을 

지탱하면서 노지의 불티로부터 기둥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효과를 얻은 것으로 풀이

된다. 이러한 점토둑식 노지형식은 주문진 교항리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교항리 주

거지의 평면형식은 철자형으로 돌출부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주거지이다. 교항리 

A-24호 주거지의 막음(가로막이)둑은 양쪽 끝이 약간 안으로 휘어졌다. 그러나 막음둑

의 중앙에 위치한 기둥은 강문동 주거지와는 달리 기둥 밑뿌리가 막음둑 중앙 위에 올

려져 있는 형태이다. 강문동 주거지의 노지 좌･우의 벽채에 인접하여 저장용 토기들이 

안치되고 노지 안쪽에 작은 냇돌과 무문토기 항아리 등이 나온 것으로 보아 불씨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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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적 2호 주거지 점토띠식･터널식 노지

안인리유적 점토띠식 노지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 토기를 올려놓아 음식물을 조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노지의 막음둑 북쪽에 인접하여 저장 구덩이가 노출되었는데 둔내 1호 주거지

에서는 노지의 막음돌 뒤편 북편에 저장 구덩이를 마련하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청동기시  주거지에서 보는 저장용토기의 배치상태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항리 주거지의 노지를 보면 주거지의 정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서 노지가 마련되었고 저장용토기들이 노지의 양 옆보다는 북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점토띠식 노지

점토띠식 노지는 타원형으로 점토띠

를 두르고 북편에 막음(가로막이)돌을 

가로로 세운 형태로, 부석식 노지와 평

면형태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단

지 노지의 바닥 처리에 있어서 점토만 

단단하게 다진 형태가 점토띠식이고, 바

닥에 잔자갈을 갈고 그 사이에 점토로 

틈새를 채워 넣은 형태가 부석식 노지 

즉 중도식 노지이다. 그러나 바닥에 판

석 1매를 깔고 그 위에 점토를 덮은 형식의 노지가 안인리의 철자형 주거지에서 확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점토띠식 노지나 부석식 노지는 부분 철기시 의 철자형내지는 

여자형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채용된 노지형식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신석기시 의 서포

항유적(西浦項遺蹟) 제 1기층의 제 9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부석식 

노지는 잔열의 이용효과를 얻을 수 있

다고 보았다. 

점토띠식 노지는 안인리의 여자형 주

거지에서 일반적으로 설치한 노지이고, 

철자형 주거지인 27호 주거지에서는 점토띠식이지만 중앙에 판석 1매를 깔은 형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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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횡성 둔내의 나-4, 5호 육각형 주거지에서도 이와 같은 안

인리식 노지인 점토띠식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나-2호 여자형 주거지와 함께 동해안 

유형의 주거구조를 마련한 점 들이 안인리유적과 매우 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

로 보인다.

③ 부석식 노지

부석식 노지는 소위 중도식 노지로 불리어지는 것으로 시 에 따라 축조방식과 분

포지역이 다르며, 직경 0.4~1m 정도로 작은 냇돌을 촘촘하게 깔고 그 위에 점토로 

보강하고 북편에 장방형의 판석을 세워 막음한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다. 아직까지 

동지방에서 이러한 구조의 노지가 발견된 예는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닥에 

넓은 판석 1매를 깔고 주변에 장타원형의 점토띠를 두른 다음 북편에 장방형의 판석 

1매를 세워 막음한 구조가 안인리 27호 철자형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단지 바닥에 여러 개의 잔돌을 깔은 것과 판석 1매를 사용한 점이 다를 뿐 크기, 

잔열의 이용, 그 밖의 전체적인 구조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체적으로 부식식 노지는 서지방과 한강유역의 철기시  주거지 즉 철자형과 육

각형 주거지에서 채용한 노지형식으로 볼 수 있다. 부석식 노지의 표적 유적으로는 

춘천 중도유적이며 그밖에 신매리, 화전리, 그리고 횡성 둔내 나-1, 2호 주거지. 단

양 수양개, 여주 연양리, 하남 미사리유적 등 한강 상류유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

져 내려온 노지형식이다.

둔내 나-2호 呂자형 주거지는 처음에는 부석식 노지를 마련하 다가 좀 더 시기가 

지난 다음에 약간 북편으로 이동하여 아궁이형태의 불씨를 보관하는 불티(화티)를 부

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바닥은 오랜 기간 사용한 관계로 진흙이 떨어져 나가 잔자갈

이 불맞은 상태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둔내 주거지의 경우 점토띠식 노지에 불티를 

부가한 형태의 노지로 다-1호 주거지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노지가 확인되었다. 

④ 아궁이식 노지

아궁이식 노지는 주거지의 진흙바닥 위에 2매의 판석을 양쪽으로 세우고 1매의 판

석을 뚜껑돌로 덮은 다음 뒤편과 양 옆면을 점토로 틈새를 메운 형태이다. 특이한 점

은 연기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화구만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메꿔 차단한 상태

이기 때문에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치가 아닌 불씨를 보관하는 불티 형태로 오늘날의 

강원도 산간지방에 남아 있는 화티와 같은 것으로, 취사목적으로는 부적합한 형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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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핀 다

음 취사를 끝내고 숯불 즉 불씨는 다시 

아궁이 안쪽으로 어 넣으면 불씨를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방과 채

광을 얻을 수 있는 훨씬 발전된 형식의 

노지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전된 형식의 아궁이식 

노지는 안인리 철자형 주거지에서만 일

반적으로 채용한 형식이고 여자형 주거

지는 13호 주거지가 유일하다. 그러나 횡성 둔내 나-2호 여자형 l주거지와 단양 수양

개 유적에서 아궁이식 노지가 토출되었다. 둔내 나-2호 주거지에서는 부석식 노지가 

얼마간 사용되다가 그 위에 아궁이식 노지를 설치하 음을 알 수 있다.

⑤ 터널식(구들) 노지

터널식(구들)노지는 일명 구들식이라고도 하는데, 터널식노지의 기본 형태는 아궁이

식 노지를 연결하면 터널식 노지가 된다. 구들이란 말은 구은돌의 준말로 돌을 덥혀

서 난방효과를 얻는다는 뜻이다. 터널식 노지의 단면은 ‘冂’형으로 일자곬, ‘ㄱ’자곬, 

다곬로 이루어지며 외곬안에 두 개의 불고래가 만들어진 곳도 있다. 터널식 노지는 

부분 일자곬이 많으며 화구부와 부뚜막, 구들부, 그리고 연기 배출되는 연통부로 나

눌 수 있다. 화구부는 방안의 중앙에서 약간 벽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안치되고 구들

부는 방안의 공기를 덥혀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길이로 방안을 지나 주거지의 밖으로 

마련된 연통부로 빠져나간다. 

동지방에서는 이와 같은 터널식의 노지가 확실하게 발견된 예는 없으나 가평리 1

호 주거지에서 구들형식의 유구가 출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동지방에서는 비교

적 늦은 시기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서지역에서는 춘천 율문리 1호 주거지에서 

강원지역에서는 가장 발달된 ‘ㄱ’자형 구들과 부뚜막이 완전한 상태로 노출되었다. 아

궁이와 부뚜막은 주거지의 동장벽에 붙여 설치하 고 아궁이는 봇돌 위에 이맛돌을 

올려놓고 안쪽으로는 솥을 걸고 받칠 수 있는 지각과 장판석들 주위에는 진흙을 발라 

부뚜막으로 사용하 다. 구들은 귓돌을 세워 쌍곬로 만들었고 주거지의 동북모서리에

서 꺾여 외곬형태로 직진하다가 북서쪽 모서리에서 배연부가 설치되었고 연통은 통나

무의 속을 파낸 다음 연통으로 사용하 다. 물론 원주 가현동 주거지에서도 부뚜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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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율문리유적 ㄱ자형구들

설은 확인되었지만 연도부가 주거지 

밖으로 빠지는 형태가 아닌 부뚜막

형태의 노지가 마련되었다. 

한편 한 주거내에 부석식 노지와 

구들이 함께 마련된 주거지는 하남 

미사리의 (한)A-1호 여자형 주거지

에서도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

우쳐서 부석식 노지가 마련되었고 

구들은 중앙의 부석식 노지에서 약

간 동쪽으로 주거지의 동장벽(東長壁)에 인접하여 ㄱ자형의 외곬이 안치되었다. 화구

부 즉 부뚜막은 비교적 넓게 마련되었고 구들은 동벽을 타고 뻗다가 남쪽 단벽(短壁)

과 만나는 꺾이는 지점에서 주거지의 밖으로 연통부를 마련한 매우 발전된 형식을 보

여 준다. 북한지방에서는 노남리(魯南里) 제2호 주거지, 평리 제2호 주거지에서는 

‘ㄱ’자형의 터널식 노지가 발견되었는데 평리 노지는 두곬의 ‘ㄱ’자형 구들이다.

터널식노지는 아궁이 즉 부뚜막에서 취사를 하고 구들에서는 잔열을 이용한 난방 

효과를 얻는 두 가지 기능을 겸하면서 매우 발전된 형식으로 이어지며 신라의 수혈식 

주거지로 계승발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무시설식 노지

선사시  주거지 중 무시설식 주거지는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무시설식 노지는 주

거지 내에 어떤 특별한 시설이 없이 바닥을 약간 오목하게 파거나 맨바닥에 불을 피

운 자리를 말한다. 이러한 노지는 주로 겨울철에 난방과 취사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철기시  주거지 중 특별한 노지 시설 없이 불맞은 소토자리가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무시설식 노지임이 틀림없다. 단지 이러한 불맞은 자리가 다른 용도

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방안에 불을 지핀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지로 봄이 타

당하다고 본다.

(6)  

철기시 의 주거지 중 표적인 철자형 주거지의 출입구는 장(방)형 평면구조에 남

쪽 단벽에 돌출부 출입구를 마련하 다. 이와 같은 출입구는 여자형 주거지나 육각형 

주거지에서도 같은 유형의 돌출부 출입구가 마련되지만 약간의 구조적 변천을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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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육각형 주거지로 변화 발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출입구는 주거지의 남쪽 단벽 

중앙부에 위치하여 당시의 생활면과 같은 높이에서 나오고 있으며 끝머리가 직각내지

는 말각을 취하고 있다. 출입구의 바닥

은 역시 진흙을 단단하게 다져 주거지

의 안쪽 바닥과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

서 연결되고 있다. 출입구의 양 옆은 갈

나 판자를 세웠고, 교항리 A-16호 주

거지에서는 그동안 철기시 의 주거지 

출입구시설에 해 의문시되어 왔던 부

분들이 이 주거지를 통해서 일부나마 

밝혀 주었다. 주거지의 출입구는 안쪽으

로 경사져 내려오다가 바닥과 연결되는 지점에 홈을 파고 두께 15cm, 길이 135cm의 

각재를 가로로 놓아 문턱을 만들었다. 이 문턱의 좌･우 양끝에 12~14cm두께의 기둥

을 직각으로 세워 문틀을 만들고 주변에 진흙을 덧붙 다. 출입구의 바깥쪽 폭은 

165cm이고, 안쪽으로 폭을 좁혀서 경사진 지점부터는 폭 85cm 좁게 만들어서 출입구

의 모양이 여자형 주거지의 큰방과 작은방의 연결 통로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었다. 

이러한 출입구시설은 교항리 A- 24 호, 주거지와 병산동 A-30호 주거지가 같은 모

양을 하고 있다. 교항리 A-24호 주거지는 강문동 주거지와 같은 장방형의 평면구조

에 점토둑식 노지형식으로 철기시  주거지 중 비교적 이른 시기로 평가한 바 있다

(지현병, 2000).

그러나 아직도 철기시  주거지의 출입구에 해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후한서 　동이열전 읍루조에 “…大家至接九梯”… 1) 로 형의 주거지 일수록 아홉

계단 즉 계단이 많은 사다리를 이용했던 것으로 당시 철기시  주거지의 수혈 깊이가 

상당히 깊었던 것으로 기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철기시 의 주거지 입구 쪽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적갈색 소토더미가 출토되고 

있는 바, 이러한 소토들은 주거지 출입구의 상부에 덧붙 던 진흙구조물로 추정된다. 

출입구는 청동기시 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의 철저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본다. 

(7) 시 [桴京]

소형 장(방)형유구는 철기시  취락유적에서는 예외 없이 확인되고 있는 유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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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방동리 취락 및 환호

이들 소형 유구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말각방형으로 노출되었고, 규모면에서도 

생활공간인 주거지보다 훨씬 작은 약 1~2.5평 크기로 노출되고 있다. 이들 소형유구의 

가옥구조는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처마도리와 보가 확인되

었고 벽면에는 주문진 교항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귀틀집이 있는가 하면, 안인리에

서는 벽체가 부분 갈  등으로 마감한 흔적과 지붕은 우진각구조로 확인되었다.

이들 소형 장(방)형 유구 안에서는 노지라든지 그 밖의 별 다른 시설들은 보이지 않

고, 바닥도 진흙을 얇게 깔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소형 장(방)형 유구들은 동지역

의 교항리 2･3･8･16･17호, 안인리 9･29･31호, 동해 송정동 취락에서 집중적으로 확인

되었고 형의 주거지 주변에 많게는 5기 정도 확인되는가 하면 1기씩 확인되고 있어 

주거지의 부속공간으로 추정된다. 

체적으로 이들 유구 안에서는 토기 외에는 별다른 유물출토는 거의 없는 상태이

며, 주거지의 부속공간 내지는 창고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고구려시

에 보이는 부경(桴京)이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닌가 한다. 

2) 환호 

점토 토기단계의 환호는 취락을 둘러싼 도랑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

한 기능으로 도랑의 깊이가 깊고 폭이 

넓은 것에서부터 다양한 크기의 환호

가 확인되는데, 도랑의 단면 형태도 

U자형과 V자형 등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강릉 방동리유적 C지구 구릉에서는 

강원지역에서 최초로 점토 토기단계

의 이중으로 조성된 환호가 확인되었

다. 환호는 동-서로 등고선을 따라 

호상을 이루면서 조성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점토 토기편과 소형의 화강암제 할석들

이 다량 노출되었다. 또한 환호의 안쪽 벽면에는 목책시설이나 망루로 추정되는 기둥

구멍들이 확인되고 있다. 조사된 환호의 크기는 길이 49m, 너비 2.2m, 깊이 95cm 

이다. 

점토 토기단계의 환호는 사천 방지리, 화성 동학산유적에서 환호시설이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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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방동리유적 토기요지

으나 이와 관련되는 주거유적이 조사되지 않았거나, 조사된 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가 적은데 반해 이번에 조사된 환호는 내부에서 점토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주거지도 다수 조사되었다.

환호시설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부에서 투석에 사용된 것

으로 추정되는 소형의 화강암제 할석들이 다량 노출되었다. 

방동리유적은 점토 토기문화의 전파과정과 청동기시  후기에서 철기시 로 이행

하는 과도기적인 문화상을 밝혀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당시의 환호 및 집단

취락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되는 유적이다.

3) 지(窯址)

지금까지 강원지역에서 청동기시 물론 철기시 에 이르기까지 토기를 굽던 요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강릉 방동리의 청동기시  집단취락지에서 단면 원형

점토 토기를 굽던 실요(室窯) 3기가 확인되었다. 

강릉 방동리 토기요(土器窯)

는 조사 전 등산로로 이용되면

서 상부는 부분 결실된 상태

다. 3기의 실요는 동일한 방

법으로 축조하 으며, 그 구조

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1호 토기요이다.

1호 요지는 3기의 토기요지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

며, 평면 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규모는 남-북 173cm, 동-서 162cm, 깊이 62cm이다. 가마 내부에는 상부 벽

체와 천정으로 보이는 소토 덩어리가 다량 함몰되어 퇴적되었다. 가마의 축조방법은 

생토인 풍화암반층을 굴착한 후 바닥면에 얇게 점토를 깔았다. 벽면은 수혈 벽면을 

그 로 사용하 으며, 그 위에 갈  등의 초본류를 혼합한 점토를 발라 벽체와 천정

을 축조하 다. 소성과정에서 토기와 바닥면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문

토기 호편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토기를 놓았다. 가마 내부에서 소성실과 연소실

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유물의 출토위치와 목탄의 노출 위치로 보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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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리 주구석관묘

북쪽벽에 토기를 놓고, 남쪽 벽에서 불을 지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잔존하고 있는 

가마 벽에서 화구부로 보이는 곳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남쪽에서 보이는 유물의 놓

인 상태내지는 소성도로 보아 그곳에서 화목을 공급하 던 것으로 추정된다. 

2호 가마 역시 1호 가마와 같이 가마 내부에는 벽체와 천정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소토가 함몰되었다. 

가마의 축조방법은 1호 가마와 동일한 형태로 축조하 다. 유물은 무문토기편이 출

토되었으며, 완형은 출토되지 않았다. 2호 가마도 1호 가마와 동일하게 가마 내부의 

남쪽 부분에서 어망추 등 소형의 토제품이 출토되었으며, 토기와 함께 소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동리 토기실요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청동기시 의 주거조사에 있

어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할 점은 토기의 생산과 공급에 한 문제이며, 토기요지에 

한 조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작과정 또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1) 주  

주구석관묘는 강원지역에서는 처음

으로 천전리유적에서 모두 16기가 확

인되었는데, A지역 가 지구 북쪽과 나 

지구 남쪽에 집 분포하고, 가 지구 

남쪽으로 2기(14․15호)는 독립적으로 

분포한다. 주구의 평면형태가 (세)장

방형을 이루는 것과 방형을 이루는 것

으로 나누어진다. (세)장방형의 이루

는 것의 장축방향은 6･10･14호만 남

북이고 다른 것은 모두 동서이다. 

각각의 주구 내측 중앙에는 장축방향과 나란하게 1기씩의 석관묘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1호, 3~6호를 제외하고는 후 의 경작 등에 의해 교란되거나 유실되어 흔

적도 남지 않은 것이 많고, 현재 남아 있는 것도 부분 교란되어 파손된 것이 많다. 

석관은 장방형을 띠며 수매의 판석으로 바닥과 벽체를 이루었는데 상부가 부분 경

작으로 훼손되어 개석의 존재는 석개(石蓋)인지 목개(木蓋)인지는 알 수 없으나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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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석관묘의 상부에서 석개로 보이는 판석편들이 상당 수 출토된 점으로 보아 아마

도 석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6호 주구 내에서는 제사와 관련된 탄화된 

곡물(팥)과 함께 반월형석도 3점이 출토되었는데 당시 농경과 관련된 의례행위로 추

정된다. 석관 내부에서는 석촉, 석부가 출토되었으며 4호 주구 내에서는 심발형의 공

열토기와 퇴적토 내에 빗살문토기편도 확인되었다.

주구간에 토층상으로는 선후 관계를 알 수 없지만 중복된 10･11･12･13호의 관계를 

볼 때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방형의 형태에서 규모가 형화되고 세장하는 형태로 발전

된 것으로 나타난다. 배치상태로 보아 계획적으로 구획되어 설치되었으며 중복 관계

로 볼 때 주거지보다 앞서 조 되었다. 5호 주구석관묘에 한 탄소연  측정치는 

B.P.2,590±60, B.C.790년 또는 B.C.620년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강원지역

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주구석곽묘는 청동기시  지배계급의 묘제로 추정되며 농경과 

관련된 의례행위에 한 연구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최근에 발굴조사된 발산리 5호 고인돌은 방형의 적석부가형식으로 묘역을 축

조하 고 남쪽 경계부에는 묘도처럼 길이 45∼50㎝, 폭 15∼20㎝ 크기의 할석 3매를 

가로방향으로 깔았으며, 적석부 중앙에는 1매의 판석을 이용하여 시상바닥과 뚜껑을 

만들고 5매의 판석(1면 길이 75∼60㎝, 깊이 14㎝ )을 세워 5각형의 석관을 마련하

다. 5각형의 석관 내에서, 노천에서 화장 후 쇄골하여 매장주체부에 안치하는 현상이 

보인다. 출토유물로는 개석 위에 일단병식의 마제석검 1점과 일체형의 석촉 2점, 추

정 묘도부에서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4호 고인돌에서는 매장주체부의 외곽에

서 제례행위와 관련된 소뼈가 확인되었다. 발산리 고인돌의 경우 탄소연  측정 결과 

B.C.600년으로 점토 토기 단계로 확인된 바 있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2) 

적석총은 철기시 의 표적 무덤형식으로 알려져 왔다. 이들 적석총의 분포는 

동지역에서는 전혀 확인된 바가 없는 반면에 서지역에서는 남․북한강유역의 자연사

구에 입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원지역에서 정식 발굴조사된 적석총

은 1981년 강원 학교 박물관에 의해 처음으로 조사된 이래 북한강과 남한강유역에서

는 다수의 적석총이 발견･보고되고 있으나 정식 발굴조사는 중도 적석총이 유일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석총은 강안충적평야지 에 돌을 쌓아 올린 무덤으로 매장주

체의 위치에 따라 분구묘(墳丘墓) 내지는 적석묘로 구분하고 있으나, 중도 적석총의 

경우 기단시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장주체부가 바닥에서 확인된 점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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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묘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적석총은 북한강유역에서 중도 2기, 신매리와 

화천 위라리에서 각각 1기씩 남아 있다. 그 중 정식 발굴조사된 적석총은 동편에 위

치한 것으로 무덤 주체부는 주칸과 부장칸시설이 마련되었고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

토기와 타날문토기, 청동제 귀고리, 철도자, 철촉,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화천 

위라리 적석총은 현존하는 적석총 중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과 함께 가장 큰 규모로 

동서 길이가 무려 45m에 이르고 있다. 

한편 남한강유역의 적석총 역시 강안 충적 지 위에 형성되었으며 필자가 90년  

중반경에 조사한 바로는 약 15여기 이상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최근에 조사

된 자료에 보면 정선 아우라지, 평창 종부리･응암리･중리, 월 삼옥리, 제장 등에서 

일부흔적 내지는 적석총으로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정선 아우라지 적석

총과 평창 응암리 적석총은 철기시 의 적석묘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 남한강유역에서 정식 발굴조사된 유적이 전무한 관계로 섣부른 판단

은 금물이겠으나 북한강유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적석총과 같은 맥락에서 판단함이 타

당하다고 보겠다. 

(3) 토

토광묘는 적석총, 옹관묘와 함께 철기시 의 표적인 묘제이다. 지금까지 강원 

동지역에서는 그동안 많은 철기시 의 취락들이 조사되었지만 이들이 축조한 무덤들

은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물론 조사된 위치라든가 규모 등으로 보아 구릉상

에 해서는 웬만큼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여겨지지만 저평지 (底平地帶)에 해서는 

아직도 미 조사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 다만 강릉 강문동 저습지 제사유적의 예

에서 보듯이 현재의 해수면과 동일한 위치에서 철기시 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앞으로 저지 에서 발견될 가능성 높다고 보겠다. 

반면에 서지역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형식의 묘제들이 축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 서지역의 한강과 남한강유역에서는 다수의 적석총이 발견 보고되고 있으

나 정식 발굴조사된 유적은 중도 적석총이 유일하다. 다만 최근에 춘천 율문리 철기

시  취락에서 토광묘 4기가 확인 되었고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없어 토광묘로 판

단하기 어렵지만 유구의 형태로 보아 토광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한편 가평 달전리유적에서 토광목곽(관)묘(박성희, 2003)가 조사되었는바, 앞으로 

북한강 상류의 충적 지에서 이와 같은 묘제가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충적평야지 에 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정 한 토층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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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동 저습지(제사)유적 

병행되어야 만이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들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5) 사

지금까지 확인된 철기시 의 제사유

적은 강릉 강문동 저습지유적이 유일

하다. 동 유적에서는 동해안지방에서

는 처음으로 유기질물질의 인공유물인 

양이완(兩耳盌), 절구공이, 떡메, 괭이

자루, 주걱, 망태기 등 목재류와 복골 

등이 출토되었고, 자연유물인 동물뼈

(개･돼지･소･말･사슴뼈), 생선뼈, 패각류( 합･홍합･투박조개) 등과 함께 철기시 의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신라시 의 각종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강문동 저습지유적에서는 12점의 복골이 출토되었는데, 체적으로 견갑골과 

하악골이 사용되었으며 돼지뼈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강문동 저습지유적 출토 복골

은 먼저 구멍을 뚫은 뒤 불로 지진 것으로 파악된다.

제사유물은 일정한 크기의 웅덩이에서만 유물이 확인되고 있으며, 출토된 토기 

부분이 완전한 형태의 토기이고, 그 중 2점의 토기 안에는 조가 가득 담겨져 있으며, 

소형토기와 목제 접시, 목제 칼 등 완전한 목제 그릇이 함께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많은 동물유체와 더불어 망태 속에 넣어진 개뼈가 출토되었고, 복골도 12점이나 

발견되었다. 토기 밑에는 일정한 크기의 건축부재와 가늘고 긴 나무들이 많이 출토되

고 있다. 출토유물은 그릇류와 생활용구가 부분으로 복골, 소형토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사와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문동 저습지유적은 자연스럽게 버려진 쓰레기유적이라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

어진 제사유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강문동 저습지유적은 초당동, 강

문동의 규모 취락지를 배후에 둔 호수와 바닷가가 만나는 사구지 의 경사지 에 

형성된 웅덩이(구덩이)에 바다나 호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사유적으로 

판단된다. 

제사유적은 철기시 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인 구석기시 부터 신석기, 청동기시

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도 강원도 산간 어촌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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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송현리 주거지 출토 점토대 토기 일괄

제사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한 정 한 조사는 결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해서는 고고학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라 인

류학 및 민속학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풀어 나

가야 할 당면과제라 하겠다.

6) 토

점토 토기단계를 제외하고 철기시 의 유적

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을 살펴보면 부분 토기

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석기와 철기류가 

공반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거지와 강문동 

제사유적과 같은 경우에는 목기와 골각기가 상

당수 출토되고 있으나 적갈색 경질무문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철기시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들은 북한

지방과 남한지방에서 각각 다르게 분류하고 있

는데, 북한지방에서는 무문토기를 통칭하여 질

그릇으로 표현하고 기형에 따라 나무그루형[把手附土器]･우각형파수부토기･회색승석문

토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남한지방에서는 색상에 따라 적갈색･흑갈색･회색･

회흑색･회청색 등으로 구분하고, 소성도에 따라 경질･연질･도질, 태토의 첨가제 혼합

에 여부에 따라 조질과 정질로 나누고, 그밖에 제작방법, 문양, 기형 등을 참고하여 

매우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다(최성락, 1997). 

이와 같이 철기시  토기의 양상은 태토, 색상, 제작기법, 경도(硬度), 기형(器形)분

류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연구자 마다 각각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철기시 의 토기를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로 별하고, 경질무문토기는 

기형에 따라 외반구연토기･내반구연토기･직립구연토기･유경식토기･심발형토기･발형토

기 등으로 구분하고, 타날문토기는 색조와 소성온도에 따라 경질과 연질로 구분하고 

있다.

점토 토기는 이미 아는바와 같이 구연부에 단면 원형, 삼각형, 타원형, 직사각형 

등의 점토띠를 말아 붙인 토기로 일명 돌 문토기(突帶文土器)라고도 한다. 또한 점토

띠를 단단하게 부착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으로 손누름자국이 있으며 일부 토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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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철정리 58호 주거지 출토 토기 

꼭지형의 돌기가 붙어 있는 것도 있다. 그간 점토 토기는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기에는 단면 원형→중기에는 단면 타원형→후기에는 구연부가 밖으로 바라지면서 

단면 삼각형의 점토띠를 붙인토기들이 단계적으로 출토된다고 보고 있으나, 최근에 

조사된 한반도 최북단 고성 사천리에서 확인된 점토 토기를 살펴보면 단면원형, 사

각, 타원형 점토 토기와 함께 구연부가 곧게 뻗으면서 밖으로 바라진 단면 직사각형

의 점토 토기와 함께 구연부가 밖으로 바라진 외반구연호가 함께 출토되고 있다. 특

이한 점은 앞서 언급한 구연부가 밖으로 바라지면서 곧게 뻗은 단면직사각형의 점토

토기의 구연부 외면에 돋을띠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회전판에 의한 토기제작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점토 토기단계에 이미 회전판 내지는 물레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전체기형이 아닌 구연부

와 몸통 일부만 출토되었기 때문에 성

급하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한 외반구연호와 홍천 철정리 

A-58호 주거지 출토 토기들과 기형면

에서 매우 흡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편

년 또한 같은 시기의 주거지로 나타나

고 있기 때문에 철기시  전기 토기의 

시원적 기원으로 보아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점에 해선 차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철기시  전기 주거지의 특징은 평면구조가 순수 장방(방)형으로 출입구부가 없는 

형태에 점토둑식과 무시설식 노지가 채용되는 주거구조로 강릉 강문동 1호 주거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본다(지현병, 1996). 철기시  전기의 주거구조는 청동기시 의 

장방(방)형 주거구조를 계승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유적에서는 

단순기의 타날문토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 단순기의 순수 경질무문토기들만 출토되

고 있다.

먼저 강문동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 조합상을 살펴보면 순수 경질무문토기들로 외

반구연토기 6점, 직립구연토기 3점, 유경식토기 1점, 넓은바리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토기들의 특징들은 유경식토기를 제외한 나머지 토기들은 한결같이 구연부가 

짧게 외반 된다거나 수직으로 직립한다는 것이다. 몸통에 비해 밑동이 좁은 편이며 

들린바닥이 많다. 몸통의 최 폭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겉면은 종방향이나 횡방향으로 깎은 표면처리 기법이 많이 



철기시대의 문화 | 제1절

제2권 선사시대 557  

나타나고, 내부는 종방향으로 긁어 올렸다.

이러한 기형의 토기로는 체로 청동기시 의 송국리유적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형

이며(강인구 외, 1979･1986･1987), 다음 단계인 교항리 주거지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

다. 단순기의 적갈색경질무문토기에 하여 이홍종은 철기시  토기를 중도식 무문토

기와 와질토기로 구분하고, 중도식 무문토기는 송국리식토기를 계승(이홍종, 1991)하

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거지에 있어서는 송국리유형의 원형계 주거지에 동화되지 

않은 채, 단지 와질토기문화와 신출의 부뚜막만을 채용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단지 중도식 무문토기가 송국리식토기의 계승발전이라면 이

해가 가지만 신출의 부뚜막을 채용하는데 어떻게 해서 중도식 무문토기를 반출하는 

한강유역 및 강원지역에서는 송국리유형의 평면 원형계 주거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하는 점이다. 이 점에 해서는 적갈색경질무문토기 중 넓은바리와 유경식토기

류는 비슷한 시기의 유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보다 앞선 시기의 무산 범의구

석(황기덕, 1975)과 회령 오동유적(도유호, 1960)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무산 범의

구석 제6기 제Ⅱ기의 17호 주거지에서 넓은바리와 유경식토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

아 이른 시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산 범의구석 제6기 17호 주거지의 평면

구조는 출입구부가 없는 순수 장방형의 주거지로 중앙 2열의 기둥구조를 갖춘 주거지

이고, 회령 오동 6호 주거지 또한 출입구부가 없는 장방형 주거지이다. 따라서 적갈

색경질무문토기의 조형을 동북지방 출토 토기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바이다. 

동지방의 철기시  토기유형들은 체적으로 동북지방계의 토기유형으로 일부 토

기에서는 송국리유형으로 보이는 구연부가 짧게 외반되는 외반구연토기와 직립구연토

기, 유경식토기, 넓은바리 등으로 이러한 유형의 토기들은 전기 철자형 주거지 단계인 

교항리 A-1, 8, 24호 주거지와 Ⅲ기인 하천리 F지구 2호 주거지에서 일부 확인되었

고, 안인리 Ⅰ기층의 여자형 주거지에서 나오고 있으나 기형상 변화된 느낌을 준다.

