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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1. 본보고서는오산세교택지개발사업에따른오산내삼미동유적의발굴조사보고서이다. 조사는경기
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학술용역을 체결하여 실시하 으며, 보고서의 발
간비용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부담하 다. 보고서는〈본문〉과〈사진〉으로이루어져있다.

2.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는 시굴조사 결과 1, 2, 4, 5, 6·7·9·10·12, 16지점이 발굴조사로 연계
되었고, 본보고서는2지점에대한발굴조사내용이다.

3. 도면의방위는磁北을기준으로하 다.

4. 본문에삽입된지도는국립지리원발행지도를이용하 다.

5. 오산내삼미동유적에서조사된주거지는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의주거지가있으며, 시대에
따라각각유구번호를부여하 다. 도면설명과 사진설명에서각유구의이해를돕기위하여청동기시
대 1호주거지는‘청1호주거지’로, 삼국시대 1호주거지는‘삼1호주거지’로, 조선시대 1호주거지는
‘조선1호주거지’로설명하 다.

6. 본문중의표와각주번호는Ⅰ~Ⅳ장까지는연속적으로부여하 으며, Ⅴ장고찰과Ⅵ장맺음말은별도
로부여하 다.

- 유구와관련하여-

7. 유구설명가운데위치는유적중앙부에임의의기준점(0.0)을 정하여 20m 단위로 설치한 Grid의 좌
측상단을기준으로서술하 다. 

8. 유구도면의 축소비율은 주거지는 1/40, 수혈이나 석곽·석실묘, 묘는 1/30을 기준으로 하 으나 유
구의규모에따라시각적인효과를감안하여축소비율을달리하 으며, 각도면에축소비율을표시하
다.

9. 유구가중복되었을경우, 후대의유구에앞번호를부여하 다. 즉, 유구를조사한순서대로번호를부
여하 다. 

10. 유구평면도상의유물번호(①, ②...)는본문의유물설명번호(①, ②...)와일치하며, 같은유물번호가
여러군데있는것은편으로흩어진채출토되어하나의개체로복원된경우이다.

11. 주거지도면에서소토와노지는적색으로표시하 다.

12. 유구설명에서해발고도는유적의표토를제거한후유구의윤곽이잡힌어깨선의높은쪽을표기하
다.

13. 청동기시대주거지내노지의설명에서깊이가 5㎝이하의것은상면식으로, 5㎝를초과하는것은수
혈식으로분류하 다.



- 유물과관련하여 -

14. 유물도면의축소비율은토기는 1/3, 석제품과금속류는 1/2, 구슬은실제크기로하는것을기준으로
하 으나, 대형토기는1/4, 대형석기는1/3로하 으며, 각도면에축소비율을표시하 다.

15. 유물도면중유물이 1/2 이상파손되어구경이나저경을도면복원한경우는중심선의가운데를점선
으로처리하 다.

16. 토기의색조는연질토기의경우신판토색첩(일본색채연구소, 1997)을참고로하 으며, 경질토기와
자기의경우주관적인기준에따라서술하 다.

17. 〈사진〉에서－는같은개체의유물을다른각도로촬 하 거나세부상태를나타낸다.

18. 공렬토기의설명중공렬간거리는투공의중심에서중심까지의거리를측정한것이다. 

19. 석기의 설명에서석기를도면화하여놓은방향에서윗면은上面, 바닥과 닿는면은下面, 앞에서 보
이는면은前面, 뒤에서보이는면은後面, 양쪽측면은右側面과左側面으로지칭하 다.

<上面><左側面>→

<前面>

<석기의 방향 설명>

<後面>

<下面><右側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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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산 내삼미동 유적(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내 2지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 사업

구간에 대한 조사과정 중 확인되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16-1임 일대에 해당되며

경도 127°03′58″, 위도 37°10′14″이다. 유적은 매홀중학교(舊 오산여중) 동쪽에 위치한 筆峰(해발

114m)에서동서방향으로길게뻗은가지구릉 2개소에위치하고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現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사업본부)에서는 오산시 금암동·내삼미동·세교

동·수청동·외삼미동 일원 3,257,000㎡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내 사전 문화재 조사

를 통하여 문화유적의 분포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 연구원에 지표조사를 의뢰하 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은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현지지표조사를실시하 고, 조사결과삼국시대부터조선시대에이르는

유물산포지 17개소와도지정기념물로지정된지석묘 9기이외에새로이 2기를추가로확인하 다.1)

이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2004년 11월 30일에 시굴조사 허가(제 2004-907호)를 얻어 16개 지점에

대한 시굴조사를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7월 14일까지 실시하 다. 조사결과 1·2·4·5·6·

7·9·10·12·16지점 등 10개소에서 유적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로 이행되었고, 시굴조사 2지점에서는 청

동기시대주거지와삼국시대주거지가확인되었다.

2지점 발굴조사는 2009년 3월 19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제2009-201호)를 얻어 동년 4월 1일에

발굴조사를 착수하여 2010년 2월 19일에 조사를 완료하 다. 조사지역은 필봉에서 뻗은 가지구릉 2개소로

전체면적은 54,195㎡(약 16,394평)이다. 조사는 편의상 해발 45m의 큰 구릉을 A구역, 해발 50m의 작은

구릉을 B구역으로나누어실시하 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40기, 삼국시대 주거지 31기, 조선시대 주거지 3기, 삼국~통일신라

시대석곽·석실묘 7기, 조선시대묘 9기가확인되었다. 그 외수혈유구 100기, 구상유구 2기, 가마 4기, 고

상가옥 2기등모두 198기의유구가확인되었는데주로청동기시대와삼국시대에집중되어있다.

발굴조사단의구성은다음과같다.2)

조 사단장 : 조 유전(경기문화재연구원장)

지도위원 : 지 건길(前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

손병헌(성균관대학교명예교수)

최병현(숭실대학교사학과교수)

이남규(한신대학교국사학과교수)

책임조사원 : 김 성태(경기문화재연구원조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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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烏山細橋宅地開發地區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2) 조사단의소속과직위는당시를기준으로하 으며현직을명기하 다. 



조 사 원 : 이 창엽(前경기문화재연구원조사3팀장, 現 서울문화유산연구원조사실장)

오승열(前경기문화재연구원연구원)

준조사원 : 이 동훈(前경기문화재연구원연구원, 現 서울문화유산연구원연구원)

설은주(前경기문화재연구원연구원, 現 서울문화유산연구원연구원)

황원남(前경기문화재연구원연구원, 現 서경문화재연구원연구원)

보 조 원 : 허 문녕(前경기문화재연구원연구원)

박응민(前경기문화재연구원연구원, 現 서울문화유산연구원연구원)

전체적인 조사 진행은 조유전 단장의 지휘아래 김성태가 총괄하 다. 이창엽이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오

승열·이동훈·설은주·박응민·허문녕이 유구의 조사와 현장실측을 담당하 다. 사진은 오승열과 이동

훈·설은주·허문녕·박응민이 담당하 다. 이 외에 아주대학교 김은겸(現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등

고고학전공학생들이힘든현장여건에도불구하고발굴조사에참여하여많은도움을주었다. 

조사된 자료와 출토유물의 정리는 발굴현장과 유물관리팀에서 이루어졌으며, 토기류의 복원과 탁본은 문

옥·이정희·손진옥(이상 유물관리팀 보조원)·윤숙자·양희주·이복임(조사2팀 보조원)이, 금속유물의

과학적보존처리는이윤정(연구원), 박선형(위촉연구원)이담당하 다.

유물정리와 보고서 발간을 위한 편집·교정·교열은 이창엽·김 화(유물관리팀장)의 총괄아래 진수정

과 이동훈이 담당하 다. 유물의 실측과 제도는 김유진(위촉연구원), 이혜림, 백승실, 이필자, 김 신, 박혜

정(이상 유물관리팀 보조원)이 작성한 것을 진수정이 검토하여 보완하 다. 유구도면의 전산화 작업은 조은

정(연구원)과 오현주(유물관리팀 보조원)가 담당하 다. 보고서에 수록된 유물의 사진은 오세윤(사진작가)

이 촬 하 다. 도면과 사진 등 전체의 편집과 교정은 진수정과 윤소 이 담당하고 이혜림, 문 옥, 김 신

이보조하 다.

본문의원고중Ⅰ~Ⅲ장은오승열과이동훈, Ⅳ장의조사내용중유구는조사담당자인오승열·이동훈·

설은주·박응민이분담하여기술하 고, 유물은진수정이기술하 는데, 철기는윤소 (연구원)이 담당하

다. Ⅴ장의 고찰 원고는 김성태(조사연구실장), 진수정·오승열·이동훈이, Ⅵ장 맺음말은 김성태가 기술하

으며, 김성태·김 화가 수정·가필하 다. 부록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수종분석, 탄화종실 분석 결

과물, 고고지자기연대측정결과물, 중요유구의 3D 스캔도면을수록하 다.

보고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석기유물의 암질을 감정해 주신 황창한(울산문화재연구원) 선생님과, 부록

에 수록된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수종분석, 탄화종실 분석 결과물을 번역해 주신 공지현 선생님(Paleo

labo), 고고지자기연대측정을맡아주신성형미선생님(동양대학교문화재학과교수)께감사의뜻을전한다.

끝으로 현장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하여 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오

산직할사업단의관계자분들께지면을빌어감사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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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주변 유적 분포도(1/50,000)

연번 유적명 연번 유적명
1 화성횡계리고분군 20 수청동분묘유적(세교 4ㆍ5지점)
2 동학산유적 21 세교 9ㆍ10지점유적
3 병점리지석묘군 22 금암동지석묘군
4 병점리유물산포지 23 가장 2 일반산업단지유적
5 양산동유적 24 가장동유적
6 독산성 25 화성내리유적
7 지곶동지석묘 26 망월리지석묘
8 세교 16지점유적 27 가장동지석묘
9 세교 12지점유적 28 세교 2지구 5지점유적
10 지곶동유적 29 세교 2지구 6지점유적
11 외삼미동지석묘군 30 세교 2지구 8지점유적
12 석우리먹실유적 31 가수동유적
13 감배산유적 32 오산동유물산포지
14 햇골유적 33 제기리지석묘
15 반송리청동기시대취락유적 34 오산누읍동유적
16 반송리행장골유적 35 세교 2지구 12∼14지점유적
17 필봉유적 36 오산갈곶동유적
18 내삼미동유적(고려문화재연구원) 37 오산청호동유적
19 세교 1지점유적 38 평택수월암리지석묘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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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지형 및 고고학적 환경3)

1. 위치 및 자연·지리적 환경

조사지역은 오산시의 중심지에서 북서쪽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일대에 해당한

다. 지리적 좌표로는 동경 127°03′, 북위 37°10′에 위치한다. 오산시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북쪽으

로 화성시 태안읍, 동쪽으로는 화성시 동탄면, 남쪽으로는 평택시 서탄면 및 진위면, 서쪽으로는 화성시 정

남면과접하고있다.

전체적인 지형은 남서방향으로 뻗은 광주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서해안에 인접한 200m 미만의 얕은

구릉들로 이뤄진 노년기의 최후 단계에 해당된다. 침식에 의해 개석된 곡간의 저평지는 주로 경작지로 이용

되고 있다. 지역내에는 서부의 노적봉을 主峰으로 하여 북서방향으로 놓여있는 산계와 筆峰을 주봉으로 하

여 남북으로 놓여있는 산계, 북부지역의 半月峰·陽山峰·如溪山·禿山 등을 주봉으로 하는 동서산계, 남동

부의 해발 150m 내의 주봉을 남북으로 잇는 산계가 있다. 따라서 오산의 중심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남동부

를 제외하고 대체로 각기 분산된 방사상의 소능선과 구릉들이 발달되어 있다. 구릉은 대부분 200m 미만의

저산지성이지만독산이해발 200m를 넘는비교적높은봉우리로평야지대를조망하기좋은형세때문에일

찍부터군사적요충지로이용되어왔다. 

주요하천으로는완만한구릉지대사이로新葛貯水池에서이어지는烏山川이市남동부지역의시가지중

심을 관통하며 남류하고, 市 북서부 경계에는 黃口池川이 남류하고 있다.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市 남쪽으로

흐르는 振威川과 합수되어 아산호로 흘러들어간다. 오산시는 서북부에 양산봉·여계산·노적봉·반월봉이

솟아 있고, 남서부에는 오산천이 남류하면서 넓은 답작지대를 이뤄 西高東低의 지형을 이룬다. 따라서 대부

분 작은 支川인 佳長川·闕里川·錦岩川·內三川 등은 남동류하여 오산천에 유입된다. 이밖에 오산시의 양

산봉과 죽미령을 잇는 선의 북부에서 발원하는 陽里川·문시천·陵里川·外三川·細橋川 등은 서류하는 삼

미천에 유입되었다가 곧 황구지천과 합류한다. 북부지역은 삼미천과 화성시 동탄면의 盤松川에, 서부지역은

황구지천에, 동부지역은 오산천에 의해 마치 삼태기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오산시의 지천들은 대부분 蛇

行川이며저평한구릉사이의산지를흘러내리면서부분적으로농경지의관개역할을하고있다. 

地質은 경기지역의 일반적인 지체구조와 유사하여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관입된 화강암도 널리 분포하고 있다. 오산지역은 주로 화강암질편마암과 반상변정질편마암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수원방향으로 갈수록 화강편마암의 비율이 높아지고, 화성 남양방향으로 갈수록 화강암의

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인다. 오산시동쪽의화성시와평택시경계에남북으로뻗어있는산지에주로화

강암질편마암과 반상변정질편마암이 분포하며, 이 가운데 결정편암이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토양은 구

릉지대에는적황색토와암쇄토가분포하며, 저지대에는회색토와충적토가분포하고있다. 

오산시의 기온은경기도남단에있고평균해발고도가낮기때문에경기도내의다른도시들에비해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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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적의입지및자연·지리적환경의내용은아래의 을참조하 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 
烏山市史編纂委員會, 2009, 『烏山市史 1』. 



이따뜻하고여름에덥다. 연평균기온 11.0℃, 1월 평균기온 하 3.6℃, 8월 평균기온 24.9℃이다. 연강수

량은 1.300㎜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植生은 구릉지 일부와 산지는 소나무류가 우점종이나 참나무 등 落葉

闊葉樹林이혼재한다.

2. 고고학적 환경

오산지역의고고학적조사는 1998년 고려~조선시대의기와가마유적4)이 처음발굴된이래로, 2003년 가

수동유적발굴조사를시작으로대규모개발사업을통해가장동, 세교 택지개발지구, 갈곶동, 지곶동 등에서

다양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오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경기도박물관과오산시가 실시한 문화유적

분포지도5)와 세종대학교박물관에서실시한광역지표조사가있다.6)

오산지역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은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청호동유적7)에서 찍개 및 끌개 등의 유물이 출토

되었고, 갈곶동 유물산포지 2·38)에서 구석기시대 석기가 수습되었으며, 인근의 청계지구9)에서는 고토양층

이확인되고있어이지역을중심으로구석기시대유적이존재할가능성이높다. 

오산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은 가장동유적10)에서 구릉 정상부 수혈에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고,

가장동유적 인접 구릉의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5지점에서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11) 또한

화성 동학산유적12)과 화성시 태안읍 기안리 금오산유적13)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채집되었으

며, 용인농서리14)에서는구릉에신석기시대주거지가확인되어이와유사한지형조건을가진오산에서도발

견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고인돌과 같은 매장유적과 주거지와 같은 생활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세교택지개

발지구에서세장방형, 장방형, 송국리유형주거지가확인된외삼미동유적15), 내삼미동유적(세교 1·2지점)16)

과 궐동유적(세교 2지구 1·5지점)17), 누읍동유적(세교 2지구 6지점)18), 탑동유적(세교 2지구 13·14지

4) 한신大學校博物館, 2001, 「烏山陽山洞기와가마」『京畿南部의朝鮮時代遺蹟』. 
5)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문화유적지도Ⅰ』. 

오산시·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오산시-』. 
6) 世宗大學校博物館, 2005, 『烏山市의歷史와文化遺蹟』. 
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烏山淸湖洞遺蹟-烏山淸湖地區住宅建設事業敷地內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8) 오산시·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文化遺蹟分布地圖-오산시-』. 
9) 한백문화재연구원, 2007, 『화성청계택지개발지구문화재시굴조사보고서』. 
10) 京畿文化財硏究院, 2008, 『烏山佳長洞遺蹟-가장지방산업단지조성부지내시·발굴조사보고서-』. 
11) 서경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가장2 일반산업단지조성부지내발굴조사약보고서』. 

京畿文化財硏究院에서조사된가장동유적과인접한서쪽구릉의 5-1블록말단부에서말각방형의신석기시대주거지 1기
가조사되었다. 내부에서빗살무늬토기편과갈돌등이출토되었다. 