전기 철자형 주거지 축조기로 평면 장방(방)형 구조에 출입구부가 달려 있고, 중앙 

3열의 기둥구조로 단벽의 폭의 확 되어지면서 Ⅰ기에 나타나는 점토둑식 노지를 채

용하는 평면 철자형 주거구조로서 출입구가 장착되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주거건축

술이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평면 장방(방)형 구조에 점토둑식 노지를 채용한 주거지는 주문진 교항리

A-1, 8･24호 주거지가 유일하다. 이들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살펴보면, Ⅰ기에 

나타나는 토기들의 특징을 그 로 계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Ⅰ기 

주거지에서 전혀 공반되지 않았던 내반구연토기와 유경식평저소호들이 나타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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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형식의 경･연질의 타날문토기들이 나타나는데 기형을 알 수 있는 토기는 

2~3점에 불과하다.

교항리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살펴보면 외반구연토기, 내반구연토기, 직립구

연토기, 유경식토기, 유경식평저소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토기들의 특징을 살펴보

면, 몸통의 최 폭이 중앙에서 약간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내반구연토기들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바탕흙은 고운 점토에 가는 모

래가 많이 섞여 있고, 겉면은 종방향이나 횡방향으로 깎은 다음 물손질한 흔적이 많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반구연토기들은 동지역의 각 유적 중 교항리유적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에 유행된 기형으로 보여 진다. 교항

리 주거지 중 비교적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A-1, 8･24호 주거지에서는 예외없이 이

들 기형들이 출토되었던 바 이들 주거지와 비슷한 형식의 점토둑식 노지를 가지고 있

는 강문동주거지에서는 전혀 출토된 예가 없고, 안인리 2호 여자형 주거지와 24호 철

자형 주거지에서 각각 1점씩, 동덕리 여자형 주거지(백홍기･고동순, 1996)에서 2점, 

양양 가평리 여자형 주거지(윤근일･심 섭, 1996)에서 3점이 확인되었다. 한강유역에

서는 미사리 A지구(배기동･윤우준, 1994)에서 2점, 둔내 가 지구(원 환･최복규, 

1984), 나 지구(백홍기･지현병, 1996)에서 3점, 중도유적에서 1점 등이 출토되었다(이

건무 외, 1980･지건길 외, 1982). 따라서 이들 내반구연토기들은 철기시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고 있는 강문동 주거지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과 안인리, 동덕리, 

가평리에서 소량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적, 시기적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

각된다(백홍기･지현병 외, 1998).

한편 교항리 점토둑식 주거지에서 처음으로 타날문토기가 출토되는데, 세죽리(細竹

里)-연화보류형(蓮花堡類型)문화를 4세기말~2세기초에 걸쳐 전국철기문화 및 진한연

(秦漢燕)교체기, 그리고 위만세력들의 한초 철기문화가 한반도로 단계적으로 파급되었

다고 보았다(박순발, 1993). 이러한 견해에 해 동의하면서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

토기, 터널형노지의 3가지 문화요소는 요동지방에서 서북한지방을 거쳐 한강유역으로 

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병현, 1998). 그러나 동지역에서는 적으로 2가지 요건은 

충족되지만, 터널형노지는 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실치는 않고 양양 가평리 단계

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전파 수용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강원지역의 철기시  중기에 해당되는 안인리 Ⅰ기층의 여자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전반적으로 토기의 문양이나 제작 기법 등이 앞의 Ⅱ기와 비슷하고 경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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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경질무문토기가 압도적으

로 많으며 타날문토기는 거의 없고 소량의 토기조각만이 출토되었다. 이들 경질무문

토기의 종류는 외반구연호, 내반구연호, 깊은바리, 시루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한 편이

나 주종은 외반구연토기로서 기형을 살펴보면, 밑동은 납작밑바닥과 들린굽을 가진 

평저에 아가리는 밖으로 약 30°정도 바라졌다. 동 최 폭은 거의 부분 몸통 중앙과 

중앙에서 약간 상위에 있다. 바탕흙은 고운점토에 굵고 가는 모래가 약간 섞여 있고, 

겉면에는 종방향으로 거칠게 깍은 다음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러한 기형의 외반구연호류로는 하천리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가 있는데, 아

가리가 밖으로 심하게 바라지고 몸통은 약간 배가 부르면서 겉면에 종방향으로 깎은 

흔적 등이 보이고 있다. 또한 둔내유적에서 보이는 말각밑동에서 몸통으로 곧게 올라

오다가 몸통 최 경이 상부에 있는 기형은 안인리 Ⅰ기층의 여자형 주거지에서는 전

혀 출토되지 않고 있다. 내반구연토기도 앞의 외반구연토기류와 같은 기형으로 밑동

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한번 축약되었다가 바라지면서 몸통 최 경은 중앙과 

중앙에서 약간 상위에 있다. 이와 같은 내반구연토기는 중도 2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기형의 내반각도나 아가리 및 밑동의 처리 등으로 보아 중도 출토토기

가 약간 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날문토기도 완형은 거의 없고 극소수의 토기조각만이 출토되고 있어 적어도 

안인리 Ⅰ기층은 둔내유적보다는 앞서는 시기로 생각된다. 다만 안인리 Ⅰ기층의 1호 

주거지에서 나온 고화도 소성의 회흑색경질토기와 비슷한 기형의 토기로는, 하천리 1

호 주거지에서 나온 토기가 있는데, 안인리의 회흑색경질토기 보다는 목이 짧고 소성

도도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흑색경질토기와 함께 출토된 서북지방의 한식계 흑

색토기는 주거지유적에서는 아직 그 출토 예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함께 공반된 경질

무문토기가 제작되던 시기에 동예지역에 동부도위가 설치되었을 당시 서북지방으로부

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심재연, 1996).

안인리 Ⅱ기층의 철자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체적으로 토기의 모양이나 

제작 기법 등이 앞선 형식의 안인리 Ⅰ기층의 토기와 비슷하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

문토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으나 역시 Ⅰ기층과 비슷한 양상으로 경질무문토기가 수적

으로 훨씬 우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안인리 Ⅱ기층의 철자형 주거지는 타원형과 아궁이형 

화덕이 함께 나오는 시기로 여자형 주거지에서 철자형 주거지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여

자형 주거지 구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아궁이형 노지로 변천되는 시기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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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리 Ⅱ기층의 철자형 주거지 구조 중 타원형 노지인 27호 주거지 출토 토기들을 

살펴보면, 아가리나 밑동 모양이 기층 출토 외반구연호들과 비슷하나 몸통의 최 경

이 중앙 상부로 옮겨 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형의 경질무문토기는 둔내유적 

출토 토기와 중도 2호 주거지 출토 토기에서 변화된 기형의 속성들을 보여 주고 있

다. 안인리 27호 주거지에서는 타날문토기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와 같은 종류의 토

기를 굳이 찾는다면, 청주 송절동 1호분(조상기, 1993)에서 출토된 토기가 가장 가까

운 기형으로 아가리가 더 바라졌고 몸통은 약간 편구형이다.2) 

안인리 27호 출토 타날문토기를 Ⅰ형, 하천리 1호 출토 편구형토기, 중도 1･2호, 둔

내 2호, 가평 마장리(한 희, 1982), 양양 가평리 1호 주거지 출토 토기의 구형과 장

동형에 가까운 기형을 Ⅱ형, 제원 양평리(배기동, 1984), 제원 도화리(최몽룡, 1984), 

둔내 1호 주거지 출토품을 Ⅲ형으로 보면서 송절동유적의 년 를 략 A.D. 3세기

로 보았다(조상기, 1993). 그러나 안인리 Ⅱ기층의 철자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경질무

문토기들의 기형을 살펴보면 Ⅰ기층 출토 무문토기의 기형에서 동 최 폭이 몸통 중

앙에서 약간 상부로 올라갔을 뿐 Ⅰ기층의 기형 전통을 그 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

서 안인리 Ⅰ기층을 기원 전후한 시기로 보았을 경우 안인리 Ⅱ기층은 략 1세기말

에서 2세기 초반 이후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편 안인리유적에서 와질토기의 기형이 유일하게 1점이 지표채집되었고, 동해 송

정동 6호 주거지에서 와질소성(瓦質燒成)으로 볼 수 있는 회백색의 평저소호 1점이 출

토되었다. 그러나 철기시  후기에 나타나는 와질토기에 해서는 아직까지 동지방

의 제 유적에서는 비교해 볼 만한 자료가 출토된 예가 없으나, 부산 노포동 출토 와

질토기와 비슷한 점을 들어 변진지역(弁辰地域)과의 교역을 알려주는 표식적 자료로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과 부합된다고 보았다(심재연, 1996).

철기시  주거지 중 가장 늦게 나타나는 평면 육각형 주거지는 안인리식 점토띠식 

노지와 아궁이식 노지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중도식인 부석식 노지 등 비교적 다양

한 형태의 노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나-2호 여자형 주거지에서 중도식의 

부석식 노지 위에 안인리식의 아궁이식 노지가 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둔내유적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의 기형은 부분 외반구연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내

반구연토기는 편 1점만 확인되었다. 

둔내 외반구연토기의 외반 각도를 살펴보면 10~20°정도가 부분인 반면, 중도유

적(이건무 외, 1982)의 외반구연토기는 20~30°인 점으로 보아 둔내유적의 외반구연

토기의 구연부는 유경식 구연 쪽으로 기형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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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동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몸통이 길쭉한 난형(卵形)토기가 상

당수 차지하고 있어 난형에서 장난형(長卵形)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둔내 육각

형 주거지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들의 기형은 심발형토기, 외반구연토기, 유경식외반

구연토기 등 3종류가 출토되고 있는데, 체적으로 중도유형으로 약간 변화된 느낌을 

보여준다.

동지역의 철기시 유적 중 주거지의 구조로 보아 후기에 해당되는 양양 가평리 

주거지(백홍기, 1984)와 동해 송정동 주거지는(강릉 학교 박물관, 1999) 철자형으로 

노지는 주거지의 중앙 북편에 치우쳐서 마련되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경질무문토

기로는 외반구연호와 바리가 있고, 타날문토기로는 원저직경호, 파수부옹과 시루, 회

흑색토기등이 있다. 

경질무문토기 중 외반구연호류는 Ⅳ기토기의 전통을 그 로 이어받고 있지만, 바리

는 기벽이 수직이고 아가리는 밖으로 바라진 점이 상당히 변화된 느낌을 주며 전체적

으로 타날문토기의 기형을 보이고 있어 중도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바리와 

진천 삼용리요지(최병현 외, 1986) 출토 바리 단계로 추정된다. 또한 타날문토기 중 

원저직경호와 파수부옹은 앞서 살펴본 유적에서는 전혀 출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

이며, 주거지의 구조와 출토유물의 형식으로 보아 중도유적보다 약간 늦은 단계로 둔

내유적과 비슷한 단계로 추정된다. 

7) 철

지금까지 철기시  조기 즉 점토 토기 단계에 출토된 철기 중 정식 발굴조사되어 

확인된 철기는 홍천 철정리 A-58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된 단조철기편과 고성 사천리 

고인돌 내부에서 확인된 철제편이 유일하다. 물론 고성 사천리 고인돌 철제품에 해

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분명히 석곽내부에서 확인된 것만은 분명하나 외부

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홍천 철정리 주거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있는 사실에 충실하고, 보다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검증 절

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강릉 병산동 4호 주거지에서는 원형의 쇠삽날이 출토되었는데, 병산동유적의 방사

성 탄소연  측정값이 체적으로 B.C.180~A.D.90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기원후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쇠삽날은 교항리 26호 주거지의 

생활면에서 출토되었는데, 비교적 이른 시기로 추정되고 있는 점토둑식 노지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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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송정동유적 1-5호 주거지 출토 끌

한 24호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층위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D. 2세

기보다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천리 출토 쇠도끼를 노포동(윤병용, 

1988) 출토품과 같은Ⅰ형으로 보고 함께 출토된 쇠삽날의 제작사용 시기의 비정을 들

어 A.D. 2세기 무렵으로 정하 고,3) 하천리 F지구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쇠도끼와 

타날문토기의 기형을 들어 A.D. 1~2세기로 추정하 다(윤용진, 1984). 따라서 반원형

의 쇠삽날은 U자형 쇠삽날보다는 다소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철제가공에 필요한 집게가 강릉 

병산동 33호 주거지와 동해 송정동유적

에서 확인되었고, 최근에 조사된 동해 

망상동유적에서 단야 작업장 1기와 송정

동유적에서 송풍관,4) 집게, 망치, 철재

(鐵滓, slag), 용범 등과 함께 고래와 

같이 형어류를 잡을 수 있는 3단의 

미늘이 달린 길이 35㎝ 크기의 작살이 

자루와 함께 확인되어 당시 어로와 선

박재조기술이 상당 수준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갈고리와 낚시, 그리고 주거건축에 필요한 형 끌의 존재로 철기시 의 가옥

축조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와 같은 철제도구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8) 목   골각

지금까지 강원지역에서 밝혀진 철기시 의 목기는 강릉 강문동 저습지유적이 유일

하다. 목기는 신석기시  이래 계속해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밝

혀진 내용은 없다. 그러나 강릉 유천동 청동기시  전기유적 6호 주거지에서 목기의 

일부가 탄화된 상태로 확인된 바 있는데 내만구연부의 형태로 보아 무문토기의 기형

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강릉 강문동 저습지유적은 해안가 사구지 의 석호와 

만나는 지점으로 항해와 관련된 유적으로 현재의 해수면과 비슷한 수위로 당시에 해

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적의 위치에 해서는 어

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해수면 가까이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점차 경포호수의 수면이 해수면과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제사유

적에 남아 있던 유물들이 그 로 보존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 유적에서는 돼지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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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골과 견갑골에 점을 친 복골과 소의 두개골을 예리하게 절단하여 제사에 올려놓은 

제물, 그리고 망태 속에 담겨져 있던 개뼈 1마리 개체분과 소쿠리 담겨져서 나온 조 

등이 출토되었는데 원래의 노란색깔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진흙 뻘 속에서의 화

석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강문동 저습지유적에서는 무엇

보다도 많은 양의 목기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들 목기들은 제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목기 제작장과 목기들을 물에 불려서 가공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침공간까지 확인되었다. 또한 목기를 가공한 흔적들로 미완

성형의 두형목기와 주변에서 많은 양의 도끼밥과 수침목제들이확인 된 점으로 보아 

제사에 사용되는 목기들은 현지에서 곧바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당시의 제의와 

관련된 일면을 엿볼 수 있다(지현병, 2001). 또한 강문동 저습지유적에서는 고래의 늑

골이 출토되었는데 제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해 송정동유적에서 확인

된 고래의 상완골과 삼지창 등으로 보아 이 시기에 고래사냥이 상당히 빈번하게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되며 반구  암각화에서도 고래를 사냥하는 그림 등이 있는 것으로 보

아 신석기 및 청동기시 부터 고래사냥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예조에 보면, “음식은 변두를 사용하여 먹었다[飮食以邊

豆]”라고 기록되어 있다. 변(邊)은 과일이나 포를 담는 나무 등으로 엮어 만든 제기

이며, 두(豆)는 식혜 등을 담는 목기를 말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목기와 소쿠리가 출

토된 유적은 강릉 강문동 저습지유적이 유일하며 다수의 목기와 토기들이 출토된 점

으로 보아 앞서 언급한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예조에 기록된 내용과 부합된다고 하겠다

(지현병, 2000).

2  철 시  사회  생활상

1. 철 시  사회상

철기시 의 사회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인 정치적인 측면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해 현재까지 강원지역에서 발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

을 살펴보고자 한다.

철기시 의 시작은 적갈색 경질무문토기와 고화도로 소성되는 회청색 타날문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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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철정리 58호 주거지

공반하는 시기이다. 주거구조상으로 볼 때 여･철자형, 주거지와 함께 후기에는 육각형 

주거지가 축조되는 다양한 건축기술이 철기의 전래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시기

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점토 토기단계를 철기시

 편년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증거들이 홍천 

철정리 A-58호 주거지(B.C.620･640)와 고성 

사천리 고인돌, 양양 지리, 강릉 방동리, 춘천 

현암리 등 상당수 유적에서 밝혀지고 있어 이

제는 한반도 철기시 의 개시 연 를 연해주의 

끌로노푸카[團結, 북옥저]와 자이사노프카, 요

녕성 심양 정가요자(鄭家 窪子)유적보다 훨씬 

앞선 B.C.6세기 로 상향 조정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점토 토기 단계의 사회구조는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동기시  후

기의 단계로서 이미 상당한 지위의 특권층이 존재하는 계급사회로서 유적유물로는 고

인돌과 각종 청동기를 들 수 있다. 고인돌의 축조는 많은 수의 인력이 동원돼야 하므

로 일반인은 도저히 축조 할 수 없는 당시 특수한 신분을 가진 지배 계층만이 축조할 

수 있는 무덤이다. 청동기 또한 이러한 특권신분층 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유

물로서 청동기시 를 계급사회로 보는 것이다. 

강릉 방동리유적의 경우 C지구는 전 지역을 조망 할 수 있는 높은 능선에 위치하여 

이중 환호가 설치되었고, 환호 안에는 주거지, 고인돌, 생산유적인 점토 토기실요(粘

土帶土器室窯) 등이 노출되었다. 물론 C지구 내에서는 주거지의 수가 27기에 불과하

지만 A･B지구를 포함하면 모두 39기가 확인되었다. 

비록 소규모의 취락이지만 고인돌 하부구조와 환호 등이 설치 된 점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특수한 신분층이 환호 내에서 취락을 형성했을 것이고 이는 특정신분층이 일

부 존재했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강릉 방동리유적에 한 AMS 측정결과 

7세기 중반에서 3세기 중반 경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좀 더 보완해야할 점들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나 동지역의 경우 체적으로 이른 시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사

실이다.   

물론 이 시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 국가인 고조선[東胡]이 기원 전 3세기 초반경 

연나라 장수 진개(秦開)의 고조선 침략과 B.C.195년 위만조선(衛滿朝鮮)의 성립 등으

로 일련의 정치 사회적인 격변과정 속에서 전국계(戰國係)의 철기문화가 한반도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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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송정동유적 2-3호 주거지 출토 작살

동해 송정동유적 출토 고래뼈 

속도로 전파되었다. 이후 B.C.108년 한사군 설치 시점에 이르러 서는 발달된 중국의 

선진문명과 철기제조 기술의 여파로 한반도에서는 철기문화가 급속도로 전파 확장되면

서 강원지역 즉, 예국[예맥]지역에도 발달된 철제무기와 농경구가 만들어지면서 국(國)

의 형태로 재편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강원지역의 경우 A.D. 4세기에 접어들어 서지

역 중 일부는 백제, 동지역은 신라의 향 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늦어도 4세기 초반 

이전에는 삼국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예국, 동예, 예맥의 고지로써 어느 정도 독자

적인 국(國)의 형태를 이어오다 신라와 백제의 세력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한편 강원지역의 철기시  취락의 본격적인 

조사는 1989년 강릉 안인리유적에 한 발굴조

사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출입구라든지 벽체, 

노지, 상부구조 등이 파악됨과 동시에 현재 우

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지역에서는 안인리유적을 시작으로 

동해 송정동의 규모 집단취락지가 발견되었

는데, 송정동유적은 규모 집단취락의 형태를 

벗어나 실직국의 실체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

는 실정이며, 강릉 남 천을 사이에 두고 북편

에 초당동, 강문동, 송정동과 남편에 병산동 일

의 해안가 드넓은 사구지 에 단위 집단취

락지가 형성되어 동예[예국]의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까지 예국과 실직국

의 치소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國)을 논하기에는 다소 비약적이긴 하지만 고국

예성(古濊國城)이라는 기록들로 보아 분명 강릉 어딘가에 예국의 치소가 있었던 건만

은 분명하다. 이 부분에 해선 차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들어 서지역의 북한강 일 의 충적평야지 에서 안인리식의 여자형 주거지

와 철자형 주거지가 천전리, 율문리, 우두동 일 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

한강 상류역의 정선 아우라지, 신동 예미, 원주 가현동유적에서 여자형 주거지와 철자

형 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후기의 육각형 주거지가 축조된다는 점이

다. 주거유적은 인간이 거주했던 곳이라면 어디든지 존재해 왔고 자신이 원하는 주거 

공간을 당시의 건축기술을 최 한 활용하여 취락구성원간의 협력으로 어떠한 기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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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하에서도 견딜 수 있는 비교적 짜임새 있는 주거건축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거구조의 차이점은 문화와 생활양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보다는 당

시의 주변 환경과 기후조건이 주거구조에 가장 많은 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당시 주거의 평면적 구성은 주변 환경과 기후에 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

타나는데, 즉 농경문화에 있어서는 가정단위와 경제단위가 한 장소에서 같이 이뤄지

는 즉,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활동이 그 내부나 바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Amos Rapoport/이규목 역, 1985). 실례로 선사시  주거지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 주거지 안에 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의 주거

군에서 야외노지가 발견됨과 동시에 중․ 형의 주거지 주변에 소형의 방형유구가 확인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의 일상사가 체적으로 주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철기의 전래로 문화의 전파속도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건축되고 묘제 또한 여러 형태의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문헌에 보이는 동예, 

예맥, 말갈에 한 위치비정과 실체에 한 접근이 요구된다.

2. 철 시  생활상

철기시 의 주민 생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토 토기단계의 생활유적인 

주거지와 취락을 둘러싸고 있는 환호, 매장유적인 고인돌, 주구석관묘(周溝石棺墓), 

석관묘, 토광묘, 생산유적인 저장유구, 논, 밭, 구상유구 등과 토기가마[窯] 등을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점토 토기단계의 유적들은 서지역에서는 기존의 신석기시 와 같

이 북한강과 남한강의 충적 지에 함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동지역

에서는 동해안을 따라 낮은 구릉지 에 분포하고 있으나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해안선에서 내륙으로 깊숙한 곳에서 점토 토기를 공반하는 취락과 지석묘들이 확인

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점토 토기인들의 생활 역이 좀 더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동지역에서는 청동기시 의 전기로 평가받고 이중구연(二重口緣)에 단사선문

(短斜線文)이 시문된 토기와 순수 공열토기와 B.C.1,500년∼1,800년 의 쌀이 출토된 

강릉 교동유적부터 시작해서 공열토기와 호형토기가 공반되는 중기로 평가받고 있는 

포월리유적(지현병 외, 2002)이 확인되었고, 후기의 단면원형점토 토기를 반출하는 

강릉 송현리･방동리, 양양 지리･임호정리, 고성 송현리･초도리 등 많은 곳에서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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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점토 토기를 반출하는 유적들이 예외 없이 해안가에서 안쪽으로 치

우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동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점토 토기단계

의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서지역에서도 천전리와 현암리

유적에서 규모의 점토 토기단계의 취락지가 확인되고 있어 차후 이 점에 해서는 

기본적으로 점토 토기단계 유적의 입지조건과 분포지역에 한 보다 정 한 지표조

사와 발굴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강원지역 철기시 의 시작은 청동기시  후기 즉, 단면원형점토 토기와 함께 점차 

청동기가 소멸되면서 위만조선의 멸망과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고화도로 소성되는 회

청색 타날문토기가 출토되는 시기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구조상으로 볼 때 

장방(방)형, 呂･철자형 주거지와 함께 후기에는 육각형 주거지가 축조되는 다양한 건

축기술이 철기의 전래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시기를 말한다. 현재까지 강원지

역에서 확인된 철기시 의 표적 유적으로는 역시 취락유적인 주거지, 적석총, 토광

묘 등이다.

철기시  후기에 들어서는 주거지의 구조 또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취락의 규모도 형화, 집단화가 이뤄지면서 동해 송정동유적에서 확인된 것처럼 

실직국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규모의 집단취락이 형성되고 있어 고 국가로의 발

전단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금까지 강원지역에서 철기시 의 규모 집단취락이 상당수 확인된데 반해, 아직

까지 이 시기의 묘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지역에서는 거의 전

무한 실정이지만, 서지역에서는 남･북한강의 충적지에서 적석총과 토광묘와 토광목

관(곽)묘가 점차 밝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어 줄 것으로 기 된다. 하지만 

동지역에서 이들이 축조한 무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다. 물론 현재까지의 조사된 위치라든가 면적 등으로 보아 어느 정도 조사는 진행되

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저평지 에 한 조사는 극히 미미한 상태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의문은 의창 다호리 토광묘의 예에서 보듯이 저평지 나 논에서 발견될 가능

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이 문제에 해서는 관련 연구자들의 심도있는 조사와 

더불어 앞으로 풀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보지만 좀 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본다. 

철기시 의 생활상에 하여는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기문화의 전래로 심

경농이 가능한 철제농기구인 보습, 가래 등의 사용으로 농경지가 확 되고 이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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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아 단위면적당 농산물 수확의 증가와 더불어 철제 작살, 낚시, 갈고리 등 어로작업

으로 인한 해양자원의 식량화로 생활의 풍요로움을 반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철제

도구의 보급은 철기수요가 증 됨에 따라 도구의 자가생산은 물론 철기의 가공기술 

등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된다. 한편 철기가공기술의 발달로 농기구뿐만 아니라 목공구

류의 발달로 형 주거지와 복잡한 형태의 가옥구조로 여자형 주거지와 기둥구조가 

벌림집[逆八子形]5)의 주거지 등이 축조되면서 철기시 인들의 생활양식도 점차 바꿔

지게 된다. 즉 가옥구조의 발달은 공간분할로 저장공간 확보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

함과 동시에 규모의 취락이 형성되고 이로 인한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구조가 더

욱 복잡해지면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국가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평창 천동리 유적 벌림집 

 

춘천 우두동 벌림집 기둥 구조

  

이와 같이 철기의 파급은 직업의 분화로 철기를 다루는 장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강릉 병산동 33호 주거지에서는 작업 와 집게가 확인 되었고,(강릉 학교 박물관, 

1998) 최근에 조사된 동해 망상동유적에서 단야 작업장 1기(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와 송정동유적에서 송풍관,6) 집게, 망치, 철재(鐵滓, slag), 용범 등과 함께 고래를 잡

을 수 있는 3단의 미늘이 달린 길이 35㎝ 크기의 작살과 고기를 끼울 수 있는 갈고리, 

그리고 주거건축에 필요한 형 끌 등(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09)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철기시  후기에 이르러서는 부분의 취락내의 주거지에서 철제도구들이 확인되

며, 당시 철제가공 기술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기시 의 어로와 항해술은 동해안이라는 지형적 특수 상

황 하에서 이미 신석기시  단계부터 연안 항해술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청동기

시 를 거쳐 철기시 에 이르러서는 원양항해로서 강릉 강문동에서 일본 돗토리현[鳥

取縣]까지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강문동 저습지유적에서 발견된 맷돼지 

뼈에서 DNA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강릉 강문동에서 멧돼지가 산채로 일본으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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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미 철기시  중기 이후에는 양국 간에 어느 정도의 무

역이 성행했음은 분명하고, 강문동 Ⅵ-1호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4)에서 A.D.  

4세기 중후반 의 일본 토사기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상당 수준의 항해술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1990년  중반 경 삼척 앞바다에서 저인망 그물에 타날문토기

들이 인양된 점으로 보아 당시 어로와 선박건조기술 뿐만 아니라 항해술까지 상당 수

준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병(강원고고 연 원 원장)

1)  후한   동 열  루 에 “處於 山林之閒 土氣極寒 常爲穴居 以深爲貴 大家至接九梯”라고 하 다.

2) 송 동 에  토  단경  에  편  동체에 경 가 나 상  하는  Ⅰ , 편  동체  경

에  직립하다가 연에  격하게 꺽 는  Ⅱ , 편  동체에 경 가 만하게 하  연  어지

는  Ⅲ  보았다( 상 , 1993, 「충주지역 원삼  토 」,『 10  한 상고사학  학  

지』).

3)  토 질간  상 빈도에 한   열에  하천리 2  주거지→ 내 →하천리 1  주거지→ 도 1  

주거지→ 도 2  주거지→양양 가평리주거지  경질 민 늬토 , 타날 늬토 , ( )색 경(연)질토  상 빈

도에 한  열  통해 처 에는 경질민 늬토 가 다가 차 타날 늬토 가 우 해지  ( )색 

경(연)질토 가 새  나 다고 보았다( , 1989,「한강 역 원삼 시  토 양상과 변천」,『한 고고학보』23).

4) 송  송 동 621-2 지 , 958-8 지 , 동해 송 동 도 개 지내  Ⅱ지 에  토 었다.

5) 지 지  역  림집  주거지는 횡  내 나-5  주거지, 천 우 동· 리 주거지, 그리고 

근에 평창 천동리 주거지 등에  었다. 림집  특징  장벽  벽체에 어 약 3∼5°경사  비스

듬  린 태   가 약 50∼60㎝  나타나고 , 천동리 주거지  경우 곽에   

 는 보  안쪽  비듬   토 상에   었다.  같  벽보  양양 가평리 여

 주거지에 도   다. 

6) 송  송 동 621-2 지 , 958-8 지 , 동해 송 동 도 개 지내  Ⅱ지 에  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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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 

1. 한강 역

강원지역의 철기시 문화에 한 이해는 197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북한강유역인 

춘천 중도의 하안 포락면에 한 조사를 실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일련

의 지표조사 결과를 토 로 중도에서 1980과 1982년 두 차례에 걸쳐 2기의 집자리가 

발굴조사되었는데, 본격적인 주거지 학술조사는 이 시점부터이다.

이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도의 집자리를 발굴하면서, 김해식토기와 공반되는 새

로운 형태의 민무늬토기를 중도식토기라고 이름 붙 는데 이후 중도식토기는 청동기

시  민무늬토기에 비해서 단단하다는 의미로 경질무문토기(硬質無文土器)라는 명칭으

로 혼용되어 왔다.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같은 시기의 남한강과 북한강유역을 비롯한 

한강유역, 임진강유역과 동해안 등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주로 보이고 있는데, 경질

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로 구성된 일련의 토기조합과 출입구가 달린 철자형 혹은 작은

방이 딸린 여자형의 주거지 형태가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철기시  유적의 특징이다.

1980년  초반 중도를 비롯한 춘천일  유적에 한 조사는 주로 강원 학교 박물

관과 한림 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무렵 중도의 적석총과 주거지에 

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1981년에서 1984년에는 춘천 신매리유적에 한 발

굴조사가 국립중앙박물관과 한림 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기도 하 다. 그러나 이

즈음의 발굴조사는 소규모 단위의 학술목적의 조사 음에 비해 1990년  들어서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확 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발굴조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규

모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해서 철기시  취락에 한 자료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

다.

지금까지 춘천지역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천전리유적, 율문리유적, 우두

동유적, 신매리유적, 중도유적, 삼천동유적, 하일유적이 있으며 화천에서는 위라리유

적이 조사되었다. 

각 유적에서 주목되는 요소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신매리유적에서는 기원전후 

시기의 주거지가 주로 확인된 지역으로 동북계토기와 한식계토기가 공반하여 출토되

고 있다. 우두동유적에서는 한식계토기와 한식계토기의 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토기가 보이고 있다. 우두동 롯데인벤스유적과 우두동 707-1･35번지유적에서는 벽체

를 구성했던 판재와 탄화된 기둥 자리들이 잘 남아 있어 철기시  주거의 가옥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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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할 수 있는 단서가 찾아졌다. 율문리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온돌의 기본적인 형태

를 짐작 할 수 있는 부뚜막과 구들이 조사되었다. 또한 온돌의 변형인 Ⅰ자형 구들이 

율문리 생물산업단지유적에서 찾아져 철기시  온돌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율문리유적은 온돌 이외에 동북계토기와 한식계토기, 한식토기제작기법을 충

실히 모방한 토기가 동시에 확인되기도 하 다. 이에 비하여 천전리유적에서는 동북

계 토기만이 출토되는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북한강유역의 철기시  유적에는 한식계토기, 동북계토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철

기시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강유역의 철기유적에 한 조사결과로 축척된 자료들은 70년  후반 

혹은 80년  초반의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의 공반 관계에 한 단순한 이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의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즉, 소위 ‘ 중도식무

문토기’ 단순기에 한 논의는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전국토기의 항으로 

보는 경향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최근 연해주 지역의 자료들에 한 접촉이 가

능해지면서 북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중부지방 철기문화의 기원에 한 시

각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철기시 의 상한을 점토 토기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한 논의는 경질무문토기의 발생을 점토 토기문화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

이다. 아직까지 북한강지역의 철기유적에 한 결과는 초기 문화상을 파악하기에는 어

려운 상황이지만 점토 토기문화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는 자료는 몇몇 유적에서 보

이고 있다. 거점 유역별로 그동안 조사된 유적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강 본

(1) 천 도

춘천시 중도동에 위치하는 중도(中島)는 북한강의 의암호 안에 있는 섬이다. 의암댐

이 생기기 전에는 춘천시 사농동과 연결되었으나 의암댐의 건설로 인해 섬이 되었다. 

이곳은 북한강과 소양강의 합류지점이기도해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쌓여 비옥한 

충적 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신석기시 , 청동기시 , 철기시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

포해 있다. 1980년 7~8월과 1982년 5~6월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2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1호 주거지의 규모는 동서 5.4m, 남북 5m 정도 크기(27㎡, 8.1평)이며, 평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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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을 죽인 네모꼴을 이루고 있다. 움깊이는 약 42cm 정도이며 노지를 중심으로 

직경 2m 정도의 범위에는 진흙을 2cm 정도 두께로 다져서 바닥을 처리하 으나 그 

외에는 모래바닥을 그 로 이용하 다. 기둥구멍은 동쪽 벽에서 1개, 서남쪽 벽에서 3

개가 발견되었다. 그 중 동쪽 벽에서 확인된 기둥구멍의 바닥에는 강돌 5개가 깔려 

있어 기둥을 보강하 음을 알 수 있다. 노지는 주거지 서벽에서 1.5m 떨어지고 중앙

에서 북으로 5cm 정도 치우쳐서 위치하고 있다. 크기는 95×12cm 정도이며 바닥에는 

둥글납작한 냇돌 50여 개를 타원형으로 깔고 그 위에 진흙을 펴서 다졌다. 1호 집자

리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이 여러 점 출토되었고, 석기로는 갈돌 1점과 

숫돌 2점이 있다. 철기로는 단조된 도끼날형 화살촉 2점, 끌로 추정되는 철기 1점, 작

은 철편 1점이 발견되었다. 그 밖에 탄화된 조가 타날문토기 속에서 발견되었고, 짚이 

섞인 진흙덩어리가 주거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각종 출토 토기와 불탄조(국립춘천박물관, 2002)

  

2호 주거지는 동서 6m, 남북 6m, 크기(36㎡ 10.8평)의 네모꼴 움집이며, 움깊이는 

90~100cm 정도이다. 주거지 바닥은 전면을 1~3cm 정도 두께로 진흙을 펴서 다졌

다. 기둥구멍은 동쪽 벽에서 1개, 남쪽 벽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170×114cm 

크기의 타원형이며 주거지 북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축조방법은 1호 집자리와 같

이 바닥에 평평한 강돌을 편 다음 진흙으로 덮고, 주위에 두께 16cm의 진흙띠를 돌렸

다. 불땐자리 북편 끝에는 높이 20cm, 길이 77cm, 두께 4~10cm의 큰 돌을 60°정도 

경사지게 세워 놓았는데, 바람막이돌로 추정된다. 2호 집자리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타

날문토기 등이 여러 점 출토되었고, 철기로는 손칼 4점, 낫 2점, 장방형 고리 1점, 철

정 1점, 철편 10점 등이 나왔다. 그 밖에 간돌도끼 1점, 가락바퀴 9점, 관옥형 토제품 

1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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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2호 주거지 및 출토 손칼(국립춘천박물관, 2002) 

 

중도 주거지발굴자들은 경질무문토기가 타날문토기와 함께 나오는 점을 들어 기원

후 1~2세기로 편년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이홍종은 중도식토기를 송국리식토기에 연

결하여 민무늬토기적인 전통에서 파악하고, 원삼국기의 토기로 보지 않으면서 연 를 

3세기경으로 올려 보고 있다. 또한 안재호도 중도식토기를 민무늬토기시  중기로 설

정되고 있는 송국리식 토기의 계승으로 보아 송국리식의 형태가 중부지방에서 극단화

된 것으로 파악하 다.

(2) 천 신매리

신매리 지역은 춘천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강의 서쪽에 연한 남북으

로 긴 범람원 지 이다. 남쪽으로는 장군봉을 비롯한 여러 잔구들이 의암호 가에 단

애를 이루고 있다.

신매리 유적은 이러한 저산지 동쪽 범람원에 위치하고 있다. 신매리 충적층의 두께

는 기반암의 기복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체적으로 8~15m에 이른다.

이 지역은 이미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강원 학교 박물관, 한림 학교 

박물관, 서울 학교 박물관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부분의 지역에서 신석기시 부터 철기시 에 이르는 선사유적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철기시  유적으로는 1984년 한림 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신매3리 80-1번지 

일 의 강둑 포락면에서 2기층의 주거지층을 확인하고 긴급 수습조사를 한 바 있다. 

1996년에는 한림 학교 박물관에서 신매 교예정부지에서 청동기시  유적과 중복된 

5기의 주거지와 1기의 구상유구를 발굴조사하 고,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2003년에 

신매리 54-4번지에서 철기시  철자형 주거지를 발굴조사하 으며 2007년에는 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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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47-1번지에서 철기시  주거지 4기, 원형수혈유구 1기를 확인조사 하 다. 이외에 

2002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신매2리 820번지의 주차장부지에 하여 시굴조사하

고 철기시  주거지 5기와 구 1기를 확인하 으나 유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매립하

여 그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다. 발굴조사된 각각의 유적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춘천 신매대교부지유적

춘천시 서면 신매리 30-1번지 일  신매 교 건설 부지의 유적으로 조사면적은 

12,646㎡ 이다. 해당부지는 북한강의 서변에 형성된 충적 지로 춘천시 사농동과 춘

천시 서면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1996년 1월에서 8월까지 한림 학교 박물관에서 발

굴조사하 다. 조사결과 청동기시  주거지와 중복되어 철자형 주거지 2기를 포함하

여 총 7기의 철기시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신매대교부지 14호 주거지(좌 :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와 7호 주거지(우 : 국립춘천박물관, 2002) 

신매 교부지에서 조사된 철기시  유구들은 세장방형, 장방형의 주거지 유구가 있

으며 주거지의 부속시설이라고 추정되는 소형의 장방형유구와 도랑유구가 있다. 특히 

7호와 20호의 경우, 철자형 유구로 남쪽에 출입구가 나 있다. 그런데 7호의 경우는 

주거지 장축의 길이가 1,851cm, 단축의 길이가 553cm나 되는 세장방형으로 철기시

의 일반적인 철자형 유구와는 다른 청동기시  주거지에서 흔히 확인되는 세장방형유

구와 유사하다.

내부시설로는 주공과 저장시설이 있으며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여타 토제품, 석재 등이 출토 되었다. 

이외에 7호 유구에서는 흑색마연의 호형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고, 20호 유구에

서는 종종 중도식 경질무문토기와 공반되는 흑색토기와 유사한 기형의 경질무문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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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리54-4번지 주거지 출토 토기 및 환두소도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형토기가 출토되어 양자간의 관계가 주목된다.

신매 교부지유적에서는 이밖에 청동기시  주거지 및 소형유구 18기, 철기시  소

형유구 4기, 시 미상의 소형유구 9기가 확인되었다.

② 춘천 신매리 54-4번지유적

신매리 54-4번지 유적은 북한강의 서안에 형

성된 충적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3년 11

월에서 12월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

사하 다. 조사 결과 철자형으로 확인된 주거지 

3기를 포함하여 총 6기의 철기시  주거지가 확

인되었다. 그밖에 청동기시  주거지 8기, 수혈

유구 3기, 주공 4기 등이 조사되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부분 청동기시  주거

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시설로는 노

지, 중심주공, 벽주공, 저장공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며, 

소량의 타날문토기류와 한식계 토기들이 일부 확

인된다. 철기류로는 도자류 4점과 미상철기 1점

이 출토되었다.

특이한 현상은 일반적인 철기시  주거지에서는 출입구가 남쪽에 위치하는데 비해 

4호 주거지의 경우는 북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지의 노지 

위치가 체로 장축 중앙부에서 안쪽으로 약간 치우쳐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중앙부

나 남쪽으로 치우쳐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신매리 54-4번지유적 원경 및 1호 주거지와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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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매리 54-4번지 유적은 청동기시  유적과 중복된 유적으로 두 시기의 주거지 간

에 다소 시기차는 있으나 토기 기형에 있어서 청동기시 와 철기시 의 문화적인 연

속성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심발형토기의 기형과 구연부 변화양상에서 연속성이 관

찰된다.

③ 춘천 신매리 47-1번지유적

유적이 위치하는 곳은 서면 신매리 47-1번지로 조사면적은 413㎡(약 125평)이다. 

발굴조사는 2005년 4월에서 5월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 다. 조사결과 청

동기시  주거지 1기, 철기시  주거지 4기, 원형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철기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철자형이다. 2호와 5호 주거지 에서는 

부석형노지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중도유적, 춘천 율문리 생물산업단지유적에 이어 확

인된 것으로 무시설식 노지가 사용되던 시기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철제 환도소도는 인접한 춘천 신매리 주택신축부지내 유적에 

이어 두 번째로 확인된 것으로 철기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신매리 47-1번지유적 전경 및 출토 토기편(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3) 천  현암리

유적의 위치는 춘천시 서면 현암리 282-1번지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41,663㎡이다. 

이 지역에 한 조사는 춘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 하 다. 조사 결과 이 일 에서는 

182기에 이르는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부분 청동기시  유구로 상하로 중복과 중첩

이 심하 다. 

청동기시  공열토기와 원형점토 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중복되어 확인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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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현암리유적 조사지역 전경(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삼천동유적 1호 주거지(한림대학교 박물관, 2002)

등으로 보아 청동기시  이후의 

오랜 기간 동안 이용된 규모 

취락지로 밝혀졌다.

철기시  유구로는 수혈유구 1

기가 조사 되었는데 이 수혈유구

는 청동기시  주거지를 파괴하

고 조성된 것이다. 유구의 크기

는 270cm×230cm 이며 깊이는 

약 25cm이다. 주거지 바닥에서 

타날문토기편과 무문토기편, 약

간의 석재가 출토되었다. 내부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4) 천 삼천동

유적이 위치하는 곳은 춘천시 삼천동 360-4번지 일원으로 북한강의 동쪽에 형성된 

충적 지로 동쪽 향로산의 산사면에 해당한다. 1999년 6월에서 8월까지 한림 학교 

박물관에서 조사 하 다.

조사 결과 철기시  주거지 1

기와 청동기시  주거지 1기, 할

석 축조유구 1기, 삼국시  주거

지 1기, 시  미상의 기둥자리 

등이 확인되었다. 철기시  주거

지는 벽면과 벽면이 146°의 둔각

을 이루는 육각형 주거지로 크기

는 약 29㎡(8.8평)이다. 출입구

는 동남쪽으로 추정되었는데 출

입구로 이어지는 내부 바닥면은 

15~16cm 두께의 소토화된 점토가 깔려 있었다. 벽은 갈색 사질토층을 비교적 넓게 

파서 판자를 세우고 그 뒤로 수혈 굴광선까지 약간의 할석과 함께 암갈색 사질토로 

충전 하 다. 벽에 연접한 곳에서는 판자벽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자리로 추정되는 

지름 12~14cm, 깊이 6~15cm의 구덩이가 5개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심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는데, 할석을 세워 벽체를 형성하고 연도는 벽쪽으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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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역사부지유적 전경(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09)

가 지며 올라가는 부뚜막식이다. 할석 아래 소토화된 점토흔과 토기편이 노출된 지점

이 관찰되었는데 부뚜막 시설의 화구부로 추정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 석기류 등이 있다.

삼천동 주거지는 동쪽의 상당부분이 결실된 채 조사되었지만 잔존 유구로 보아 

체로 육각형주거지로 추정되는데, 강원도 서지역에서는 드물게 춘천 중도와 횡성 

둔내유적에서 이러한 예들이 관찰된다. 조사자는 주거지의 평면 형태나 내부 출토유

물로 미루어 철기시 에서 원삼국시 에 해당하는 기원전 2세기 후반에서 기원후 3세

기의 유구로 추정하 다.

(5) 천역사 지

춘천시 근화동 559번지, 161-1

번지, 157번지 일원으로 전체조사

면적은 33,383㎡이다. 이 지역에 

한 조사는 경춘선 복선전철 사

업과 관련된 춘천정거장부지에 

한 것으로 2008년 9월에서 2009

년 12월까지 강원고고문화연구원, 

강원문화재연구소, 예맥문화재연구

원에서 세 구역으로 나누어 발굴

조사를 실시하 다. 근화동 559번

지 일 를 A구역, 161-1번지 일 를 B구역, 157번지 일 를 C구역으로 나누어 조사

한 결과 이 역사부지 일 에서는 선사시  유구는 물론, 신라시 , 고려~조선시 에 

이르는 유구들이 중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중 철기시 에 해당하는 유구를 구역별 차례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A구역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수혈건물지는 총 21동으로, 철기시 유구 4기, 신라시 유구 

12기, 고려시 유구 2기, 조선시 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철기시 와 신라시  수혈

건물지는 조선･고려시  문화층의 아래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된다. 자연제

방 말단부에 해당하는 서편(북한강쪽)에 보다 집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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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역사부지 B구역 2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및 3호 주거지 출토유물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철기시  수혈건물지 4기 중 3기는 철자형으로 체로 남-북향이며 출입구는 남쪽

에 위치한다. 내부에는 불막음돌이 놓여진 수혈식의 노지가 조성되었고, 기둥은 주로 

벽체를 따라 배치되었다. 그 중 1기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로 추정되는데 내부에서 저

장공 2곳이 확인되었으나 신라시  원형 수혈유구에 중복되어 노지의 조성여부는 알 

수 없었다. 수혈건물지의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를 비롯해 토제방추

차, 철기류 등이 있으며 22호의 경우 서단벽 중앙에 타원형의 수혈식노지가 별도로 

설치되었다. 노의 내부에서 슬래그가 검출되어 제련노로 추정되며, 26호 출토토기 내

부토에서는 수골(짐승뼈)로 추정되는 치아 4점이 출토되었다.

② B구역

춘천역사 B구역에서는 철

기시  수혈주거지 3기, 수혈

유구 4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상면부터 상당부분 삼국시  

유구 등과 중복되어 있는 관

계로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1호 주거지의 경우 철자형 

주거지로 출입구는 북한강의 

흐름과 평행하게 남서쪽으로 조성하 다. 주거지 내부에서 수혈식 노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와 회색연질타날문호편이 있다. 

2호 주거지의 경우 직선상으로 살짝 외경하는 경부에 구순단에서 짧게 외반된 경질

무문토기호와 세승석문토기가 공반되었다.

한편 3호 철자형 주거지의 경우 화재주거지로 여러 개체분의 완형 한식계토기가 출

토되고 있어 주목되며, 공반 유물로는 경질무문 외반구연호, 세승석문토기편, 격자타

날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는 타원형 수혈 2기, 방형 수혈 2기가 확인되었는데, 1호 수혈유구에서는 

경질무문 외반구연호, 경질무문 내만구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③ C구역

철기시  유구는 흑갈색 사질토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어 있으며 2기의 주거지가 확

인되었다. 1호 주거지는 배관매설로 인해 교란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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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동 77번지유적 조사구역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잔존양상으로 보아 주거지의 북서쪽 모서리만 잔존하는 철자형 주거지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주축은 남-북방향이다. 2호 주거지는 상부의 여말선초~조선시  수혈주거

지와 중복되어 있는데 철자형의 윤곽선을 확인하 다. 1호 주거지에서는 특별한 바닥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벽에 치우쳐 노지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잔존양상으로 

보아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노지 뒤쪽(북쪽)에는 길이 20~30cm의 천석이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노지 바닥은 단단하게 소결되어 있으며, 두께는 약 4cm

이다. 소량의 경질무문토기편과 토제 방추차 1점이 출토되었으며, 어깨선에 바로 인접

하여 경질무문토기 1점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잔존규모는 동-서 3.9m, 남-북 

5.3m, 수혈깊이 10~23cm이다.

2) 양강 역

(1) 천 우 동

① 춘천 우두동 77번지(직업훈련원 진입도로)유적

춘천의 우두동유적은 춘천시 우

두동 77번지 일 로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강원문화재연

구소에서 2004년 6월부터 12월까

지 1차 발굴조사를 실시하 으며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면적은 9,914㎡이며 주거지 188기, 석관묘, 고인돌, 굴립주유구, 수혈유구, 구상유구, 

야외(위석식)노지, 적석유구, 부뚜막유구 등이 조사 되었다.

우두동 일 는 소양강이 회절하며 광범위하게 발달된 충적평야지 로 조사지역의 

동쪽경계로부터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소양강이 흐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우두산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은 강변의 자연제방으로부터 배후습지로 이행되는 지역으로 

현재 고도가 상 적으로 높은 동쪽의 자연제방은 주거지역으로, 저지 에 해당하는 

서쪽의 배후습지는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작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직업훈련원의 정문 앞 소로를 기준으로 서쪽을 A지구, 동쪽을 B지구로 구분하 는

데 자연제방을 포함하는 B지구의 중심부가 조사지역 중 미고지(微高地)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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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을 중심으로 B지구의 동쪽과 A지구 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조사

지역의 지형상의 특징은 층위구성에도 향을 미쳐 A지구는 B지구에 비해 비교적 점

성이 강한 황갈색 점토층이, B지구는 황색, 회색계통의 사질층이 발달하 다. 지형적

인 환경으로 미루어 볼 때 우두동 일 는 선사 및 역사시  유적이 집 분포할 가능

성이 높다. 전체 지역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주거지(청동기, 철기, 통일신라시 , 조선

시 ), 고인돌, 석관묘, 굴립주유구, 수혈유구, 구상유구, 위석식노지, 적석유구, 소성

유구 등이다.

○ A지구 : A지구에서 발견된 유구는 총 100기로 청동기시  주거지 4동, 철기시

 주거지 14동, 통일신라시  주거지 8동, 조선시  주거지 10동, 시기미상 주거지 

19동으로 주거지는 55동이며, 이외에 석관묘 1기, 굴립주유구 7동, 수혈유구 31기, 구

상유구 6기가 조사되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조사지역 전 구간에 걸쳐 고루 분포하

고 있으며 A지구에서는 철자형 주거지 8동, 방형주거지 6동으로 철기시  주거지가 

총 14동이 조사되었다. 철자형 주거지는 방형 내지 장방형의 평면에 장축은 체로 

남북방향을 하고 있으며 출입구방향은 남향 내지 남동향이다. 바닥면은 황색 사질점

토와 적황색 점토, 유기물질을 섞어 다짐처리하 으며, 출입구 부분은 별도로 점토다

짐하거나(9호) 출입구 연결부분에 얕은 수혈을 파고 장방형의 석재를 배치하 다(7･

28호). 노지는 토광형 무시설식 노지로 후면부에 배치하여 있으며 일부 노지 주변에 

황갈색의 점토를 깐(36호) 흔적이 관찰된다. 이 중 9호 주거지의 경우 출입구가 서쪽

으로 치우쳐 있고 동벽의 내측 주공이 2열이며, 후면부에 토광형 무시설식 노지 2기

가 가깝게 배치되어 있어 동쪽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철자형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류와 타날문토기류, 사족토기를 비롯한 소형토기류, 환두소도, 철도자, 

철촉, 방추자 등이 출토되었다. 단축이 8.1m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며 47호 

주거지는 형의 회색 경질타날문 토기옹을 비롯해 어깨부분에 거치문이 시문된 흑회

색 타날문토기 단경호가 출토되어 철자형 주거지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것으로 판

단되었다. 방형주거지는 체로 한 변이 2~3m인 소형으로 중앙에서 한쪽 모서리로 

치우친 곳에 노지와 저자공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철자형 주거지에 비해 방형주거지

의 노지는 규모가 작으며 높이 10㎝ 이하의 소형토기류가 주로 출토되어 임시 거주 

혹은 특수기능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54호 주거지는 예외적으로 말각방형으로 북동쪽

에 천석과 할석을 세워 부뚜막으로 이용하 으나 이후에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

우친 곳에 노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결된 석렬을 북서쪽 모서리에서 조성한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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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호 주거지(좌)와 B-24호 주거지(우)(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단된다. 또한 노지주변에서는 다량의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와 함께 토관이 안치되

어 있어 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A지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  수혈유구는 총 

3기로(8호･19호･20호)로 방형수혈이다. 이 가운데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없는 20호 방

형수혈은 깊이 1m 가 넘는 수혈로 내부에 철기시  주거지 보강토와 유사한 토양과 

경질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편, 방추차 등 다량의 토기편들이 출토되었는데 폐기장으

로 추정된다.

○ B지구 : B지구에서는 청동기시  주거지 35동, 철기시  주거지 8동, 통일신라

시  수혈주거지 1동, 조선시  수혈주거지 1동, 시기미상 주거지 1동 등 총 45동으로 

청동기시  주거지가 B지구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철기시  철자형 주거지는 

10~20m 간격으로 A지구와 유사한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기시  주거지는 8동

으로 방형의 20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모두 철자형이다. B지구의 철기시  주거지는 

청동기시  주거지에 비해 집도가 떨어지는 편이나 A지구에 비해 집되었으며, 평

면 방형의 주거지 또한 1점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20호 주거지의 

경우 A지구와 유사하게 북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토광형 노지가, 북동쪽에는 저장공 1

곳이 확인된다. 철자형 주거지들은 평면형태가 모두 방형에 가까우며 남동향의 출입

구가 부가된 형태이다. 장축방향은 A지구 26호, 31호, 47호, 52호 주거지와 동일하

다. 내부시설로는 점토띠를 두른 토광형의 노지와 저장공이 있는데, 부분의 노지에

는 모두 장방형의 판석재를 북쪽에 횡으로 세워 불막음 시설을 하 다. 저장공은 원

형의 수혈로 24호 주거지에서는 외반구연토기를 배치하 으며 토기 저부를 뚜껑으로 

사용한 예도 확인된다. 출입구의 경우 A지구의 경우와 같이 주공간과의 경계면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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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의 석재를 1~2매를 놓는 경우(3호)도 있다.

출토된 토기류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한식계토기가 있다. 경질무문토기는 중

형의 외반구연토기와 내만구연토기로 외반구연토기의 출토 빈도가 높은 편이다. 타

날문토기는 원저이거나 평저에 가까운 원저의 단경호류가 부분이다. 한식계토기는 

평저호류로 경부는 직립하고 최 경이 동중위에 위치하는 기형이며 회색의 경질에 가

깝다. 이외의 유물은 출토 빈도수가 낮은 편으로 석기류, 철촉, 탄화곡물 등이 출토되

었다. 우두동유적에서는 철자형 주거지와 더불어 소형 방형 주거지 및 각종 수혈들과 

더불어 각 유구의 내부시설(노지, 저장공, 불씨저장수혈, 출입구 등)들이 밝혀져 철기

시  생활상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또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

토기, 한식계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기류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천전리, 율문

리, 신매리유적과 함께 철자형 주거지의 위계관계 및 전파양상에 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B-3호 주거지 출토 경질무문토기류(좌)와 타날문토기류(우)(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② 춘천 우두동 707-1, 35번지유적

춘천시 우두동 707-1, 35번지유적은 소양강이 북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회절하며 

북한강과 합수되어 형성된 충적평야가 광범위하게 발달한 우두평야의 남쪽 말단부에 

위치한다.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시․발굴조사 하 다. 조사 

결과, 철기시  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으며, 시  미상의 주거지 1기와 고려시  수

혈건물지 29기 및 수혈유구 2기, 시 미상의 적심건물지 1기,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

었다. 철기시  주거지 중 2호 주거지는 여자형으로 이때는 작은방과 연결통로, 큰방

의 일부만 조사되었으나 이후에 조사된 롯데인벤스우두파크내 유적을 조사하면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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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 다. 2005년에 조사된 자료를 종합하여 추정하면 주거지

의 전체 길이는 약 15~16m이고 폭은 약 7.7m이다. 주거지 벽면은 약 15°정도의 경

사를 가지는데 벽면에 인접해서 판재로된 목재가 횡방향으로 탄화되어 노출되었다. 

내부 제토과정에서 경질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석기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3호 

주거지는 철자형 주거지로 길이 680cm, 폭 556cm이며, 잔존 깊이는 46cm 정도이다. 

출입부는 남쪽 단벽 중앙부에 설치되었으며 바닥에는 황갈색 점토를 두텁게 깔아 보

강하 다. 주거지의 벽면은 외부로 약간 경사져 있으며 횡방향의 탄화된 목재가 다량 

확인되었다. 출입부쪽을 제외한 각 벽면에 인접하여 4개씩 모두 12개의 주혈이 확인

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부에서 타원형으로 확인 되었는데 원지반을 조금 굴착한 

후 가장자리는 점토를 보강하 으며 서쪽 가장자리에는 천석 3개를 놓아 노벽을 보강

하 다. 출토유물은 타날문단경호편, 직구호편, 외반구연토기 등 다수의 토기편과 석

부, 석촉, 철촉 등이 수습되었다. 

우두동 707-1, 35번지유적 전경(좌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및 3호 주거지 전경(우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③ 춘천 우두동 707-3번지(롯데인벤스)유적

춘천 우두동 707-3번지 일원으로 2005년 8월에서 12월까지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하 다. 전체 조사면적은 10,510㎡이다.

이 지역에서는 철기시  주거지를 비롯하여 고려시  수혈건물지 3동, 수혈유구 15

기, 소형원형수혈군, 구상유구 4기,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우두

동 707-1, 35번지유적에 인접한 C지구에서만 4기가 확인 되었는데 철자형 주거지 1

기, 여자형 주거지 2기, 방형 주거지 1기이다. 이 가운데 2호 주거지는 부분조사만 실

시되었고, 3호 주거지는 707-1･35번지유적의 2호 주거지와 연결되는 주거지이다. 세

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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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동 707-3번지 주거지 출토 토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1호 주거지는 남쪽 경계면 밖의 일부가 조사되지 않아 여자형 주거지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된 부분만으로 판단하면 남-북 장축방향으로 배치된 형의 철자형주거지

이다. 큰방은 장방형으로 길이 15.7m, 폭 7.3~7.6m, 수혈깊이 50~80cm이다. 주거

지의 양측벽은 수혈 바닥에서 외측으로 약 15°가량 바깥으로 벌어져 있다. 

한편 벽면 외측으로는 벽기둥을 박아 세웠던 흔적인 지름 20~43cm 크기의 반원형 

돌출부가 29개 확인되었다. 돌출부에서는 각각의 수혈이 확인되며 수혈은 벽면의 경

사도와 같이 비스듬하게 굴착되었는데, 지붕 구조의 벽기둥이 주거지 상면 수직각에

서 밖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거지 장축 중앙선상에

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과 노지의 북쪽에서 각각 확인된 수혈은 중앙주공으로 

판단된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과 장축방향의 북편에 치우쳐서 점토띠식 노지와 수혈

식 노지 2기가 확인되었다. 이밖에 주거지 내부 시설로는 통로주공, 저장공 등이 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한식계토기, 토제방추차, 철도자 등이 출토 되었다.

2호는 평면형태가 여자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어깨선을 통해 확인된 큰방의 

크기는 길이 8.4m, 폭 5.6m(북단벽)~7.2m(남단벽)이다. 내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

나 북서쪽 모서리 부근에서 경질무문토기 1점과 철제 삽날이 출토 되었다. 

3호 주거지는 여 자형으로 우두동 707-1･35번지유적 2호 주거지의 큰방과 연결된

다. 내부시설로는 수혈식노지가 확인되었으며, 탄화된 벽기둥이 벽면에서 그 로 노출

되었다. 노출된 벽기둥은 벽면의 기울기와 비슷한 각도로 주거지 바깥쪽으로 기울게 

설치되어 있다. 또 3호 주거지에서는 벽면에 가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탄화 판재

도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

문토기편, 추정 물레, 환두도자, 

철촉 및 철제 삽날 등이 있다. 한

편 4호는 방형주거지로 내부에서 

평면 부정형의 수혈식노지와 저장

공 등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특징은 주변 철기시  주거지의 

가옥 구조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벽면이 외측으로 외경하여 있으며 벽주공을 모두 반원형의 돌출부

를 마련하여 박으면서 벽면의 기울기와 비슷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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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문리 335-4번지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이 주거지의 가옥구조는 소위 ‘벌림집’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되었다. 특히 1호 주거지에서는 내부 목탄의 분포와 잔존상태, 수혈의 내부 퇴적상태 

등을 통하여 선주거지의 해체 순서를 추정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3호 주거지 목탄 및 유물노출 상태 및 서벽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2) 천 리

① 춘천 율문리 335-4번지(생물산업단지)유적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35-4번지 

일 이며 조사면적은 35,602㎡이다. 

생물산업단지조성과 관련 강원문화재

연구소에서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1차 조사하 으며 2006년 4월부터 6

월까지 2차로 발굴조사하 다.

조사지역의 남쪽으로는 소양강이 동

에서 서로 관류하고 서쪽으로는 율문

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소양강에 합

류한다. 조사 결과 청동기시  주거지 2기 철기시  주거지 9기, 수혈유구 7기, 구상

유구 4기, 밭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철자형과 여자형

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여자형으로 출입구의 방향은 남동방향이다. 주거지의 전

체길이는 12.6m이며 바닥면은 황갈색 점토로 다졌다. 노지는 중앙에서 후면부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수매의 판석을 깐 부석식으로 그 주위에 점토띠를 두르고 북쪽면은 

막음돌로 마감했다. 기둥구조는 현재 1개의 중심기둥과 2×2개의 내측 기둥열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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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주거지 출토 철제삽날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 작은방 동쪽부분

에서 1개체분의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3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철자형이고 2호 주거지, 수혈 1호가 중복되었다. 출입구

의 방향은 남동방향이며 화재로 인하여 폐기되었으며 화재시에 소실된 기둥이 벽체를 

따라 잔존하고 있다. 출입구 연결부분은 점토를 깔았다. 노지는 중앙에서 후면부쪽으

로 치우쳐 있고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점토띠를 두르고 북쪽면은 막음돌로 마감했

다. 기둥구조는 동단벽과 서단벽의 각각 3곳에 벽체기둥과 2×3개 내측기둥열이 배치

되었다. 출토유물은 거의 없고 경질무문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이 소량 확인되었다.

4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철자형으로 추정되며 6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화재로 

폐기되어 각종 부재의 형태는 추정할 수 있다. 노지는 거의 유실되었으며 부석식으로 

추정된다. 기둥구조는 현재 동벽에 4개, 북벽에 3개의 벽체기둥이 확인되었다. 유물

은 북쪽 후면부근의 선반시설로 추정되는 판재 상면에서 경질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 

5개체분이 출토되었으며, 철겸편이 확인되었다.