12)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東鶴山遺蹟-화성지방산업단지내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13) 서울大學校博物館, 2002, 『華城古琴山遺蹟』. 
14)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龍仁農書里遺蹟』. 
15) 한백문화재연구원, 2007,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내외삼미동유물산포지 2 발굴조사지도위원회

의자료」. 
16)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내문화유적시·발굴조사약보고서』.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내 1지점문화유적발굴조사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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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내(1~5지점) 유적발굴조사약식보고서』. 
주거지는구릉의정상부와사면부에조성되었고, 5-1지점에서 3기, 5-3지점에서 8기가각각확인되었다. 세장방형의평면
형태를보이며, 공렬문, 구순각목문, 공렬+구순각목문이시문되는발형토기와호형토기등이출토되었다. 

18)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지구내(6~9지점) 유적시·발굴조사약보고서(6·7·8·9지점)』. 
누읍동에위치한 6-1지점에서청동기시대주거지 6기가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 4기, 방형 1기, 부정형 1기가조
사되었고, 내부에서석촉, 석환, 석도등의석기와무문토기편이출토되었다. 

19)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烏山細橋2地區宅地開發地區內遺蹟發掘調査(3구역) 略報告書』. 
청동기시대유구는 13지점에서평면형태장방형주거지 3기, 석관묘 1기, 14지점에서는평면형태세장방형과말각장방
형주거지 7기, 지석묘 1기, 석관묘 1기, 석개토광묘 2기등이확인되었다. 14지점말각장방형주거지는‘선송국리유
형’에해당하는것으로중앙에 2개혹은 4개의중심주공이있으며, 그 사이에무시설식노지혹은작업공으로추정되는
원형의구덩이가조성되어있다. 

20) 경기도박물관, 2003, 『안성천-경기도 3대하천유역종합학술조사Ⅲ-』. 
21)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문화유적지도Ⅰ』. 
22) 경기도박물관, 1999, 『경기문화유적지도Ⅰ』. 

世宗大學校博物館, 2005, 『烏山市의歷史와文化遺蹟』. 
수청동지석묘는아파트건설공사로인하여현재는유실되었다. 

23) 世宗大學校博物館, 2005, 『烏山市의歷史와文化遺蹟』, 72~73쪽. 
24) 世宗大學校博物館, 2005, 『烏山市의歷史와文化遺蹟』, 79~80쪽. 
25) 畿甸文化財硏究院, 2001, 『오산독산성·세마대지시굴조사보고서』. 
26) 畿甸文化財硏究院, 2004, 『수원율전동유적-수원율전택지개발사업지구내발굴조사보고서-』. 
27) 京畿文化財硏究院, 2008, 『수원이목동유적-골프연습장건립예정부지내유적정 시굴조사보고서-』. 
28) 京畿文化財硏究院, 2009, 『수원호매실택지개발사업지구내유적시굴및발굴조사약보고서』. 
29) 한신大學校博物館, 2007, 『華城泉川里靑銅器時代聚落』. 
30) 한신大學校博物館, 2007, 『華城盤松里靑銅器時代聚落』. 
31)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2007, 『華城半月洞遺蹟』. 
32) 京畿文化財硏究院, 2008, 『화성향남택지개발지구내방축리·행정리·도이리유적』. 
33) 京畿文化財硏究院, 2009, 『華城南陽洞遺蹟-화성남양도시개발사업지구내유적시·발굴조사보고서-』. 
3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7, 『華城峰覃水營里아파트建設敷地內峰覃水營里遺蹟』. 
35)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東灘地區文化遺蹟試掘調査報告書』. 
36)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2006, 『화성시의歷史와文化遺蹟』. 
37)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器興舊葛(3)宅地開發地區內龍仁舊葛里遺蹟』. 
38) 경기도박물관, 2000, 『壬辰山城』. 
39)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 『龍仁竹田宅地開發地區內대덕골遺蹟』. 
4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龍仁鳳鳴里靑銅器時代住居址」『수원율전동유적Ⅱ』. 
41) 忠北大學校先史文化硏究所, 1996, 『平澤玄華里遺蹟-平澤玄華宅地開發事業地區內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42)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平澤素沙洞遺蹟』.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平澤소사벌地區宅地開發敷地內平澤소사벌遺蹟』. 

점)19)이 있으며, 인근에는道지정물로지정된외삼미동지석묘20), 금암동지석묘21), 수청동지석묘22), 지곶동

지석묘23), 가장동지석묘24)가 있다. 또한독산성25) 내부에서무문토기저부가발견되어앞으로생활유적이더

많이확인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 오산시 인근의 수원, 화성, 용인, 평택지역에서도 지석묘·석관묘·주거지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

고 있다. 먼저 수원지역에서는 율전동유적26), 이목동유적27), 호매실택지개발지구28)에서 각각 확인되었고, 화

성지역에서는 동학산유적, 천천리유적29), 반송리유적30), 반월동유적31), 향남택지개발지구32), 남양동유적33),

봉담 수 리유적34) 등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화성 동탄 반석산35)과 병점의 구봉산자락36)에 다수의 지

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용인지역에서는 구갈리유적37), 임진산유적38), 대덕골유적39), 봉명리유적40)에서는 주

거지가 조사되었고, 왕산리·주북리·맹리·근삼리·매산리·사암리·서천리·신완리 등지에서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남방식과 북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평택지역에서는 현화리유적41), 소사동유적42), 토진

리유적43), 칠괴동유적44), 지제동유적45), 양교리유적46), 수월암리유적(경동나비엔 신공장부지)47) 등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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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平澤土津里遺蹟-평택현곡지방산업단지조성부지내시·발굴조사보고서-』. 
44)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平澤七槐洞·土津里遺蹟』. 
45) 世宗大學校博物館, 2000, 『平澤芝制洞遺蹟』. 
46)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平澤梁橋里遺蹟-평택오성지방산업단지내유적발굴조사보고서-』. 
47)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경동나비엔신공장부지문화유적발굴조사학술자문회의자료」. 

조사지역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지석묘군이 위치한 곳으로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중이다. 구릉 정상부에 1·2호 지
석묘를 조사한 결과 탁자식 지석묘로 밝혀졌으며, 지석묘 주변에 배치된 지석묘 하부구조 형태의 유구 11기가 확인되었
다. 지석묘 주변의 석관묘는 축조방식, 화장흔, 유구의 배치 양상 등에서 주변 평택, 안성지역의 석관묘들과 대동소이한
양상을띄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유물은석촉, 석검, 무문토기편이수습되었다. 

48) 京畿文化財硏究院, 2008, 『烏山佳長洞遺蹟-가장지방산업단지조성부지내시·발굴조사보고서-』. 
49)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烏山細橋2地區宅地開發地區內遺蹟發掘調査(3구역) 略報告書』. 
50)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지구내(6~9지점) 유적시·발굴조사약보고서(6·7·8·9지점)』.

청학동(6-1지점)에서는 목관묘, 누읍동(8지점)에서는 환호가 각각 확인되었다. 목관묘에서는 흑도장경호 2점이 출토되
었고, 환호는 구릉을 감싸고 있으며 화성 동학산유적과 같이 중복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환호내에서는 점토대토기 구
연부편, 두형토기편, 우각형파수등이출토되었다. 

51)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華城盤松里행장골遺蹟-東灘宅地開發地區內 20地點發掘調査報告書-』. 
52) 京畿文化財硏究院, 2008, 『화성향남택지개발지구내방축리·행정리·도이리유적』. 
5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發安里마을遺蹟』. 
5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4, 『수원율전동유적-수원율전택지개발사업지구내발굴조사보고서-』. 

-----------------, 2005, 『수원율전동유적Ⅱ-수원율전지구벽산 2차아파트신축부지지내시·발굴조사보고서-』. 
5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平澤소사벌地區宅地開發敷地內平澤소사벌遺蹟』. 
56)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2010, 『水原西屯洞遺蹟』. 
57) 수원대학교박물관, 2008, 『華城長安里遺蹟』. 
58)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安城 盤諸里遺蹟-고속국도제 40호선 안성~음성간(제5공구) 건설공사사업부지내문화유적

발굴조사-』. 
59) 서울大學校博物館, 2002, 『華城古琴山遺蹟』. 
60) 경기대학교박물관, 2006, 『華城甘杯山遺蹟-화성시동탄면오산리신미주아파트공사부지문화유적시·발굴조사보고서-』. 
61) 한신大學校博物館, 2002, 『花山古墳群』. 
62)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烏山佳水洞遺蹟-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신축부지내유적발굴조사보고서-』. 

어 오산지역을중심으로인근지역까지청동기시대유적이넓게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유적은 가장동48)에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유구들이 조사되었고, 탑동(세교

2지구 12지점)49)에서는 옹관묘가 조사되었으며, 누읍동에서는 분묘(세교 2지구 6지점)와 환호(세교 2지구

8지점)가 각각 확인되었다.50) 조사지역 인근의 화성 동학산유적에서는 의례유구로 추정되는 다중환호와 수

혈유구가 발굴되었고, 화성 반송리 행장골유적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며51), 향남

택지개발지구52)에서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곡간부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발안리

유적53)에서는 통나무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흑도장경호와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목관묘 2기가 확인

되었고, 수원 율전동54)에서는 환호와 목관묘가확인되었으며, 평택 소사벌55)에서도 목관묘가조사되었다. 이

외에도수원서둔동56), 화성장안리57)와 오산가장동, 안성반제리58), 고금산유적59), 화성감배산유적60)에서는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화산유적61)에서는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이 채집되어 앞으로도 생활유적

에대한조사가급증할것으로보인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한성백제기~삼국시대(신라)의 유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유적은 신라주거지가

확인된가수동유적62)과 온돌시설을갖춘백제주거지가확인된내삼미동유적(세교 2지점)과가장2 일반산업

단지부지, 세교 2지구 13·14지점에서확인되었다. 그리고 최근들어경기남부에서소위청당동식주구토광

묘에 대한 조사예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용인 마북리63)·신갈동64)·상갈동65)·두창리66)가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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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우리연구원에서조사한우미아파트건설부지내유적67)에서는 기왕의청당동식주구토광묘와는달리매

장주체부가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되고, 등고 높은 쪽이 弧線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되었

는데68), 우미아파트건설부지와 연결되는 구릉인 세교택지개발 구역 내 4·5지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유구가

확인되면서기원후 3~5세기의것으로추정되는이들분묘로인해열악한백제편년작업에중요한역할을담

당할것으로판단되고있다.69)

이외에도 주변지역에분포하는삼국시대유적으로는백제고분이조사된화산유적, 마하리 고분군70), 당하

리유적71), 왕림리유적72), 화산동유적73) 등이 있다. 주거유적으로는 고금산유적, 발안리유적, 왕림리유적, 당

하리유적, 석우리 먹실유적74), 감배산유적75), 마하리 백제집터76) 등이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길성리토성77)과

인근의 독산성78) 등의 산성유적, 화성 장안리유적, 팔탄면 가재리유적79), 기안리유적80), 행장골유적, 오산 지

곶동유적, 내삼미동유적, 세교지구 5지점, 세교 2지구 8·13지점에서는 철 생산과 관련된 가공유적이 다수

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확인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화성 반월동유적에서는백제시기의 원형수혈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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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龍仁麻北里百濟土壙墓-‘서울 EMS 테크센터’부지내발굴조사보고서-』. 
64)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龍仁新葛洞周溝土壙墓-오리~수원간복선전철추가환기구(6) 문화재발굴조사보고서-』. 
65)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龍仁上葛洞遺蹟-백남준미술기념관건립예정부지내유적발굴조사보고서-』. 
66)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高塘~樹山間道路建設工事區間內龍仁杜倉里遺蹟』. 
67)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烏山水淸洞遺蹟-우미아파트건설에따른발굴조사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내문화유적시·발굴조사약보고서』. 
68) 이러한양상에대해이창엽은화성과오산지역에서만나타나는독특한문화형태로인식하 다. 

이창엽, 2007, 「中西部地域百濟漢城期木棺墓變化-烏山水淸洞遺蹟을中心으로-」『先史와古代』27, 한국고대학회. 
이창엽·오승열, 2008, 「烏山水淸洞三國時代墳墓群」『樣式의考古學』, 제 32회한국고고학전국대회유적조사발표요지문. 

69) 오산 수청동유적과근거리(5㎞이내)에 위치한세교 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도수청동유적과동일한삼국시대분
묘가 5-1·3지점(중앙)과 8지점(겨레), 14지점(기호)에서각각조사되었다. 하지만수청동유적에서조사된분묘의매장
주체부는모두등고와직교되게설치된반면 5-1지점중앙에서확인된일부분묘는동일유적내에서매장주체부가직교
하는 것과 평행하는 것 모두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8지점(겨레)에서는 수청동유적과 동일하게 매장주체부가 모두 등고
와 직교되게 설치되었고, 14지점(기호)에서는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어 동일 지역내에서도 이질적인 문화양상이 존재
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내(1~5지점) 유적발굴조사약식보고서』.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지구내(6~9지점) 유적시·발굴조사약보고서(6·7·8·9지점)』.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烏山細橋2地區宅地開發地區內遺蹟發掘調査(3구역) 略報告書』. 

70) 湖巖美術館, 1998, 『華城馬霞里古墳群』. 
숭실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華城馬霞里古墳群-경부고속철도상리구간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 

71)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韓國高速鐵道工團, 2000, 『華城堂下里Ⅰ遺蹟』. 
숭실대학교박물관·서울대학교박물관·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華城堂下里Ⅱ遺蹟』. 

72) 숭실대학교박물관·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華城旺林里遺蹟』. 
73)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華城華山洞遺蹟<본문3>-화성태안(3)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내문화유적시·발굴조사보고서- 』. 
7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石隅里먹실遺蹟』. 
75) 경기대학교박물관, 2006, 『華城甘杯山遺蹟-화성시동탄면오산리신미주아파트공사부지문화유적시·발굴조사보고서-』. 
76) 서울대학교박물관, 2005, 『華城馬霞里百濟집터-馬霞里 33番地一帶試掘調査報告書-』. 
77) 鄭仁淑, 1982, 『華城郡嚮南面吉城里土城硏究』, 淑明女子大學交大學院碩士學位論文. 

한신大學校博物館, 2003, 『吉城里土城』. 
忠北大學校博物館, 2011, 『華城吉城里土城Ⅱ-화성향남읍요리 270-8번지및 270-4번지내유적조사-』. 

78) 畿甸文化財硏究院, 2001, 『오산독산성·세마대지시굴조사보고서』. 
79) 한신大學校博物館, 2007, 『華城佳才里原三國土器窯址』. 

가재리유적에서는타날문토기가출토된가마 4기와중도식무문토기와타날문토기가출토되는공방지가확인되었다. 
8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旗安里遺蹟』. 



경작층이 확인되었고, 오산 내삼미동유적81)과 화성 속반달이유적82), 용인 서천동83)·청덕리유적84)에서도 백

제시기의원형수혈이다수확인되었다. 화성장지리85), 세교 2지구 1지점86)에서는신라시대고분이확인되어

이후조사에서도이와관련된신라유적이증가될것으로판단된다. 

현재까지 오산지역에서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유적이 확인된 것은 많지 않은 편이다. 먼저 통일신라

시대 유적으로는 단조철기 생산유구와 신라토기가 출토된 구상유구 및 석렬이 확인된 오산 양산동유적87)과

6~7세기경 취락유적인 가수동유적과 오산 가장동유적, 세교 2지구 13지점에서 주거지 11기88), 화성 청계

지구나지구 A지점89)에서 18기, 용인 서천동에서주거지및수혈이조사되었다. 또한 세교 2지구 13·14지

점에서다수의석곽묘가확인되었다. 또한고려시대의유적은최근지곶동에서건물지 8동이확인되었으며90),

세교 2지구에서다수의석곽묘(4지점)와주거지가조사되었다.

조선시대 유적은 독산성91), 조선시대 와요지가 조사된 양산동유적, 조선시대 석렬유구가 조사된 가수동

유적과 갈곶동유적92), 외삼미동 도기가마터93), 화성시 내리유적94)이 있다. 또한 누읍동유적95), 갈곶동유적,

지곶동유적96) 등에서 조선시대 주거지와 분묘 등이 조사되었으며, 세교택지개발구역에서도 5·9·10·16

지점, 세교 2지구 1~3구역 내에서도 조선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 기와가마 등이 확인되었고97), 이외에 안

화동유적을 비롯하여 석우리 먹실, 반송리유적, 반송리 햇골, 반송리 행장골 등의 동탄지구98)에서도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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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烏山內三美洞遺蹟-오산세교지구주변도로구간내유적시·발굴조사-』.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내 1지점문화유적발굴조사약보고서』. 

82)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半月里속반달이遺蹟-신 통현대타운 2·3단지건설공사부지내발굴조사보고서-』. 
83) 京畿文化財硏究院, 2011, 『龍仁書川洞遺蹟-龍仁書川宅地開發事業敷地內文化遺蹟試·發掘調査報告書-』. 
84) 畿甸文化財硏究院, 2006, 『동백~죽전간도로개설구간내龍仁淸德里百濟竪穴遺構』. 
85) 한국고환경연구소, 2008, 『華城長芝里遺蹟』. 