5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여자형으로 추정되며 출입구 및 통로 일부와 6호 주거지

와 중복에 의해 동쪽장벽이 파괴되었다. 출입구의 방향은 남동방향이고 바닥은 회갈

색 점토와 황색 점토로 다졌다. 

노지는 2기로 북단벽에 터널식 노지와 중앙

에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되었다. 터널식 노지

는 판석을 세워서 축조하 고 상면은 무너진 

상태이다. 기둥구조는 현재 1개의 중심기둥과 

2×2m 내측기둥열이 배치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 마제석부가 

있으며 V자형 쇠날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6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여자형이고 4호와 

5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출입구의 방향은 

남동방향이다. 주거지의 전체길이는 10.6m이

고 큰방의 규모는 길이 7.3m 폭 6.22cm 깊이 70cm이다. 작은방의 규모는 길이 

1.4m 폭 2.7이고 통로의 규모는 길이 1.9m 폭 1.3m이다. 출입구 연결부분은 점토를 

깔았다. 노지는 중앙에서 북쪽 후면부에 치우쳐 있으며 크기는 길이 1.6m 폭 1.15m

이다. 노지는 강돌을 깐 부석식으로 평면형태는 타원형의 점토띠를 두르고 북쪽면은 

1매의 환석으로 마감했다. 출입구 연결부분에 벽구를 파고 뒷채움을 한 뒤 장방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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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출토 경질무문토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가공재를 세웠다. 내측주혈은 

2×4개가 배치되었다. 남동벽과 

남서벽의 모서리 부근에 각각 

강돌이 집석되어 있다. 출토유

물은 타날문토기편과 경질무문

토기편이 있다.

7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철

자형이고 현재 출입구 일부와 

북쪽 후면부, 서쪽 단벽일부만 

남아있다. 화재로 폐기되었으며 

8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고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7.5m, 잔

존 폭 2.2m 깊이 50㎝이고 출입구의 규모는 길이 1.8m 잔존 폭은 1.2m이다. 주거지

의 벽을 따라 탄화된 판재가 설치되었으며 폭은 35~40cm이다. 남쪽 전면부에서 탄

화된 곡물이 확인되었으며 서쪽 단벽에는 뼈가 검출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및 타날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

8호 주거지지의 평면형태는 철자형으로 추정되며 현재 동쪽 단벽과 출입구 일부가 

도로 구간에 덮여 있다.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며 주거지 7호와 수혈 2호가 중복되었

다. 주거지의 규모는 잔존길이 8.7m, 잔존 폭 4.2m 깊이 55cm이고 출입구의 규모는 

잔존길이 2.5m, 잔존 폭 90cm이다. 노지는 수혈 2호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규

모의 잔존길이 90cm, 폭 80cm이다. 노지는 수매의 판석을 깐 부석식으로 그 주위에 

점토띠를 두르고 북쪽면은 막음돌로 마감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편과 타날문

토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7기가 확인된 철기시  주거지 중 특히 5호와 8호가 주목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

는 철자형이거나 여자형이고 노지는 내부에 판석 또는 천석을 깐 점토띠식인데, 5호 

주거지에서는 터널형노지가 확인되었다. 터널형노지는 현재까지 부석식노지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5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형성된 6호 주거지에서 부석식

노지가 확인되고 있어, 철기시  주거지 내부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기편년에 있어 

새롭게 검토될 과제이다. 7호 주거지의 벽체에서 확인된 탄화된 판재는 철기시 의 

판벽구조 중 판재너비가 상 적으로 넓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7호 주거지 출토 

탄화곡물은 철기시  곡물의 다양성을 확인해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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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춘천 율문리 75-2번지유적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75-2번지일 이며 춘천 분지의 소양강 북안에 길게 형성된 

충적 지(자연제방)의 정점에 있다.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2006년 3월부터 4월까지 

발굴조사하 으며 조사면적은 4,331㎡이다. 탐색갱에서 모두 18기의 주거지 윤곽선이 

확인되었으나, 그 중 1기를 확인 조사하 다.

주거지 평면 형태는 철자형이며 면적은 24㎡(7.3평)이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정

남북으로 출입구가 남쪽으로 향하며 길이가 긴 편이다. 주거지의 가운데에서 남쪽으

로 완만하게 지표와 연결되고 있으며 출입구와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약간의 단을 만

들었다.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바닥은 진흙을 깔아 다짐을 했다. 주

거지에서 부뚜막과 구들시설이 확인되었다. 아궁이와 부뚜막과 연결된 주거지의 벽체

는 화재를 막기 위해 진흙으로 보강한 것이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바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완만한 경사가 주어지도록 시설하 고, 바닥은 진흙다짐 하 다. 좌우에는 

자연석으로 만든 봇돌을 양쪽에 세웠다. 중앙은 용기를 얹혀 놓을 수 있도록 토기걸

이를 만들었다. 구들은 동북측 모서리에서 서쪽으로 꺾여 서측 벽밑을 따라 연결되며 

서북측 모서리에 배연시설을 하 다. 동북측 모서리에 구들장이 놓여 있는데 부뚜막

시설에 덮여 있어 고래가 되도록 하 다. 구들장이 조사되지 않은 부분은 나무로 덮

은 후 점토를 위에 바른 것으로 추정된다. 고래의 남쪽벽체는 나무로 한 면을 받치고 

그 벽에 고운 점토를 발라 고래가 되도록 시설하 다.

토기류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한식(낙랑)계토기가 있다. 한식(낙랑)계토기는 

연질평저호 1점과 구연부편 1점이 수습되었다. 평저호는 바닥과 동체부 연결부에는 회

전깎기흔이 확인되고 있으며 바닥에는 희미하게 사절흔이 확인되고 있다. 구연부편은 

회전흔이 뚜렷하게 내외면에 남아 있으며 내외면에는 적갈색의 칠 흔적이 보인다.

아궁이틀은 아궁이 북쪽 봇돌 앞에서 수습된 것으로, 외면은 요철상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측부로 추정된다. 철기류는 주조철부 1점과 성격 미상의 철기 1점이 확인되었

다. 철공부의 단면 형태는 제형이며, 인부는 둥그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괭이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곡물은 동벽 근처에 쓰러진 경질무문토기호를 수습하던 중 내부에

서 확인된 것으로 팥으로 추정된다.

율문리 75-1번지유적은 북한강유역 철기시  문화상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 내부에서는 부뚜막과 구들, 배연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된 ‘ㄱ자형’의 

온돌시설이 확인 되었으며, 가평 성리, 덕현리, 춘천 율문리 유적 주거지의 온돌 구



제6장 | 철기시대

592 강원도사 

A지역 가지구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조는 우리나라 온돌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물론, 주거문화사를 밝히는데 일조

할 것이다.

한편 이 주거지에서는 한식(漢式 혹은 樂浪)계 토기의 향을 받은 연질평저호 완형 

1점과 물레의 회전흔이 뚜렷한 구연부 1점이 출토되었다. 이 한식계통의 토기는 가평 

성리, 춘천 우두동 직업훈련원 진입도로부지, 신매리 등의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

다. 이러한 한식계 토기의 출현은 중국 군현과의 교류관계를 밝히거나 북한강 상류지

역의 정치체와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하겠다.

1호 주거지 및 유물 출토 모습(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3) 천 천 리

① 춘천 천전리유적(국도 46호선 동면-신북간 확･포장 공사구간)

천전리유적은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의 국도 46호선 동면~신북간 확․포장 공사구간

에 있으며 그 조사면적은 77,472㎡(23,435평)이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2003년 4

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발굴조사하 다.

천전리유적은 소양강의 강안에 형성된 충적 지상에 위치하며, 조사지역 부분이 범

람원의 자연제방상에 해당하지만 북쪽 경

계면에는 배후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 여자형 주거지 1기를 포함하여 총 2

기의 철기시  주거지(5호와 40호)가 확인

되었다. 그밖에 신석기시  주거지 1기, 청

동기시  주거지 74기, 주구묘 16기, 경작

유구 약 11,180㎡, 함정 147기, 수혈유구 

260기를 비롯하여 시 미상의 수로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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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 5호 주거지 유물노출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목책유구 1열, 굴립주거지 15기, 고구려 횡혈식석실묘 1기, 고려시  주거지 9기, 부정

형수혈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유적의 동쪽으로 치우쳐 모두 2기가 확인되었는데, 유적의 동쪽

으로 약 300m 떨어진 천전리 121-16번지 유적에서 철기시  주거지가 확인되는 것으

로 보아 이 유구는 천전리 철기시  취락의 서쪽 경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천전

리 철기시  유적의 전체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주공이 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

문토기류와 타날문토기류, 석기,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5호는 남

쪽으로 입구를 낸 여자형이고 청

동기시  6호, 14호 주거지를 파

괴하고 설치되었다. 40호는 청동

기시  39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으며 큰 방의 북서쪽 절

반가량만 조사되어 통로와 출입구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잔존

한 평면형태를 볼 때 남쪽으로 입구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2기 모두 화재로 폐

기되었으며 5호는 화재 시에 소실된 부재가 벽체를 따라 잔존하고 있는데 동쪽 장벽

에는 벽체에 사용된 판상의 목재도 확인된다. 5호의 내부시설을 살펴보면 중심주공은 

주축 중앙선상에 중앙주공 4개와 양쪽 장벽으로 2×4개 주식의 내측주공을 설치하

다. 중앙주공, 내측주공과 함께 네 벽을 따라 각각 4개, 통로와 작은 방 벽을 따라 일

정간격으로 중심주공을 설치하 다. 중앙주공 사이에는 무시설식의 평지식 노지 1기

를 설치하 고 통로 쪽 바닥 전면은 회백색 점토로 다짐되어 있다.

 40호에서는 외반구연토기 1점이 완형에 가까운 상태로 출토되었지만, 5호 내부에

서 출토된 유물은 완전한 것이 없고 부분 소량의 편으로 확인되었는데, 외반구연토

기를 비롯한 각종 경질무문토기와 철촉, 작업 로 사용된 판석의 석재가 출토되었다.  

천전리를 비롯하여 춘천지역의 우두동, 율문리, 신매리 등지에서 철기시  주거지에 

관한 자료가 꾸준히 증가하여 오고 있는데 청동기시  주거지가 집하여 분포하는 

지역과 거의 동일한 지역에서 철기시  주거지의 분포가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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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리 121-16번지유적 전경(한림대학교 박물관, 2008)

② 춘천 천전리 121-16번지유적

춘천시 천전리 121-16번지에 해당하며 조사면적은 910㎡이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에 한

림 학교 박물관에서 주택신축과 관

련하여 발굴조사하 다. 

조사결과 청동기시  주거지, 수혈

유구, 철기시  주거지, 삼국시  온

돌 하부구조 등이 확인되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3기로 평면형태가 

모두 철자형이다. 1호 주거지는 내부에

서 3개체분의 경질무문토기가 쓰러진 상

태로 확인되었으며, 토제 어망추, 석제 방추차, 소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출입구시설은 바닥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고 있으며, 부근에 다량의 

소토와 목탄이 쌓여져 있었다. 중앙부에서 장타원형 형태인 수혈식 노시설이 확인되

었는데 북서쪽으로 판석 2매가 불막음의 역할을 하고 있다.

3호 주거지의 출입구시설은 주거지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외부로 이어지

고, 돌출부 상면에는 소토덩어리와 목탄이 집중적으로 퇴적되었다. 바닥처리는 점토를 

치 하게 다졌다. 중앙부에는 판석 2매가 확인되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붉은 소토가 

퍼져 있어 노시설로 추정되며, 내부 북쪽으로는 탄화된 목재가 내부로 쓰러져 있으며, 

얇게 가공한 판자가 확인되고 있다. 

유물로는 경질무문 발형토기, 파수부토기, 경질무문토기편 등이 있으며, 특히 철편 

5점이 출입구 쪽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3호 주거지 및 주거지 내 파수부 경질무문토기 노출 모습(한림대학교 박물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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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주거지의 출입시설은 주거지 바닥면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뤄 올라가며 주

거지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회갈색 점토를 2단으로 깔고 다진 흔적이 확인된다. 바닥

면은 전체적으로 점토처리를 하 다. 주거지 내부에서 다량의 목탄이 벽쪽으로 퇴적

되어 있다. 중앙부에 노지가 확인되었는데, 수혈에 할석을 채운 후 사용한 것으로 할

석 상면에는 소토가 충진되어 있다. 한편 불막음 돌 너머에 가운데가 빈 타원형의 점

토 둑이 확인되었는데 이 빈 공간에 주공 1개가 확인되었다.

주공은 벽면을 따라 시설되었으며, 출입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완형의 경질무문소호

를 비롯하여, 다량의 경질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 북벽에 인접한 바닥에서는 환두

소도(環頭小刀)가 출토되었다.

9호 온돌 하부구조는 남북방향이며, 아궁이부분을 중심으로 토기편과 철촉이 확인

되었다. 서쪽 석렬 내부에서 호형의 경질토기구연부와 적갈색 경질토기구연부･철겸･

삼지(三指)철제품･적갈색타날문토기동체부편･무문토기편･합인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적갈색의 경질도기는 고구려식의 도기 제품으로 판단되며, 온돌의 시기는 삼국시  

중 고구려계통의 온돌 하부구조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자는 철기시  철자형 주거지 3기를 B.C.2~3세기경의 주거지로 추정하 는데, 

이들 주거지간에서도 약간의 시기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신 하 말처리시 지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천전리 일원에 해당하며, 철기시  유구가 조사된 구간은 천

전리 구간이다.

2008년 5월에서 12월까지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춘천시 신북읍 일원에 하수종말처

리장(부지면적 9,334㎡)과 하수간선 관거(구간 총 연장 16.732㎞) 공사와 관련하여 발

굴조사하 다. 조사지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주행하는 하천 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규모 충적 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사지역은 서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낮아지는 

형상인데 편의상 동쪽을 A구역 서쪽을 B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하 다.

A구역에서는 청동기시  주거지 32기, 철기시  주거지 3기, 형수혈 5기, 목책열 

등이 조사 되었고 B구역에서는 청동기시  주거지 3기, 철기시  주거지 2기, 시기미

상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유구 중 잔존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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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21호 주거지

33 트렌치에서 청동기 주거지 19･20･22호와 함께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트렌치 내

의 일부만 조사되어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규모는 현 길이 160㎝, 폭 300

㎝, 깊이 80㎝이고 조사면적은 4.8㎡이다. 바닥은 전면 점토다짐하 고 주거지 중앙

에는 무시설식 노지가 위치하며 동벽에 붙어 부뚜막(추정)이 확인되었다. 길이 50cm, 

폭 40cm 내외의 판석이 부뚜막과 배연부 사이를 막고 있으며 그 뒤편으로 그을음이 

있는 판석 2매가 쓰러져 있었다. 부뚜막은 아궁이의 연소부 바닥만이 남아있고 그 외

의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 동벽 밖으로 바로 배연부가 경사지며 약 1.4m 정도 

길게 돌출되어 있고 내부에서는 그을음이 있는 판석 1매와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경질무문토기 평저호와 삼각만입 철촉이 출토되었다.

② A-25호 주거지

34트렌치에서 23･24･26호 주거지와 함께 조사되었고, 주거지 방향과 평행한 4기의 

수혈이 바로 옆에서 조사되었다. 규모는 현 길이 170cm, 폭 720cm, 깊이 80cm이고 

조사면적은 12.2㎡이다. 화재주거지로 주거지의 서벽 상단에는 목재가 횡으로 놓여 

있었고 서벽 남측 횡목 뒤편에서 기둥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벽 남측에서도 목탄 

기둥이 확인되었다. 바닥은 아무 시설을 하지 않았으며,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지

석, 철도자와 타날문토기편 1점이 있다.

③ B-4호 주거지

17트렌치에서 확인된 철기시  주거지로서 일부만이 조사되어 전체 평면형태를 파

악되지 않으나 주축방향은 남-북이다. 노출된 주거지 규모는 현 길이 120cm, 폭 

560cm, 깊이 90cm이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굴착면을 그 로 사용하

다. 주거지 내부에서 벽주공 2개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편, 방추차, 

석제품 등이 있다.

④ B-5호 주거지

18트렌치에서 서편에 치우쳐 확인되었으며, 주축은 남-북 방향이고 남쪽으로 입구

를 낸 철기시  주거지이나 평면형태가 철자형인지 또는 여자형인지는 알 수 없다. 

규모는 현 길이 140cm, 폭 400cm, 깊이 80cm이고, 출입구 길이 60cm, 폭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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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20~35cm이다. 주거지 바닥에는 부정형으로 황갈색 사질점토가 단단하게 다짐

되었고, 통로의 바닥 전면을 명황갈색 점토로 다짐하 다. 주거지의 서쪽에서 벽주공 

1개가 확인되었고 출입구로 판단되는 곳에서 주공 2개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질무

문토기편, 판석 등이 출토되었다.

철기 각종 및 경질무문토기 출토 모습(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5) 천 장학리( 양5 - 도 56호 간 도 )

춘천시 동면 장학리 676-6번지 외 79필지 일원으로 춘천 소양5교-국도 56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 5월에서 2007년 6월까지 발

굴조사 하 다. 조사면적은 26,600㎡이다.

조사지역은 서북쪽은 소양강에 연하며 남쪽은 구봉산으로부터 뻗어 나온 해발 

150m 내외의 산줄기가 감싸고 있다. 또 동쪽은 지내천이 흘러 소양강으로 유입한다. 

조사지역은 소양강의 반복적인 하상퇴적작용으로 북쪽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충적

지로부터 습지로 이어진다.

조사지역은 편의상 동서로 나있는 소로와 수로를 기준하여 남쪽으로부터 A, B, C, 

D구간으로 나뉘었는데, 철기시  주거지 유구는 C구간에서 찾아졌다. C, D구간에서

는 수혈주거지 3기를 비롯해 굴립주유구 4기, 함정유구 6기, 구상유구 4기, 수혈유구 

143기 등 총 160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철기시  수혈주거지와 굴립주유구, 함정유구, 구상유구 등은 남동쪽에, 청동기시  

수혈주거지와 열을 이루는 다수의 수혈유구는 서편에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철기시  주거지는 중복되어 확인되었으며 1호 주거지가 2호 주거지에 선행한다. 두 

주거지 모두 북서향하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각각 철자형과 제형이다. 1호 주거지는 

후면부가 둔각으로 돌출된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출입구가 부가된 주거지이다.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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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리유적 C구간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는 출입구를 제외한 장단벽측

에 벽구가 조성되었고, 후면

부 단벽부근 중앙에는 점토띠

를 두른 부석식 노지가 설치

되었다. 출토유물로는 후면부 

단벽 부근에서 경질무문토기

편이, 노지 북쪽에서 합인석

부와 이형동기편, 이외에 철

기편, 슬래그 등이 있다. 

토층 단면상 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 폐기 후 1호 주거지의 바닥면과 내부퇴적토 일부를 바닥면으로 다져 조성

하 다. 평면형태 또한 1호 주거지 폐기 후 1호 주거지의 바닥면과 내부퇴적토 일부를 

바닥면으로 다져 조성하 다. 

평면형태 또한 후면부로부터 전면부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제형을 띠고 있어 일

반적인 철기시  주거지와는 다른 형태를 띤다. 내부시설로는 1호 주거지의 노지를 

재정비하고 점토띠를 둘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2행 3열의 내측기둥과 벽

체기둥열이 확인된다.

함정유구는 총 6기로, C구간의 남동쪽 모서리 부근에 집중 분포하며 일부 열을 이

루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지역 동쪽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호 함정유구의 

경우 토층 단면상 창이 박힌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함정유구는 멧돼지, 사슴 등

의 중 형 동물 포획을 위한 수렵용으로, 강원지역에서는 최근 춘천 천전리유적, 춘천 

거두리유적 등에서 조사된 예가 있는데 평･단면형태와 바닥면에 기둥을 박는 방식 등

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남돈(강원 학   학 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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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유역의 철기시대 유적 분포도(춘천지역)

3) 홍천강 역

홍천군의 수계는 모두 북한강수계에 속한다. 홍천군 동쪽에 위치하는 인제에서 발

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온 홍천강이 장남천, 내린천, 굴지천, 군업천 등의 크고 작은 

하천을 합류하여 경기도 가평의 남쪽에서 북한강 본류와 합류한다.

지금까지 홍천강유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은 모두 홍천강 주변의 충적 지와 낮은 

구릉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선사시 부터 역사시 에 이르기까

지 홍천강유역이 인간 생활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홍천강유역의 철기시대 유적 분포도

홍천강유역에서 지표조사로 확인된 철기시  유적은 홍천읍 결운리유적(최복규 외, 

1996)이 있으며, 인근의 외삼포리에서도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강원 학교 박물

관, 2002) 결운리유적은 홍천강가의 비

옥한 사질충적토 위에 형성된 철기시  

유적으로 지표 수습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의 제작기법을 볼 때, 한강유

역을 따라 분포되어 있는 철기시  유적

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홍천강유역의 철

기시  유적을 상류지역부터 살펴보면 

2005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에 발굴조사를 완료한 홍천 철정리Ⅱ유

적과 2006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1월에 발굴조사를 완료한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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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정리Ⅱ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성산리유적, 2002년에 조사된 홍천 하화계리유적, 2006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에 발굴조사를 완료한 춘천 군자리유적이 있다.

(1) 홍천강 역  철 시  주거

① 홍천 철정리Ⅱ유적

철정리Ⅱ유적(강원문화재연

구소, 2007)은 강원도의 지형

적 특성인 높고 험준한 산악지

 사이에 형성된 북한강의 상

류 지류인 장남천의 동남안에 

형성된 자연제방의 충적 지에 

위치하고 있다. 충적 지는 해

발 168~170m 내외이며 유구

가 형성된 지역의 부분에서 

구하도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

는데, 유적이 조성되기 이전에 상류의 자연제방 일부가 유실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유로와는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적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16번지 외 174필지에 해당되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

는 국도 44호선 구성포~두촌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 중 장남천 선형변경구간

(총연장 1.75km)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면적은 126,509㎡(38,269평)이다. 이 구간은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해 2003년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고(강

원문화재연구소, 2003), 2005년 3월 28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

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이후 2006년 2월 14일부터 조사지역에 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10월 31

일에 조사를 완료하 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  적석유구 1기, 청동기시  주거지 66

기, 주구묘 9기, 석곽묘 1기, 소형석관묘 2기, 철기시  주거지 19기, 조선시  수혈

주거지 19기, 삼국시  석실묘 4기, 삼가마 2기, 소성유구 1기, 시 미상의 굴립주유

구 15기, 주혈군 3기, 구상유구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 와 철기시  주거지는 체로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깊이가 105cm에 이

르는 것도 확인되었으나, 과거 제방 축조와 도로 개설, 경작 등으로 다수의 유구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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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리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손되거나 교란되어 일부만 남은 것도 있다. 철기시  주거지는 여자형 주거지 4기, 

철자형 주거지 10기를 포함하여 총 19기가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모두 출입구를 남

쪽과 그 주변으로 설치하여 남북방향이거나 이에 가깝다. 주거지의 큰방은 출입구에

서 둔각을 이루고 후면은 약간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와 중심주공, 

벽주공, 벽체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부분 수혈식으로 확인되었으나 A-1호 주거

지에서 부석식 노지, C-1호 주거지에서 ‘ㄱ’자형의 쪽구들시설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A-1호 주거지와 A-10호 

주거지에서 한식계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 토제 방추차 등의 토제품, 석촉, 석도 

등의 석기류, 환두소도 1점과 철촉, 철도자, 철겸, 꺽쇠 등의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으

며, A-4호 주거지와 A-12호 주거지에서 관옥이 출토되었다.

② 홍천 성산리유적

성산리유적(강원문화재연구

소, 2009)은 홍천강의 중상류

지역에 해당되고 북동에서 남

서방향으로 관류하면서 상류

로부터 운반되어온 퇴적물에 

의해 비교적 비옥한 사질충적

지를 형성한 지역에 위치하

고 있다. 또한, 유적 주변으

로는 홍천강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하면 해발 300~600m 내

외의 산지와 구릉으로 이루어

져 있다. 유적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779-5번지 일원으로 고속

국도 60호선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공구 구간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2002년 강원 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즐문토기편, 무문토

기편, 간석기 등이 수습되었고(강원 학교 중앙박물관, 2002), 이후 강원문화재연구소

에서 2006년 10월 11일부터 동년 12월 21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철기시  주거

지 13기, 조선시  수혈주거지 3기, 통일신라시 ~조선시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 

8기, 석렬유구 10기, 수혈 7기, 굴립주유구와 소토유구 9기, 추정 가마유구 1기, 추정 

제철관련 유구 등 총 51기의 유구와 1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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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부터 동년 12월 14일까지 실시하여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하 고, 2008년 5월 

15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를 완료하 다. 조사 

결과, 철기시  주거지가 총 47기 확인되었는데, 이는 홍천강을 포함하여 북한강유역

에서 확인된 철기시  유적 중 가장 규모의 취락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신석기시  주거지 1기, 청동기시  주거지 3기, 통일신라시  주거지 64기, 청동기

시 ~조선시  수혈유구 약 54기, 소성유구 및 적석유구, 와적유구 등을 포함하는 기

타유구가 약 35기가 확인되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장축방향이 모두 남북방향이며, 각 주거지는 상호간의 중복관계

가 나타나지 않고 10~15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평면형태는 통로시설 부분이 다수 파괴되어 총 47기의 주거지 중 여자형 11기, 철

자형 6기, 방형 2기가 확인되었다. 철기시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공, 저장시

설 등이 확인되었다. 노시설은 점토띠식과 부석형점토띠식, 부뚜막시설, 쪽구들시설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쪽구들시설은 방형의 주거지에서만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의 토기류가 다수를 차지하며, 철기

시  2호 주거지에서 타날문의 원저형 시루가 출토되었다. 그 외에 토제품, 석기류, 

철기류, 동물뼈, 탄화곡물 등이 확인되었는데, 철기류는 철기시  7호 주거지에서 철

촉, 철부, 철겸, U자형삽날, 철도자 등 다양한 종류가 출토되었다. 소뼈로 추정되는 

동물뼈는 철기시  36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으며, 탄화곡물은 철기시  26호 주거지

와 철기시  36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③ 홍천 하화계리유적

하화계리유적(강원문화재연구소, 2005)은 인제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흘러온 홍

천강이 홍천읍을 지나 북쪽으로 곡류하는 회절부에 해당하며, 홍천강 북안에 형성된 

충적 지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유적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70-7번지 일 에 해당하며, 국도 44호선과 국도 5호선 연결구간으로 강원문화재연

구소의 홍천군 지역에 한 정례지표조사 중에 확인되었다. 지표조사에서 조사지역의 

동쪽 논에서 한성백제기의 기와류, 토기류, 철부, 석기 등이 다량으로 흩어져 있는 것

을 발견하 는데, 도로포장공사 및 통신관로공사로 인하여 상당 부분이 파괴된 것으

로 추정되었다.

유적에 한 조사는 2002년 6월 26일부터 2002년 9월 11일까지 유구의 잔존범위에 

한 시굴조사를 실시하 으며, 공사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은 잔존부분에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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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화계리유적 1호 주거지 모습(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조사는 2002년 9월 12일부터 2002년 11월 16일까지 실시하 다. 조사 결과, 여자형 

주거지 2기를 포함하여 총 6기의 철기시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그밖에 원형수혈

유구와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6기의 철기시  주거지 중 평면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3기(1호, 2호, 6호)이나 3기 모두 도로공사나 케이블공사 그리고 인

근 공업사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평면형태를 알 수 있는 주거지

의 장축방향은 모두 남북방향에 

가까우며, 화재로 폐기되었다. 평

면형태는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

지가 여자형이며, 6호 주거지는 

큰방의 전벽과 후벽이 둔각으로 

꺾이는 육각형으로 확인되었으나 

작은방과 통로시설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노

지와 중심주공, 벽주공, 벽체 등

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1호 주거

지에서 수혈식으로 확인되었으며, 큰방의 장축 중앙선상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확인되었다. 주거지 큰방의 바닥은 점토로 다짐처리가 되었으며, 큰방 내부에서 통로

시설로 갈수록 완만하게 경사져 올라간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의 토기류, 방추차와 연석 등의 석기류, 

철부, 철촉, 철도자, 꺽쇠 등의 철기류가 확인되었으며, 이 외에 1호 주거지에서 옥 3

점, 2호 주거지에서 수정 박편, 6호 주거지에서 철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금속으로 

추정되는 지금(地金)과 수키와가 출토되었다.

④ 춘천 군자리유적

군자리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09)은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변에 위치하며, 

조사지역 주변으로는 해발 150~300m 높이의 산지와 능선과 능선사이의 곡간지 로 

이루어져 있다. 곡간지 는 주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능선과 능선사이의 곡간

을 따라 소하천이 발달해 있다. 유적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871

번지 일원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 N지구(군자 1･2교 구간)와 O지구(남춘천IC와 주변

도로의 진･출입로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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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리유적 전경(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이 지역은 2002~2003년 한

림 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

표조사를 통해 절개면에서 문화

층이 확인되고, 수습 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

이 확인되었다(한림 학교 박물

관, 2003). 이후 예맥문화재연

구원에서 2006년 10월 18일부

터 발굴(시굴)조사를 진행하여 

2007년 6월 10일에 완료하

다. 조사 결과, 철기시  주거지 2기와 폐기장 성격의 수혈유구 2기, 시기미상의 추

정 석관묘 1기, 조선시  ‘ㅁ’자형 건물지 1곽이 확인되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평면

형태가 2기 모두 여자형으로 확인되었다. 1호 주거지는 남동쪽에 출입구를 두었으며, 

경작지 조성시 구릉을 절토하는 과정에서 파괴되어 동벽을 중심으로 주거지 전체의 

약 1/4가량만 잔존한다. 2호 주거지는 남서쪽에 출입구를 두었으며, 주거지의 큰방의 

남서쪽 모서리 일부와 작은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주거지 내부시

설로는 노지와 주공, 벽체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2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큰

방의 중앙에서 북벽에 치우쳐 타원형 평면형태로 확인되었다. 노지의 형식은 부석형

위석식이다.1) 주거지 바닥에는 모두 점토다짐을 하 으며, 벽면을 따라 벽주공이 확

인되었다. 또한, 1호 주거지에서는 벽면을 따라 판재를 이용한 벽체가 잘 남아 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를 비롯하여 타날문토기, 연석, 석촉 등이 확인되었는데, 2

호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호 1개체분과 소량의 경질무문토기편만이 출토되었다.

(2) 홍천강 역  철 시  주거   토

① 주거구조

주거구조는 크게 외부구조와 내부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철기시  주거지에서 

외부구조는 평면형태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으며, 내부구조는 내부시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외부구조를 살펴 볼 수 있는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그 당시 주거구조의 

상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수혈 주거물을 세우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고 조성했다는 점

에서 그 지역의 문화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강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철기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출입구의 유무와 그 형태에 따라 방형과 장방형, 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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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여자형 등으로 나뉘며, 출입구를 제외한 큰방의 형태에 따라 방형, 장방형, 오각

형(전벽, 후벽), 육각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출입구의 유무

와 그 형태에 따라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큰방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참고하고자 한다.

 홍천강유역의 철기시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평면형태는 출입구의 유무와 그 형태

에 따라 방형과, 철자형, 여자형이 확인되는데, 주로 철자형과 여자형의 주거지가 확

인되고 있다. 방형 주거지는 출입구가 결실되었거나, 주거지의 부속시설 또는 그에 따

른 수혈유구로 판단되어 주거지의 평면형태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홍천 성산

리유적에서 쪽구들 시설을 갖춘 소규모의 방형 주거지(철기시  3호 주거지, 철기시

 14호 주거지)가 확인되어 이 시기의 주거지 평면형태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게 되

었다.2) 또한, 큰방의 벽이 두드러지게 둔각 처리된 육각형 주거지는 한강 하류지역에

서 백제의 주거지 형태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가 한강 상류지역에서도 

확인되나 완전한 형태로는 확인되지 않았다.3) 홍천강유역에서는 하화계리유적 6호 주

거지가 출입구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큰방이 육각형의 형태로 확인되었다.

철정리Ⅱ유적 철자형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성산리유적 여자형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성산리유적 방형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하화계리유적 육각형 주거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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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구조는 외부구조의 결정에 따라 마련된 공간을 최 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

간을 분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주거지 내부시설을 중심으로 추

정이 가능하다. 통로시설4)을 중심으로 하는 출입공간, 노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조리

공간, 저장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저장공간, 침상시설로 추정되는 목재가 확인되거나 

바닥다짐 시설 상면에 초본류 등이 확인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휴식공간, 작업  

및 돌림판 또는 회전판이 확인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공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홍천강유역의 철기시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통로시설의 바닥처리는 주로 큰방에서 

경사지게 올라가도록 바닥을 다져 출입구 또는 작은방으로 연결되도록 조성된다. 그 

외에도 철정리Ⅱ유적 A-1호 주거지와 C-3호 주거지, 성산리유적 철기시  2호 주거

지와 같이 목재나 석재를 이용하여 계단을 만들어 조성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통로시설의 벽면 처리는 별다른 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점토를 다져 사용하는 

경우, 벽구를 파고 벽면에 목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벽체

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벽체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벽체 안쪽으로 점토를 이

용해 둑처럼 쌓아 올린 경우도 있다.

철정리Ⅱ유적 통로시설(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성산리유적 통로시설(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홍천강유역의 철기시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노지의 형식은 수혈식과 부석식, 점토

띠식, 부석형위석식, 부석형점토띠식, 부뚜막시설5), 쪽구들시설6) 등이 확인된다. 수

혈식과 부석식, 점토띠식, 부석형위석식, 부석형점토띠식은 평면적인 모습의 노시설이

며, 주로 주거지 중앙 장축선상에서 연결통로 반 편인 후벽에 치우쳐 확인된다. 

또한 노시설의 한쪽 면은 돌이나 점토를 이용하여 막음시설을 하기도 한다. 부뚜막

시설은 성산리유적에서 확인되는데, 주거지 큰방의 후벽을 배연구가 뚫고 지나간다.

화구부에는 석재 또는 토기를 뒤집어 놓은 솥받침이 1개씩 확인되며, 솥받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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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납작한 강돌을 깔아 불을 놓았다. 연도부는 화구부에서 비스듬하게 올라가 배연

구로 연결되며, 석재 사이에는 점토로 막음하 다. 쪽구들시설은 철정리Ⅱ유적 C-1

호 주거지와 성산리유적 철기시  3호 주거지와 철기시  14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

다. 쪽구들시설은 모두 연도부가 벽면을 따라 확인되며, 모두 판석과 점토를 이용하

여 시설하 다.

성산리유적 점토띠식 노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군자리유적 부석형위석식 노지(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성산리유적 부석형점토띠식 노지(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성산리유적 부뚜막시설(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저장시설은 주로 주거지 내부의 노시설 주변이나 통로시설 반 편 벽면, 여자형 주

거지의 작은방 벽면, 또는 철자형 주거지의 출입구 부근에서 확인되고 있다. 성산리유

적 철기시  2호 주거지에서는 노지 북편으로 형의 저장용 토기들이 확인되었으며, 

노지 주변으로도 많은 양의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었다. 

하화계리유적 1호 주거지에서는 노지 북쪽 부근에 경질무문토기들이 다수 확인되

며, 탄화된 판재 상면에 토기들이 놓인 것을 볼 때, 다른 철기시  주거지들에서 나타

나는 저장시설 공간 또는 선반시설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결통로가 있는 남서벽 모서리 부근에서 저장용 토기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것을 볼 때, 출입구 부근을 저장시설로 사용했을 경우 북벽의 토기들은 선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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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리유적 저장용 토기(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 내부의 기둥은 중

심기둥과 내측기둥, 벽기둥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심기둥은 주거지 중앙의 

장축선상을 따라 확인되며, 

주거지 장축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기둥의 수도 증가한다. 

그리고 주거지 내부에 노지

가 확인된다면 노지의 막음

시설 뒤쪽으로는 하나의 중

심기둥이 시설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내측기둥은 중심기둥과 벽기둥 사이에 시설되는 것으로 지붕의 하중을 좀 더 용이

하게 받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벽기둥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

로 시설한 모습이 확인된다. 

성산리유적 철기시  2호 주거지처럼 기둥 구멍을 파고 기둥을 비교적 촘촘하게 세

운 후, 수혈 벽면 사이를 뒷채움한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성산리유적 철기시  36호 

주거지에서는 수혈 벽면과 기둥 구멍을 파고 기둥을 세운 후, 점토로 벽면을 처리하

다. 또한, 성산리유적 철기시  45호 주거지에서는 철기시  36호 주거지와 같은 

방식으로 기둥을 세운 후, 기둥 안쪽으로 판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조성한 경우도 확

인된다. 철정리Ⅱ유적 A-1호 주거지에서는 수혈 벽면에 판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횡방

향으로 세운 후, 벽체와 연결하여 기둥을 세웠다.

철정리Ⅱ유적 벽기둥(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성산리유적 벽기둥(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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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바닥은 주로 점토를 다져서 다짐처리를 하 는데, 이는 바닥에서 습기가 올

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철기시  주거지 중 바닥이 잔존한 주

거지에서는 부분 바닥 처리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 

바닥다짐은 주거지 내부에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일정한 지역만 바

닥다짐을 한 주거지도 확인된다. 일정한 지역만 바닥다짐을 한 주거지는 실생활면에 

한정하여 다짐처리를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② 출토유물

홍천강유역의 철기시  유적에서 확인되는 출토유물은 토기류, 석기류, 철기류, 옥, 

기와류 등이 있다. 토기류의 경우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

나, 경질무문토기의 출토 빈도가 높다. 경질무문토기는 기형상으로 내만구연토기에서 

외반구연토기까지 확인되며, 호형, (심)발형, 옹형 등의 기종이 확인된다. 

타날문토기는 하화계리유적에서 원저단경호, 직구단경호, 형옹, 시루, 개 등이 완

형으로 출토되었으며, 성산리유적에서 원저직구단경호와 원저형의 시루가 완형으로 

출토되었다. 

철정리Ⅱ유적 출토 토기류(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하화계리유적 출토 토기류(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성산리유적 출토 토기류(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군자리유적 출토 토기류(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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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정리Ⅱ유적에서는 A-1호 주거지와 A-4호 주거지, A-10호 주거지에서 한식계토

기가 출토되었다. 석기류의 경우에는 출토양이 확연하게 줄어드는데, 석촉이나 석도, 

지석 등이 소량 확인되었다.

철기류는 철촉과 철도자, 철부, 철겸, U자형삽날, 환두소도, 살포 등의 무기류와 농

기구류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살포는 하화계리유적 6호 주거지에서 1점 출토되었는

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확인된 유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철정과 꺽쇠 등이 출토되었는데 철정과 꺽쇠는 주거의 건축이나 내부 구조물의 고정

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옥은 하화계리유적 1호 주거지에서 3점 출토되었으며, 

철정리Ⅱ유적 A-4호 주거지와 A-12호 주거지에서는 관옥이 출토되었다. 

기와류는 하화계리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6호 주거지에서 수키와편 1점과 지표조

사에서 4점이 수습되었다. 6호 주거지에서 수습된 기와는 주거지 바닥 퇴적층에서 확

인되어 동시기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지만 기와가 출토되는 양을 볼 때, 

기와집을 짓고 생활하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7) 

철정리Ⅱ유적 출토 철기류(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하화계리유적 출토 철기류(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성산리유적 출토 철기류(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하화계리유적 출토 기와류(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이들 기와는 기본적으로 내면에는 포목흔(布目痕)이 남아 있으며, 배면(背面)에는 

격자문(格子門)이 시문되어 있다. 격자타날문은 한성백제기(漢城百濟期) 기와의 기본

적인 타날문으로 인식된다. 또한 포목흔의 경우도 체적으로 한성백제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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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에서 출토되는 양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측면에 한 조정방법도 

기본적으로 한성백제기의 것과 동일하다.8)

 

 

창 (강원 재연  연 원)

1) 원주 태장동  철 시  주거지에 도 식 지가   다(연 학  원주 , 2008,  원주 태장

동  ).

2) 천 우 동 직업훈 원 에 도 시 과 장시  갖  규모   주거지가   다(강원 재연

, 2006,  천 우 동   천 우 동 직업훈 원 진 도  장 간 내  사 3차 지도 원  료).

3) 한강 본  천 삼천동 , 남한강 본  월 리 , 주천강 역  횡  내(강 ) 에  각  

평 태  는 주거지가 었다.

4) 주거지 평 태  철  주거지  여  주거지는 에   향  가  폭  아지는 태  띠고 

는  철  주거지에 는   라 하고, 여  주거지  경우에는 연결통 라고 고 다. 본 장에

는   통 하는 용어  ‘통 시 ’  체하고  한다.

5) 막시  토  재  용하여 벽과 천장  만들고, 솥  고 리할  도  마 한 시 다. 그리고 

솥    도  돌 나 토  용하여 만든 솥 (支脚)과 막  천장  솥  걸리는  솥걸  

태  에 라 할  다. 에도 연통 가 가 는 특징  가지고 다. 막 시  쪽 들 시 과 비

할 , 주거지 내 에 벽 에 직 하여 , 연도 가 짧  특징  가지고 다. 주  시  능 에  취사

에  고 시 한 것  단 다( 창 , 2007, 앞  ).

6) 쪽 들시   아  열  달해 주는 연도 , 연  하는 연  루어  다. 에  연

도  어떠한  연결 는가에 라 직 과 ㄱ  나누어 볼  는 , 직   연도 가 벽체

 라 듯하게 어지는 것 고 ㄱ  연도 가 벽  향해가다 벽에  러  벽체  라가는 식 다. 연

도 는 토  주재료  만드는 경우  재  주재료  만드는 경우 그리고 토  재  용하여 만드는 경우가 

다( 창 , 2007, 앞  ).

7) 울지역 에 가  는 포천 리  다. 포천 리 에 는 암 가 었다(경

도 , 2004,  포천 리 Ⅱ ). 

8) 천강 역에  는 한   에 만 는 것  아니다. 주거  다  토 에 도 

는  주거 에 는 주거지   후벽과 벽  각  처리  각  주거지  막시 , 다 토 에

는 원 단경  원  시루등   향  천강 역 지 미쳤다고 보고 다(한지 , 2009,  한강  

통한   역 장 ,   공간  한강 I, 울경 고고학  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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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강 역  

묘제는 전통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부장유물간의 동시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시간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덤양식의 출현과 

그에 따른 기존 무덤양식의 소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변동 양상

이 잘 반 되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청동기시 에는 고인돌(支石墓)나 석관묘(石棺墓) 등의 무덤양식이 주로 축조되

다가 철기시 에 들어와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목관(木棺)･목곽(木槨)묘 등의 무덤

양식과 함께 출토되는 다량의 부장품들, 그리고 나아가서 적석총과 같은 거  규모의 

무덤이 출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무덤양식의 

소멸과 출현이 시간적･지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성이 

강한 무덤양식의 변화는 충분히 해당 사회나 집단이 겪고 있는 일련의 사회변동과정

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강유역의 철기시 와 관련하여 기존의 청동기시 와 구

별되는 무덤양식의 변화는 토광묘(土壙墓)와 적석총(積石塚)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1) 

적석총은 북한강유역 철기시 의 표적인 분묘형식으로서 북한강을 포함한 한강 

중상류지역(춘천･화천･양평･평창･제천 등) 및 하류지역(서울)과 임진강유역(연천･개성)

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강유역에서 조사･보

고된 적석총은 10여기 정도이나, 그 중 입지와 규모･잔존 형태 등에 있어서 적석총으

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존재하고 있어서 실제 적석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발굴조사

를 통해 밝혀진 춘천 중도의 2기와 양평 문호리의 1기를 비롯하여 춘천 신매리･화천 

위라리에 각각 1기 정도이다.

적석총의 입지는 체로 강변의 자연사구(自然砂丘) 위에 비교적 전망이 탁월한 곳

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춘천 신매리와 화천 위라리 적석총의 경우, 2기 

모두 하천변의 충적평야지 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탁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편평한 평야지 에 노동력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분구(墳丘)를 조성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석총의 규모와 구조 등은 발굴조사된 중도 적석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도 적석총은 춘천시 중도동 595-1번지에 위치하며, 시도유형문화재 제19

호(1976년 6월 17일)로 지정되어 있다. 



유적과 유물 | 제3절

제2권 선사시대 615  

쌍분으로서 2기가 연접하여 남아 있으며, 1981년 강원 학교 박물관에 의해 동쪽의 

1기만 발굴조사되었다. 크기는 사방 15m 정도이고, 모래층을 포함한 높이는 약 5.5m

이다. 축조방법은 먼저 구릉 위의 모래층을 다듬은 후 무덤 기초부를 만들고 그 위에 

적석을 한 형태이다. 적석을 하면서는 적석층 사이에 모래를 다졌으며, 적석이 끝난 

후에는 거의 전면에 모래를 덮었다. 도면상에서 보면 적석총의 분구 중심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약 2m이며, 동쪽과 남쪽의 강과 인접하여 무너지기 쉬운 곳에는 높이 

4m, 두께 약 80cm 정도로 축 를 쌓듯이 납작한 강돌과 모난돌을 쌓아 올려 붕괴를 

방지하 다.

무덤 주체 시설은 중심묘실과 측실의 2개 구조로 되어 있다. 중심묘실의 크기는 남

북 5.5~6m, 동서 5~6m 정도의 정방형이고, 측실의 크기는 동서 2.7m, 남북 2.5m

의 방형인데 모두 50cm 정도의 큰 강돌이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 다. 출토유물

로는 경질무문토기도 확인되나 타날문토기가 부분이고, 이외에 청동제 귀고리 1점, 

철도자 2점, 철촉 2점, 철정 1점, 골편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중도 적석총과 인접한 지점에서 철기시 의 주거지 2기가 발굴조사 되었으며, 

소위 ‘중도식토기’라고 불리는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이 

주거지를 조성한 사람들이 적석총 또한 축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도 적석총 전경 및 단면도, 적석모습(좌강원도청, 우상강원대학교 박물관, 1982; 우하한림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라리 적석총은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389-1번지에 위치하

며, 동서 45m,남북 26.5m,최고 높이는 약 4.5m 가량으로 현존하는 적석총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북한강에 접한 북면은 비교적 적석총의 외향이 잘 남아 있는 편이다. 

적석총이 위치한 위라리 일 는 신석기~철기시 에 이르는 유물이 다량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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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적석총과 인접한 위라리 123번지유적 시굴조사에서 철기시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표조사 시 적석총 주변에서 경질

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어 위라리 일 의 철기시  취락집단이 바로 위라

리 적석총을 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라리 적석총 항공사진 및 평･단면도(심재연, 2003)  

신매리 적석총은 춘천시 서면 신매리 14번지에 위치하며, 남북 20m 동서 13m 최고 

높이 3m 정도이나 현재는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 원래 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매리 적석총이 위치한 강변충적 지 일 에도 역시 청동기~철기시 의 

유물산포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적석총의 남쪽으로 신매 교부지유

적･신매리 54-4번지유적･신매리47-1번지유적 등 철기시  취락유적이 집중적으로 분

포하고 있어 역시 신매리 일 에서 생활하던 철기시  취락집단이 적석총을 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매리 적석총 항공사진 및 평･단면도(심재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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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전리 1호 토광묘(좌 : 박성희, 2003) 및 2호 토광묘 출토 유물(우 : 경기도박물관, 2006)

(2) 토

북한강유역에서 확인된 토광묘는 가평 달전리유적이 유일하다. 달전리유적은 경기

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2리 603-1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발굴조사를 통해 규모의 

청동기시  취락유적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철기시 에 해당되는 유구는 토광묘 5기

가 확인되었다.

이 중 3호 토광묘가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길이 320cm, 너비 145cm, 잔존깊이 

105cm 정도이며, 북동-남서 장축방향의 토광을 굴토하면서 북동쪽에 길이 30cm,잔

존 깊이 48cm, 남서쪽에 길이 20cm 잔존깊이 65cm의 단을 만들고, 토광 벽에 바짝 

붙여 길이 255cm, 너비 105cm의 나무곽을 설치하 다. 그리고 길이 230cm, 너비 

68cm의 나무관을 곽의 북서쪽에 바짝 붙여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유물 중 토기류는 전형적인 화분형토기와 ‘배부른 단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단경호가 1호와 2호에서 각각 1점씩 세트를 이루며 토광의 북쪽 단 위에서 출토되었

다. 또한 철제유물로서 소 철부 각각 1점, 낫 2점, 가지창 1점이 역시 2호 토광묘의 

북쪽 단 위에서 출토되었으며, 피장자의 허리쯤에서 철제 환두소도(서쪽)와 안테나식 

검파두식의 철제 단검(동쪽)이 각각 1점 출토되었다. 

철검과 철도의 손잡이 방향이 남쪽인 것으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남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3호 토광묘에서는 화분형토기가 북동쪽 단 위에서, 그리고 관과 곽 사이 

공간에서는 철제재갈 1점이, 피장자의 허리쯤에서는 세형동검(남동쪽) 1점이 출토되었

다. 동검의 향으로 보아 두향은 남서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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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과 격

북한강유역의 철기시  분묘인 적석총과 토광묘를 축조한 집단은 현재까지 뚜렷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먼저 적석총의 축조집단에 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

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한강 및 임진강유역에 주로 분포하는 적석총들을 압록강유역에 집중적으

로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의 무기단식･기단식 적석총과 연관시키면서  삼국사기  또는 

 삼국지  등의 문헌에서 전하는 고구려계 유이민의 남하(南下)관련 기사를 통해 적석

총의 축조 집단을 기원 1세기경부터 시간적 선후관계를 두고 지속적으로 남하한 고구

려계 주민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는 설이다.

이와는 다르게 백제적석총으로 보는 견해는 주로 적석총의 분포 지역을 백제 초기

의 역과 관련시켜 보는 입장이다. 즉, 한강 및 임진강유역의 무기단･기단식적석총들

은 백제의 초기 도읍지인 한성지역에 분포하는 기단식･계단식적석총으로 변화･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한성지역 이외에 조 된 적석총들은 백제 초기 

지방의 유력 세력이나 간접지배 과정에서 백제적석총이 축조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 시기는 한성백제 초기인 기원 1세기경에서 기원 3세기 후엽경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체발생설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적석총의 축조집단은 주요 

분포지역인 임진강･한강중상류유역·동해안 지역이  삼국지  위서 동이전 동예조에 

나오는 ‘예계’집단의 활동지역으로 보거나, 적석총이 동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동지역은 ‘예’, 서지역을 ‘맥’으로 나누고 적석총과 철·여자형 주거지가 

공반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강원 서지역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적석총의 피장자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남부지방

과 북부의 한군현(낙랑･ 방) 사이의 교역 루트와 한강 하류지역의 백제와의 정치적 

긴장관계 등을 통해 성장해 나가던 지역의 수장층이며, 기원 3세기경을 중심으로 고

구려의 적석총과 한성백제지역의 적석총에 향을 받아 자신들만의 정치적인 위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적석총을 축조하기 시작하 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평 달전리에서 확인된 토광묘가 주목된다. 달전리 토광묘는 고

조선(기원전 108년 멸망)과 낙랑군(기원전 108~기원 313년)이 위치하고 있던 한반도

의 서북한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토광묘와 같은 형식으로서 남한에서는 최초로 확인

된 것이다. 토광묘에서 출토된 토기 조합과 금속유물들로 보아 축조 연 는 기원전 1

세기경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어 토광묘의 축조집단은 해당 시기의 고조선 또

는 낙랑의 유이민들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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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토광묘는 북한강유역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에서도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취락유적에서 시기와 형식이 유사한 유물들만이 출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적석총이 축조되기 이전에 북한강유역의 철기시  묘제로서 토광묘가 등장하고 

있으나, 가평 달전리유적 외에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물론 추후에 같은 

형식의 토광묘가 확인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철기시

에 북한강유역에서 활동하던 집단이 서북한지역의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외래집단

의 묘제인 토광묘를 자신들의 주 묘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다가 이 집단들은 략 기원 1세기 중･후엽 또는 2세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적석총을 축조하기 시작하 으며 피장자가 누구인지, 적석총의 형식이 어느 계통인지

는 불분명하나 결국 적석총은 북한강유역의 철기시 에 활동하던 집단이 그들의 정

치･사회적 필요에 의해 집단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거 한 형태의 분묘로서 축조하기 

시작한 표적인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출토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중도 적석총에서는 다량의 중도식

토기와 타날문토기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것은 인접한 중도 주거지의 유물 출토 양

상과 동일하다. 위라리와 신매리 적석총이 입지하는 지역 또한 강변충적 지상에 철

기시 의 취락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중도식토기･타날문토기 등이 다량

으로 출토되고 있어 이 일 의 취락과 적석총은 동일 집단에 의해서 축조･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도 적석총에서는 한성백제의 표지적 유물인 직구호 2점이 출토되었으며, 적

석총 일  취락유적들에서 한식(낙랑)계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석총 

축조 집단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성백제와 낙랑군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왔던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적석총의 구조을 통해 본 축조 집단의 사회적 통합수준은 적석총을 축

조하는데 필요한 탁월한 입지와 전망･거  적석분묘의 축조에 수반되는 집단의 노동

력 등을 통해 볼 때, 분명 집단 내에서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야만 가능한 것

이며, 따라서 청동기시 의 표적인 무덤인 고인돌 축조 단계 보다는 사회적 통합수

준이 더 높은 단계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의 적석총 내에 여러 개의 매장주체부(묘곽)가 존재하고 있어 집단장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 지역 내에서 확인되는 적석총의 수가 체로 1~3기 

정도로 집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의 정치･사회적 통합정도나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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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의 정도가 국가단계(삼국시 )와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 ( 맥 재연 원 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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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강 역

1) 남한강 역  주거지  

철기시 는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선사시 의 시 구분 명칭으로 보통 청동기시  

이후 인류가 철을 이용하여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문헌 기록이 남아 있는 

역사시  이전, 한국사에서는 삼국시  이전까지를 말한다. 한국에서 철기가 자체 생

산되기 시작한 때는 략 기원전 3~2세기경부터라고 추정되고 있다. 이후 철기 생산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까지 향을 미쳐 새로운 토기의 출현, 생산력의 

증 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이 가속화되어 최초의 고 국

가가 등장하기에 이른다. 다만 이 시 의 전반기에는 청동기가 여전히 철기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 최초의 고 국가라는 고조선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때라는 

점, 고조선 멸망 이후 삼국시 의 성립기까지 공백시기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철기

시 라는 명칭에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내에서도 철기의 유입과 

본격적인 생산시기 등은 북부지역, 중부지역, 그리고 남부지역 등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강원지역의 경우, 철기시 의 초기 단계는 가평 달전리유적의 고조

선계 토광묘에서 출토된 철기들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조선(古朝鮮)의 멸망에 

따른 유이민(流移民)의 이동과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서북한지역

의 고조선 건국을 전후하는 시기(기원전 3~2세기)에 한반도에 들어온 철기문화의 여

파가 강원지역까지 도달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고고학적 근거가 미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강원지역의 철기시  상한은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된 기원전 1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제계로 추정되는 원주 법천리 2

호 석실분이 4세기 중엽~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미 4세기 전반

경에는 강원지역에 백제의 향력이 미치기 시작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강원 동

지역의 경우도 4세기 후반부터 차차 토기의 양식에서 신라의 향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강원지역의 철기시  하한은 4세기 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강은 

강원･충북･경기 3도를 아우르는 강으로 하천 유역에는 기름진 충적평야와 완만한 하

안단구, 구릉지 가 펼쳐져있어 선사시 에서 역사시 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다. 

평창의 평창강이 월로 흘러들어 주천강과 합쳐 서강이 되고, 평창의 오 천과 정

선의 골지천이 합쳐 조양강이 되어 다시 월로 흘러들면 동강이 된다. 그리고 월

읍 하송리에서 서강과 동강이 합쳐지며 남한강을 이룬다. 충청북도 단양을 지나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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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흘러 제천의 달천을 합쳐 충주시를 지나서 원주시에서 섬강이 합류하고, 서쪽의 

여주군과 양평군을 관통하여 북한강과 합쳐 한강이 된다. 강원도 시군으로 남한강유

역에 속해있는 곳은 원주시, 횡성군, 월군, 평창군, 정선군 등이 있다.

<표 1> 강원지역 남한강유역 철기시대 유적의 시군별 현황

횡성군 원주시 월군 평창군 정선군 합계

철기시대 유적 29 10(1) 16 11(5) 13(1) 79(7)

( )안은 분묘 유적(박성희, 2009)

이들 5개 시군에 한 유적 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철기시  유적은 총 79개소이다. 

이 중 적석총 등 분묘유적 7개소를 제외하면 개는 주거지 중심의 생활유적으로 추

정된다. 모두 남한강의 1･2･3차 지류의 충적지상에 입지하고 있다. 이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주거지의 특성과 문화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유적은 그리 많지 않다.

강원지역 남한강유역 철기시대 발굴조사 유적 분포(박성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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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1) 사  철 시  생활

① 횡성 둔내유적

남한강의 지류인 주천강을 따

라 형성된 서쪽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1983년에 둔내중･고

등학교 교사를 신축하면서, 1996

년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그

리고 2006년에 둔내고등학교 체

육관을 건립하면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둔내중･고

등학교 교사 신축부지 조사에서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다. 1호 주거지는 비교적 형으로 규모는 

11×14m로, 면적은 154㎡ 정도이다. 훼손이 심하여 출입시설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

나 전체적인 구조나 노지의 위치 등으로 보건  아마도 출입구는 동쪽이나, 남동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는 1호 주거지의 경우 훼손되어 알 수 없으나 2호, 3호 주거지는 모두 부석식

이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소형토기, 뚜껑, 타날문토기(打捺文士器) 원

저단경호, 시루, 옥제 구슬, 철촉(鐵鏃), 철도자(鐵刀子), 철정(鐵釘), 조개껍질, 조, 

콩 등이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에서는 토기의 구연부를 편평한 판석으로 뚜껑삼아 

막아 놓았거나 저부가 하늘로 향하도록 거꾸로 세워 묻은 토기들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 주거지의 연 는 1∼2세기로 보고 있다.

1996년에 횡성-둔내간 도로를 경계로 둔내중･고등학교 북쪽에 횡성문화마을이 조

성되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모두 5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여자형 주거지

인 2호를 제외하면 4기의 주거지는 조사 범위 경계에 걸려 주거지 전체를 조사하지 

못하 다. 2호 주거지는 작은 방을 포함한 전체 길이가 약 10.6m이다. 큰 방의 규모

는 7.6×6.4m로 면적은 49㎡ 정도이다. 출입구(작은 방)는 남동쪽에 있다. 노지는 주

거지별로 무시설식과 부석식, 점토띠식, 아궁이식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2

호 주거지에서는 부석식 노지를 1차로 사용하고, 이후 아궁이식 노지를 2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바닥은 점토를 깔아 다졌고, 기둥구멍은 정연하지는 않지만 

개 벽을 따라 확인되었다. 2호 주거지의 경우, 작은방과 연결되는 큰방 입구 쪽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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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유적 1호 주거지 모습(강원문화재연구소)

둥구멍 4개가 사각형으로 배치되었다. 불에 탄 판자와 기둥 등을 보면 벽체는 바닥에 

구(溝)를 판 뒤에 여기에 판자를 세로로 겹쳐 세우고 안쪽에 기둥과 가로 를 댄 것으

로 보인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와 내만구연 옹, 호형토기, 뚜껑, 타날문토기, 단경

호, 심발형토기, 철도자,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5호 주거지에서는 옆으로 눕

혀 묻은 후 몸통 하반부에 직경 8~10㎝ 크기의 구멍을 뚫어 다른 토기 조각으로 덮

고, 구연부 역시 토기편으로 막은 장동형 토기와 함께 구연부를 편평한 판석으로 뚜

껑삼아 막아 놓은 토기가 발견되었다. 주거지의 연 는 1∼2세기로 보고 있다.

2006년에 둔내고등학교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3번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자형 

주거지 2기를 포함한 총 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나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여자

형 주거지 1호와 방형의 수혈 

유구 1기뿐이다. 1호 주거지는 

작은 방을 포함한 전체 길이

가 약 1,340㎝이다. 큰 방의 

규모는 900×860㎝로 면적은 

77.4㎡ 정도이다. 출입구(작은 

방)는 남동쪽에 있다. 노지는 

부석식에 아궁이식이 결합된 

노지를 사용하 다. 주거지 바

닥은 점토를 깔아 다졌다. 노

지를 중심으로 장축을 따라 

좌우로 1열의 기둥구멍들이 있으며, 큰 방과 작은 방 모두 벽을 따라서 기둥구멍들이 

확인되었다. 불에 탄 판자와 기둥 등을 보면 벽체는 바닥에 구(溝)를 판 뒤에 여기에 

판자를 세로로 겹쳐 세우고 안쪽에 기둥과 가로 를 댄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의 목 

부분에서는 소토화된 점질토의 퇴적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제거한 바닥에는 문

지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로로 눕힌 2단의 목재가 확인되었다. 북동쪽 

장벽을 따라 길이 420㎝, 너비 100㎝의 범위에서 판재가 노출되었는데, 선반, 또는 

침상으로 추정하 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 호와 뚜껑, 타날문토기, 단경호, 시루, 성격미상의 

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연 는 2∼3세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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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유적 2호 주거지 기둥 모습(한림대학교 박물관)

② 횡성 중금리유적

횡성다목적댐 건설사업 수몰지구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

로 섬강 지류인 계천 남동쪽에 형성

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철자

형 주거지 1기, 여자형 주거지 1기를 

포함하여 모두 5기의 유구가 조사되

었다. 출입시설이 확인된 2기의 주거

지는 모두 출입구가 남동쪽에 있으

며, 노지는 부석식이다. 주거지 바닥

은 점토를 깔아 다졌다. 2호 주거지

의 경우, 벽을 돌아가며 약 50㎝ 간격의 탄화된 목재 기둥이 잘 남아 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와 발, 타날문토기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③ 횡성 화전리유적

횡성다목적댐 건설사업 수몰지구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섬강 지

류인 계천 북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철자형 주거지 9기를 포함하여 

모두 15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개 북-남향을 장축방향으로 하고 있으

며, 출입구는 남쪽에 있다. 노지는 Ⅰ-1호 주거지에서 부석식이 확인되었고, 개는 

무시설식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바닥은 점토를 깔아 다졌고, 기둥구멍은 뚜렷하게 확

인된 것이 없다. Ⅱ-2호 주거지는 쇠찌꺼기(s1ag)가 출토되어 제철 관련 유구로 추정

된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와 발, 타날문토기 원저단경호, 철촉과 철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연 는 1∼2세기로 보고 있다.