Ⅰ지구에서 신라시대 분묘 26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부가구연대부장경호, 고배, 잔 등의 토기류와 금동제 행엽, 철탁,
철도자등의장신구등이출토되었다. 분묘는 6세기후반에서 7세기후반까지조 된것으로판단된다. 

86)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내(1~5지점) 유적발굴조사약식보고서』. 
87) 한신대학교박물관, 2009, 『烏山陽山洞新羅遺蹟』. 
88)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烏山細橋2地區宅地開發地區內遺蹟發掘調査(3구역) 약보고서』. 
89) 한백문화재연구원, 2009, 「화성청계택지개발지구내문화재발굴조사 5차지도위원회의자료(나지구 A지점 1구역)」. 
90)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烏山紙串洞遺蹟 (Ⅱ)-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구간내지곶동유적발굴조사-』. 

지곶동유적에서는 2지점에서건물지 8동과암거시설, 축대가확인되었는데, 무명의절터로추정되고있다. 
91) 畿甸文化財硏究院, 2001, 『오산독산성·세마대지시굴조사보고서』. 

독산성은 테뫼식 石築山城으로 성벽은 둘레 1095m, 높이 6~7m이고, 출입시설로는 동서남북의 城門 4곳, 暗門 1곳을
갖추고 있으며, 남문과 서문에는 문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존하는 石築城壁과 洗馬臺地는 壬辰倭亂 당시
와正祖代에수축된것이다. 

92)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烏山葛串洞遺蹟-오산한솔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부지내발굴조사-』. 
9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94) 世宗大學校博物館, 2005, 『烏山市의歷史와文化遺蹟』. 
95)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오산누읍지구주택건설사업부지내오산누읍동유적』. 
96) 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烏山紙串洞Ⅰ遺蹟-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구간내지곶동Ⅰ유적발굴조사-』.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烏山紙串洞遺蹟 (Ⅱ)-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구간내지곶동유적발굴조사-』. 
97)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내문화유적시·발굴조사약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내(1~5지점) 유적발굴조사약식보고서』.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지구내(6~9지점) 유적시·발굴조사약보고서(6·7·8·9지점)』.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烏山細橋2地區宅地開發地區內遺蹟發掘調査(3구역) 略報告書』. 

98)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東灘地區文化遺蹟試掘調査報告書』. 



99) 李丙燾,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 사. 
100) 千寬宇, 1993, 『古朝鮮史·三韓史硏究』, 일조각. 

대로 편년되는 다수의 분묘가 조사되어 유구와 유물의 비교검토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좋

은자료가될것으로보인다. 

3. 역사적 배경

삼한은크게馬韓·弁韓·辰韓으로나뉘어지는데경기도일대는마한에속하 다. 『三國志』魏志東夷傳에

의하면마한은 50여개소국으로구성되었는데경기도일대에위치한것으로추정되는소국은다음과같다. 

“馬韓에는 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鴉國·臣亮沽國·伯濟國·速盧不斯

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 등 모두 50여국이 있다. 큰 나라는 1만여 家이고, 작은 나

라는수천家로서총 10여萬戶이다.”

위 소국 중 爰襄國·牟水國·桑外國이 수원·화성·오산지역 일대 다고 전해지므로 현재의 오산지역도

예로부터 이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通說이다. 李丙燾는 牟水國의 위치를 현 수원지역 일대로

보고, 爰襄國이 화성시 음덕면 일대, 桑外國을 화성시 장안면·우정면 일대로 추정하 다.99) 이에 비해 千寬

宇는경기도양주시의옛이름인買省혹은馬忽과연관하여, 모수국을양주시일대로비정하 다.100) 지명의

음운과 뜻으로 보아서는 모수국을 매홀(수원)이나 마홀(양주군)에 비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삼

한의소국들이현재의어느지방에위치하고있었는지는아직까지추정에그치고있을뿐이다. 

삼국시대에 들어서 화성·오산지역은 한강유역의 지배권에 따라 그 지배국도 百濟, 高句麗, 新羅 등으로

여러번바뀌었다. 화성·오산지역이백제의 역이된것은溫祚王때로, 『三國史記』백제본기온조왕 13년

(B.C 6)조에 역이 북쪽의 浿河에서 남으로 熊川까지 이르 다고 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475

년(蓋鹵王 21)에는 고구려 長壽王이남진정책을펴 천안~온양~아산선까지攻取함으로써오산지역은자연

히 고구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장수왕은 중국의 南北朝와 교류하면서 남하정책을 강행하여 신라와

백제에압력을가하는데, 그때까지의강대국이었던백제가주된목표 던것같다. 백제는北魏에사신을보

내 외교적 노력을 하 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구려에 의해 都城을 함락당하고 蓋鹵王마저 죽음을 당

하게 되었다. 고구려는 오산 남쪽의 진위 지역에 釜山縣을 설치해 다스리다 신라와 힘을 합친 백제 聖王에

의해 551년다시빼앗겼다.

이 때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빼앗겼던 토를 신라와의 挾攻으로 고양·양평·김포·수원·광

주·진위 등 6군을 탈환하 다. 그러나 2년 뒤 신라가 羅濟同盟을 깨트리고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어 화

성·오산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신라는 法興王때 중앙집권체제를 완비하고, 洛東江流域 진출에 이어 眞興

王때 漢江下流 지경의 확보에 주력하 는데,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했음은 물론 중국과 직접 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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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교통로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흥왕은 백제와의 연합관계를 버리고, 553년 백제로

부터 한강 하류지역의 6군을 빼앗아 新州를 설치한 것이다.101)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한강유역 재점령을 위

한노력을모두물리치고삼국통일을위한중요한발판을마련하게된다. 이로 인해오산일대는신라의지배

를받았으며 676년신라에의해통일된후에는水城郡에편입되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확대된 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전국을 9州 5小京으로 나누어 통치하

고, 당시 오산지역은 漢山州에 속한 수성군이 되었다. 한산주는 757년(景德王 16)에 州郡의 명칭을 중국

식으로 바꾸면서 漢州로 개명되었다. 이때 한주가 다스리는 郡縣 수는 27개군, 47개현이었다.102) 한주의 屬

郡縣이었던고구려의唐城郡은唐恩郡으로지금의오산일부와진위지역에해당하는고구려때의부산현은

振威縣으로개명됐다.

이후 高麗時代에 화성·오산지역은 太祖 王建이 개경을 근거로 하여 고려 건국 직후 남쪽으로 정벌하러

갈 때 호족세력인김칠·최승규등이 자신들의 휘하 군사 200여명과 함께 왕건에 귀순했다. 그리고 그 공로

로 인해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 수성군으로 편제되었던 화성·오산지역을 940년(太祖 23)에 전국의 州·

府·郡·縣의지방제도개편에서水州로승격시켰다.103)

수주는 10道 중 關內道 구역에 속하게 되었으며,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都團練使가 파견되어 중앙정부의

지방편제에있어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런데成宗代의개혁은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

하 다. 이것은 불과 10년 후, 1005년(穆宗 8)에 外官을 감소시켜 12節度使·4都護府使·東西北界의防禦

陣使·縣令·鎭將만을 그대로 두고 觀察使·都團練使·團練使·刺史를 모두 혁파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어 1012년(顯宗 3)에는 12절도사마저폐하고대신 5都護·75道 按撫使制度를설치하 다. 이때 수주는漢

南또는隨城등의별칭으로불리기도하 다. 1018년(顯宗 9)에 다시수주로승격되어知水州事를둠과동

시에 安山·永新·貞松·龍城·振威·陽城·雙阜등의 縣을 속시켰다.104) 이 가운데 오늘날의 오산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주의 속현은 振威縣으로 오산시 남쪽에 근접한 곳이다. 진위현은 본래 고구려의 釜

山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水城郡의 令縣으로 삼았다. 진위현은 고려에 이르러서도 그대

로 존속되었는데 1172년(明宗 2)에 監務를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고 뒤에 올려서 縣令官으로 하 는데 이로

미루어 진위현은 수원의 남쪽에 위치한 교통의 要路로서 비교적 중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수주 지방

의地名으로서『高麗史』에보이는廷谷村도오산지역과 접한지역의명칭으로여겨진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려는 몽고의 침입을 받아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된다. 1231년(高宗 18)부터 시작

한 몽고의 침입이라는 국난에 직면한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맞대응을 하 으며, 武

臣政權은 정권유지에 급급하여 對蒙抗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 다. 이러한 와중에 몽고의 2차 침입

때 지금의 용인지역인 處仁部曲에서 적장을 사살하고 몽고 침입군을 크게 물리친 것을 비롯하여 지금의 禮

山·開川·竹山·忠州등화성·오산인근지역에서농민이중심이되어적군을물리치는전과를거두는등

대몽항쟁이활발하게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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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第 4 聖王 28年, 31年. 
102) 『三國史記』景德王 16年條. 
103) 『高麗史』卷56, 志「地理」, 水州條. 
104) 『高麗史』卷56, 志「地理」, 水州條. 



한편, 1271년(元宗 12)에 몽고병이 大阜島에 침입하 을 때 대부도민이 이에 항거하여 몽고병을 살해하

자 당시의 水州副使安悅은 대부도민을진압하여 그 공으로 5品官으로 승진하 고, 水州를 水原都護府로 승

격시켰던 일이 있다.105) 위의 사실에서 화성·오산지역이 이 시기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으며, 또한

이 지역주민의대몽항쟁의식을가늠할수있다. 그 후 수주는 1362년(恭愍王 11)에 홍건적이들어왔을때

먼저 항복하여 郡으로 강등되기도 하 으나 뒤에 郡民들이 재상 金鏞에게 뇌물을 주어 다시 府로 복구되었

다. 고려후기의수주는현재의충청도일부까지포괄하던楊廣道에편제되어있으면서, 또한 경기에속해파

견된 常駐 外官인 知畵事의행정통제를받았고, 1390년(恭讓王 2)에서야 비로소 京畿左道에 편제되어조선

시대의개창을맞게된다.

朝鮮을 건국한 太祖는 즉위 2년 후에 지방의 중심이 되는 25개의 大邑을 界首官으로 정하 는데 수원도

계수관이되었다. 1394년(太祖 3)에도읍을한양으로천도한후한양의위치와功臣에게지급할科田의규모

를고려하여경기도가다시조정되었으며, 한양천도다음해인 1395년에수원부를京畿左道에내속시켰다.

1413년(太宗 13)에 경기좌·우도를 京畿道로 개칭하 고, 水原은 都護府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사실상

고려시대의府를이름만바꾼것에불과하며牧보다는격이낮고郡보다는한단계높은행정단위 다. 이러

한수원·화성·오산지역은都護府使가파견됨과아울러世宗代후반까지경기도의本營이설치되기도하

던 곳으로 觀察使가 주로 순행하는 중요 지역이었다.106) 조선 전기에 경기도 본 이 수원지역에 설치되었던

것은수원이雙阜·永新·貞松·龍城·廣德등 5개의屬縣과直村으로삼은工二·柱石·盆村등 3곳의鄕,

陸內彌·浦內彌·沙梁·爭忽 등 4곳의 部曲, 奢井·今勿村·楡梯·楊干·深谷 등 5곳의 處, 五·宗德·新

永등 3곳의莊을관할하 던거대한지방행정구역이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1457년(世祖 3)에는 1455년실시되었던軍翼道체제로마련된각도의中翼·左翼·右翼을혁파하고鎭

管體制를 구축하 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원·광주·양주·강화·개성 등에 巨鎭이 설치되었다. 水原鎭에는

富平·南陽·仁川·安山·振威·陽川·龍仁·衿川·陽城·通津·金浦 등이 속하 고 判官·敎授가 1명씩

증원되어 府使를 보조하게 하 다. 이리하여 조선전기 경기도내에서 수원지역의위상은 더욱 확고하게 확대

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世宗實錄』地理志에기록된水原都護府의戶口數는 1,842戶 4,926名이고, 軍丁은侍衛軍이 197명, 船軍

이 405명으로 도합 602명이던 것이107) 1470년(成宗 元年) 諸色軍士가 1,249명으로108)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수원지역의 전체적인 규모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526년(中宗 21)에 수원지역에서 노범근이란 者가 부모를 죽인 綱常罪가 발생하여 당시의 관례에 의하여

한때 水原郡으로 강등되고 동시에 鎭도 인천으로 移屬되기도 하 으나 10년만인 1535년(中宗 30)에 원래

대로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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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高麗史』卷27, 元宗 12年 2月辛丑條. 
106) 『世宗實錄』卷148, 地理志, 京畿條. 
107) 이때 陽州의 戶口는 1,418戶 2,726名, 軍丁은 侍衛軍이 133名, 船軍 132名 (合 265名)이었고, 廣州의 戶口는 1,436

戶 3,110名, 軍丁은 侍衛軍이 122名, 船軍 263名(合 385名)이었던 것을 보면 수원지역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수있다. 

108) 『成宗實錄』卷3, 元年 2月己卯條. 



水原·烏山지역은 壬辰倭亂 때에 권율장군이 禿山城에서 승전을 거두기도 하 는데, 독산성은 당시 수원

지역의 유일한 關防施設로수원부민의 대부분이 독산성에 올라가 난을 피하 다. 이에 독산성은 조정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수축을 하여 경기남부의 요충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 다. 그 후, 1602년

(宣祖 35)에 水原府使가 防禦使를 겸하며 한때 독산성에 進駐하기도 하 으나 곧 방어사를 폐지하 다.

1668년(顯宗 9)에 別中營將과討捕使를겸하게하 으며, 1687년(肅宗 13)에는摠戒左營將을겸하도록하

여중·후반까지도경기남부의행정·군사·교통의중심지기능을담당하 던것이다.

이러했던수원·오산지역은正祖代에커다란변화를맞이하게되었으니 1789년(正祖 13)에 生父인思悼

世子의 園寢을 수원부 花山으로 천봉하면서 화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던 수원부의 治所를 현재의 수원

시팔달산동쪽기슭으로옮겨가게하 던것이다. 한편, 1793년(正祖 17)에는수원부를留守府로승격시키

고 이듬해부터는 華城을 쌓기 시작하 는데, 華城築城은 단순한 읍성으로서 攻擊·防禦의 의미뿐만 아니라

園寢과 華城行宮을 수호하고 수원유수부가 신흥대도회로 발전할 수 있는 행정적·군사적 거점으로, 나아가

정조의강력한왕권강화의상징물로서중요한의미를지니는것이었다.109)

그러나 1895년(高宗 32)에 근대식 행정제도로서 지방제도를 개정, 23部制를 시행하여 유수부를 폐지하

고수원군으로개칭하면서일시仁川部관할로된적이있었으며, 그 이듬해 13道制로다시바뀌면서경기도

수원군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수원군은 남양군을 통합하 는데, 이때 오산시

지역은 淸湖面의 7개 洞里와 山城面의 5개 동리, 楚坪面의 14개 동리, 文市面의 8개 동리를 통합, 조정하여

山城面의城자와淸湖面의湖자를따서城湖面이되었다.

1945년 광복후미군정시대를거쳐정부수립 1주년인 1949년 8월 15일수원읍일원이市로승격됨에따

라수원군의여타지역은화성군이되었고, 오산지역은화성군성호면에서오산면으로개칭하여 20개 동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오산지역은 최초의 UN군이 참가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서 오산 죽

미령 대전차전·보병전투를 펼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때 희생된 령들을 위해 현충탑을 세워 이들을 위

한추모제가매년현충일에올려지고있다.

오산면은 1960년 1월 1일 面勢가 擴張됨에 따라 烏山邑으로 승격되었으며, 1970년 6월 10일 수원시에

있던 華城郡廳舍를 오산읍으로 이전하여 군청소재지가 되었다. 1987년 1월 1일 화성군 동탄면 금곡3리가

오산시에편입되어 45개리가되었다. 1989년 1월 1일오산읍이市로승격하면서화성군에서독립·분리되

어 중앙동·역촌동·신장동·세마동·초평동·남촌동 등 6개 행정동이 있었으나, 역촌동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1991년 8월 대원동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 4월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

경에관한규정에의하여당시평택군진위면의고현리·청호리·갈곶리가오산시대원동으로편입되어 6개

행정동, 26개 법정동이 되었으며, 수청동은 법정동으로서 행정상으로는 신장동에 소속되어 있다. 오산시의

인구는 2005년 11월현재 129천명정도로인구가계속증가하고있다.