④ 횡성 학담리유적

공근면 학담리 공근문화마을 조성부지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섬

강 지류인 금계천 서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화재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자형 주거지 2기를 포함하여 모두 4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북

서-남동향을 장축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출입구는 남동쪽에 있다. 노지는 1호 주거지

에서 무시설식과 터널식이 함께, 그리고 2호 주거지에서 점토띠를 두른 부석식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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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담리유적 출토 타날문 원저단경호(한림대학교 박물관)

태장동유적 소형 삼족토기(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견되었다. 주거지 바닥은 점토를 깔아 다졌고, 정연하지는 않지만 노지를 중심으로 장

축을 따라 좌우로 1열의 기둥구멍들이 있

다. 출입구의 목 부분에서는 철기시  주거

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토화된 점질토의 

퇴적 현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와 뚜껑, 

타날문토기 원저단경호가 출토되었다. 주거

지의 연 는 1세기~2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⑤ 원주 태장동유적

태장동 태장4지구 임 주택 건설부지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원주천 지류인 흥양천 북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철자형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북서-남동향을 장

축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출입구는 남동쪽에 있다. 불에 탄 판자 벽체가 쓰러져 있고, 

벽가에서 소토화된 진흙이 일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벽에 판자를 두르고 진

흙으로 마감하 음을 알 수 있다. 노지는 점토띠를 두른 부석식이다. 노지를 중심으로 

장축을 따라 좌우로 1열의 기둥구멍들이 있다. 출입구의 목 부분에서는 철기시  주

거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토화된 

점질토의 퇴적 현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와 소형 삼족토기, 타날문토기 원

저단경호가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연 는 3~4세기로 보고 있다.

⑥ 원주 가현동유적

가현동 국군병원 신축부지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섬강 지류인 

원주천 동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철자형 주거지 49기, 기타 유구 

25기 등 총 86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남한강유역 일 에서 발견된 최  

규모의 철기시  마을유적이다. 주거지는 모두 북서-남동향을 장축방향으로 하고 있

으며, 출입구는 남동쪽에 있다. 노지는 개 점토띠를 두른 부석식이다. 비교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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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리유적 소형 수혈유구
(한강문화재연구원)

주거지의 경우, 노지를 중심으로 중앙 기둥구멍이 장축방향을 따라 열이 지고, 좌우로 

1열의 기둥구멍들이 또 확인된다. 이에 반해 소형 주거지는 벽을 따라 기둥구멍이 확

인된다. 주거지 주변에서 소형의 수혈 유구들이 확인되는데, 내부에서 경질무문토기 

형 호가 수습되는 경우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 부속 저장시설로 추정된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와 뚜껑, 타날문토기 원저단경호, 그리고 소량의 철

기가 출토되었다.

가현동유적 주거지 밀집지역(강원문화재연구소)

⑦ 원주 동화리유적

문막읍 동화리 안창 교 접속도로부지에 한 발굴조

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남한강 지류인 섬강 남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 5기, 부속유

구로 추정되는 소형 수혈 4기, 고상가옥의 기둥구멍 등

이 조사되었다. 출입시설이 확인된 철자형 주거지 1기, 

여자형 주거지 2기 등은 모두 출입구가 남동쪽에 위치

한다. 노지는 무시설식과 부석식, 점토띠식, 그리고 부

뚜막식이 있는데, 특히 4호 주거지에서 점토띠식과 부

뚜막식이 함께 발견되었다. 주거지 바닥은 점토를 깔아 다졌고, 기둥은 2호 주거지에

서 큰방과 작은방 연결 통로 중심으로 기둥구멍 흔적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면 잘 

확인되지 않는다. 출입구의 목 부분에서 철기시  주거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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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리유적 전경(강원문화재연구소)

된 점질토의 퇴적 현상이 확인된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 호와 내만구연 옹, 뚜껑, 타날문토기 원저단경호, 장

란형토기, 철촉과 철도자,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연 는 2세기 후반~4

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⑧ 월 팔괴리유적

방절∼정양간 지방도(88호선)확장 및 포장공사부지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남한강 서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육각형 주거지 1기가 조

사되었는데, 북서쪽 부분은 이미 결실된 상태 다. 

남아 있는 주거지 규모는 6.4×6.2m로, 면적은 40㎡ 정도이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

에서 남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있는데,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부석식이라고 볼 수 

있다. 철기시  출입구의 목 부분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토화된 점질토의 퇴적 현상이 

북동쪽 가장자리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훼손된 부분인 주거지 북동쪽에 출입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외반구연의 경질무무토기와 심발형 타날문토기, 주조 철부, 꺽쇠, 철 슬래그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연 는 3세기 후반~4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⑨ 월 문산리유적

월읍 문산리 일원의 산촌개발사업

부지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동강 동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화재가 일어나 버

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형 주거지 1

기가 조사되었다. 장축은 북동-남서로 

강의 흐름과 나란하다. 출입구(작은 방)

는 북동쪽에 있으며, 반 편 남서 단벽

은 둔각을 이룬다. 작은 방을 포함한 

전체 길이는 약 13.6m이며, 큰 방의 

규모는 11.7×7.5m, 면적은 88㎡ 정도

이다. 부석형의 점토띠식 노지가 있는데, 재시설하여 사용한 흔적이 있다. 북동쪽에 

막음돌을 시설하 는데, 뒤쪽에서 주공이 확인된다. 바닥은 점토로 다졌고, 출입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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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옥리유적 3호 주거지(예맥문화재연구원)

목에는 점질토가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기둥구멍은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 발견된다.

유물은 외반구연의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 두형토기, 석제 어망추, 방추차 등

이 출토되었다. 특히, 노지 주변에서 사슴, 노루, 양으로 추정되는 동물들의 뼈가 발

견되었다.

주거지의 연 는 3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⑩ 월 삼옥리( 월온천 진입도로)유적

월읍 삼옥리 월온천 진입

도로 건설부지에 한 발굴조사

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동강 

북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는 모두 6기

가 조사되었다. 장축방향은 남-

북향(3･5호)내지는 북서-남동향

(1･4호)로 거의 동일하다. 출입

구는 남남동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는 1~3호는 점토띠식이고, 4호는 동

벽과 남벽을 따라 ㄱ자형으로 부뚜막과 구들, 고래시설을 하 다. 5호 주거지에서는 

문지방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장방형의 역석을 이용하여 작은방과 큰방 사이의 경계부

분에 세워놓은 형태이다. 주거지 바닥은 점토로 다졌으며, 기둥구멍은 잘 확인되지 않

는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 내지는 옹, 타날문토기 단경호, 철도자, 그리고 정

체불명의 철기편이 출토되었다. 4호 주거지에서 슬래그편이 출토되어 주변에 제철관

련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의 연 는 3~4세기로 보고 있다.

⑪ 월 주천리유적

주천면 주천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주천강 북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는 모두 4기가 조사되었는

데, 훼손된 상태가 심하지만 잔존상태로 볼 때 철자형 주거지로 추정된다. 주거지의 

장축 방향은 모두 하천방향과 직교되는 남-북향이며, 출입구는 남남동쪽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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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리유적 출토 슬래그와 노벽편(예맥문화재연구원)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가 확인되는 것은 19호 주거지뿐으로 10.2×6.8m, 면적은 69

㎡ 정도이다. 노지는 19호와 20호 주거지는 원형의 무시설식이지만, 16호 주거지는  

부뚜막식이다. 주거지 동북쪽 벽면에 약 155cm 길이의 외줄로 점토와 토기편을 이용

하여 축조하 다. 바닥은 점토로 다졌으며, 기둥구멍은 주거지 주축방향을 따라 중앙

에서 일부 발견되고,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서도 확인된다. 

한편 19호 주거지의 중앙에서 원형 및 

타원형 형태의 제철관련 유구가 확인되

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호와 시루, 타날

문토기 호와 옹, 철도자와 정체불명의 

철기편, 그리고 다수의 슬래그와 노벽편

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연 는 2세기 

말~3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다.

⑫ 정선 예미리유적

연하~신동간 국도(38호선)확장 및 포장공사부지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

적으로 동강 지류인 석항천 동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총 14기의 주

거지가 조사되었다. 출입시설이 확인된 철자형 주거지 3기, 여자형 주거지 2기 등은 

모두 출입구가 남동쪽에 위치한다. 훼손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도 철기시  출입구

의 목 부분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토화된 점토의 퇴적 현상이 남동쪽 가장자리에서 확

인되거나 북서쪽 단벽이 출입구 없이 단지 둔각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개 남동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는 모두 7기가 확인되었는데, 6기는 부석식이고, 1기

만 무시설식이다. 주거지 바닥은 점토로 다졌으며, 기둥구멍은 주로 벽면 가장자리를 

따라서 확인된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호와 내만구연 옹, 뚜껑, 소형 삼족토기, 타날문토기 

원저단경호, 철촉과 철낫, 철톱, 철도자, 그리고 팥, 콩, 조 등의 곡물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연 는 3세기 중반~4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⑬ 정선 아우라지유적

북면 여량2리 아우라지관광단지 사업부지에 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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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형 주거지(둔내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조양강 남쪽에 형성된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화재가 일어나 버려진 것으로 추

정되는 철자형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장축방향은 남-북향이고, 출입구는 남남동

쪽에 있다. 주거지 규모는 6×3.8m로 면적은 23㎡ 정도이다. 노지는 무시설식이다. 

바닥은 점토로 다졌고, 주거지의 네 모서리와 출입구 연결부위(목)에서 기둥구멍이 확

인되었다. 일부 기둥구멍 내에는 쐐기돌을 박은 모습도 확인되었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외반구연 호와 타날문토기, 그리고 탄화된 곡물과 가래가 출

토되었다.

(2) 철 시  주거지  특징

강원지역의 남한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철기

시  마을유적은 공통적으로 크고 작은 하천

변 충적지 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을유적에서

는 주로 ‘철’자형과 ‘여’자형의 평면형태를 띠

는 수혈주거지와 주거지의 부속 시설로 추정

되는 소형의 수혈유구들이 확인된다.

 ‘철’자형과 ‘여’자형 주거지 평면 형태간의 

관계를 논할 때, 주거지 평면이 후 로 가면

서  ‘여’자형에서 ‘철’자형으로 변화하 다는 주

장이 있다. 그렇지만 선후관계로 보기보다는 

지역적인 차이로 이해하거나 ‘여’자형 주거지를 

특수한 신분집단의 주거지, 지배집단의 주거

지로 파악하기도 한다. 아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주거지의 출입시설은 개 남동쪽, 또는 남쪽으로 나있으며, 이러한 방향의 정형성

은 아마도 겨울철 북(서)풍에 비한 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바닥은 점토를 

깔아 다졌으며, 주거지 내부 앞쪽에서 출입구로 가면서 바닥이 완만하게 높아지는데, 

출입시설의 목 부분에서는 목재나 석렬을 이용한 문지방시설이 확인되기도 한다. 주

거지 내부에서 출입구로 이어지는 지점의 벽을 따라 종종 소토화된 점토가 다량으로 

발견되는데, 이는 중부지역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에서 흔히 확인되는 현상이다. 정확

한 형성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진흙을 이용한 해당지점의 상부 지붕시설, 또는 출입구

의 진흙 벽체 붕괴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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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소토 퇴적 모습(태장동유적,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에서 출입구 반 편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설치하는데, 아무 시설 없이 바닥면에 불

을 피워 사용한 무시설식과 바닥 가

장자리에 점토를 두른 점토띠식, 작

은 강돌을 타원형으로 깔고 점토로 

덮은 부석식, 그리고 부뚜막식, 터

널식이 확인된다. 그밖에도 이러한 

형식들이 혼합된 다양한 변형이 나

타난다. 여기서 무시설식 노지는 청

동기시  주거지 노지시설의 전통이 

계승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동화리유적의 주거지 중복관계를 통

해 보면 3호 주거지의 부석식 노지보다 4호 주거지의 부뚜막식 노지가 상 적으로 뒤

늦게 수용된 시설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둥구멍은 비교적 소형 주거지의 경우, 벽을 따라서 확인된다. 이에 반해 형 주

거지에서는 벽을 따라서도 기둥구멍들이 확인되지만 노지를 중심으로 장축을 따라 좌

우로 1열의 기둥구멍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주거지의 벽은 먼저 바닥에 구를 파

고 여기에 판자를 세로로 겹쳐 세운 뒤에 안쪽에 기둥을 놓고 그 사이에 다시 가로

를 댄 것으로 보인다. 판자벽 사이는 진흙으로 덧  마감을 하 다. 장벽을 따라 선

반, 또는 침상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설치되기도 하 다.

(3) 철 시  주거지 토

철기시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방추차나 어망추, 옥제구슬 

등이 있다.

① 토기

철기시 에 들어오면 이전의 청동기시 와 다른 새로운 토기제작기술이 널리 퍼지

게 된다. 그 결과 일반 생활토기는 크게 청동기시 의 전통을 이어받은 경질무문토기

와 신기술의 타날문토기로 구분된다. 청동기시 의 무문토기보다 그 경도가 단단하다

는 의미에서 붙여진 경질무문토기는 서울 풍납토성에서 처음 발견되어 ‘풍납리식무문

토기(風納里式 無文土器)’ 라 불리기도 하고, 춘천 중도유적에서도 출토되어 ‘중도식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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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무문토기(가현동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타날문토기(가현동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토기(中島式 無文土器)’ 혹은 ‘종말기무

문토기(終末期無文土器)’로 불리기도 

한다. 철기시  초기에는 청동기시 의 

심발형토기, 발형토기 등과 기형상에서 

유사점이 보이나 외벽의 정면처리나 

소성방식 등에서 기존의 제작방식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의 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점

차 외반구연의 호나 옹 등으로 기형상의 변화가 보이며, 아울러 호나 옹을 덮는 뚜껑

도 확인된다. 흥미로운 것은 소형 삼족토기류인데 크기나 형태상으로 보아 실생활용

이라기보다는 모종의 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날문토기는 한때 김해 조개무지

에서 출토되면서 ‘김해식토기(金海式

土器)’로 불리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토기 외벽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

인 타날문이 강조되면서 ‘타날문토기

(打捺文土器)’로 지칭되고 있다. 이것

은 새로운 토기제조 기술, 즉 도박

(陶拍)에 의한 타날문의 시문 이외에

도 회전판의 사용 및 굴가마(登窯)의 

채용 등에 의해 제작된 토기이다. 출

현 초기에는 단경호가 중심이나 차츰 장란형토기, 시루 등 청동기시 에 없었던 새로

운 기형이 나타나고 아울러 철기시  말기 즈음에는 경질무문토기를 체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기형의 등장은 아마도 부뚜막의 사용과 함께 시루를 이용한 새로운 조

리방식의 도입과 맞물려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철기

남한강유역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철기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철촉과 철도자를 들 수 있는데, 그나마 철도자는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은 별로 없다. 철촉의 경우, 삼각만입의 무경식 철촉이 원주 동화리유적과 횡성 둔내유

적, 화전리유적에서, 사두형 유경식 철촉이 원주 가현동유적과 정선 예미리유적에서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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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삼각만입의 무경식 철촉은 한강 하류의 미사리유적을 비롯하여 남한강유역

의 제천 도화리유적, 단양 수양개유적 등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어 남한강유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형식으로 보인다.

비록 출토된 철기의 수량은 많지 않지만 횡성 화전리유적과 월 팔괴리유적, 삼옥리유

적, 주천리유적 등지에서 철기 생산의 부산물인 슬래그가 발견되고, 월 팔괴리유적에서 

철부가, 정선 예미리유적에서 철겸, 철톱 등이 출토된 것에서 보이듯 남한강유역 곳곳에

서 다양한 철기를 널리 생산하여 사용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경식 철촉(동화리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각종 철기들(예미리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③ 기타

주거지 내에서는 그 밖에 옥제품이나 토제 방추차, 숫돌, 탄화 곡물 등이 자주 출토

된다. 횡성 둔내유적에서는 구슬 옥이, 정선 예미리유적에서 관옥이 출토되어 철기시

 사람들의 장신구 사용 풍습에 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횡성 둔내유

적에서 조와 콩이, 중금리유적에서 가래씨가, 정선 예미리유적에서 조와 팥, 콩 등이, 

아우라지유적에서 탄화곡물과 가래씨가, 월 문산리유적에서 사슴, 노루, 양으로 추정

되는 동물들의 뼈가 발견되었다. 조와 팥, 콩 등은 현재도 강원지역에서 널리 재배되

는 밭작물들로 철기시 에도 마찬가지로 주변 지형이나 토질 등에 맞는 작물들이 널리 

재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물을 재배하면서도 틈틈이 주변 산지에서 가

래나 사슴, 노루, 양 등의 식용가능한 동식물류를 채집･수렵하 던 것으로 보인다.

(4) 철 시  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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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위)과 노루(아래) 이빨(문산리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근래 강원지역 남한강유역의 

철기시  유적에 한 조사는 

유적의 수만 놓고 보면 비교적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조사된 주거지의 수

는 각 유적별로 편차가 심해 

일부 유적은 1~2기에 불과하

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유

적별 비교 검토에 문제가 있어 

강원지역 남한강유역의 철기시

 문화에 한 전반적이 파악

에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 주거지 49기의 마을 전체가 발굴조사된 가현동유적도 아직 발굴조사보고서

가 미간이라 결국 각 유적에서 확인된 개별적인 사실에 근거해 문화상을 유추해내는 

수밖에 없다.

<표 2> 강원지역 남한강유역 철기시대 유적별 주거지 현황

유

적

둔

내

중
금
리

화
전
리

학
담
리

태
장
동

동
화
리

가
현
동

팔
괴
리

문
산
리

삼
옥
리

주
천
리

예
미
리

아
우
라
지

계

주
거
지
수

10 2 9 2 1 5 49 1 1 6 4 14 1 105기

박성희, 2009.

 

강원지역 남한강유역 철기시  마을유적에서는 평면 여자형, 철자형 주거지와 경질

무문토기, 타날문토기,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철기들이 함께 출토된다. 이와 같은 문

화상은 한반도 중부지역, 좁게는 남한강유역의 여러 유적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법천리 토광묘의 경우, 같은 남한강유역의 충주 금릉동 토광묘나 양평 문호리, 제천 

도화리, 양평리의 적석총과는 출토유물상이나 묘제상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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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묘 출토 철기(달전리유적, 한림대학교 박물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기시  문화상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강원지역의 철기시 의 시작은 개 횡성 강림리나 양양 정암리 등지에서 한국식 

세형동검이나 세문경이 발견된 것을 강조해 기원전 3~2세기경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

었다. 호서, 호남, 남지역에서 세형동검이나 세문경과 함께 철기가 출토된 예가 있

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화된 정황에 의존한 것일 뿐 실제로 이 시기에 철기

의 흔적이 확인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호

서, 호남, 남지역에서도 부여 

합송리나 당진 소소리, 장수 남

양리, 완주 갈동, 구 팔달동 

등 극히 일부 유적에만 국한된 

것이지 일반적인 사실은 아니

다. 그보다는 가평 달전리 고조

선계 토광묘에서 출토된 도끼와 

낫, 가지창 등의 철기를 놓고 

볼 때, 아마도 고조선의 멸망(기원전 108년)을 전후한 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타당한 추정일 것이다.

강원지역 남한강유역도 이보다 크게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철

기의 현지 생산, 그리고 보편적인 보급으로 직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유적들의 연 가 철기시  후기(기원후 2세기후반~)에 집중되

어 있기 때문이다. 횡성 둔내유적 1차, 2차, 화전리유적, 그리고 학담리유적의 보고자

들은 유적의 시기를 1~2세기로 보고 있으나 주거지의 내부시설이나 출토유물로 볼 

때, 략 3세기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시설식 노지와 심발형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된 동화리유적의 일부 주거지가 보다 

빠른 시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체로 주거지 노지형태와 출토유물에서 전기

의 양상을 나타내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강원지역 북한강유역과 동지역에서 

철기시  전기로 편년할 수 있는 유적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남한강유역

에서도 곧 전기 유적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설혹 그렇

다 하더라도 철기시  유적이 후기에 집중된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2세기 말에 한(韓)과 예(濊)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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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져 군현의 통제가 어려웠으며, 결국 많은 유이민이 한(韓)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기사가 있다. 유이민이 한으로 흘러갔다고 하 으나 앞부분에서 예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예의 땅인 강원지역으로도 유이민이 유입되었을 것이다. 철기문화를 향유하던 

유이민들의 유입은 철기의 현지 생산과 보급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따

라서 발굴조사를 통해서나 문헌기록을 통해서 추론해 보면 이 지역 곳곳에서 철기가 

생산되고,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2세기 말경부터라고 보인다. 이전까지

는 철기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개는 외부에서 유입되었거나 또는 현지에서 생산되

었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이며 따라서 철기가 지역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철기문화의 유입과 수용 과정 속에서도 노지의 형태나 토기의 기형 등에서 

청동기시 의 전통이 면면이 잔존하고 있었다. 노지 중 무시설식 노지는 청동기시

의 노지시설 전통을 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질무문토기 중 내만구연의 심발

형토기나 구연부가 짧게 직립하거나 살짝 외반하는 토기들은 청동기시  토기 기형을 

따른 것이다. 이처럼 청동기시 의 전통을 이은 노지시설과 토기 기형이 출토되는 주

거지들의 방사성 탄소 연 를 보면 그렇지 않은 주거지들보다 상 적으로 이른 경우

가 많다.

철기문화의 향으로 기존의 청동기시  무문토기와 다른 기법으로 제작된 경질무

문토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철기문화를 표한다고 볼 수 있는 타날문토기는 

원저단경호가 주종으로 기종도 단순하고 여전히 출토토기 중 소량에 불과하다. 철기

도 출토 사례가 현저하게 낮다. 한편 주거지에 출입시설이 분명히 구획되면서 평면형

은 새롭게 여자형, 철자형이 되고, 노지 시설도 다양한 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청동기시 에는 확인되지 않던 출입구시설이 분명히 나타나고 청동기시 에 

비해 노지의 규모가 다소 커진데다 다양한 형식의 노지가 발견되는 것은 당시의 기후

환경과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출입구가 개는 남동쪽, 또는 남

쪽에 시설된다는 것은 아마도 겨울철 북(서)풍에 비한 배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반해 2세기 말 이후 3세기가 되면서 철기의 출토 사례나 양에서 이전에 비해 향상되

는 것이 눈에 띈다. 화살촉이나 도자를 비롯하여 도끼, 낫 톱 등 다양한 용도의 철기

들이 발견된다. 

경질무문토기도 외반구연의 호, 옹의 소위 중도식 토기가 주를 이루고 이전의 심발

형 토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호와 옹의 아가리를 막기 위해 뚜껑도 곧잘 

사용된다. 타날문토기도 기종이 보다 다양해지고 양도 늘어난다. 즉 이것은 철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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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원지역 남한강유역 전반으로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 사항으로는 동화리 4호 주거지에서는 부뚜막식 노지, 학담리유적 1호 주거지

에서 터널식 노지가 확인되었으며, 둔내 나-2호 주거지와 1호 주거지에서 아궁이식 

노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주거지에서는 장란형 토기와 시루 등이 출토되는

데, 이들 토기들은 아궁이와 부뚜막이 있는 노지 시설에서 사용되는 취사방식에 부합

되는 기종들이다. 결국 재지집단의 식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시루(둔내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현재까지 유적에서 출토된 곡물로는 조와 팥, 콩이 있으나 벼도 재배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가래나 사슴, 노루, 양 등의 식용가능한 동식물류를 채

집･수렵하 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경생활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채집･수렵활

동을 병행한 것은 기존의 청동기시 의 생활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철기의 

사용은 농경, 또는 채집･수렵활동에 있어 이전과 비교해 한 단계 높은 생산성 효율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사회분화가 촉진되고, 위신재 중심의 

주변지역과의 교류 활동과 접촉이 빈번해졌다. 

비록 강원지역 남한강유역에 한 철기시 의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섬강이 

남한강으로 합수되는 두물머리에 위치한 원주 법천리유적의 석실분에서 출토된 금동

신발을 비롯한 각종 위신재, 그리고 쉽게 구하기 어려운 바다 생선들은 이 지역에 강

력한 정치체와 수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이들도 독립적인 위치에서 백제를 비롯한 낙랑 등 한군현과 때로는 우호

적으로 교류하고, 또 때로는 갈등을 빚어 전투를 벌이기도 하 을 것이다. 그러나 미

처 고 국가로 성장하기 전에 백제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여 그 향력 하에 놓이게 

되면서 강원지역 남한강유역의 철기시 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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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강원지역 남한강유역 철기시대 주거지 연대측정 현황

유적명 유구명
주거지
평면 노지유형

방사성 탄소

연대(B.P.)

보정 연대 고고지자기

연대1σ(68.2%) 2σ(95.4%)

횡성

중금리유적
1호 철 부석식(?)

1870±40 80A.D.~220A.D. 50A.D.~240A.D.
･

1730±50 240A.D.~390A.D. 130A.D.~420A.D.

화전리유적 Ⅱ-4호 철 무시설식 1755±65 210A.D.~390A.D. 120A.D.~430A.D. ･

횡성

학담리유적

1호 철
무시설식/터널

식

2150±50 360B.C.~100B.C. 370B.C.~50B.C.
･

1850±60 80A.D.~240A.D. 20A.D.~340A.D.

2호 철 점토띠식
1870±50 70A.D.~220A.D. 20A.D.~260A.D.

330~350A.D.
1970±50 40B.C.~80A.D. 110B.C.~140A.D.

횡성

둔내유적

(2006년도)

1호 여
부뚜막식

부석+아궁이

1640±40 340A.D.~530A.D. 260A.D.~540A.D.

130~150A.D.

또는

330~370A.D.

1660±40 260A.D.~430A.D. 250A.D.~540A.D.

1690±40 260A.D.~410A.D. 240A.D.~430A.D.

1710±40 250A.D.~390A.D. 240A.D.~420A.D.

1720±40 250A.D.~390A.D. 230A.D.~420A.D.

1740±50 240A.D.~380A.D. 130A.D.~420A.D.

1730±50 240A.D.~390A.D. 130A.D.~420A.D.

1740±50 240A.D.~380A.D. 130A.D.~420A.D.

1750±60 220A.D.~390A.D. 130A.D.~420A.D.

1770±60 130A.D.~350A.D. 120A.D.~410A.D.

1820±50 120A.D.~250A.D. 70A.D.~340A.D.

1820±50 120A.D.~250A.D. 70A.D.~340A.D.

원주

태장동유적
1호 철 부석식

2700±60 905B.C.~805B.C. 1000B.C.~780B.C.

･
1950±60 40B.C.~130A.D. 100B.C.~230A.D.

1770±50 170A.D.~350A.D. 130A.D.~390A.D.

1720±50 250A.D.~390A.D. 160A.D.~430A.D.

원주

동화리유적

1호 철 ? 2060±50 170B.C.~A.D. 200B.C.~60A.D. ･

2호 여 무시설식
1890±50 60A.D.~220A.D. A.D.~240A.D.

･
1860±50 80A.D.~220A.D. 50A.D.~320A.D.

3호 여(?) 부석식
1940±50 A.D.~130A.D. 50B.C.~220A.D.

200~300A.D.
1890±50 60A.D.~220A.D. A.D.~240A.D.

4호
방형

(?)

점토띠식

/부뚜막식

1940±50 A.D.~130A.D. 50B.C.~220A.D.
･

1900±50 20A.D.~210A.D. A.D.~240A.D.

5호 여 무시설식
2020±50 90B.C.~60A.D. 170B.C.~80A.D.

210~300A.D.
1920±50 10A.D.~140A.D. 40B.C.~220A.D.

월

팔괴리유적
1호 육각형 부석+위석

1700±50 250A.D.~410A.D. 220A.D.~530A.D.
･

1740±50 240A.D.~380A.D. 130A.D.~420A.D.

월

문산리유적
1호 여 점토띠 부석식

1810±50 130A.D.~320A.D. 80A.D.~340A.D. 85~115A.D.

또는

405~445A.D.

1850±50 80A.D.~230A.D. 50A.D.~330A.D.

1870±50 70A.D.~220A.D. 20A.D.~260A.D.

정선

예미리유적

6호 여 점토띠 부석식 1710±50 250A.D.~400A.D. 210A.D.~440A.D. ･

8호 여(?) 부석식 1770±60 130A.D.~350A.D. 120A.D.~410A.D. ･

10호 여 부석식 1690±50 250A.D.~420A.D. 230A.D.~540A.D. ･

박성희, 2009.

(한강 재연 원 강원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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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강 역  

무덤은 죽은 자의 주검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형된 구조물로 오래전부터 조성되어 

왔으며 이후 여러 형태로 변화하여 왔다. 더불어 무덤에서 발견되는 부장품들은 피장

자의 신분과 당시의 시 상을 알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며 동시에 비교적 객

관적인 자료와 편년을 제공해 주어 무덤양식의 변화에 따라 당시의 사회와 문화의 변

동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동기시 에서 철기시 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청동기시 의 표적

인 무덤양식인 고인돌[支石墓]과 석관묘(石棺墓)가 점차 사라지면서 철기시 에는 새

로운 무덤양식인 적석총(積石塚)과 토광묘(土壙墓) 등이 나타났다는 것은 당시에 무덤 

조형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동과정이 일어났다는 반증일 것이다. 

남한강유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철기시 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인돌과 석관

묘가 사라지고 적석총과 토광묘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체적으로 강원도에서 확인

되는 적석총의 조형시기를 3세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반면 남한강유역에서 토광묘가 

유일하게 확인된 원주 법천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광묘는 그 시기를 3~4세기 이

후로 소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석총 조성되던 시기 이후에 토광묘 형식이 출현하

거나 또는 일부 시기가 겹치는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한강유역

에서 확인된 철기시  무덤양식 중 적석총이 좀 더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남한강유역에서 확인된 적석총 중에는 발굴조사된 사례가 없어 명확하게 시기가 파

악되지는 않으나 표적으로 확인된 응암리, 마지리 적석총 주변 지표조사 중 철기시

 표적 토기인 경질무문토기류와 타날문토기류가 확인되고 있고(최복규 외, 1987) 

북한강 유역에서 표적으로 발굴조사된 중도적석총에서 철도자, 타날문토기편이 확

인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강원도권인 남한강유역에서도 적석총이 철기시 의 표적인 

무덤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 남한강유역에서 확인된 적석총의 개수가 많지 않아 모든 적석총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부분이 강주변의 자연충적 지내 비교적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남한강유역에서 적석총으로 보고된 유적으로는 충청도에서 제천 양평리와 도

화리, 교리 등이있고(최몽룡･권오 , 1985) 강원도에서는 평창 종부리, 응암리,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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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유역의 적석총 위치도

리, 중리, 하안미리 등과(최복규 외, 1987) 정선 아우라지, 월 삼옥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최근에 정선 제장유적(심재연, 2009)에서 1기가 추가로 보고

되어었다. 그러나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 결과(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평창

군에서 확인된 적석총 중 평창읍 종부리와 화면 하안미리에서 확인되었다고 보고되

었던 적석총은 그 위치를 확

인할 수 없었다. 평창군 평창

읍 중리에서 2기의 적석총이 

보고되었으나 직접 답사한 결

과 현장에는 1기만이 남아 있

으며 그마저도 훼손이 심각하

여 적석총인지 여부를 판단하

기가 어려운 상태 다. 그리

고 평창읍 마지리에서 보고되

었던 적석총도 멸실되어 현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

황이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또한 월 삼옥리에

서도 적석총으로 판단되는 유

구가 확인되었으나 강원문화

재연구소의 발굴조사결과 무덤시설이나 부장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석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정선 아우라지유적에서 발견된 적석총도 발굴조사가 

1차 조사에서 중단되어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명확하게 적석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미

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남한강유역에서 확인된 적석총 중에는 발굴조사된 예가 없어 현재 보고

된 적석총이 모두 무덤으로 쓰 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남

한강유역에서 보고된 적석총 중 실제 무덤으로 쓰 을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총은 예

맥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한 평창군 평창읍 응암리 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적

석총의 주변 조사 시 타날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가 확인되어 철기시  묘제임을 확인

한 사례가 유일하다. 현재 이 적석총 주변으로 가을동화와 추마루라는 펜션이 위치

하고 있으며 현재 매화길 181번지로 변경되어 있었다. 또한 적석총에서 5m 이내에 주

택이 위치하고 있어 보존 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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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법천리유적 9호 토광묘(국립중앙박물관, 2002)

평창 응암리 적석총

 
평창 중리 적석총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3번지에서 확인된 적석총도 원래 2기가 보고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1기밖에는 확인 되지 않는다. 현재 논으로 경작되는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농자재 폐품과 쓰레기로 인하여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2) 토광묘

남한강유역에서 확인된 토광묘는 원주 법천리가 유일하다. 법천리유적은 강원도 원

주 부론면 법천리 1532번지 일원에 위치하

며 발굴조사를 통해 규모 토광묘 시설이 

확인되었는데 그 수가 22기가 넘고 출토유

물도 300여 점이 넘는다.