35

109) 최홍규, 1997, 「정조대의화성경 과장용외 문제」, 『경기사학』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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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고지도(『대동여지도』, 1861刊)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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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근세지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朝鮮總督府, 1921)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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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경과 및 방법

오산 내삼미동 유적(세교 2지점)은 지표조사 당시 내삼미동 유물산포지 1의 Ⅱ지점으로 명명된 곳으로

구릉의 하단부에 조성된 배수로 주변에서 회백색경질도기편과 도기저부편 등이 수습되어 구릉 전체

(136,760㎡)에대한정 시굴조사의견이제시되었다.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2004년 11월 30일에 시굴조사 허가(문화재청 허가 제

2004-907호)를 얻어 16개 지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본 유적(내삼미동유적)은 시굴조사 2지점으로

명명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구릉의 정상부와 남사면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세장방형주거지 10여기와 청동기시대 주

거지를 파괴하고 설치된 회청색경질토기편이 출토되는 방형계 삼국시대 주거지, 분묘, 수혈 등 다양한 유구

가구릉전체에걸쳐서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차 지도위원회의110)에서는 2지점 전체에 대해 발굴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되

었고, 2지점의 남동쪽에 위치한 구릉 일대에 대해서도 이미 현상변경은 이루어졌으나 2지점과 유사한 구릉

의 형태를 띠고 있어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시굴조사에서는제외되었지만 2지

점과 연결되는 구릉으로 판단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약 68,195㎡(약 20,628평)가 발굴조사

로이행되었다.

하지만 2지점에 대한 발굴조사 계획서 제출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2지점 발굴조사 구역에 대한 과다책정

을 지적하며 시굴조사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발굴조사로 이행된 구역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 유구가

확인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 다(문화재청 허가 제 2009-201호). 이에 따라

누락구간에대한시굴조사를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조사를실시한결과, 능선정상부와사면부

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구를 확인하여 16차 지도위원회의111)를 통해 유구

가확인된범위를중심으로 54,195㎡(약 16,423평)가발굴조사구역으로재확정되었다.

이에따라우리연구원에서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2월 19일까지 2지점추가구역에대한시굴조

사및발굴조사를완료하 다.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내 2지점에대한조사경과는다음과같다.

▷ 2002. 12. 30~2003. 04. 08 : 지표조사실시

(畿甸文化財硏究院, 2003,『烏山細橋宅地開發地區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 2004. 12. 21 : 시굴조사착수(문화재청허가제 2004-907 ; 2004. 11. 30)

▷ 2005. 12. 16 : 2차 지도위원회의(2·3·7·8·10·15지점) 개최

11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내문화유적시굴조사 2차 지도위원회의자료(2·3·7·8·10·15
지점)」. 

111)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16차 지도위원회의 자료(2지점 추가시굴조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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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발굴조사 지점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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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유구배치도(1/1,2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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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07. 11 : 시굴조사완료

▷ 2009. 04. 01 : 2지점발굴조사착수(문화재청허가제 2009-201 ; 2009. 03. 19)

▷ 2009. 04. 21 : 16차 지도위원회의(2지점추가시굴조사지역) 개최

▷ 2009. 10. 09 : 17차 지도위원회의(2지점) 개최

▷ 2010. 01. 29 : 18차 지도위원회의(2지점) 개최

▷ 2010. 02. 19 : 2지점발굴조사완료

조사지역은 비교적 단순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 일부 곡간부를 제외한 북사면과 남사면 모두 표토아래

풍화암반층이바로확인되었다. 내삼미동유적에서조사된유구는대부분풍화암반층을굴착하여조성되었으

며, 사면에조성된주거지일부는많은부분이결실되어반파된채로조사된것도있다.

유구 내부조사는기본적으로‘十’자둑을설치하여내부조사를실시하 으며, 주거지의경우생활면을찾

고 퇴적양상에 따른 토층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부에 트렌치 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도출된 층위결과를

가지고 하강조사를 실시하 다. 이외에 매장유구와 수혈은 단축에 중심둑을 남기고 트렌치를 통해 층위양상

을 파악한 후 하강조사를 실시하 다. 특히 매장유구는 트렌치 조사시 목관의 사용유무를 파악하는데 중점

을두었다. 

내부조사 중 출토되는 유물과 토층상황, 특이점을 기록하기 위해 사진촬 과 실측작업을 병행하 으며,

내부조사완료후에는보다정확한성격파악과편년을위한기초자료로삼기위해목탄을이용한 AMS 연대

측정과 고고지자기 분석을 실시하 다. 특히 유구 보존상태가 좋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 주거지는

3D실측을통해평면및입체적유구구조를파악하도록하 다.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내의각지점별발굴조사현황은아래의 <표 1>과도면 4와같다.

〈표 1〉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발굴조사지점별현황표

조사지점 위 치 면 적 시 대 성 격 발굴기관 비 고

1지점 오산시내삼미동 93번지일대 156,965㎡ 청동기~조선시대 주거지, 수혈등 한국문화유산연구원 ㆍ

2지점 오산시 내삼미동 16-1임 일대 54,195㎡ 청동기~조선시대 주거지, 분묘 등 경기문화재연구원 본 보고서

4지점 오산시수청동 446전일대 20,067㎡ 삼국~조선시대 주거지, 분묘등 〃 일부원형보존

5지점 오산시금암동산 13번지일대 93,749㎡ 삼국~조선시대 주거지, 분묘등 〃 ㆍ

6·7지점 오산시금암동 215전, 317전 일대 27,960㎡ 조선시대 주거지, 분묘등 〃 ㆍ

9지점 오산시금암동 117전일대 15,758㎡ 조선시대 건물지, 주거지등 〃 ㆍ

10지점 오산시금암동 407전일대 8,858㎡ 조선시대 가마, 수혈등 〃 ㆍ

12지점 오산시세교동 291전일대 16,533㎡ 청동기~조선시대 주거지, 수혈등 〃 ㆍ

16지점 오산시세교동 180전일대 24,803㎡ 조선시대 주거지, 수혈등 〃 ㆍ

계 발굴조사면적 : 418,888㎡



Ⅳ. 조사내용

오산 내삼미동유적에서는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조선

시대의유구등이조사되었다. 중심을이루는유구는청동

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주거지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40

기, 삼국시대 주거지 31기를 비롯하여 삼국~통일신라시

대 석곽·석실묘, 조선시대의 주거지, 분묘 등 모두 198

기의유구가조사되었다. 

조사지역 중 A구역은 구릉 정상부의 평탄면과 완사면

을따라서유구가확인되었다. 남쪽사면은경사가완만하

지만정상부에비하여유구 도가낮다. 북쪽사면은경사

가급한곳은유구가확인되지않으며완만한곳에서일부

확인되었다. B구역은 구릉 정상부의 평탄면과 그와 인접

한사면에서만유구가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A와 B구역에서 모두 확인되었는

데 주로 구릉의 정상부와 그와 인접한 완만한 사면부에서

확인되었다. A구역에서는 정상부에 집되어 열상으로

대부분 중복 없이 분포한다. B구역에서는 정상부와 인접

한 북서사면에서 6기 모두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삼

국시대주거지는 A와 B구역에서모두중복없이, 구릉 정

상부를 중심으로 말단부까지 고르게 확인되었다. 특히, A

구역 동남사면 말단부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주거지들은

철모가공통적으로출토되는특징이있다.

1. 주거지

A. 청동기시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6, 사진 3)

N0W11. A구역 능선 서쪽 끝 해발 38.5m에 조성되었

다. 방형구상유구의서쪽에설치된구에의해주거지대부

분이파괴되었고, 근대묘이장으로서장벽일부분이파괴되

어극히일부만잔존하지만, 전체길이는파악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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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청1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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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8°W이며 등고선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664㎝, 잔존

너비 70㎝, 최대깊이 30㎝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갈색사질토-연갈색

사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내부시설은 확인

되지않았으며, 유물도출토되지않았다.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7, 사진 4·5)

N0W9. A구역 능선 서쪽 해발 39.0m에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 3호, 4호 주거지를 파괴하며 설치되었

다. 시굴 트렌치에 의해 주거지의 중앙 일부가 파괴되었고, 남장벽 일부가 삭평에 의해 유실되었다. 평면형

태는 짧은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N85°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486㎝, 너비 355㎝,

최대깊이 19㎝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사질성분이 강한 암갈색사질점

토가퇴적되었다. 바닥은평평하다. 

중앙부에서는시굴트렌치에의해파괴된직경 37㎝, 깊이 11㎝의원형수혈 1기가확인되었다. 유물은길

이 3.4㎝ 정도의작은무문토기동체편 1점이북벽중앙에서출토되었다.

도면 7. 청2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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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8, 사진 5)

N0W9. A구역 능선 서쪽 해발 38.3m에 조성되었다. 시굴트렌치와 청동기시대 2호 주거지에 의해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삭평에 의해 거의 바닥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파괴가 심하여 명확하지 않지만 장방

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86°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578㎝, 잔존너비 158㎝,

최대깊이 18㎝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

착하여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사질성분이 강한

암갈색사질점토가 확인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굴착면이 그대로 이

용되었다. 

내부시설은파괴가심하여확인되지않았다.

유물은 내부조사 과정 중 퇴적토 상에서 무문토

기저부와미완성석부 1점이출토되었다.

1

도면 8. 청3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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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청4호 주거지(1/60)





(2) 유물

①미완성석부(도면 8-1, 사진 5-④)

전체적인 형태는 석부와 유사하나 인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완성석부로 추정된다. 암질은 안

산암이다. 전체에 고타흔이 드문드문 확인되는데, 특히 양측면과 下面에 집중되어있다. 上面은 부분적으로

마연하여형태를갖추려한것으로추정된다.  길이 14.9㎝, 너비 5.8㎝, 두께 3.2㎝, 무게 468g

4) 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9, 사진 5~8)

N0W9. A구역 능선 서쪽 해발 38.5m에 조성되었다. 주거지는 유적 내에서 가장 많은 유구가 중복된 상

황을 보이고 있다. 시굴 트렌치에 의해 주거지 상부 일부가 파괴되었고, 청동기시대 2·3호 주거지에 의해

남장벽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조선시대 2호 묘에 의해 북장벽 일부가 바닥까지 훼손되었다. 이 외에도 27호

와 28호 수혈이 중복되었다. 5기의 유구가 중복되고, 트렌치에 의해 일부 훼손되었음에도 크기가 크고 깊이

가깊게잔존하여전체형태는확인가능하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72°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1,679㎝, 너비

396㎝, 최대깊이 87㎝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는데, 내부에는 사질성분이 강한 흑

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전체적으로

약간비스듬히굴착되었는데, 동쪽일부는약하게단이진다. 바닥은대체로평평하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4개, 저장공 5개, 주혈 2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주

거지 전체를 길이에 따라 3등분 할 경우 중앙에는 없으며, 양쪽으로 2개씩 확인되었다. 가장 서쪽에 설치된

노지1은 부정형의상면식으로길이 222㎝, 너비 110㎝, 깊이 5㎝이고, 서단벽과 126㎝ 떨어져설치되었다.

노지2는 타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122㎝, 너비 90㎝, 깊이 10㎝이다. 동쪽에 설치된 노지3은 장타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104㎝, 너비 48㎝, 깊이 10㎝, 노지4는 장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120㎝, 너비 82㎝,

깊이 5㎝이고, 동단벽과 68㎝ 떨어져 설치되었다. 노지는 4개 모두 중앙을 중심으로 피열흔이 강하게 확인

된다. 노지1과 2의간격은 60㎝, 노지2와 3의간격은 594㎝, 노지3과 4의간격은 150㎝이다.

저장공은 북장벽에 4개, 남장벽에 1개가 확인되었다. 모두 원형으로 북장벽의 저장공은 직경 36~40㎝,

깊이 7~15㎝이다. 남장벽의저장공은직경 54㎝, 깊이 12㎝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주혈은주

거지중앙노지2와 3사이에위치한다. 타원형으로길이 76~100㎝, 너비 58~70㎝, 깊이 16~17㎝이다. 

유물은구순각목문공렬토기, 무문토기저부등의토기와방추차, 어망추등 7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10-1, 사진 9-①)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복원되지 않는 동체편이 많이 남아있다. 구연부와 저부도 일부만 복원되어

기울기와높이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명황갈색(10YR 6/6)을 띠고, 속심은올리브흑색(7.5Y 3/1)이다. 공렬은소수만확

인되는데, 직경은 0.5㎝이다. 안에서 밖으로 뚫었으며, 밖에는 관통하면서 린 점토가 남아있다. 구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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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가 심한 편인데, 평평하게 성형하 으며, 각목문은 얕게 남아있다. 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일곱 군데

확인된다. 내면에는무질서한지두흔이관찰되며, 점토띠를접합하면서생긴요철로보이는凹面이일정간격

으로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남아있으나비교적깨끗하게정면되었으며, 내저면에

도지두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44.1㎝, 現高 29.7㎝(구연부, 동체부), 15.7㎝(저부), 底徑 11.1㎝

②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10-2, 사진 9-②)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사립과 소량의 운

모가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5Y 3/1)이다. 구연단은 평평

하게성형되었고, 각목문을새겼다. 각목문의범위는구연단이마모되어확실치않으나비교적넓게그었다.

구연부 아래에는 공렬이 1개 남아있다. 직경은 0.5㎝이며, 안에서 밖으로 투공하 다. 동체에는 외경접합한

흔적이잘남아있다.  현길이 8.8㎝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10-4, 사진 9-④) 

무문토기로 저부만 1/2가량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7.5Y 3/1)이다. 외면에는 외경접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現高 5.2㎝, 復原底徑 11.6㎝

④무문토기 저부(도면 10-5, 사진 9-⑦)

무문토기저부로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외

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 내면은 탁황색(2.5Y 6/4), 속심은 올리브흑색(5Y 3/1)이다. 내면에는

지두흔이있고,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목판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4.2㎝, 復原底徑 11.1㎝

⑤무문토기 저부(도면 10-3, 사진 9-③) 

내부 퇴적토에서 수습된 소형의 무문토기 저부이다. 일부만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5Y 3/1)이

다. 바닥은평저인데가운데가약간들려있다.  現高 2.1㎝, 復原底徑 4.6㎝

⑥어망추(도면 10-6, 사진 9-⑤) 

토제어망추로완형이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세사립과갈색토기분말이섞여있다. 색조는명갈

색(7.5YR 5/6)으로산화염에서소성되었다. 평면형태는원형이고, 가운데위치한구멍은대칭을이루어투공

되지않았다. 구멍의직경은 0.3㎝이고, 도면의下面에서上面쪽으로투공되었다.  直徑 2.4㎝, 두께 2.2㎝

⑦방추차(도면 10-7, 사진 9-⑥) 

완형의 토제 방추차로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

인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고, 부분적으로 암회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

있는데, 특히 가장자리에많이있어전체적인형태가약간고르지않다. 가운데는직경 1.0㎝의 구멍이뚫려

있으며, 下面에서上面쪽으로투공하 다.  直徑 6.0㎝, 두께 1.8㎝

5) 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 사진 10)

S2W7. A구역 능선 서쪽 남사면 해발 31.0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쪽 절반 가량이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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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평면형태는짧은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N25°E이며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길이 424㎝,

잔존너비 188㎝, 최대깊이 40㎝이다. 노지를 기준으로추정한바닥 너비는 24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

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사질성분이 강한 암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비스듬히굴착되었고, 바닥은평평하다.

내부시설은 노지 2개, 저장공 1개, 추정주혈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양 단벽 쪽에 각 1개씩 확인된다. 서단벽에 가깝게 설치된 노지1은 원형의 상면식으로 직경 46㎝, 깊이 4㎝

이다. 동단벽에 가깝게 설치된 노지2는 타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56㎝, 너비 46㎝, 깊이 13㎝이다. 노지1

과 2의간격은 160㎝이며, 각 노지는가까운단벽과 80㎝정도떨어져있다.  

저장공은 북동쪽 모서리에 1개가 확인되었다. 원형으로 길이 52㎝, 너비 42㎝, 깊이 9㎝이다. 상부에서

공렬토기 구연부편과 무문토기 저부가 출토되었다. 추정주혈은 노지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원형으로 길이

30㎝, 너비 26㎝, 깊이 6㎝이다. 유물은저장공상부에서확인된토기외에는출토되지않았다.

(2) 유물

①공렬토기(도면 12-1, 사진 10-⑧)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와 저부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비교적 고운

도면 11. 청5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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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갈색(7.5YR 5/6)과 탁황등색(10YR 6/4)이다. 구연부와저부의일부

에는흑반이있다. 다른무문토기에비해태토가매우정선된편이고, 기벽이얇아잘제작되었음을알수있

다. 소성상태나 정면상태도 양호하다. 구연단의 1/2이상이 마모되어 확실치 않으나,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

리되었고, 약 7.5㎝ 간격을 두고 누른 흔적이 있다. 구연단 아래에는 공렬을 배치하 는데,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다. 외면에는 투공하면서 린 점토를 깨끗하게 정리하 다. 공렬의 직경은 0.25㎝로 작은 편이고,

공렬간거리는 3㎝내외로대체로일정하다. 기면은깨끗하게물손질정면되었고, 저부와바닥의경계에손누

름흔이 남아있다. 저부의 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29.1㎝, 現高 15.6㎝(구연

부, 동체부), 12.1㎝(저부), 底徑 9.5㎝

6) 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3, 사진 11·12)

N0W5. A구역 중앙부근의정상부 해발 42.8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쪽 일부는 유실되었

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으로장축방향은 N77°W이며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길이 1,325㎝, 너비

1

도면 12. 청5호 주거지 출토유물(1/3)



290㎝, 최대깊이 65㎝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목탄이 포함된 흑갈색

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

착되었고, 바닥은평평하고중앙을중심으로부분적으로점토다짐을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4개, 저장공 3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서쪽에치우쳐설치되었다. 가장서쪽에설치된노지1은거의방형에가까

우며수혈식으로길이 56㎝, 너비 54㎝, 깊이 6㎝이고, 서단벽과 130㎝ 떨어져설치되었다. 노지2는 타원형

의 상면식으로 길이 42㎝, 너비 26㎝, 깊이 3㎝이다. 노지3은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74㎝, 너비 38㎝,

깊이 5㎝이다. 노지4는 타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68㎝, 너비 50㎝, 깊이 7㎝이고, 동단벽과 502㎝ 떨어져

설치되었다. 노지1과 2의간격은 146㎝, 노지2와 3의간격은 144㎝, 노지3과 4의간격은 156㎝이다. 

저장공은 동단벽에서 3개가 확인되었다. 원형으로 직경 30~40㎝, 깊이 9~10㎝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없다.

유물은무문토기1점과석도, 석검, 석검편, 석부, 편인석부, 찰절석기등의석기6점이출토되었다. 이중석

검편과석도는퇴적토상에서확인되었고, 찰절석기는주거지상부에서, 다른유물은바닥면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도면 14-1, 사진 12-⑬)

무문토기로저부와동체일부만남아있다. 동체의위치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

모 등의사립이다량섞여있다. 외면의색조는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명황갈색(10YR 6/6), 속심

은 올리브흑색을 띤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박리되었고, 내저면에는 목판정면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강하게축약되고, 지두흔과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12.6㎝(동체부), 7.8㎝(저부), 底徑 9.6㎝

②석검(도면 14-2, 사진 12-⑩)

이단병식 석검으로 인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암질은 흑색이암이다. 봉부쪽은 상·하면의 가운데에

약하게 능이 형성되었으나, 신부의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능이 없어진다. 신부단면은 볼록렌즈형에 가깝다.

全面에사방향과횡방향으로마연한흔적이관찰된다.  길이 18.2㎝, 너비 5.0㎝, 두께 0.9㎝, 무게 98g

③석검(도면 14-3, 사진 12-⑪)

석검편으로 신부만 남아있는데, 신부의 하단은 결실되었다. 암질은 흑색이암이다. 도면상 우측의 인부도

파손이 심한 편이다. 봉부는 가운데 능이 형성되어 단면이 능형을 띠나, 하부로 내려올수록 능이 완만해져

단면이 타원형(볼록렌즈형)을 띤다. 신부에는 사방향으로 마연된 흔적이 남아있다.  현길이 10.8㎝, 현너비

3.8㎝, 두께 0.4㎝, 무게 21g

④석부(도면 14-4, 사진 12-⑦) 

완형의 석부로 암질은 안산암이다. 전체적인 형태가 완전한 석부의 모습을 갖추진 않았지만 인부는 잘 연

마되어있다. 상·하면의 상부는 주로 고타한 흔적이 남아있고, 인부와 하부는 치 하게 마연되었다. 상면의

인부와 신부의 경계에는 단이 형성되었는데, 하면은 곡선으로 이어진다. 좌측면과 하면의 상부는 부분적으

로마연되었다.  길이 10.8㎝, 너비 5.1㎝, 두께 3.0㎝, 무게 275g

⑤편인석부(도면 14-5, 사진 12-⑧) 

편인석부로암질은안산암질응회암이다. 전체적으로손질이안되어떼어내기한그대로인면이많다.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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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청6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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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청6호 주거지 출토유물(1:1/3,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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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의 1/2정도와右側面, 下面의일부, 인부만마연되었다.  길이 10.5㎝, 너비 5.0㎝, 두께 1.3㎝, 무게 122g

⑥석도(도면 14-6, 사진 12-⑨) 

유문암질의 석도로 미완성품이다. 양 끝부분이 결실되었고, 인부는 날카롭게 마연하지 않고, 신부와 수직

으로마연하 다. 등면과 가까운곳에 2개의구멍을뚫었는데, 양 방향에서투공을진행하 다. 신부에는여

러방향으로마연한흔적이희미하게남아있다.  현길이 13.5㎝, 너비 4.7㎝, 두께 1.1㎝, 무게 95g

⑦찰절석기(도면 14-7, 사진 12-⑫) 

주거지 상부에서 수습되었다. 찰절석기로 하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청색이암이다. 양측면과 상단에 찰

절한 흔적이 남아있고, 상면과 하면에는 마연흔이 있다. 좌측면의 찰절한 흔은 특히 마연을 많이 하여 오목

하게들어가있다.  현길이 5.5㎝, 너비 2.0㎝, 두께 0.8㎝, 무게 15g

7) 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5, 사진 13)

S1W5. A구역 중앙부근의 남사면 해발 41.4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쪽 대부분이 유실되

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으로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70°W로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길이 434㎝,

잔존너비 184㎝, 최대깊이 22㎝이다. 노지를 기준으로추정한바닥 너비는 23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

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황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

은 비스듬히굴착되었고, 바닥은 약간경사지게굴착하 다. 서단벽 부근에 140×100㎝ 크기로 점토다짐을

도면 15. 청7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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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게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1개, 저장공 1개와 성격미상 수혈 2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

는데, 동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다. 원형의 수혈식으로 직경 58㎝, 깊이 12㎝이고, 동단벽과 98㎝ 떨어져

설치되었다. 

저장공은 동단벽 모서리에서 확인되었는데 원형으로 직경 30㎝, 깊이 9㎝이다. 성격미상 수혈 2개는 서

장벽 부근에서 확인되었다. 단벽에 가까운 수혈은 원형으로 직경 18㎝, 깊이 10㎝ 정도이고, 부정형의 수혈

은길이 34㎝, 너비 28㎝, 깊이 11㎝이다. 부정형의수혈상부에서는지석이확인되었다. 

유물은구순각목문공렬토기구연부편과저부편등토기2점과편인석부와지석등석기2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16-1, 사진 13-⑨)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편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회올리브색이다. 공렬의직경은 0.3㎝이고, 안에서밖으로

1

2

3
4

도면 16. 청7호 주거지 출토유물(1·2:1/3,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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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공하 다. 구연단은평평하게성형하 고, 각목문을사방향으로그었다.  현길이 5.6㎝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16-2, 사진 13-⑩) 

무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탁등색(5YR 6/4)이고, 내면은탁황등색(10YR 6/4)이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희

미하게남아있다.  現高 4.3㎝, 復原底徑 7.7㎝

③편인석부(도면 16-3, 사진 13-⑫) 

편인석부로암질은안산암질응회암이다. 상·하면의표면은대부분박락되었다. 인부쪽의좌측면이마연

된 것으로 보아 재사용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손질을 가했을 가능성도 크다. 가장자리에 일부 떼어내기한 흔

적도관찰된다.  길이 9.6㎝, 너비 3.8㎝, 두께 1.1㎝, 무게 67g

④지석(도면 16-4, 사진 13-⑪) 

부정형의 수혈 상부에서 출토되었다. 암질은 유문암이며, 명황갈색을 띤다. 상면과 좌측면이 마연되었는

데, 상면은오목하게갈려있다.  길이 17.6㎝, 너비 11.4㎝, 두께 5.9㎝, 무게 1,583g

8) 8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7, 사진 14)

N0W5. A구역 중앙부근의남사면 해발 43.4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쪽 대부분이 유실되

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등고선과 직교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주축방향은 N74°W이다.

크기는 잔존길이 387㎝, 너비 362㎝, 최대깊이 70㎝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

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평평하며별다른처리없이그대로생토면을이용하 다.

내부시설은노지 1개, 주혈 1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주거지중앙부에서남쪽으로치우쳐설치된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남쪽벽과 80㎝ 가량 떨어져 있다. 원형의 수혈식으로 직경 60㎝, 깊이 11㎝이다. 주혈

은노지의북쪽으로 73㎝떨어져서설치되었다. 원형으로직경 30㎝, 깊이 6㎝이다. 

유물은무문토기저부편 2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17-1, 사진 14-⑧) 

무문토기로 저부만 1/2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2.5YR 5/6)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

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나 정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내저면에는 무

질서한도구정면흔이관찰된다.  現高 10.3㎝, 復原底徑 9.8㎝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17-2, 사진 14-⑨) 

무문토기로저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고, 색

조는탁황등색(10YR 6/4)이다. 기면은대부분박락되었다.  現高 3.4㎝, 復原底徑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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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청8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9) 9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8, 사진 15~17)

N0W5. A구역 중앙부근의정상부 해발 44.7m에 조성되었다. 시굴 트렌치에 의해 남·북장벽일부가 훼

손되었고, 후대 민묘로 인해 남동단벽 모서리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65°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1,562㎝, 너비 324㎝, 최대깊이 70㎝이다. 주거지는 풍

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하 고, 내부에는흑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

명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약간 경사지게 하

고, 서쪽 절반가량은점토다짐되었는데크기는 700×240㎝이다. 목탄이 확인되고일부유물에서 2차 피열

흔이확인되는것으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되었다.

내부시설은노지 2개, 저장공 5개와벽구시설 1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주

거지전체를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동쪽으로치우쳐설치되었다. 노지1은원형의상면식으로직경

84㎝, 깊이 3㎝이고, 노지2는타원형의상면식으로직경78㎝, 깊이1㎝이다. 노지간의간격은334㎝이다. 주거

지의길이에비해확인된노지의수는적은편인데, 서단벽을중심으로점토다짐이되어있는부분의중앙장축

선상에서피열흔이확인되었다. 하지만화재로인해폐기된상태여서노지로추정하기는어렵다.

저장공은동단벽에4개, 서남단벽모서리에1개가각각확인되었다. 동단벽에서확인된저장공은원형으로직

경22~50㎝, 깊이2~18㎝이다. 서남단벽모서리의저장공은타원형으로길이48㎝, 너비34㎝, 깊이11㎝이다.

벽구시설은북장벽에붙여서1개가설치되었다. 장방형으로길이116㎝, 너비24㎝, 깊이4㎝이다.

유물은 구순각목문 공렬토기의 구연부편과 무문토기편 등의 토기 5점과 합인석부, 석촉, 지석, 용도미상

석기등석기 4점이출토되었는데, 토기는 2점만수록하 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19-1, 사진 17-④)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올리브흑색이다. 공렬은 5개가 남아있는데, 2개는 관통되었으며, 3개는 반관통되었다. 직경은 0.5㎝이며,

공렬간간격은 3.5㎝ 내외이다. 구연단에는각목문을사방향으로그었는데, 깊게남아있다. 외면에는점토띠

접합흔이관찰된다.  復原口徑 30.5㎝, 現高 17.2㎝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19-2, 사진 17-⑤)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외면은 박리가 심하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흑갈색(7.5YR 3/1)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대체로 깨끗

하게 정면되었으나 일부에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 내면의 바닥에는 손으로 길게

문지른흔적이남아있다.  現高 7.2㎝, 저경 8.1㎝

③석촉(도면 19-3, 사진 17-⑥) 

無莖式 逆刺石鏃으로 刃部의 일부와 刺의 일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흑색이암이다. 신부는 매우 치 하게

마연되었으며, 인부도날카롭게형성되었다. 신부의상부는가운데능을세워단면이능형을띤다. 신부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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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청9호 주거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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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는가운데를연마하여단면이편평육각형을띤다.  길이 6.6㎝, 너비 1.5㎝, 두께 0.2~0.4㎝, 무게 4g

④지석(도면 19-4, 사진 17-⑦)

지석으로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다. 암질은 유문암이며, 불에 그을려 흑갈색을 띤다. 상면과 양측면은

매우 치 하게 마연되었고, 하면과 전·후면은 다소 거칠게 마연되었다. 횡단면은 방형이다.  길이 7.6㎝,

너비 1.8㎝, 두께 1.7㎝, 무게 46g

⑤석부(도면 19-5, 사진 17-⑨) 

합인석부로 인부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 암질은 응회암이다. 신부에는 전체에 고타흔이 있고, 인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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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청9호 주거지 출토유물(1·2:1/3, 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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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연하여형태를갖추었다. 신부의횡단면은타원형이다.  길이 11.6㎝, 너비 5.6㎝, 두께 3.5㎝, 무게 384g

⑥용도미상석기(도면 19-6, 사진 17-⑧) 

용도미상석기로 석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암질은 흑운모 편암이다. 평면형태는 장

방형에 가깝고,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편이다. 떼어내기나 마연한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길이 6.8㎝, 너

비 3.4㎝, 두께 0.4㎝, 무게 12g

10) 10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0, 사진 18)

N0W4. A구역 중앙부근의정상부 해발 45.2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벽 대부분이 유실되

었다. 평면형태는 삭평이 심하여 명확하지는 않지만 원형 또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주축방향은 N81°W이다. 크기는 길이 430㎝, 잔존너비 202㎝, 최대깊이 18㎝이다.

1

2

도면 20. 청10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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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청11호 주거지(1/40)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

었다. 벽면은비스듬하게굴착되었고, 바닥은평평하며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유실이 심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서벽 부근 바닥에서 무문토기 저부편과 북벽 모서리

에서편인석부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20-1, 사진 18-⑦) 

무문토기 저부로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

갈색(5YR 5/6)이고, 내면은등색(7.5YR 6/6)이다. 기면은대부분박리되었다.  現高 3.3㎝, 底徑 8.1㎝

②편인석부(도면 20-2, 사진 18-⑧) 

완형의편인석부로암질은응회암이다. 평면형태는장방형에가깝다. 상·하면과인부는치 하게마연되

었고, 양측면은일부만마연되어면이고르지않다.  길이 6.3㎝, 너비 3.5㎝, 두께 1.0㎝, 무게 44g

11) 1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1, 사진 19·20)

N0W4. A구역 중앙부근의 정상부 해발 45.8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하여 남벽과 서벽 일부

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59°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잔존길

이 1,430㎝, 너비 308㎝, 최대깊이 45㎝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암

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평평하며 동단벽에 부분적으로 점토다짐을 하 고, 대부분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

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3개, 저장공 6개, 주혈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주거

지전체를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서쪽으로치우쳐서설치되었다. 노지1은원형의수혈식으로길

이 90㎝, 너비 78㎝, 깊이 6㎝이고, 노지2는 타원형의수혈식으로길이 72㎝, 너비 50㎝, 깊이 8㎝이다. 노

지3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80㎝, 너비 68㎝, 깊이 5㎝이고, 동단벽에서 420㎝떨어져설치되었다. 노지

1과 2의간격은 212㎝, 노지2와 3의간격은 420㎝이다. 노지는중앙부만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동북단벽에서 5개가확인되었고, 남장벽에서 1개가확인되었다. 모두원형으로직경 30~42㎝,

깊이 11~16㎝이다. 동단벽에 있는 저장공의 내부에서는 지석이 출토되었다. 주혈은 노지2의 동쪽에서 확

인되었는데, 중앙 장축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주혈로 판단하 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직경 38㎝,

깊이 7㎝이다. 