그 중 철기시 로 추정되는 토광묘도 상

당수 확인되었는데 2가지 형식이 확인된다. 

첫째로 자갈바닥 토광묘로 6호, 9호, 12호, 

24호가 해당하며 토광을 파서 목곽을 설치

하고 바닥에 자갈로 시상을 깐 후에 시신을 

매장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나무바닥 토

광묘로 15호, 21호, 25호, 26호가 해당하며 

토광을 파고 목곽을 안치하 으나 이전에 

보이던 자갈시설이 사라지고, 나무바닥을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2호와 24

호에서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어 당시 경질

무문토기 집단과의 연관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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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는 9호에서 출토된 경질무문토기의 형태가 발전된 양식의 유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25호에서 한성백제기의 표지유물인 직구호(直口壺)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원주 법천리에서 확인되는 철기시  토광묘들은 3~5세기 의 늦은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원주 법천리에서 확인된 철기시  토광묘들은 한

성백제의 향을 받은 후 나타나는 무덤양식으로 추정된다.

원주 법천리 철기시대 토광묘 출토 유물(국립중앙박물관, 2002)

(3)  집단과 격

남한강유역에서 확인된 적석총들은 부분이 강안충적 지에서 집되어 나타나는

데 그 형태는 분구를 강돌로 이용하여 쌓았으며 기단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무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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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반해 한강 하류에서 표적으로 확인되는 석촌동 적석총들은 모두 할석을 이용

하 고 기단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차이는 적석총 축조집단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축조집단의 차이에 한 견해는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적석총의 기원 및 축조집단에 한 견해는 고구려 기원설, 예계설, 백제변방수장층

설, 고구려계와 예계의 절충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고구려 기원설은 적석총을 축조하던 고구려 유이민들이 남하하여 백제가 건국하

다는 전제하에 출발한다(최몽룡･권오 , 1985; 이동희, 1995; 김성태, 2002). 이후 연

구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구려의 유이민들이 한강하류 유역을 비롯하여 임

진강과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에까지 진출하여 각각의 정치체를 구성하여 존재하다

가 백제 역이 확장되어 가면서 4세기 석촌동 적석총을 축조한 집단인 한성백제 세력

에 의해 다른 적석총 축조집단들이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석촌동에서 확인되는 적석총들과 남한강유역의 적석총의 축조양식이 

확연히 구분되고 석촌동에서 확인되는 기단식 적석총과 남한강유역에서 확인되는 무

기단식 적석총 양식이 기원전후로 고구려에서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한강유역을 비롯한 강원도지역에서는 한성백제세력과

는 독자적인 정치체가 존재하 다는 설이 우세하며 그들도 백제지배세력과 마찬가지

로 지배층이 고구려계 유이민세력이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고구려의 

무덤양식을 가지고 온 유이민세력이 주거지 양식과 토기양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즉 남한강유역에서 적석총을 축조한 집단이 활동한 시

기의 주거지는 철자형과 여자형으로 표되는 철기시 의 표적인 주거지 형태 으

며 토기도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공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고구려 유이

민이 내려와 남한강유역에 적석총을 축조하 다면 그 형식이 무덤만이 아닌 생활 역

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인데도 그 중 표적인 유물인 토기에서 고구려양식이 나타나

거나 고구려 토기의 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이해하

기 어려운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성백제 세력이 과연 현재의 평창, 정선지역까지 진출

하여 남한강의 적석총 축조집단을 흡수하 는지 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아직

까지 남한강유역에서 한성백제세력의 진출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에 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남한강유역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원주, 여주지

역이며 평창, 정선지역에 한 언급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에서 평창, 정선에 적석총을 

축조한 집단이 백제계, 또는 고구려계 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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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계설은  삼국사기 에 나타나는 예의 고고학적 실체가 중도유형문화로 보고 중도

유형문화를 가지고 있던 집단이 적석총을 축조하 다는 견해이다(박순발, 2001). 즉 

예계 종족의 근거지를 강원도 산악지  일원으로 설정하여 그 경계를 연천-양평-남

한강으로 비정하고 있다. 

중도유형문화로 설정한 경질무문토기를 쓰며 철자형과 여자형주거지를 쓰는 문화는 

예계의 역으로 비정한 강원도 산악지 에서만 확인되지는 않으며 강원 동지역을 

비롯하여 한강하류인 풍납동지역, 경기도 남서부지역인 아산 갈매리 등지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적석총이 확인되지 않아 이 지역의 무

덤양식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적석총이 현재 확인된 개체수

가 그리 많지 않아 피장자의 신분도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기존의 쓰던 

무덤양식이 아닌 외부의 향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변방 수장층설은 임진강 및 한강 상류에서 확인되는 적석총이 백제가 지방에 

파견한 지방관이나 재지세력의 지배층의 무덤 또는 백제의 변방 수장층의 무덤임과 

동시에 백제의 역을 상징하는 축조물이라는 것이다(김승옥, 2000). 그러나 앞에서

도 지적했듯이 백제세력이 남한강유역에서 현재의 평창지역까지 진출하 는지에 한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백제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실시하기 시작한 시점

을 부분 근초고왕 를 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한강의 적석총 축조

시기는 3세기 이후로 보아야 하는데 3세기 이후 4세기 에도 평창지역이 백제의 역

권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백제의 남방경계지역에서는 적석총이 확인되지 않

고 있으며 남한강유역에서 확인된 적석총들은 발굴조사된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

우나 가까운 북한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적석총 내부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경질무문토

기와 타날문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한강유역의 적석총도 같은 성격

일 가능성이 높다. 그 중 타날문토기는 부분의 연구자들이 낙랑에서 기원을 찾고 

있고 원주 법천리에서 4~5세기로 추정되는 다량의 토광묘가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미 

백제가 역을 확장하는 시기에 주 묘제는 토광묘 이었을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고구려계와 예계의 절충설은 적석총을 고구려식, 백제식, 말갈식으로 세분하여, 그 중 

한강 중상류지역의 적석총과 임진강유역의 적석총을 말갈식과 고구려식으로 구분하

다.(임 진, 2005) 그러나 현재 확인되고 있는 임진강유역의 적석총과 한강 상류 유

역의 적석총은 모두 자연사구지 에 축조되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매장주체부가 동

일한 양식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구려식으로 분류된 연천 삼곶리 적석총이나 말갈

식 적석총으로 분류된 중도 적석총의 출토 유물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축조집단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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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임진강유역의 적석총과 한강 중상류지역

의 적석총의 입지와 구조, 출토유물 등이 흡사하다는 점에서 고구려식과 말갈식으로

의 구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이동희, 2008).

이와 같이 적석총 축조집단이 누구인가에 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가장 큰 쟁

점이 되는 것이 적석총의 출현과 그 축조집단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적석총 축조집

단과 초기백제와의 관련성문제일 것이다. 그 중에 확실한 것은 적석총 축조집단은 청

동기시 에 고인돌과 석관묘를 조성하던 세력과는 다른 적석총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분묘를 조성하 으며 고인돌이 현재 강원도에서만 확인된 수가 수백기에 달하지만, 

토광묘와는 달리 적석총은 외부에 노출되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적석총이 보고된 사

례가 많지 않은 점은 피장자의 신분이 당시에 지배계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라

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 양식이 고구려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안충적 지에 무기

단식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와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전

된 형식인 석촌동의 기단식 적석총을 축조한 한성백제와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후 북한강 유역을 비롯하여 임진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적석총과의 비교

를 통해 남한강유역의 적석총 축조집단과 한성백제세력과의 관련성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차우근(강원 재연  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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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탄강 역

한탄강유역의 철기시  유적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한탄강유역이 하

류에서 임진강과 합류되면서 그 부분의 유적이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하천이 흐르기 

때문이다. 또한 전방지역인 관계로 인하여 그동안 고고학적인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표조사 내용만이 알려져 왔다는 한계점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00년 이후로 전방지역에 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한

탄강유역에 한 고고학적인 양상의 일부가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철기시 에 해당

하는 와수리유적은 한탄강유역에서 가장 중요한 표지유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즉, 

와수리유적은 한반도 철기시  형성과정에 있어 동북계통의 문화요소와 서북계통의 

문화요소가 동시에 확인되고 있으며 그 시기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강원지역에

서는 가장 이른 시기로 비정되는 유적이다. 한편 관방유적의 조사 과정에서 경질무문

토기를 공반하는 관방유적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는 한계는 

있지만 차후 고고학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그 소속연 가 밝혀진다면 철기시 에

서 삼국에 완전히 편입되는 시기에 한 문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이와 더불어 유물산포지 2개소가 확인되었다. 정식 조사를 통하여야만 그 고고학

적인 내용에 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조사자의 의견을 빌어 소개한다.

1) 토 리토 1)

토성리토성은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273-3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성의 북쪽으로는 

남 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위는 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성 중심부는 

남북으로 464번 지방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토성리토성은 지금까지 정식 발굴조사는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모두 지표조사를 통

하여 수습된 유물을 통하여 성의 성격을 추정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다. 현재 토성의 

본래 체성(體城)은 남쪽 부분에 일부 남아 있으며 서쪽 부분의 것은 복원된 것이다.

토성리토성에 관하여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2) 에는 “고일간

반 폭 육간(高一間半 幅六間) 주위 약사백간(周圍 約四百間)의 방형토루(方形土壘)가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토성리토성 내부와 성벽 절개면에서 한림 학 아시아문화연구소3)에서 조사한 결과 

공열토기 편, 마제석부, 마제석촉 등을 수습하 다고 한다.

이후 육군박물관조사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 타날문토기편이 보고된 바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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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박물관에서 수습한 타날문토기편이 철기시 에 해당하는 시기의 토기편이라고 한

다면 토성리토성의 축조연 를 비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출토 정황과 유물에 한 특징 등이 자세하지 않아 철기시 에 비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4)에서 수습한 유물의 경우 철기시  

단경호의 구연부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토성리토성 채집 유물(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6)

토성리토성 채집 유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하지만 지금까지 수습된 유물이 철기시 에 해당하는 타날문토기편이라 할지라도 

성벽의 축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인지 아니면 철기시  취락이 형성된 이후 어느 시기

에 토성이 만들어 졌다면 그 소속은 토성의 연 와는 별개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예로 미루어 볼 때 토성리토성의 축조 연 를 철기시 로 비정할 수는 없지만 최

소한 토성이 축조되기 전이나 주변에 철기시 에 생활유적이 지하에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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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루토성 채집 토기류(육군박물관, 1996)

2) 모루토 5)

성모루토성은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오목동에 위치한다. 464번 지방도를 타고 토교

저수지로 가는 도로로 북상하면 

한탄강 북안에 위치하고 있다. 한

탄강의 회절현상으로 혀처럼 돌출

된 부분에 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탄강은 자연적인 해자(垓字)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성벽은 동･서･남면이 한탄강의 

회절현상으로 자연해자 기능을 하

고 북쪽면만 일자형으로 성벽을 

쌓아 올린 형식이다. 성벽의 일부

가 도로가 나면서 한 번 잘리고 

최근 농사와 관련하여 또 한 번 

절단된 면이 관찰되고 있다. 성벽

의 길이는 약 190m 정도이며 하

단 폭은 약 20m, 상단 폭은 약 

7~8m이다, 또한 성벽북쪽으로 

수로가 흐르고 있는데 해자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성모루토성이 지표조사

만 이루어져 정확한 축조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육군박물관의 지

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그 상한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박

물관의 지표조사에서 ‘중도식무문토기’를 수습하 다고 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①과 

③은 경질무문토기 편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유물은 도질토기 구연부편과 신라토기 

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타날문토기편은 軟･硬質의 승문타날, 격자타날문이 보

이고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기원 4세기를 상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리 6)

와수리유적은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위치한다. 한국농촌공사의 경지정리사업을 실

시하기 전에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의 분포 여부와 유적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다. 시굴 트렌치에서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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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청동기･철기시  주거지, 굴립주 1기,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

다. 이에 각 시기별 유구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동기시  주거지 4기와 철기시

 주거지 2기에 한 정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 당초 유적의 분포 여부와 그 범위

에 한 확인 작업인 관계로 규모의 발굴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동기시

 주거지와 철기시  주거지에서 확인된 고고학적인 양상은 한국 청동기시 와 철기

시  연구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주는 중요한 자료들이 확인되었다.

와수리유적 주거지 분포도(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철기시  주거지는 21호와 26호에 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21호 주거지는 경지

정리를 위한 중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서장벽과 북단벽의 벽체 일부와 상부가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황갈색 사질층을 파고 조성하 고 평면형태는 철자형(凸

字形)으로 주거지 바닥은 황갈색 점토가 소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다짐을 하

다. 수혈은 약 40㎝ 정도이고 길이 100㎝, 폭 90㎝ 출입구가 달린 주거지이다. 

주거지는 화재로 인하여 폐기된 주거지로 폐기 이후에 주거지 상부에 길이 4.2m, 

깊이 25㎝ 정도로 수혈이 조성되어 있다. 

이 수혈은 와수리유적의 연  해석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구이다. 수혈 내

부에는 길이 10~25㎝ 크기의 자갈이 불규칙하게 1~2겹 정도 깔려 있고 강자갈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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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강자갈 사이에서는 다량의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 수혈 내부에서는 타

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수혈 바닥에서 10㎝아래에서는 21호 주거

지를 구성한 다량의 소토, 탄화목 등이 출토되었다. 즉,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재퇴

적되는 과정에서 수혈의 조성연 가 유구의 해석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주거지의 노

지는 무시설식 노지(지름 75㎝)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는 남북 6.2m, 폭 5.5m

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철촉, 불명철기이다.

21호 주거지 및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26호 주거지는 평면 철자형으로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이다. 21호와 같이 황갈색 사

질층을 파고 조성하 다. 수혈 깊이는 약 33㎝로 바닥면은 다짐을 하 으나 부분적으

로 기반층인 자갈이 노출된 부분이 있다. 잔존길이 1.25m, 폭1m의 출입구는 둔각으

로 벌어지고 양 장벽과 이어져 출입구 반 편은 직선으로 이어진다. 내부에 탄화목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판상의 가공재도 보이고 있다. 노지는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점토띠식 노지가 시설되어 있다. 점토띠식 노지는 중앙에 5~15㎝가량의 강자갈을 1겹 

깔고 위에 점토를 덧씌운 것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남북 7.75m, 동서 5.7m이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주조철부, 철촉, 철경부동촉, 철겸, 도자, 

토제방추차 등이 있다. 이외에 서쪽 장벽에서 출토된 유경외반구연토기내에서 약 70g

의 탄화곡물이 출토되었다. 탄화곡물은 동정 결과 팥(탄화소두, Vigna angularis 

W.F.WIGHT)으로 밝혀졌다. 다만 현존하는 재래종 팥보다는 약간 작고 야생팥보다는 

큰 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와수리유적의 방사성탄소연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호 주거지 : 와수-9 2160±60B.P., 와수-10 2120±80B.P., 와수-11 2230±40B.P.,

              와수-12 2160±60B.P., 와수-13 2020±40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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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시대 주거지 출토 토기류
(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26호 주거지 : 와수-14 2050±80B.P., 와수-15 2070±40B.P., 와수-16 2080±60B.P.,

              와수-17 1970±40B.P., 와수-18 1920±40B.P.

26호 주거지 및 출토 유물(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이와 더불어 21호 주거지에 하여는 광여기 루미네선스(OSL)를 이용한 연 측정을 

실시하 다. 측정결과 21호 주거지는 120±60A.D.로 측정되었다.

와수리유적은 한탄강유역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이 유적은 한겨울이

라는 혹한기에 발굴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고고학

계의 철기시  초기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

다. 21호 주거지와 26호 주거지는 서지역의 주거지 연

가 과연 기원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질무문토기 중심으로 출토된 유물의 양상에 주

목하면 경질무문토기 단순기와도 관계를 언급할 수 있는 

유적이다. 또한 동북 단결-끄로우노프카문화와의 관련성

을 살펴볼 때 유사한 기형의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동북 

단결-끄로우노프카문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은 26

호 주거지의 유경외반구연호이다. 이 기종은 동북지역 회령 오동에서 보이고 있는 기

종으로 양 지역과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또한 파수호도 그러한 기종의 하나

로 동북지역과의 교류상을 보여주는 유물로 판단된다.

하지만 철경부동촉(鐵莖附銅鏃)은 한반도 서북지역과 관련된 유물 중의 하나이다. 

즉, 전국시  이후에 출현한 철경부동촉은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그 출토 예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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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예를 보면 인천 종도, 시흥 오이도, 양평 상석정유적, 포천 금주리유적, 

가평 성리유적 등이 있다. 지금까지 예로 볼 때 이 철경부동촉에 하여는 한군현

(漢郡縣) 설치 이후에 한반도 중부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

다. 하지만 철경부동촉은 쇠뇌(弩)를 사용하여 원거리 사격을 하는 것으로 유입시기와 

사용 시기 등에 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유물로 판단되는 것이다. 

남한지역의 철경부동촉이 낙랑과의 관계에 주목되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와

수리유적의 경우는 위만조선기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즉, 와수리의 것은 그 형태상 연화보유적과 위연 용연동유적(渭原 龍淵洞遺蹟)7)의 

것과 형태상 비슷하다. 이 두 유적의 경우 전국계(戰國系) 철기를 공반하는 유적으로 

그 시기는 최소한 기원전 2세기로 보는 것에 하여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와수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철기류의 조합관계는 소위 ‘세죽리(細竹里)-연화보 

유형과 일치하는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세죽리-연화보 유형이 한반도의 철기 개식기

와 관련하여 가장 이른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조철부의 예로 볼 때 동북지역 계

통과 일정한 형태적인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각형 철촉과 무경역자식철족

(無莖逆刺式鐵鏃)의 경우에는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는 가장 빠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

된다. 

철기시대 주거지 출토 철기류(강원문화재연구소, 2006)

 

무경역자식철촉의 경의 역자 부분이 직선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남

지역 양동리유적, 팔달동유적, 황성동유적 등지에서 나타나는 무경역자식의 철촉보다

는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지역의 무경역자식철촉이 나타

나는 시기의 하한이 1세기 후반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와수리유적의 철촉의 경우

에도 1세기 후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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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리유물산포지 채집 유물(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4) 연리 산포지8)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1128-1묘, 

1128-2묘에 위치한다.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확인한 유적이다. 

한탄강과 남 천이 합류하는 남

쪽 강안 지 위에 위치하는 적석총

에 해당한다. 일명 ‘할미각담’이라고 

하는 이 적석총은 한국전쟁 당시까

지 남아 있다가 이후 정연~당구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멸실되었다고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지표조사에서는 경질무문토

기 저부편과 삼국시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5) 당 미 산포지9)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513-1전 일원에 위치한다. 정연리유적 한탄강 동쪽 안에 

위치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확인한 유적이다.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보

고문에는 무문토기편과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보고문에는 삼국시

 신라토기편으로 보이는 유물이 소개되어 있고 무문토기편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로 근거할 때 철기시  유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다만 한탄강과 남 천이 합류하는 충적 지상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기시  유적이 지하에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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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해안지역

최근 동지역에 한 철기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각종 소규모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각 거점별 취락의 일부가 밝혀지고 있으며 

상한과 하한에 한 논의와 더불어 그 계보문제에 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단결-끄로우노프카문화와의 관련성은 환동해지역의 고고학적인 양상을 

살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조사된 철기시  유적의 기본적인 편년작업은 매우 지지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정치한 편년관이 수립되지 못한 면도 있

지만 각 지역 취락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3~4세기 에 이르러서는 각기 독자적인 양

상의 전개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의 진출에 따른 신라화의 과정은 강릉

지역이 가장 빠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그 변화 양상이 강릉지역에 

비하여 늦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원 1~2세기 의 유적의 희소성이다. 체적으로 이 시기의 문화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유적의 실체는 불확실하다. 그리고 특징적인 유물의 조합상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차후 동지역 철기시  연구에 있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기원전에 해당하는 유적은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자료로 볼 때 양양 

가평리유적이 가장 빠른 유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토기의 기형과 유물 조합에 따

르면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하여 기원전후 한 시기의 해수면의 변동과 더불어 그 공백기를 해

결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기원전에 한 인식에 있어 점토 토기문화와 그와 관련된 양양 정암리유적에 

주목하여 그 안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이는 그 동안 경질무문토기를 공반

하는 철자형, 여자형 주거지의 상한을 기원전 3세기 로 올리려는 시도와는 다른 각

도에서의 접근방법으로 최근 중국 동북 지역의 점토 토기문화와 전국계 철기의 공반

관계를 볼 때 동지역 철기시  상한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점토 토기문화기의 문제는 철기를 공반하는 유적이 현재까지 확인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편년상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점토태토기문화기인 양양 정암리유적을 철기시 에 편입하여 

설명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점토 토기 공반유적은 제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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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철기시대 유적 현황(발굴조사 유적)(심재연)

한편 강원 동지역 철기문화를 위하 던 주민의 종족문제와 분포 범위이다. 

동지역의 철기시  주민을 예(濊)라고 명칭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그 분

포 범위에 하여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예･ 서예라고 불리기도 하며 ‘말갈’이

라고도 불려 왔다. 현재 학계에서는 동, 서 예로 부르고 있지만 한강하류 지역의 

급증하고 있는 고고학적인 성과를 살펴 볼 때 ‘한(韓)’의 문화 양상과 상충되는 양상

이 전개되고 있다. 

즉, 마한의 문화적인 특징과 예의 문화적인 특징을 변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 또한 공간적인 분포 양상에 있어 북쪽 한계와 남쪽 한계를 

어떻게 특정할 수 있냐는 문제이다. 

북쪽의 양상은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에서 북한의 고고학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매

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동예라 칭하는 집단이 원산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분

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쪽 경계에 하여는 차

후의 과제로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남쪽 한계는 고고학적인 발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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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거의 없어 포항시 신광면 마조리(현 흥곡리)에서 출토된 동인(銅印)을 근거로 포

항까지 보는 견해가 있다. 아마도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자료로 추정된 것이지만 최근 

발굴조사된 포항 호동유적과 울진 오산리유적2)의 예로 볼 때 남쪽 한계는 삼척이 최남

단3)일 것으로 보인다.

1) 양양 암리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산4번지에 위치한다. 1966년 서울 학교 박물관에 반입4)이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969년 10월 13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국고귀속 처리되었다.

출토 경위에 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세문경 1점과 세형동검 1점이 출토되었다. 

강원지역에는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2점과 세문경 1점을 제외하

고는 유일한 유적이다.

출토지점은 동해에 근접한 해발 53.2m의 산봉우리로 북쪽으로는 물치천이 동류하

고 있다. 물치천 북쪽에서는 점토 토기를 공반하는 강선리유적5)이 위치하고 있다.

정암리유적 출토유물의 연 는 늦게 보는 견해를 참고로 하면 기원전 2C초~2C전

엽6)으로 보고 있다. 이 연 는 기존의 경질무문토기를 공반하는 시기와 중복되는 시

기로 철기시  상한과 문화상을 검토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고학자료로 평가받는 유물

이다.

2) 양양 용호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에 위치한다.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2002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굴조사한 유적이다.7) 

발굴조사에서는 신석기시  야외노지 10기, 소토유구 2기, 융기문토기 출토지역 1

곳 철기시  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이중 철기시  유구는 동서 2m, 남북 0.8m로 내부퇴적토는 신석기시  유구가 흑

색소토인 것에 비하여 암갈색소토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부에서는 경질무문토기와 신

석기시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용호리유적은 발굴조사로 확인된 동지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질무문토기

만이 공반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기형과 기면 정법방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제6장 | 철기시대

660 강원도사 

철기시대 유구(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3) 양양 가평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에 위치한다. 유적

은 쌍호 북쪽 사구지  후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발굴 자료로 보면 동지역 철기

시  취락이 확인된 최북단에 해당된다.

유적에 한 발굴조사는 강릉 학교 박물관8)과 

국립문화재연구소9)에서 실시하 다. 

강릉 학교 박물관 조사는 1983년 가평리 산

25-1번지 일원에 하여 3지구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 다. 발굴조사결과 C지구에서는 철자형 주

거지 2기가 확인되었다. 2기의 주거지에서는 경질

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한식(계)토기가 출토되었다. 

가평리유적은 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철기시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한식(계)토기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학사적인 의미가 높은 유적이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94･95･96년에 가평리 지역을 A, B지구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 다. 

가평리유적 A지구(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가평리유적 B지구(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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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지구에서 여자형 주거지 1기, B지구에서는 파괴된 철기시  주거지 1기

가 확인되었다. 이 여자형주거지는 동지방에서는 최북단에서 확인된 것으로 차후 

동지역의 주거 문화의 분포 양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

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한편 여자형주거지에서 곡물이 출

토되었는데 보리(탄화 맥 Hordeum vulgare)와 콩과류(탄화두류)로 콩(Glycine max 

L.)과 팥(Vigna angularis)로 판명되었다.

4) 양양 지경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화상천이 동해로 흐

르고 있으며 철기시  주거지는 해안사구 후사면에 입지하고 있다.

지경리유적 전경(강릉대학교 박물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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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리유적 주거지(강릉대학교 박물관, 1997)

1996년 강릉 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 다.10) 발굴조사결과 신석기시  주거지 

10기, 철기시  주거지 8기가 확인되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7기가 철자형, 1기는 장

방형주거지이다. 철자형 주거지는 규모가 체로 소형의 주거지이고 장방형인 1호 주

거지는 남북 28.2m, 동서 8m로 규모에 해당한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

문토기가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의 경우는 출토유물로 볼 때 삼국시  신라의 진출

기에 해당하는 주거지로 판단된다. 1호 주거지에 한 연 측정을 실시한 결과 B.P. 

1540±50로 측정되었다.

5) 강  동 리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산 8-1, 8-2, 

8-3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오 산에서 발원한 연곡천이 동해로 흐르고 있

다. 동덕리유적은 1996년 강릉 학교 박물관에

서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11) 조사결과 여자형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장축 방향

은 남-북(북→서 12°) 방향으로 규모는 전체 

길이 13m, 폭 7.4m이다. 큰방은 길이 9.6m, 

폭 7m이고, 남쪽 작은방과 연결되는 통로는 길

이 1.8m, 폭 1.4m, 남쪽 작은방은 길이 3.2m, 

폭 3.8m이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

으며 격자문을 시문한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

었다.

비록 주거지 1기만이 확인되었지만 발굴조사된 부분이 해안사구 전사면이므로 후사

면쪽에 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유적의 규모는 확인될 것으로 생각된다.

6) 강  항리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일 에 해당한다. 유적의 북쪽으로는 신리천이 동해

로 흐르고 있다.

교항리유적에 한 최초의 발굴12)은 1997~1998년 강릉 학교 박물관에 실시하



유적과 유물 | 제3절

제2권 선사시대 663  

다. 이후 크고 작은 소규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층위 

양상을 통하여 유적의 개략적인 범위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소규모 발굴조사는 

교항리 71번지,13) 교항리 70-23번지,14) 교항리 71-20번지,15) 교항리 68-2번지,16) 

교항리 32-5번지,17) 신사임당교육원 교육관 신축부지,18) 교항리 29-14번지19)에서 

이루어진바 있다.

즉, 이러한 크고 작은 발굴조사로 인하여 교항리유적 취락의 규모와 그 형성범위에 

한 기본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강릉 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유적에서

만 취락의 일부 양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 다른 지점에서는 추가적인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차후 강릉 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유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취락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릉 교항리유적 주거지 전경 및 8･17･24호 주거지

강릉 학교 발굴조사에서는 철기시  주거지 32기와 소형유구 1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부분이 평면 철자형주거지로 출입구는 모두 남쪽으로 설치하 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한식(계)토기, 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교

항리유적 발굴조사 결과 철기시  가옥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지(A-8호)가 확인

되었다. A-8호 주거지의 출입구 부분과 동쪽 어깨선 밑에는 황갈색 소토가 넓게 덮

여있는데 이 소토층 밑으로는 불판 판자와 갈 들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아 출입구 위

쪽의 시설이 불타면서 내려앉은 것으로 판단된다. A-17호 주거지는 출입구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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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주거지의 출입구는 안쪽으로 경사져 내려오다 바닥과 연결되는 부분에 약간의 홈을 

파고 두께 약 15㎝, 길이 135㎝의 각재를 가로놓아 큰방과 출입구에 15㎝ 정도의 단

을 두어 문턱을 만들었다. 이 문턱의 좌우 양쪽 끝에는 약 12~14㎝ 크기의 기둥을 직

각으로 세워 추정 문틀을 만들고 주변에 진흙을 쌓았다.

교항리유적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11기의 소형유구이다. 이 유구는 노지나 그 밖

의 별다른 시설들은 보이지 않고 바닥도 진흙을 얇게 깔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형유구는 안인리유적, 병산동유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유구는 아마도 주

거지의 부속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지역에서는 드물게 ‘U'자형 삽날, 주조철부, 한식계토기 등이 출토되어 기

원 후 2~3세기 의 한군현을 위시한 주변지역과의 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7) 강  동리

방동리유적은 강원도 강릉시 사

천면 방동리 산 66번지 일 에 위

치한다. 유적 북쪽 500여 미터에

는 사천천이 동류하여 동해에 이

른다.

이 유적은 처음에는 임효재20)에 

의해 가둔지 즐문토기유적으로 알

려져 있었다. 이후 강원문화재연구

소에서 2005년(66-3번지), 2006

년(66-4번지)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21) 발굴조사결과 신석기  

추정토기요지 1기와 할석유구 1기, 

철기시  주거지 4기가 확인되었

다. 이중 철기시  주거지는 여자

형 주거지 1기, 철자형 주거지 3기

가 확인조사 되었다. 출토유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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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동･강문동유적 전경(남→북, 항공촬 )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편, 철도

자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 철

기시  주거지가 확인되어 취락의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출토유물

상으로 볼 때 기원전 2세기중엽부

터 기원후 1세기전엽경으로 보이는 

유적으로 강릉지역 취락의 편년 자

료에 있어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으

로 평가되고 있다.

8) 강  당동･강 동

유적은 경포호 남쪽과 남 천 북

쪽사이의 사구지 를 중심으로 형

성되어 있다. 특히 초당동일원은 신

석기시 , 철기시 , 삼국시  고분

군 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2007년 12월 3일 사적 제490호로 

지정(면적 : 58,908㎡) 보호 관리되

고 있다.

이러한 여러 시기의 유적중 1･2

사구22)를 중심으로 철기시  주거

지가 집중적으로 조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사구와 사구에 습지[堤間濕地 

: 제간습지]가 발달하고 있어 습지에 한 발굴 조사 결과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

는 자연유물과 인공유물 등이 확인되고 있다.