유물은구순각목문토기를비롯한무문토기편 3점과지석, 석검편등석기 3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토기(도면 22-1, 사진 20-③) 

발형의 구순각목문토기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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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청11호 주거지 출토유물(1~3:1/3, 4~6:1/2)



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적갈색(5YR 5/8)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올리브흑색을띤다.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조 하게 그었는데, 일부는 시문하면서 점토가 구연내측으로 려있기도 하다. 기면은 박리가 심

한 편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구연부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口徑 18.4㎝, 高

20.0㎝, 底徑 9.8㎝

②공렬토기(도면 22-3, 사진 20-④) 

발형의 공렬토기로전체의 1/3정도가 남은 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을 띤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관통하 으며, 외면에는 린점토를비교적깨끗하게정면하 다. 공렬의직경은 0.3㎝이고, 간격은

2㎝내외로대체로일정한편이다. 동체는외경접합하여성형하 다. 내저면은점토보강을하여기벽이매우

두꺼운 편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뚜렷하고, 내저면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復原口

徑 19.0㎝, 高 19.9㎝, 底徑 9.1㎝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22-2, 사진 20-⑤) 

무문토기로저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석·사립과운모가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

적갈색(5YR 5/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7.7㎝, 底徑 7.2㎝

④석검(도면 22-4, 사진 20-⑥) 

석검의신부편으로암질은청색이암이다. 인부는한쪽만확인되고, 가운데는혈구가새겨져있다.  현길이

3.6㎝, 현너비 2.9㎝, 두께 0.5㎝, 무게 7g

⑤지석(도면 22-5, 사진 20-⑩) 

지석으로 상단은 일부만 확인된다. 암질은 유문암이다. 일부만 마연된 前面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치

하게 마연되었다. 표면에는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마연된 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6.7㎝, 너비 2.0㎝, 두께

1.7㎝, 무게 41g

⑥지석(도면 22-6, 사진 20-⑨) 

주거지동단벽에연하여위치한저장공에서출토되었다. 지석편으로前·後面은결실되었다. 암질은유문

암이며, 명황갈색을 띤다. 上·下面과 兩側面이 갈려있다.  현길이 9.9㎝, 너비 5.0㎝, 두께 2.0㎝, 무게

160g

12) 1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3, 사진 21)

N1W4. A구역 중앙부근의북사면 해발 45.2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하여 북장벽 대부분이유

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82°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854㎝,

잔존너비 226㎝, 최대깊이 38㎝이다. 노지를 기준으로추정한바닥너비는 26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

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크게 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암적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

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평평하며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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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청12호 주거지(1/40)



내부시설은 노지 1개, 성격미상 수혈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 따라 3등분 할 경우 중앙부의 서쪽에 치우쳐 설치되었다. 노지는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60㎝, 너비 50㎝, 깊이 5㎝이다. 중앙부를중심으로좌측까지피열된상태이다. 성격미상수혈은남장벽

부근에서확인되었는데, 타원형으로길이50㎝, 너비 20㎝, 깊이 7㎝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유물은노지내부와주거지바닥에서무문토기편이소량출토되어보고서에는 1점만수록하 다.

(2) 유물

①무문토기편(도면 24-1, 사진 21-⑧) 

노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호형의 무문토기로 동체의 상부만 일부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

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다량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명황갈색(10YR 6/6)과 등색

(7.5YR 6/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기면은 대부분박리되었고, 내면에는점토띠접합흔과손누름흔

이남아있다.  現高 12.6㎝

13) 1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5, 사진 22·23)

N0W3. A구역 중앙부근의 북사면 해발 45.9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북벽일부가 유실되었고, 시

굴 트렌치에 의해 서벽과 북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72°W이며 등고

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964㎝, 너비 270㎝, 최대깊이 49㎝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

여조성하 고, 내부에는 크게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가깝

게굴착되었다. 바닥은평평하며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노지 2개, 저장공 6개, 추정작업공 1개, 성격미상수혈 3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

상에배치되었는데, 주거지전체를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서쪽으로치우쳐설치되었다. 중앙에설

치된노지1은방형의상면식으로길이 70㎝, 너비 64㎝, 깊이 4㎝이다. 서쪽에설치된노지2는원형의수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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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직경 90㎝, 깊이 10㎝이다. 노지는중앙부를중심으로피열된상태이다. 노지간의간격은 82㎝이다.

저장공은 동단벽 3개, 남장벽에 2개, 북장벽에 1개가 각각 설치되었다. 원형으로 직경 32~44㎝, 깊이

5~22㎝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작업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은 동단벽에서 약 120㎝ 정도 떨어

져있다. 평면형태는방형에가깝고, 크기는 길이 122㎝, 너비 114㎝, 깊이 10㎝이다. 내부와 주변에무문토

기저부와동체부편이산재된상태로확인되었다.

성격미상 수혈은 각각 원형, 장타원형이다. 남장벽에서 확인된 장타원형의 수혈은 크기 길이 78㎝, 너비

14㎝, 깊이 6㎝이고, 북장벽부근에서확인된원형의수혈은직경 30㎝, 깊이 4㎝이다. 중앙노지의남쪽일

부를파괴하고설치된수혈은원형으로길이 70㎝, 너비 60㎝, 깊이 5㎝이다. 

유물은토제방추차, 구순각목문공렬토기, 구순각목단사선문공렬토기, 무문토기편, 이단경식석촉과석

도 등 10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석도는 퇴적토 내에서 출토되었고, 구순각목 단사선문 공렬토기(①, 도면

26-1)는 도치된상태로출토되었는데토기를고정시키기위해바닥을구연부형태로얕게굴착하 다.

(2) 유물

①구순각목 단사선문 공렬토기(도면 26-1, 사진 24-①) 

주거지남장벽쪽중앙에서도치된상태로출토되었다.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동체일부가결실되었

다. 외면은매우심하게박리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과석립이다량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탁황색(2.5Y 6/3)과 명적갈색(2.5YR 5/8)이다. 동체상위의일부에는흑반이있고, 속심은 암회황색

이다. 내면의하부에는높이 13㎝ 가량의탄착흔이부착되었고, 외면의하부는피열되어명적갈색을띤다. 공

렬은 구연단에서매우가까운위치에투공되었으며, 직경은 0.3㎝ 정도이다. 모두 15개가 확인되는데대부분

관통되었다. 공렬간 거리는 대체로 7.5~9.0㎝로 간격을 두었으나 3.5㎝ 정도의 가까운 것도 있다. 각목문은

구연단이마모되어일부에서만확인되는데, 사선방향으로그었다. 동체상부에는단사선문이시문되었는데, 기

면의 마모가 심하여 부분적으로만 확인된다. 내면의 동체중위에는 폭 0.5㎝ 가량의 좁은 도구를 이용하여 종

방향으로정면한흔적이있으며, 동체상위와구연부에는 2단정도손으로길게문지르기한후폭이좁은도구

를 이용하여 횡방향으로 거칠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내저면에는 목판정면

흔적이있고, 저부와바닥의경계에도무질서한도구정면흔이있다.  口徑 30.8㎝, 高 38.3㎝, 底徑 11.7㎝

②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27-1, 사진 24-②)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1/2가량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고, 부분적으로 속심은 회올리브색을 띤다. 외면

은 대부분박리되었다. 공렬은 관통된것이 3개, 반관통된 것이 4개 확인되며, 직경은 0.3㎝ 정도이다. 공렬

간 거리는 1.0~3.0㎝ 정도로 일정치 않다. 각목문은 일부에서만 확인되는데, 사선방향으로 그었다. 내저면

에는 목판정면흔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강하게 축약되며,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7.2㎝,

高 17.4㎝, 底徑 8.0㎝

③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27-2, 사진 24-③)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편만 남아있다. 태토나 색조로 보아 ⑥(도면 27-6)의 저부와 같은

개체일 가능성이 크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인 거친 점토이다. 색조는 명적갈색

(5YR 5/8)과 회올리브색(5Y 4/2)을 띤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공렬은 직경 0.5㎝로 관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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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단에는각목문이깊게새겨져있다.  현길이 8.4㎝

④무문토기 저부(도면 27-3, 사진 24-④)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색조는 명적갈색

(5YR 5/8)과 암회황색(2.5Y 4/2)을 띤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내저면과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있다. 바닥은가운데가약간들려있다.  現高 5.9㎝, 底徑 7.2㎝

⑤무문토기 저부(도면 27-4, 사진 24-⑤)  

무문토기로저부만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섞인비교적고운점토이다. 전반적

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등색(5YR 6/8)이다. 내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굽은 짧고 고르게 성형

되었으며,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4.4㎝, 底徑 6.6㎝

⑥무문토기 저부(도면 27-6, 사진 24-⑥)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인 거친 점토이다. 색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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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갈색(5YR 5/8)과 회올리브색(5Y 4/2)을 띤다. 기면은 대부분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도

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4.5㎝, 底徑 7.8㎝

⑦무문토기 저부(도면 27-7, 사진 24-⑦)  

무문토기 저부로 1/2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암회황색(2.5Y 5/2)을 띠기도 한다. 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있다. 저부는평저로축약이이루어지지않는다.  現高 3.8㎝, 復原底徑 8.4㎝

⑧방추차(도면 27-5, 사진 24-⑨)  

산화염에서 소성된 토제 방추차이다.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과석립이섞인거친점토이다. 색조는명적갈색(5YR 5/8)과 명황갈색(10YR 6/6)이다. 뒷

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앞면에는 방사상의 단사선문이 있다. 가운데는 직경 0.7㎝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

는데, 뒷면에서 앞면쪽으로 뚫어 앞면에 점토가 돌출해 있다. 가장자리는 둥 게 성형하 다.  直徑 6.9㎝,

두께 1.6㎝

⑨석촉(도면 27-8, 사진 24-⑧) 

이단경식 석촉으로 신부하단과 경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이암이다. 신부단면은 능형이고, 경부단면은 육

각형과 원형이다. 치 하게 마연하여 전체적인 형태가 정교하게 갖추어졌고, 마연방향이 뚜렷하게 관찰된

다.  현길이 2.0㎝, 너비 0.5~0.9㎝, 두께 0.5㎝, 무게 1g

⑩석도(도면 27-9, 사진 24-⑩) 

석도편으로 추정되며, 암질은 백운모 편암이다. 내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등면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

고, 인부는 그다지 날카롭지 않다. 좌측의 단부가 가장 날카로운 편이다. 등면 가까운 곳에는 직경 0.3㎝ 가

량의구멍이뚫려있다.  현길이 5.8㎝, 너비 4.0㎝, 두께 0.6㎝, 무게 22g

14) 1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28, 사진 25~28)

N0W3. A구역 중앙부근의 북사면 해발 45.9m에 조성되었다. 조선시대 1호 주거지에 의해 서남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으로장축방향은N72°W이며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길이1,029㎝,

너비 322㎝, 최대깊이 55㎝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크게 흑갈색사질점

토-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벽면은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다. 바닥은평평하

게조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소토와목탄등이확인되는것으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된것으로추정된다. 

내부시설은노지 4개, 저장공 8개, 주혈 14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주거

지 전체를 길이에 따라 3등분 할 경우 중앙과 서쪽에 치우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노지1은 원형의 상면식

으로 길이 70㎝, 너비 62㎝, 깊이 3㎝이고, 노지2는 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70㎝, 너비 60㎝, 깊이 8㎝이

다. 노지3은 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86㎝, 너비 64㎝, 깊이 6㎝이고, 노지4는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100㎝, 너비 92㎝, 깊이 2㎝이다. 노지1과 2의간격은 240㎝, 노지2와 3의간격은 50㎝, 노지3과 4의간격

은 60㎝이다. 노지1은서단벽에서 180㎝, 노지4는동단벽에서 220㎝ 정도떨어진곳에설치되었다. 노지는

중앙부를중심으로피열된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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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공은동단벽에 7개, 남서벽모서리에 1개가각각설치되었다. 원형으로직경 26~40㎝, 깊이 6~17㎝

이다. 동단벽에서확인된저장공 1·2·3에서는구순각목문토기, 호형토기, 저부투공토기등이저장공내부

에서출토되었다. 

주혈은 양 장벽에 6개씩 확인된다. 정연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만 벽면을 따라 원형의 수혈이 확인되는

것으로보아주혈일가능성이높다. 원형으로크기는직경 20~40㎝, 깊이 3~10㎝이다. 

유물은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문공렬토기, 공렬토기, 적색마연토기, 저부투공토기등토기 26점과곡

옥, 석촉, 석부, 지석 등의 석기 5점이 출토되었다. 곡옥을 제외한 대부분의 석기는 퇴적토 상에서 출토되었

고, 토기는 원형 그대로 출토되었다. 주거지 내에는 3점의 토기가 도치된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구순각목문

공렬토기(⑦)는 서단벽에서, 공렬토기(⑫)는 북장벽에서, 저부투공된 구순각목문 공렬토기(⑤)는 동단벽에

연한 저장공3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저장공3에서 출토된 저부투공토기(⑤)는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단사

선문이시문되어있다. 남단벽저장공내부와주변에서출토된토기내부에목탄을비롯한흑색재층이확인

되는것으로보아화재당시세워져있던것으로추정된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토기(도면 29-1, 사진 30-①)  

저장공1 내에서 도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호형의 구순각목문토기로 구경부의 1/2가량과 동체상부, 저

부가 남아있다. 토기의 크기에 비해 두께가 얇은 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색조는탁황등색(10YR 7/4)이고, 동체상부는부분적으로회흑색을띤다. 내면은황회색(2.5Y 4/1)

을 띤다. 구연단에는각목문을사선방향으로비교적조 하게그었다. 경부는 거의직립하고, 내면에는점토

띠흔과 손으로 문지른 흔적이 남아있다.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는데, 점토띠 접합흔이 다섯 군데 확

인된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마모가 심하다. 동체내면은 주로 손으로 문지르기하여 정면하 는데, 중·상위

의내면에는횡방향으로, 상위의내면에는종방향으로정면한흔적이있다. 저부와바닥은내면이모두박락

되었으며,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에찍힌흔적이있다.  復原口徑 22.4㎝, 現高 10.2㎝(구경부), 29.6㎝

(동체부), 4.8㎝(저부), 底徑 12.4㎝

②호형토기(도면 30-1, 사진 30-②) 

저장공2 내에서 도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대형의 무문토기 호이다. 구경부는 모두 결실되었고, 동체

중·하위도다수의편이남아있으나완전히복원이되지는않는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등색(10YR 7/4)이

며, 내면은황회색(2.5Y 5/1)을 띠기도한다. 속심은회색이며, 외면의일부에는그을음이묻어있다. 그을음

사이에종방향의띠상의흔적이남아있는것으로보아끈이나줄로감겨있는상태에서그을음이묻었을가능

성이많다. 동체부는완전히대칭을이루지않는다. 동체외면에는일곱군데에점토띠접합흔이관찰된다. 견

부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손으로 누르면서 정면한 흔적이 있고, 동체중위의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정면한 흔적

이있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40.7㎝(동체부), 7.9㎝(저부), 底徑 11.2㎝

③호형토기(도면 30-2, 사진 32-②)  

노지1의 남쪽에서 출토되었다. 호형의 무문토기로 경부와 동체의 일부, 저부만 남아있다. 경부와 동체의

기울기와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

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등색(7.5YR 6/6)이고, 속심은 흑갈색(2.5Y 3/1)이다. 동체외면에는 흑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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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면이 박리되어 확실치 않지만 마연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바닥은 굽상의 평저인데 가운데가 들려있

다.  現高 14.1㎝(동체부), 4.5㎝(저부), 底徑 6.0㎝

④호형토기(도면 30-3, 사진 30-③) 

노지1의 남서쪽에서출토되었다. 호형의무문토기로추정되며, 동체일부만남아있다. 기울기는임의로도

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

(7.5YR 6/6), 내면은 탁황색(2.5Y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회색을띤다. 견부내면에는조으기흔과도구정

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14.7㎝

⑤구순각목 단사선문 공렬토기(도면 32-3, 사진 29-①)  

저장공3 내에서도치된상태로출토되었다.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이며, 동체일부는결실되었다. 태

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5YR 4/6)이고, 내면은 부분

적으로 올리브흑색(5Y 3/2)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동체 중·상위의 일부만 제외하면 박리가 심한 편이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뚫었으며, 반관통된 것이 9개, 관통된 것이 10개가 남아있다. 직경은 0.3~0.5㎝ 정

도이며, 공렬간거리도 2.5~4.5㎝로일정치않다. 각목문은깊고, 조 하게그었다. 동체중·상위에는‘X’

자문을 새기고 그 위에 횡침선을 돌렸는데, 기면이 박리되고 일부에서만 관찰되어 정확한 순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바닥의 가운데에는 직경 3㎝ 내외의 원형 구

멍이뚫려있는데, 소성후투공되었다. 내면은횡방향과사방향으로물손질되었다.  口徑 25.4㎝, 高 28.5㎝,

底徑 10.0㎝

⑥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31-1, 사진 29-③)  

남서벽모서리에있는저장공내에서정치되어출토되었다. 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구연부일부와동체일

부, 저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과석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황갈색

(10YR 6/6)이고, 내면은 황회색을 띠기도 한다.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색이다. 공렬은 직경 0.5㎝이며, 공

렬간 간격은 4.5㎝ 내외로대체로일정한편이다. 공렬은 안에서밖으로투공하 으며, 모두 관통되었다. 각

목문은 비교적 넓게 그었으며, 방향도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있다.

口徑 36.5㎝, 現高 39.9㎝

⑦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34-1, 사진 31-③)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굵은 석립은 길이 0.8㎝ 정도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이

며, 부분적으로 회색(5Y 4/1)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전체가 박리되었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뚫었으며,

모두 관통되었다. 직경은 0.3~0.4㎝ 정도이며, 공렬간 간격은 3.5㎝ 내외이다. 공열간의 간격이나 높이는

일정치 않은 편이다. 구연단은 대부분 결실되거나 마모되어 일부에서만 희미하게 각목문이 확인된다. 내면

은 물손질로 깨끗하게 정면된 편이며, 내저면에 지두흔이 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復原口徑 16.5㎝, 高 19.4㎝, 底徑 9.3㎝

⑧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34-3, 사진 31-②)  

동단벽의 저장공과 노지4 사이에서 뉘어진 채 노출되었다.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일부는 결실되

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과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5Y 4/2)을 띠기도 한다. 공렬은 주로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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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 바로 아래 위치한다. 직경은 0.4㎝이며, 공렬간 간격은 2.8㎝ 정도로 대체로 일정하다. 구연단에는 각

목문을 무질서하게 그었다. 외면은 박리가 심한 편이며, 다섯 군데 점토띠 보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

면에는 점토띠를 접합한 부위에 지두흔이 남아있다.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

에는도구정면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 27.8, 高 30.8㎝, 底徑 11.4㎝

⑨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35-2, 사진 29-④)  

동단벽의 저장공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노출되었다.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의 1/2정

도와 동체 중·상위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박리가 심하여

사립이 기면에 돌출되어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등색(7.5YR 6/4)이고, 속심과 기면의 일부는 황회색

(2.5Y 4/1)을 띠기도 한다. 공렬은 직경 0.4㎝ 가량으로 3㎝ 내외의 간격을 두고 뚫려있다. 안에서 밖으로

투공하 으며, 투공 후 린 점토를 깨끗하게 정면하 다. 각목문은 사선방향으로 그었으며, 구연단의 마모

가 심하고 대부분 결실되어 일부에서만희미하게 관찰된다. 동체상위에는 내·외면에 외경접합한흔적이 남

아있고, 동체내면에는지두흔이무질서하게관찰된다.  復原口徑 35.8~37.5㎝, 現高 23.0㎝

⑩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33-2, 사진 32-③)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와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은 심하게 마모되어 사립이 돌출되어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

(7.5YR 6/6)이고, 내면과 속심은 대체로 회올리브색(5Y 4/2)을 띤다. 공렬은 직경 0.4㎝이며, 안에서 밖

으로 뚫었다. 각목문은 구연단의 방향에 수직으로 그었는데, 폭과 깊이, 간격이 일정하다. 동체상부의 내면

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은 대체로 깨끗하게 정면된 편이다. 바닥에는 부정형의

구멍이 뚫려있는데, 소성 후 투공하 을 가능성이 크다.  復原口徑 24.8㎝, 現高 11.1㎝(구연부), 5.0㎝(저

부), 底徑 10.4㎝

⑪공렬토기(도면 33-1, 사진 31-⑥)  

동측의북장벽에연하여상부와하부가분리된채노출되었다. 발형의공렬토기로구연부와동체부는 1/2

가량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비교적 굵은 석립과 운모가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

으로 기면이 박리되었다. 색조는 적갈색(5YR 4/6)을 띠며, 구연부와 동체상부의 외면은 암회황색(2.5Y

4/2)을 띠기도한다. 공렬은 6개가잔존해있으며, 직경 0.3㎝ 내외이다. 밖에서안으로뚫었는데높이가일

정하지 않다. 동체내면에는 무질서한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점토보강흔

과도구정면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 28.3㎝, 高 39.9㎝, 底徑 11.4㎝

⑫공렬토기(도면 33-7, 사진 29-⑤) 

노지4의 북쪽에서 도치된 채 노출되었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석·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속심은황회색(2.5Y 4/1)이다. 구연단은둥 고, 저부와바닥의경계는강하게축약된다. 공렬은

직경 0.3㎝ 내외이며, 간격은 3.0~4.5㎝로 일정치 않은 편이다.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으며, 높낮이의 차

이도 다소 있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손누름흔도 남아있다. 동체는 외경

접합하여 접합하 는데, 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네 군데 확인된다. 구연부와 동체 중·상위의 내면에는

사방향으로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내저면에는 목판정면흔이,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도 도구정면흔이 남아

있다.  口徑 24.5㎝, 高 24.2㎝, 底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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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공렬토기(도면 34-2, 사진 31-①) 

발형의 공렬토기로 다수의 동체편과 저부편이 남아 있으나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는다. 구연부와 동체상

부, 저부 일부가 복원되어 부분적으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 등색(2.5YR 6/6)이고, 속심과 기면이 박리된 곳은 흑갈색

(2.5Y 3/1)을 띠기도 한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뚫었으며, 관통되었다. 직경은 0.5㎝이고, 공렬간 거리는

3.0~4.5㎝ 정도이다. 동체상부와저부에는점토띠접합흔이관찰되며, 동체내면에는지두흔이드문드문남

아있다. 외면은 심하게 박락된 상태이며, 기벽이 두꺼운 편이다. 내저면에는 도구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6.0㎝, 現高 19.2㎝(구연부, 동체부), 7.0㎝(저부), 復原底徑 9.5㎝

⑭공렬토기(도면 35-1, 사진 31-⑤)  

발형의 공렬토기로 저부는 결실되었고, 동체와 구연부는 일부만 남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적갈색(5YR 5/4), 내면은 명적갈색(5YR 5/6)이고, 속심

은 부분적으로 올리브흑색(5Y 3/1)이다.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 두께가 얇고 가벼운 편이다. 구연부는 둥

게성형되었다. 공렬은 안에서밖으로관통하 는데, 밖에는 린점토를깨끗하게정리한흔적이남아있다.

공렬의 직경은 0.3㎝이며, 공렬간 거리는 2.5~3.5㎝ 정도이다. 외면에는 네 군데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되

며, 내면에는두군데확인된다. 내면의점토띠접합흔이남아있는곳에는같은높이로지두흔이연속적으로

남아있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구연부와 동체 중·상위의 내면에는 사방향으로 목리조정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는데, 순서나방향이일정하지않다.  復原口徑 32.6㎝, 現高 30.4㎝

⑮구순각목문토기(도면 32-4, 사진 32-①) 

발형의 구순각목문토기로 다수의 편이 남아 있으나 복원되지는 않는다. 구연부편과 저부만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며, 속심은

회올리브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심하게 박리되었다.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그었으며, 저부는 평저에 가깝

다.  復原口徑 19.3㎝, 現高 10.3㎝(구연부), 3.7㎝(저부), 底徑 10.0㎝

⒃구순각목문토기(도면 34-4, 사진 31-④)  

발형의 구순각목문토기로전체의 1/4가량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피열되어등색(2.5YR 6/6)을 띠기도한다. 구연단

은 매우 넓고 평평하게 성형되었으며, 각목문이 시문되었다. 각목문은 얕고 폭이 넓은 편이다. 외면에는 목

판정면흔이 관찰되는데, 특히 저부쪽에 집중되어있다. 내면에는 점토띠 접합흔과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남

아있다. 동체는외경접합하여성형하 다.  復原口徑 20.2㎝, 高 20.4㎝, 復原底徑 8.4㎝

⒔발형토기(도면 35-4, 사진 32-⑨)  

발형의 무문토기로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

의 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회올리브색(5Y 4/2)을 띤다. 내면은 심하게박리되었고, 저부

와바닥의경계에는지두흔이남아있다.  現高 9.5㎝, 底徑 6.7㎝

⒕옹형토기(도면 29-2, 사진 30-④)

옹형의 무문토기로 바닥의 일부와 구연부는 결실되었다. 적색마연토기일 가능성도 있다. 태토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탁황갈색

(10YR 5/4)이다.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이다. 동최대경은 동체하위에 있으며, 바닥은 말각평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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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저면과내면에는손누름흔이남아있다.  現高 8.4㎝

⒖무문토기(도면 29-3, 사진 30-⑤) 

내부 퇴적토에서수습되었다. 기형은대부발로추정된다. 동체일부만남아있어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

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갈색(7.5YR 5/6)이고, 내면

은회올리브색(5Y 4/2)이다. 동최대경은아래로처져있다.  現高 6.5㎝

⒗무문토기 저부(도면 32-1, 사진 32-④) 

대형의 무문토기로저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다량섞여있다. 전반적인 색

조는등색(7.5YR 6/6)이며, 내면은 암회황색(2.5Y 4/2)을 띠기도 한다. 동체내면에는그을음이묻어있다.

기면이 심하게 박리되어 도구정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8.8㎝, 底徑 12.0㎝

(21)무문토기 저부(도면 32-2, 사진 32-⑤) 

무문토기저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갈색토기분말소량이섞여있다. 전반

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올리브흑색(5Y 3/2)을 띤다. 전반적으로 성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외저면에는 점토보강 후 정면상태도 고르지 않다. 내면에는 손누름흔과 도구정면흔이 일부에 남아

있다.  現高 7.4㎝, 底徑 10.9㎝

(22)무문토기 저부(도면 33-3, 사진 32-⑦)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회색(5Y 4/1)이다. 기면이심하게박리되어도구정면흔은관찰되지않는다. 바닥은굽상의

저부이며,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에찍힌흔적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7.0㎝, 底徑 7.2㎝

(23)무문토기 저부(도면 33-4, 사진 32-⑧) 

무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과 등색(7.5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을 띤다. 기면은 대

부분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강하게 축약이 이루어지고, 도구정면흔과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다.

바닥에는 바닥원판과 점토띠를 접합한 후 가장자리를 따라 손으로 눌러가며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現高

6.4㎝, 底徑 7.9㎝

(24)무문토기 저부(도면 33-5, 사진 32-⑪) 

무문토기로저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

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저부는 부분적으로만 축약이 이루어지며, 평저에 가깝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둥근도구에찍힌흔적이남아있으며, 내저면에는목판구에찍힌흔적이있다.  現高 6.4㎝,

底徑 7.8㎝

(25)무문토기 저부(도면 33-6, 사진 32-⑥) 

내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무문토기 저부만 1/2가량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석·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을 띤다. 외면

과바닥의가장자리는대부분박리되었고, 내면에는목리조정흔이남아있다.  現高 5.8㎝, 復原底徑 10.6㎝

(26)무문토기 저부(도면 35-3, 사진 32-⑩) 

무문토기저부로거의바닥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93



94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바닥은 평저이며, 외저면은 정면상태가 양호하다. 내면

에는조흔과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3.4㎝, 底徑 7.8㎝

(27)석촉(도면 36-1, 사진 31-⑧) 

유경식 석촉으로 암질은 이암이다. 경부는 하부가 결실되었고, 신부는 능이 뚜렷하게 형성되었다. 인부와

경부는 매우 치 하고 정연하게 연마되었다. 인부단면은 능형이고, 경부단면은 육각형이다.  현길이 7.8㎝,

너비 1.4㎝, 두께 0.6㎝, 무게 8g

(28)지석(도면 36-2, 사진 31-⑦) 

서쪽의 북장벽에 연하여 바닥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노출되었다. 유문암제 지석으로 前面과 後面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上·下面과 兩側面은 치 하게 마연되었고, 전·후면은 부

분적으로마연된흔적이남아있다.  길이 7.6㎝, 너비 2.3㎝, 두께 1.5㎝, 무게 48g

(29)지석(도면 36-3, 사진 29-⑥) 

노지1의 남서쪽에서출토되었다. 유문암제지석으로일부만남아있다. 상면과양측면이마연되어있다. 상

면에는 종방향으로길게마연흔이남아있고, 가운데가 오목하게갈려있다.  현길이 6.7㎝, 너비 4.1㎝, 두께

3.2㎝, 무게 121g

(30)석부(도면 36-4, 사진 32-⑫)  

노지1과 남서벽모서리에있는저장공사이에서출토되었다. 합인석부로암질은응회암이다. 全面에고타

한 흔적이 남아있고, 상·하면을 마연하여 인부를 갖추었다. 두부와 인부의 하단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길이 11.1㎝, 너비 5.6㎝, 두께 3.5㎝, 무게 401g

곡옥(도면 36-5, 사진 32-⑬)  

노지1의 북서쪽으로 60㎝ 떨어진 바닥에서노출되었다. 곡옥으로 하단부는결실되었는지, 마무리가 깨끗하

지않은건지뚜렷하지않다. 암질은아마존스톤이다. 상부에직경0.15㎝가량의구멍이뚫려있고, 양쪽에서투

공한것으로추정된다. 전체적인형태는연마하여갖추었다.  현길이2.1㎝, 너비1.1㎝, 두께0.3㎝, 무게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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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7. 청15호 주거지(1/50)





15) 1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37, 사진 33·34)

N0W3. A구역 중앙부근의정상부 해발 45.5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서벽과 남벽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81°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잔존길이

993㎝, 너비 292㎝, 최대깊이 39㎝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암갈색사

질점토-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암적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평평하며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4개, 저장공 4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동쪽에치우쳐설치된것으로보인다. 노지1과 2는연접하여설치되었다.

노지1은타원형의수혈식으로길이 84㎝, 너비 52㎝, 깊이 8㎝이다. 노지2는원형의상면식으로직경 50㎝,

깊이 1㎝이다. 노지3은 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64㎝, 너비 60㎝, 깊이 3㎝이고, 노지4는 원형의 상면식으

로 길이 78㎝, 너비 60㎝, 깊이 1㎝이고, 동단벽에서 106㎝ 떨어져 있다. 노지2와 3의 간격은 70㎝, 노지3

과 4의간격은 100㎝이다. 노지는중앙부를중심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북장벽부근에 4개가설치되었다. 평면형태가원형인것이 3개, 타원형인것은 1개이다. 원형은

직경 32~38㎝, 깊이 17~19㎝이고, 타원형은 길이 40㎝, 너비 14㎝, 깊이 10㎝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

물은없다.

유물은 어망추와 구순각목문 공렬토기, 공렬토기, 호형토기 등 토기 7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대부분 퇴

적토상에서확인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38-1, 사진 34-⑦) 

발형의 공렬토기로 다수의 편이 남아있지만 복원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구연부와 저부만 선택하여 기울기

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6/2)과 탁황등색(10YR 6/4)을 띠고, 속심은회올리브색이다. 구연단이마모되어각목문이있었는지는확실

치않다. 공렬은구연단아래에위치하며, 내면에서외면으로관통한후외면의 린점토를깨끗이정리하

다. 공렬의직경은 0.4㎝내외이다.  復原口徑 25.5㎝, 現高 5.4㎝(구연부), 6.8㎝(저부), 復原底徑 10.4㎝

②공렬토기(도면 38-2, 사진 34-⑧)  

발형의 공렬토기로구연부만일부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 색

조는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올리브흑색이다. 공렬은안에서밖으로관통하 으며, 직경은 0.3㎝

이다. 외면에는외경접합한점토띠흔이남아있고, 내면에는손누름흔이있다.  현길이 7.4㎝

③호형토기(도면 38-3, 사진 34-⑨) 

호형토기로 추정된다. 저부와 동체의 1/2정도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두께가 얇은 편이

며,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군데군데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깝

다.  現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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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무문토기 저부(도면 38-4, 사진 34-⑫)  

무문토기로 저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나 외저면은 피열되어 등색(5YR 6/6)을 띤다. 내면과 속심

은올리브흑색이다. 기면은심하게박리되어정면흔이관찰되지않는다. 동체는외경접합하여성형하 는데,

외면과 내면엔 점토띠흔이 한 군데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로 누른 흔적이 남아있다.  現高

15.3㎝, 復原底徑 1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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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청15호 주거지 출토유물(1/3)



⑤무문토기 저부(도면 38-5, 사진 34-⑪) 

무문토기 저부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5Y 4/2)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무질서한 정면흔이 남아있고, 내면에

는목리조정흔이희미하게관찰된다.  現高 3.9㎝, 底徑 8.4㎝

⑥무문토기 저부(도면 38-6, 사진 34-⑩)  

무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나 정면상태와 소성상

태가양호함을알수있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로누른흔적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6.7㎝, 復

原底徑 11.0㎝

⑦어망추(도면 38-7, 사진 34-⑥)  

토제 어망추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산화염에서 소성

되었으며, 색조는 탁등색(7.5YR 5/4)이다. 평면형태는원형이나성형상태가고르지못하여점토를붙인흔

적이남아있다. 가운데는직경 0.5㎝의구멍이뚫려있다.  直徑 2.7㎝, 두께 2.5㎝

16) 1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39, 사진 35)

S1W5. A구역 중앙부근의 남사면 해발 41.8m에 조성되었다. 시굴 트렌치에 의해 동벽 대부분이 파괴되

었고, 후대 삭평으로인해남벽대부분이유실되었다. 파괴와유실로인해명확하지는않지만평면형태는장

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81°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잔존길이 254㎝, 잔존너비

216㎝, 최대깊이 49㎝이다. 노지를 기준으로 추정한 바닥 너비는 29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연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진갈색사질점토-연갈색사

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약간 경사지게 조성되었고, 전

체적으로점토다짐을하 다.

내부시설은노지 1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된것으로보인다. 타원형의수혈식으로

길이 46㎝, 너비 40㎝, 깊이 6㎝이다. 노지는 가까운 서단벽에서 110㎝ 정도 떨어져 있다. 노지는 중앙을

중심으로피열된상태이다.