강릉 초당동･강문동 일원은 1992년 강릉 강문동유적 발굴조사 이후에 크고 작은 발

굴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지역은 소규모 발굴조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러한 발굴조사결과 거의 전 지역에 한 시굴 성격의 조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

만 철기시  주거지는 신라 진출에 따라 초당동지역은 고분군이 입지하게 되어 부

분의 주거지는 출토 유물이 빈약하거나 고분 조성으로 파괴된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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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 것이 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강문동지역은 철기시  주거지 조  이후에 

신라 주거지가 입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강릉 남 천 병산동유

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유적은 철기시  이른 시기에는 1사구 지 에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사

구는 지금의 강릉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형성된 사구를 말한다. 

이 지 에 형성된 주거지는 부분이 신라 고분군이 조 되면서 파괴된 상태로 발

굴조사된 것이 부분이다. 다만 강릉고등학교 화장실 부지에서 오수전이 출토되었고 

강릉고등학교~유화아파트간 도로개설부지에서 한식(계)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기원 1~3세기 의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조 된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

이다. 이후 4세기 중후반경부터는 2사구와 강문동 일원에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조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강문동일원에서 나타나는 주거지의 형태를 볼 때 

철기시  철자형주거지와 여자형주거지가 삼국시  신라주거지로 바뀌면서 평면 장방

형의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즉, 강문동 126-1번지의 여자형주거지, 강

문동 Ⅰ-2호, Ⅱ-1호, Ⅴ-1호, 초당동 308-12번지 주거지는 주거지의 평면형태로 볼 

때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거는 재래의 평면 여자

형 철자형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 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Ⅴ-2･4호에서는 

경부돌 문토기와 전면 격자타날

문토기, 심발형토기 등이 출토되

고 있어 신라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강문동 일원

에서 확인되는 주거지는 철기시  

주거지와 삼국시  신라주거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신라화 과정(新羅化 過程)’

으로 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결국은 초당동･강문동유적은 철기

시  이른 시기에는 초당동 일원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다가 늦은 시기에 이르러

서는 2사구와 강문동 일원을 중심으로 철기시  취락이 이동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락의 이동 양상은 병산동유적과는 달리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라화 되

어가는 과정에서는 각 취락별 신라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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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산동 유적 분포도

9) 강  병산동

강릉 병산동유적은 남 천 남

쪽 사구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 남쪽으로는 섬석천이 동류

하고 있다. 병산동유적은 철기시

 취락과 신라 고분군이 명확히 

구분되어 입지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신라의 강릉 진

출이후에 철기시  취락이 신라 

취락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유적중의 하나이다.

병산동유적은 강릉 학교 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예맥문화재연구원, 강원고고문

화연구원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발굴조사결과 철기시  주거

지와 삼국시  신라주거지와 고분군이 집중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조사된 내용을 보면 철기시  주거지가 조사된 부분과 고분군이 조 된 부

분이 분리되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신라주거지의 경우는 철기시  주거

지와 동일한 역에서 중복관계를 보이며 조 되고 있다. 따라서 강문동･초당동지역과

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구역의 중복과 고분군과의 구별은 

이 지역 철기시  주민의 신라 복속과정에서 남 천 북안에 위치한 주민들과는 다른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초당동지역 주민은 북진하는 신라와의 관계에 

있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계의 표출이 주거지역과 

매장공간간의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10) 토 (濊國土城)

강릉 시내에 있었으나 현재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여러 문헌을 통하여 볼 때 그 실체는 인정된다. 예국토성에 한 최초의 언급은 아리

미츠 교이치[有光敎一]로 정 4년(大正 四年, 1915년)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토

성지를 발굴하면서 수습한 빗살무늬토기 편을 언급하면서 예국토성에 한 언급과 도

면이 제시되고 있다.23) 당시 토성은 ‘⊐’형태로 남아 있으며 길이는 약 2,800m, 성벽

[壘]은 12~0.5m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 또한 정연간(大正年間)에 작성된 강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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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도에는 강릉 읍성 동쪽 부분에 ‘성(城)’이라는 존재가 주목된다. 이를 근거로 

보면 강릉 읍성과는 달리 강릉 옥천동･임당동 일원에 다른 성이 존재하 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적도를 살펴보면 서쪽 성내동･중앙동･명주동･남문동에 입지하

는 강릉 읍성과는 다른 성이 존재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적도상에 철도부지가 명기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해선 개설 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지적도로 보인

다24). 그리고 2009년 공개된 지적도25)를 보면 지적도에 토성 성벽이 남아 있는 부분

에 채색이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광교일이 토성의 흔적이 많이 

쇠락하 다는 언급과 동일하게 많은 부분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서쪽 강

릉 읍성과의 연접 부분도 불확실 한 것으로 보아 읍성도 일부 지역은 멸실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26)에 

보이는 사진과 그림을 보면 일부 구간은 흔

적이 확실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에 보이는 예

국고성(濊國古城)의 분포 범위는 강릉읍성(江

陵邑城)과 함께 그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지도에 철도 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동해선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예국고성

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철기시  동지역의 취락의 입지와는 다

른 양상을 띠게 된다. 즉, 부분의 유적이 해안 사구지 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

는 반면에 예국고성은 남 천 북안에 입지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전예국고성(傳濊國古城) 위치도(조선총독부, 1916)

 

예국토성 전경(조선총독부,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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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안인리유적의 위치(심재연 제공)

11) 강  안 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산16-2번지

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남북으로 형성된 

해안사구지  후사면 구릉지 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남쪽으로는 군선강이 동류하고 

있으며 유적의 서쪽으로는 시동천이 유적을 

감아 흘러 군선강에 합류한다. 서쪽으로는 

풍호가 있으며 지금은 부분이 매립되어 경

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안인리유적은 1989년 11월 강릉 학교･관

동 학교･강원 학교 박물관이 1990년 2월 

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1990년 8월에서 

1991년 7월까지 강릉 학교 박물관과 강원

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 조

사 결과 강릉 학교 발굴조사 구역에서 33

기, 강원 학교 발굴조사 구역에서 4기의 주거지를 확인하여 총 37기를 확인되었다.

안인리유적은 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철기시  마을유적으로 마을 부분이 

발굴조사되었다는 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안인리유적의 

층위는 7층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며 제일 밑인 Ⅶ층은 일명 ‘Ⅰ기층 문화’로 여자

형주거지가 주로 발견되고, Ⅴ층은 ‘상층문화’로 주로 철자형 주거지가 나타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각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연･경･도

질), 한식계토기, 와질토기( 남 노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쌀, 콩 등의 곡물류가 확인

되었다. 1호 주거지 출토 경부돌 토기의 경우 정선 예미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크기와 제작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아궁이형 노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와 같은 유형의 것은 강릉 강문동유적, 동해 망상동유적, 횡성 둔내유적, 단양 수양개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아궁이형 노지와 경부돌 토기로 볼 때 남한강유역

을 매개로 한 한반도 중서부지역과의 교류를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지역

에서 보이는 로형토기가 문화층에서 1점이 출토되었고 제련시설과 관련된 송풍관의 

존재로 볼 때 철소재를 매개로 한 남지역과의 교류 양상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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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  진리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낙풍천(樂豊川)

과 주수천(珠樹川)이 합류하여 광포를 이룬 후 동해에 합류한다. 유적은 이 광포(廣

浦) 북쪽 해안사구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맥문화재연구원과 강원문화재연구소

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동쪽･서쪽･남쪽 경계에 한 략적인 유적의 범위는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진리유적Ⅰ27)은 2006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철기시  주거지 1기

와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

다. 이 유적은 금진리유적 서쪽 경계를 확인한 유적으로 1호 수혈유구와 금진리유적

Ⅱ에서 확인되는 유물 공반관계가 동일하여 동시기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금진리유적Ⅱ28)는 2006년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당시 시굴조사에서는 신석기시

 야외노지 1기, 철기시  주거지 윤곽선을 확인하 다. 이후 발굴조사에서는 신석기

시  야외노지 1기와 철기시  주거지 8기를 조사하 다. 이 중 철기시  주거지는 

평면 여자형 주거지 5기, 철자형 주거지가 3기이다. 금진리유적Ⅱ에서는 여자형 주거

지와 철자형 주거지가 혼재되어 나타나 당시 주거지의 평면형태만을 가지고 시기 구

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이 

있다. 경질무문토기는 구연부의 성형이 점차 물레를 돌려 정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

고 있으며 타날문토기도 경질(硬質)･도질토기(陶質土器)가 출현하고 있다. 다만 타날

문토기 부분이 편으로 수습된 것이지만 6호 주거지의 출토유물로 볼 때 금진리유적

Ⅱ의 연 는 기원 3세기를 상회하기 어렵다. 또한 문화층에서 출토된 경부돌 문토기 

구연부 편은 신라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상호간의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중

요 유물로 평가된다.

금진리유적Ⅲ29)은 2009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발굴조사되었다. 3개 지구에 

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구 전사면에 해당하는 A지구에서는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구 정점인 B･C지구에서는 철기시  주거지 14기와 원형수혈 4기가 확인되

었다. 이 발굴조사결과 금진리유적 남쪽 부분에 한 유구의 존재를 확인하 다.

금진리유적에 하여는 방사성탄소연 측정이 이루어져 유적의 연 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그 측정연 를 보면 금진리유적Ⅰ 1호 주거지가 B.P.1910±60, 금진리유적Ⅱ 호 주

거지가 B.P.1800±50, 2호 주거지가 B.P.1735 ±20, B.P.1850±60, 5호 주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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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동유적 위치도(일제강점기)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B.P.1825±25, B.P.1810±50, 7호 주거지가 B.P.1900±25, B.P.2010±60, 8호 주거

지가 B.P.1765±20, B.P.1950±60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금진리유적Ⅱ 5호 주거지에서는 탄화곡물이 출토되었는데 동정결과 야생팥(소

두, 小豆, azuki bean Vigna angularis W.F.W IGHR)으로 확인되었다.

13) 동해 망상동

망상동유적은 마상천(馬上川)을 중심으

로 남쪽과 북쪽에 발달한 사구지 에 위치

하고 있다. 망상동유적은 예맥문화재연구

원에서 2008년에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를 실시하 다.

마상천 남쪽에 위치한 망상동유적Ⅰ30)은 

철기시  주거지 1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여자형 형태의 주거지로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노지의 형태가 아궁이형으로 과거 안인리

유적에서 확인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망상동유적Ⅰ의 것은 점

토를 함께 두르고 남쪽에 점토띠식 노지를 

함께 설치한 것으로 망상동유적Ⅱ의 것과 

함께 완전한 형태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

한 형태의 것은 강릉 강문동 138-1번지유

적, 강릉 안인리유적, 횡성 둔내유적, 단양 수양개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어 동, 서

지역 집단간 상호 교류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망상동유적Ⅱ는 약 790㎡의 면적에서 삼국시  신라주거지 2기, 철기시  주거지 

30기, 수혈유구 4기, 소형 패총 1기, 단야 작업장 1기가 발굴조사되었다. 이 유적은 

해안사구 후사면에 형성된 유적으로 해사사구 하부 해빈자갈층을 확인하여 과거 해안

가에서 사구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철기시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부분이 철자형으로 출입구 반 쪽 단벽의 변화상이 

보이고 있으며 벽체구조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물, 다양한 노지 시설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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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는 체적으로 무시설식, 점토띠식, 점토띠식+아궁이식, 점토띠식+부뚜막식으로 

나누어진다. 망상동유적에서는 모든 종류의 노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4호 주거지

에서는 점토띠식노지와 부뚜막이 결합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것은 일본 코우

지야(米花屋)유적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벽체 구성은 2호 주거지에서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데 주거지 바닥은 진흙을 

깔고 벽체로 연결되며 진흙 벽체 바깥면은 목재를 댄 후 초본류를 덮은 형태인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흙벽체는 중간 중간에 둥근 목재를 세운 것도 확인되어 매우 발

달된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주거의 평면형태의 변화도 보이는데 2호 주거

지는 주거의 장변에 출입구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망상동유적은 기원 4세기에서 5세기 전반경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단시간에 주거지

가 중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이 시기는 삼국이 정립된 시기이지만 동지

역에 한 신라의 진출 양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

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즉, 강릉지역의 경우 이미 신라의 목곽묘가 출현하고 있는 사

실에서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망상동유적의 연 는 망상동유적 Ⅰ은 고고지자기연 가 A.D.380±10, 방사성탄소연

가 B.P.1710±20, B.P.1770±20으로 망상동유적Ⅱ는 고고지자기연 가 2호 주거지 

A.D.450±30, 4호 주거지 A.D.450±40, 8호 주거지 A.D.430±20으로 측정되었다.

14) 동해 송 동

동해 송정동유적은 동해시 송정동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전천(箭川)이 

동류하여 동해에 이르고 있다. 송정동유적은 동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유적으로 기

원 1세기경부터 신라의 진출기 양상을 보여주는 주거유적이 다수 발굴조사되었다. 

송정동유적 일대 전경 : 1965년(동해시, 2001)       

 

송정동유적 일대 전경(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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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유적 조사 현황도

송정동 유적은 관동 학교 발굴조사 이후에 강릉 학교 박물관, 강원문화재연구소, 

예맥문화재연구원, 강원고고문화연구원 등에서 크고 작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현황

표 참조). 조사 결과에 한 보고서는 중요유적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시굴조사와 소규모 발

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 보

고서 3권이 유일한 상황이

다. 나머지 유적은 약보고서

나 각종 학회 유적사례발표

나 개별 논문을 통하여 단편

적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에 따라 송정동유적에 한 

편년관이 통일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라의 

진출기와 진출이후에 양상이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송정동유적Ⅰ은 관동 학

교에서 1996~1997년에 발굴

조사를 실시하 다. 이 유적

은 동해 항만지구 확장공사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지금은 동해항의 건설과

정에서 완전히 멸실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철기시  주

거지 4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1호 주거지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U’자형 삽날, 철촉, 철모, 은제 귀고

리, 관옥, 유리구슬류 등이 출토되어 현재까지 조사된 송정동지역의 주거지중에 가장 

위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 B지구로 명명된 지역에서 철기시  관련유

물이 수습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다.

송정동유적Ⅱ는 동해시 중심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강릉 학교 박물관에서 1999

년 실시하 다. 조사 결과 철기시  주거지 46기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된 주거지의 

부분이 평면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부분이 철자형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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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발굴조사에서는 2호 주거지에서 처음으로 송풍관이 확인되었

다. 발굴조사자에 의하면 주거지 내부에 8자 모양으로 생긴 구덩이에서 송풍관편, 소

수의 철편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송풍관편은 28호 주거지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송정동유적Ⅱ의 발굴조사로 인하여 한식계토기가 안인리유적에 이어 완형의 것이 확

인되었으며 남지역과의 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저구형토기, 호남호서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축조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어 송정동유적의 주민들의 외교류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었다.

송정동유적Ⅲ은 송정동유적Ⅱ와 동일하게 동해시 중심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강

릉 학교 박물관에서 2000년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철기시  주거지 11

기가 확인되었다. 부분이 완전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지만 2호･6호․9호는 철자형주

거지 확인된 것으로 보아 부분은 철자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7호 주거지에서 약보

고서에 의하면 도가니편이 출토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송풍관이 출토된 것으로 판단된

다. 송정동유적Ⅳ는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2005년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2기의 용도미상유구와 원형유구 7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경질･

도질)타날문토기, 지석, 송풍관이 출토되었다. 2호 미상유구에서 출토된 송풍관으로 

보아 단야시설이 존재하 을 가능서이 높다고 판단된다.

송정동유적Ⅴ는 동해시에서 국민임 주택 건립사업부지로 예정하 던 부분이다. 이 

유적은 2004년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주거지 약 

35~40기, 원형유구 5~7기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주거지 1기에 한 발굴조사를 실시

하 다. 1호 주거지에서는 이지창, 경질무문토기, 철겸, 이지창, 철촉, 철부 등이 출

토되었다. 이외에 각 시굴트레치에서는 경질무문토기, 경질･도질의 타날문토기, 유구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시굴조사에서 완료되었으나 3개의 철기시  문화층

이 확인되어 송정동 전체유적의 형성과정에 한 근본적인 검토를 가져 온 학사적인 

의미가 있는 유적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2005년 3월 19일자로 강원도기념물 

제84호로 지정(면적:14,125㎡)하여 관리하고 있다.

송정동유적Ⅵ은 2006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결과 철

기시  주거지 6기, 수혈 7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경질⦁도질)

타날문토기, 한식계토기편, 송풍관편 등이다. 이 유적은 송정동Ⅲ유적과 함께 송정동

지역 최서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4세기  취락의 서쪽 경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송정동유적Ⅶ은 2007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이다. 실제 발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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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부분은 송정동 1039-5번지유적과 동해 송정동 도로개설 부지내 유적Ⅰ지구와 

연접하여 있다. 7기의 철기시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철자형주거지 6기, 방형주거

지 1기이다. 이 유적에서는 한식계토기가 다수 확인되어 송정동유적의 상한을 검토하

는데 중요한 고고학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즉, 강릉 학교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평저광구호와 동일한 토기편, 낙랑지역에서 제

작된 단경호와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된 단경호 등의 존재는 송정동세력과 한군현의 

교섭 관계에 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송정동유적Ⅷ은 2007년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이다. 이 유적은 동

해 송정동 도로개설 부지내 유적 Ⅱ지구와 이와 연접한 송정동 851-6번지유적이 해

당된다. 이 지역은 송정동유적의 하한과 관련하여 4~5세기 양상을 보여주는 유적이

다.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5기, 폐기장 1기, 정련단야로 1기, 원형 수혈유구가 확인

되었다. 주거지는 부분이 철자형 주거지로 경질무문토기, (경질･도질)타날문토기, 

철부, 철촉, 철겸, 청동방울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상으로 볼 때 

이 지역의 주거는 체적으로 4세기경에 형성된 주거지로 추정된다. 경질무문토기의 

경우 기형은 단경호의 형태를 보여주는 유물이 보이고 있으며 내만구연호의 출토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동북지역 단결-끄로우노프카문화와의 관련성을 비치어 

볼 때 차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또한 Ⅱ지구와 연접한 송

정동 851-6번지에서 출토된 송풍관관과 Ⅱ지구 단야로의 존재로 미루어 볼 때 최소

한 4세기 후반경에서 5세기 전반경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야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송정동유적Ⅸ는 2009년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한 유적이다. 발굴조사명

은 동해 송정1,2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부지내 유적 Ⅰ지구로 2007년 예맥문화재연구

원에서 발굴조사한 동해 송정동 도로개설부지내 유적(송정동유적Ⅶ)에 직교하는 도로

와 연접하여 조사된 유적이다. 조사 결과 철기시  주거지 7기와 수혈 16기가 확인되

었다. 이중 철자형 주거지는 3기(1･3･5호), 여자형 주거지 1기(2호), 나머지는 평면형

태를 파악 할 수 없다.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철끌이 있다.

송정동유적Ⅹ31)는 2009년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이다. 발굴조사

명은 동해 송정1･2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부지내 유적 Ⅱ지구로 2007년 예맥문화재연

구원에서 발굴조사한 동해 송정동 도로개설부지내 유적(송정동유적Ⅷ)에 직교하는 도

로와 연접하여 조사된 유적이다. 조사 결과 철기시  주거지 8기와 수혈 10기가 확인

되었다. 조사지역이 협소하여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철자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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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5호 주거지가 있다.

송정동유적Ⅹ에서는 당시의 생업 활동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검출되었는데 3호 

주거지에서 작살과 갈고리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자료로 볼 때 작살과 갈고리는 

포경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3호 수혈에서 

출토된 고래 뼈가 주목된다.

송정동유적은 동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유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를 중심으

로 살펴보면 송정동 마을의 형성은 서쪽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그 규모가 점차 확장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상 적으로 늦은 시기 즉 기원 4~5세기  유적이 

동쪽 해안가 쪽에서 확인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마을유

적의 변화는 문헌에 보이는 실직국의 비정과도 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송정동유적에 한 편년을 살펴보면 지현병32)은 동지역 철기시  하안을 

3세기 후반 경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심재연33)은 4세기 중후반 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최종래는 5세기 1/4분기에 신라고분이 강릉에 출현한

다고 보면서 4세기 종말기를 지적하고 있다. 4세기 의 양상에 하여 심재연은 송정

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저구형 토기(958-8번지 유적)의 예와 호서･호남지역에서 집중 

확인되는 조형토기의 예를 들어 하한을 4세기 로 낮추어 보는 근거로 삼고 있다.34)

 그런데 최근 송정동 1호 주거지(관동 ) 출토품 중 일부가 경편이라는 견해와 더불

어 청동 소환이 소개된 바 있다.35) 이 경편36)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청동 소환(靑

銅 小環)이다. 이 소환은 주형에 부어 만든 것으로 크기에 맞게 절단한 후 절단면은 

마연한 것이다. 이 청동 소환은 충주 금릉동 43호･107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한 형태의 것이다. 

금릉동유적 출토 유물(좌, 충북대학교, 2007)과 동해 송정동 1호 주거지 출토 청동 소환(우, 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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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107호에서는 마형 구 2점이 공반되어 있다. 마형

구는 호서지역 청주, 청원, 천안 등지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남지역 상주, 거

창, 김해 등지 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로 변진한 마한지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

요 유물로 평가되는 유물이다. 이 유물과 공반된 청동 소환이 송정동 유적에서 출토

되었다는 점은 3~4C 의 남한지역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 생

각된다. 이와는 달리 2007년 발굴조사된 Ⅰ지구와 Ⅱ지구의 철기시  주거지는 그 시

기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Ⅱ지구에서는 과거에 해

수면 상승으로 형성되었던 구(溝)가 2개소에서 확인되었다. 구에서는 철기시  말기로 

추정되는 격자타날이 시문된 도질토기 편과 도질토기의 향을 받은 경질무문토기가 

확인되었다. 타날문의 문양은 부분이 격자타날문 일색이다. 구에서 출토되는 토기 

양상과 더불어 사구에서 확인된 4기의 주거지에서 격자타날의 도질토기 편과 옹편

이 수습되었으며 구 유구와 마찬가지로 도질토기 기형과 비슷한 경질무문토기 완형개

체가 수습되었다. 아울러 폐기장에서는 노벽편(爐壁片)과 송풍관편(送風管片)이 수습

되었다. 또한 Ⅱ지구와 연접한 851-6번지 유적에서는 송풍관편 2점이 수습되었다.

결국 완전한 형태의 제련관련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송정동 마을에서는 일련의 

공정이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련관련 유물은 강릉  박물관에서 실시한 동해 송정동 중심도로 

부지에서 송풍관,37) 집게, 망치, 철재(鐵滓, slag), 용범이 출토38)되기도 하 다. 그

리고 동해 송정동 도로개설부지내 유적 Ⅱ지구에서는 정련단야작업이 이루어진 보이

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정련단야유구에서는 다량의 단조박편, 입상재, 철재(鐵滓), 

완형재, 송풍관 등이 확인되었다.

동해 송정동 851-6번지 출토 송풍관(심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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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련관련 시설 또는 부속 유물이 송정동 중심도로 부지유적에서 남동쪽 부

분에 해당되는 지점 전역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또한 부분의 유적에서는 격자타

날이 시문된 연질과 도질의 토기(편)과 공반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격자타날 도질

토기의 출현을 근거로 하여 송정동유적의 연 가 3세기말에서 4세기 중후반 에 해당

된다고 추정한바 있다. 지금까지는 각 중요 유적의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지만 충주 

금릉동 43호 토광묘와 107호 토광묘 출토 청동소환의 연 를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 하지만 제련시설과 관련된 송풍관, 장련단야시설의 확인이 동지역의 철기제작

의 시기가 철기시 인지 아니면 신라의 진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한 보다 면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기원 1~2세기 의 주거지는 현재 알려진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강릉

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송정동 중심도로부지와 예맥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동해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부지Ⅰ지구에서 그 단초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해 송정동 중심도로 개설부지내 유적Ⅰ지구 7호 주거지에서는 한식계토기인 단경호

와 소위 폴체형 철부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5호 주거지에서는 평저장경호 편 1점이 

수습되었는데 이는 강릉 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기와 제작기법과 

기형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한식계토기(단경호)는 낙랑지역에서 제작되었던 제작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군현에서 직수입된 유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원 

후 한군현 특히 낙랑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역체계 속에서 반입된 유물로 보여진

다. 한식계토기는 양양 가평리유적을 북쪽 한계로 하여 강릉 교항리, 강릉 초당동, 강

릉 안인리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

傳)의 기록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차후 송정동일원에서 발굴조사된 자료가 발간된다면 기원 후 1~3세기 의 

양상에 한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15) 삼척 하맹 리 39)

유적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산6-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남쪽으로는 마읍천(馬邑

川)이 동해로 동류하고 있으며 유적은 맹방해수욕장 뒤쪽에 형성된 해안 사구지 에 

위치하고 있다. 강릉 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된 유적으로 2001

년 관동 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 발굴조사는 ‘삼척 맹방관광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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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맹방리유적 위치도(심재연 편집)

조성도로공사지역’에 하여 이루어졌다. A지구와 B지구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A지구

에서는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았고 B지구에서는 문화층이 상하 2개층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B지구에서는 철기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B지구 남동쪽 약 70m 지

점인 마을 농로에서 추정 ‘여자형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B지구는 취락의 

중심지역이 아닌 외곽지 로 추정되고 있

으며 중심지는 조사지역 남동쪽으로 연결

되는 송림지 (사구)와 서편 연봉마을 일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정 ‘여자형 주거지’에서는 농로개설과 논

의 확장과정에서 일부 파괴된 것으로 조사 

여건상 전면 노출이 불가능하여 일부 어께 

윤곽선과 바닥면을 확인한 것이다. 출토유

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편이 출토되

었다.

하맹방리유적은 동지역 최남단에서 확

인된 유적으로 동지역 철기시  동 ‘예(濊)’의 최남단으로 확인된 지역이다. 현재

까지 동 예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신광면 마조리에서 ‘진솔선예백장(晋率善濊

伯長)’이라는 동인(銅印)이 출토된 사실을 바탕으로 포항까지 그 역을 볼 수 있지만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취락의 분포 양상과 관련하여 보면 하맹방리유적이 최남단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심재연( 맥 재연 원 연 원)

1) 근 한강 하 지역  포지역에  사주식 주거지  주  토 가 집  사 고 다. 체  러한 양상

 마한  식하고 는 듯하다. 에 비하여 진강, 한강 상 지역  양상  여 , 철  주거지가 주  

사 고 다. 한편 남양주시 별내 에 는 4주식 주거지가 근 사 었다. 라  차후 한강 하 지역에  나

타나는 고고학  양상에 한 한  통하여 동, 에 한 한 재검토가 필 하다고 생각한다.

2) 한빛 재연 원, 2009, ｢울진 스킨스쿠  트 닝  건립 지 내  사 약보고 ｣.

3) 재 지 사  료  보  하맹 리  남단  보 다. 울진 산리  경우 ㅎㅇ주거지에 돌시

 갖  주거지가 었다. 토 에 경질 토  남지역   질토 가 공 어 는 것  보아 

원 3 경에 해당할 가능  다. 재 울진지역에 한 사가 가한다  철 시  ‘ (濊)’  ‘진한(辰韓)’

과   상  악할   것  보 다.

4) 원룡, 1967, ｢江原道 襄陽郡出土 細形銅劍･細文鏡について｣,  史林  50-2.

5) 장 철, 1988, ｢襄陽郡 降仙里 出土 先史時代 遺物에 하여｣,  關東文化  3, 동 학  동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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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 , 2005, ｢ 동검   과 편 ｣,  細形銅劍文化  硏究 , 209쪽.

7) 강원 재연 , 2004, ｢양양  강  용 리 127 지 여 신 지  사보고 ｣,  江陵 江門洞 鐵

器･新羅時代 住居址 .

8) 강 학  , 1984,  양양 가평리 주거지 사보고(1) 

9) 립 재연 , 1999,  양양 가평리 .

10) 강 학  , 1996, ｢양양 지경리 사 약보고 ｣.

11) 강 학  , 1997,  江陵 冬德里遺蹟 . 

12) 강 학  , 1998,  강  항리  .

13) 강원 재연 , 2006, ｢강  항리 71 지 규모주택신 지 시 사 약보고 ｣.

14) 강원 재연 , 2007, ｢강  항리 70-23 지 다가 주택 신 지 사 보고｣.

15) 강원 재연 , 2007, ｢강  항리 71-20 지 주택신 지 사 보고｣.

16) 강원 재연 , 2006, ｢강  항리 68-2 지 주택신 지 시 사 약보고 ｣.

17) 강원 재연 , 2006, ｢강  항리 32-5 지 규모주택 신 지내  사 약보고 ｣.

18) 맥 재연 원, 2007, ｢강  사 당 원 생  장 지 사 견 ｣.

19) 맥 재연 원, 2008, ｢강  항리 29-14 지  사보고 ｣,  東海 望祥洞遺蹟Ⅰ .

20) 효재, 1966, ｢溟州郡 領津里  加屯地 櫛文土器遺蹟｣,  考古美術  第七卷 第六號 通卷七十一號.

21) 강원 재연 , 2007,  江陵 芳洞里 住居址 .

22) 해안사 에 하여 룡(1987,  韓國  沖積平野 , 敎學硏究社, 49-53쪽)  동쪽 해안가  第1濱堤, 第2濱堤, 第3濱

堤  하고 다. 본 에 는 쪽  1사 , 2사 , 3사  지 한다.

23) 有光敎一, 1938, ｢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遺物｣,  考古學雜誌  28-11.

24) 심재연, 2009, ｢한  동･ ｣,  고고학  8-2.

25) 립 앙 , 2009,  光復以前調査遺蹟遺物未公開圖面Ⅳ 江原道 .

26) 독 , 1916(大正5年),  朝鮮古蹟圖譜  三.

27) 맥 재연 원, 2008,  江陵 金津里遺蹟Ⅰ-강  진리 467 지 규모주택 신 지내  사보고 - .

28) 맥 재연 원, 2008,  江陵 金津里遺蹟Ⅱ-한 여 원 건립 지내  사보고 - .

29) 강원 재연 , 2009, ｢강  계 지 사업 지내  (시) 사 약보고 ｣.

30) 맥 재연 원, 2009, ｢동해 망상동 36-2 지 단독주택 지내  사보고 ｣,  東海 松亭洞遺蹟Ⅱ .

31) 진 , 2009, ｢동해 송 동  - 동해 송  1,2지  주거 경개 사업 지 ｣,  2009 도 지역  

사 과 , 강원고고학 · 울경 고고학 .

32) 지 병, 1999, ｢嶺東地域 鐵器時代 硏究-住居址  中心 -｣, 단 학  학원 사학 ; 2004, ｢鏡浦湖 周邊  

鐵器  新羅時代 住居址考｣,  文化史學  21, 사학 .

33) 심재연, 2006, ｢강원 동지역 철 시  상한과 하한｣,  江原地域  鐵器文化  2006 계학 , 강원고고학 .

34)  당시  토  3  개 한  다.   연질   토  강  강 동 138-1 지  2  주거지 

토  연질( 질)  것  가장  시 에 할 것  생각 다.

35) , 2006, ｢江原地域 原三國時代 土器 編年｣,  江原地域  鐵器文化  2006  계학 , 강원고고학 .

36) 근  경편(鏡片)  다  책에 개   다. 복천 , 2009,  神  거울 銅鏡 , 104쪽.  필  견해는 철 한다.

37) 송  송 동 621-2 지 , 958-8 지 , 동해 송 동 도 개 지내  Ⅱ지 에  토 었다.

38) 지 병, 2002, ｢東海 松亭洞 鐵器時代 聚落과 住居構造｣,  2002  가  학  , 강원고고학 .

39) 재연 ･강 학  , 1992, ｢Ⅱ. 지 사내용｣,  江原嶺東地方  先史文化硏究Ⅱ ; 동 학  

, 2004,  三陟 下孟芳里 遺蹟 - 삼척 맹 지 도  공사지역내  사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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