유물은무문토기저부편 3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39-1, 사진 35-⑧)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

색(10YR 6/6)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점토보강흔 흔적이 확인되며, 바닥외면은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있다.  現高 5.3㎝, 復原底徑 8.2㎝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39-2, 사진 35-⑨)  

소형의 무문토기로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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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Y 6/4)과 올리브흑색을띤다. 기면은대부분박리되었다.  現高 1.5㎝, 底徑 4.9㎝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39-3, 사진 35-⑩)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인데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전반적으로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깨

끗하게정면되었다.  現高 5.2㎝, 底徑 8.7㎝

17) 1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40, 사진 36·37)

S1W4. A구역 중앙부근남사면해발 41.5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남벽일부는유실되었다.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68°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886㎝, 너비 332㎝,

1 2 3

도면 39. 청16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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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0. 청17호 주거지(1/40)





최대깊이 81㎝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흑색사질점토-회흑색사질점토-

회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평평하며 내부에서 목탄과 함께 유물에서 2차 피열흔이 나타나는

것으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된것으로추정된다.

내부시설은노지2개, 저장공6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주거지전체를길이

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동쪽으로치우쳐설치되었다. 중앙에설치된노지1은타원형의수혈식으로길이

70㎝, 너비 46㎝, 깊이 6㎝이다. 노지2는타원형의수혈식으로길이 124㎝, 너비 54㎝, 깊이 8㎝이고, 동단벽

에서110㎝정도떨어져있다. 노지간의간격은100㎝이다. 노지는중앙부를중심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 서단벽에 4개, 동단벽에 2개가 설치되었다. 모두 원형으로 서단벽에 설치된 저장공이 동단벽의

저장공보다 크다. 서단벽의 저장공은 직경 28~42㎝, 깊이 10~38㎝, 동단벽의 저장공은 직경 18~30㎝,

깊이 3~4㎝이다. 북서모서리에 있는 저장공의 상부에서 구순각목문 공렬토기(①, 도면 41-1)가 뉘어진 채

로출토되었다. 

유물은구순각목문공렬토기, 무문토기저부등토기 3점과지석, 석촉등석기 2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41-1, 사진 37-④)  

북서모서리에있는저장공에서출토되었다.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동체와저부의일부는결실되었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과 등색

(5YR 6/6), 황회색(2.5Y 4/1)을띤다. 구연부는높낮이차이가다소심하다. 공렬은안에서밖으로관통하

으며, 밖에는 린점토가묻어있다. 직경은 0.4~0.5㎝이며, 공렬간거리는 2.5~4.0㎝ 정도이다. 구연은내

측이안으로다소내만하는데, 각목문을그으면서점토가안으로 린것으로추측된다. 각목문은사방향으로

비교적 조 하게 그었다. 외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되고, 동체중위의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누르면서정면한흔적이남아있다. 기면은대부분박리되어뚜렷한도구정면흔은관찰되지않으며, 동체

상위의외면에만사방향으로길게도구정면한흔적이남아있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지두흔이있다.  口徑

24.6~26.7㎝, 高 30.5㎝, 底徑 10.0㎝

②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41-2, 사진 37-⑧)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동체부는많은편들이노출되었으나복원이되지않는다. 구연부와저부도

일부만 남아 도면복원하 다. 기면은 매우 심하게 박리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암회황색(2.5Y 4/2)이고, 기면이 박리된곳은부분적으로등색(5YR 6/6)을 띠

기도 한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으며, 직경은 0.3㎝이다. 공렬간 거리는 일정치 않다. 구연단은

둥 게 성형하 고, 각목문은 비스듬하게 그었다. 구연부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저면에도 무질서한 정면흔이 관찰된다.  復原口徑 18.7㎝, 現高 8.9㎝(구연부), 7.9㎝(저부),

底徑 8.3㎝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41-3, 사진 37-⑤)  

무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

다. 기면의 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5Y 3/1)이다. 기면은 대체로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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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 청17호 주거지 출토유물(1~3:1/3,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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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 청18호 주거지(1/40)





내면에는목판정면흔이있고,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있다.  現高 6.0㎝, 復原底徑 9.2㎝

④석촉(도면 41-4, 사진 37-⑥) 

유경식 석촉으로 신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이암이다. 전체적으로 치 하게 마연되었으며, 인부는 날카롭

게연마되었다. 하단에는경부가탈락된흔적이남아있다. 신부단면은능형이다.  현길이 4.8㎝, 너비 1.4㎝,

두께 0.6㎝, 무게 5g

⑤지석(도면 41-5, 사진 37-⑦) 

사질이암제지석으로하부는결실되었다. 後面과좌측면에그을린흔적이있다. 全面이마연되었으며, 횡

단면은방형에가깝다.  현길이 5.9㎝, 너비 2.3㎝, 두께 1.9㎝, 무게 48g

18) 18호 주거지

(1) 유구(도면 42, 사진 38·39)

S1W2. A구역 중앙부근의 정상부 해발 45.2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남벽 일부는 유실되었고, 1

호 고상가옥에의해벽면이부분적으로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으로장축방향은 N85°W이며등고

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길이 1,382㎝, 너비 330㎝, 최대깊이 38㎝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

여조성하 고, 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황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

되었다. 벽면은 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다. 바닥은 평평하게조성되었으며, 별다른 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

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노지4개, 저장공1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주거지전체를길이

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을배제하고양단벽에 2개씩설치되었다. 서쪽에설치된노지1은타원형의상면식

으로길이 52㎝, 너비 42㎝, 깊이 3㎝이다. 노지2는원형의상면식으로직경 79㎝, 깊이 3㎝이다. 동쪽에설치

된노지3은타원형의수혈식으로길이 48㎝, 너비 42㎝, 깊이 11㎝, 노지4는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72㎝,

너비 50㎝, 깊이 2㎝이다. 노지1·2간의간격은 108㎝, 노지2·3의간격은 620㎝, 노지3·4의간격은 102㎝

이다. 양단벽에가까운노지는각각약140㎝정도떨어져있다. 노지는중앙부를중심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남장벽에 1개가설치되었다. 원형으로직경 56㎝, 깊이 19㎝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유물은 방추차와 구순각목문토기, 완, 호형토기 등 토기 9점과 지석, 편인석부, 석촉 등 석기 3점이 출토

되었다. 출토된유물은대부분퇴적토상에서확인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토기 완(도면 43-1, 사진 40-①)  

구순각목문토기 완으로 1/3가량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5Y 3/1)이다. 구연단에는 사선방향으로 각목문을 그

었다. 구연부 아래에는직경 0.6㎝의 구멍이한군데뚫려있으며, 안에서 밖으로투공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와구연부내면에는손누름흔과도구정면흔이관찰된다.  口徑 20.4㎝, 高 12.4㎝, 底徑 8.9㎝

②무문토기 완(도면 43-2, 사진 40-②) 

무문토기 완으로 전체의 1/4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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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속심과 내면은 흑갈색(2.5Y 3/1)이다. 구연단은 마모되

었으나둥 게성형된것으로추정된다. 외면은 대체로박리되었고, 내면은 정면상태가양호하다. 저부와 바

닥의경계에는지두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11.8㎝, 高 7.0㎝, 底徑 7.3㎝

③호형토기(도면 43-3, 사진 40-③)  

호형의무문토기이며, 구경부의2/3정도와동체일부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석 , 장석, 운모등

세사립이섞인비교적정선된점토이나길이 1.3㎝가량의큰석 립도확인된다. 기면의색조는명갈색(7.5YR

5/6)과탁황갈색(10YR 5/6)이며, 속심은올리브흑색을띤다. 경부는대체로직립하며, 구연부에이르러외반한

다. 구연단은대체로둥 게성형되었다. 동체내면에는손누름흔이남아있다.  口徑8.0㎝, 現高10.7㎝

④무문토기 저부(도면 43-4, 사진 40-④)  

대형의 무문토기저부로거의바닥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5Y 3/1)이다. 내면은 대체로 박락되었고, 저부와 바

닥의경계는정면상태가양호하다. 바닥에는잎맥흔이관찰된다.  現高 4.0㎝, 底徑 13.2㎝

⑤무문토기 저부(도면 43-5, 사진 40-⑨)  

소형의무문토기로저부만일부남아있어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있

다. 외면과 속심의 색조는 올리브흑색(5Y 3/1)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이다. 성형과 정면상태 모두

상당히양호한편이다. 바닥은평저인데가운데가약간들려있다.  現高 2.7㎝, 復原底徑 6.3㎝

⑥무문토기 저부(도면 43-6, 사진 40-⑩)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

면의 색조는 명갈색(7.5YR 5/6)이고, 속심은 암회황색(2.5Y 4/2)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으나, 정면상태는대체로양호한편이다.  現高 5.2㎝, 復原底徑 9.6㎝

⑦무문토기 저부(도면 43-7, 사진 40-⑪)  

대형의 무문토기로저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탁

황색(2.5Y 6/4)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5Y 4/2)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약하게 축약이 이루어지며,

도구정면흔이군데군데남아있다.  現高 4.9㎝, 底徑 11.1㎝

⑧방추차(도면 43-8, 사진 40-⑤)  

토제 방추차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회올리브색(5Y 4/2)을 띤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은 바닥이 평평하고, 上面

은볼록한타원형이다. 가운데는직경 0.8㎝의구멍이뚫려있다.  直徑 5.7㎝, 두께 1.4㎝

⑨방추차(도면 43-9, 사진 40-⑥)  

주거지상부의퇴적토에서출토되었다. 토제방추차로일부만남아있다. ⑧방추차와태토, 소성상태, 색조

가거의유사하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세사립과갈색토기분말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

황갈색(10YR 6/6)과 회올리브색(5Y 4/2)을 띤다.  推定直徑 5.8㎝, 두께 1.7㎝

⑩석촉(도면 43-10, 사진 40-⑬)  

유경식 석촉으로 암질은 이암이다. 신부의 상부와 경부의 하부는 결실되었다. 사방향의 마연흔이 희미

하게 남아있다. 신부단면은 능형, 경부단면은 육각형이다.  현길이 5.0㎝, 너비 0.7~1.4㎝, 두께 0.6㎝,

무게 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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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편인석부(도면 43-11, 사진 40-⑭)

소형의 편인석부로 표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암질은 이암혼펠스이다. 평면형태와 횡단면은 장방형

이다. 양측면을제외한全面이마연되었다.  길이 4.5㎝, 너비 2.3㎝, 두께 0.9㎝, 무게 21g

⑫지석(도면 43-12, 사진 40-⑫)  

암질은 유문암이며, 명황갈색을 띤다. 後面을 제외한 全面이 마연되었다. 상·하면과 양측면은 비교적 치

하게 마연되었으며,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횡단면은 방형에 가깝다.  길이 10.1㎝, 너비 3.6㎝,

두께 2.7㎝, 무게 159g

19) 19호 주거지

(1) 유구(도면 44, 사진 41~43)

S1W1. A구역 중앙부근의 정상부 해발 45.3m에 조성되었다. 52호 수혈이 주거지 상부를 파괴하 고, 청

동기시대 40호 주거지의 서벽을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82°E이며 등

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956㎝, 너비 332㎝, 최대깊이 54㎝이다. 주거지는 고토양층을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도가높고망간이다량포함된회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가순차

적으로퇴적되었다. 벽면은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고, 바닥은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2개, 저장공 4개, 중앙주혈 3개, 성격미상 소혈 3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

상에배치되었는데, 주거지전체를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서쪽에치우쳐설치되었다. 중앙에 위

치한노지2는 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54㎝, 너비 62㎝, 깊이 2㎝이다. 서쪽에설치된노지1은 원형의상

면식으로길이 62㎝, 너비 56㎝, 깊이 5㎝이다. 노지간의간격은 268㎝이고, 가까운단벽과의거리는 140㎝

떨어져있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 북장벽에 모서리에 2개, 남장벽에 1개가 설치되었다. 북장벽에 설치된 저장공은 원형으로 직경

36~40㎝, 깊이 16~19㎝이다. 남장벽의 저장공은 원형과 반타원형으로, 원형은 직경 52㎝, 깊이 16㎝이

고, 반타원형은길이 45㎝, 너비 27㎝, 깊이 10㎝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주혈은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다. 노지 사이에 2개가 설치되었고, 노지2의 동쪽으로 50㎝ 떨어진 곳

에 1개가 설치되었다. 원형으로 직경 16~32㎝, 깊이 7~15㎝이다. 조사된 청동기시대주거지중 명확하게

중앙주혈이확인된주거지이다. 벽가주혈은확인되지않았다. 성격미상소혈은원형으로직경 10~12㎝, 깊

이 4~5㎝이다. 

유물은 어망추와무문토기저부등토기 4점과 석촉, 석부, 편인석부, 지석 등 석기 7점이 출토되었다. 출

토된유물은대부분퇴적토상에서확인되었고, 석촉과무문토기저부는바닥면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44-1, 사진 43-②)  

무문토기 저부만 1/2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소량의 운모가 섞

여있다. 기면과속심의색조는명적갈색(5YR 5/6)이고, 기면은박리가심하다.  現高 5.5㎝, 復原底徑 9.0㎝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44-2, 사진 4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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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문토기 저부로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

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며, 속심은 회올리브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

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에찍힌흔적이깊게남아있다.  現高 3.4㎝, 底徑 9.5㎝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44-3, 사진 43-③)  

무문토기저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석·사립과소량의운모가섞여있다. 외면의색조는

명적갈색(2.5YR 5/6)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과 도구정면흔이 남

아있고, 내면에는목판정면흔이부분적으로관찰된다.  現高 7.2㎝, 底徑 9.3㎝

④어망추(도면 44-4, 사진 43-⑤)  

토제 어망추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산화염에서 소성되

었으며, 색조는 명갈색(7.5YR 5/6)을 띤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가운데 직경 0.4~0.5㎝의 구멍이 뚫려

있다. 표면에는손으로눌러다듬은흔적이희미하게남아있다.  直徑 2.9㎝, 두께 2.5㎝

⑤석촉(도면 45-1, 사진 43-⑥) 

이단경식 석촉으로 암질은 이암이다. 선단부와 인부의 일부, 경부의 하부는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사방

향의 거친 마연흔이 관찰되며, 신부단면은 능형이다. 경부는 하부로 내려올수록 가운데의 능이 약해져 단면

이육각형과원형을띤다.  현길이 6.4㎝, 너비 0.7~1.5㎝, 두께 0.7㎝, 무게 7g

⑥석촉(도면 45-2, 사진 43-⑦) 

이단경식 석촉으로 암질은 이암이다. 선단부와 인부의 일부, 경부의 하부는 결실되었다. 全面이 치 하게

마연되었으며, 사방향의 마연흔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신부단면은 능형이고, 경부단면은 육각형이다.  현

길이 5.7㎝, 너비 0.4~1.4㎝, 두께 0.7㎝, 무게 6g

⑦편인석부(도면 45-3, 사진 43-⑨) 

편인석부로 암질은 이암혼펠스이다. 下面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가장자리는 떼어내기하여 형태를 갖

추었고, 인부와상·하면은치 하게마연되었다.  길이 7.9㎝, 너비 3.7㎝, 두께 1.9㎝, 무게 89g

⑧석부(도면 45-4, 사진 43-⑫)  

합인석부로인부가일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암질은응회암이다. 신부는고타한후부분적으로마연

한흔적이있고, 인부는마연되었다. 신부단면은타원형이다.  길이14.0㎝, 너비6.8㎝, 두께4.4㎝, 무게745g

⑨미완성석기(도면 45-5, 사진 43-⑪)  

미완성석기로지석이나석부를제작하려던것으로추정된다. 암질은유문암이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횡단면은삼각형에가깝다. 上面만부분적으로마연되었으며, 나머지면은손질을하지않았다.  길이 11.8㎝,

너비 6.5㎝, 두께 3.6㎝, 무게 322g

⑩망치돌(도면 45-6, 사진 43-⑧)  

암질은 규암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하단에는 곡물 같은 종류를 찧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

이남아있다.  길이 5.4㎝, 너비 2.4㎝, 두께 1.7㎝, 무게 34g

⑪지석(도면 45-7, 사진 43-⑩) 

평면형태가 오각형에 가까운 판상형의 석기로 갈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암질은 세립화강암이

다. 上面은 사용으로 인해 가운데가 오목하게 갈려있고, 그 주변으로 찧은 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16.6㎝,

너비 15.2㎝, 두께 4.6㎝, 무게 1,86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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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호 주거지

(1) 유구(도면 46, 사진 44·45)

S1W2. A구역 중앙부근의 정상부 남사면 해발 44.7m에 조성되었다. 삼국시대 3호 주거지가 남서벽 일

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84°W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

기는 길이 1,414㎝, 너비 334㎝, 최대깊이 38㎝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

는 암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

되었다. 바닥은 평평하며 중앙 노지 주변만 부분적으로 점토다짐하 고, 대부분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내부시설과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피열되었으며, 목탄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

로인해폐기되었다.

내부시설은 노지 3개, 저장공 6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동쪽으로치우쳐서확인되었다. 서쪽은삼국시대 3호주거지때문에양상

을확인하기어렵다. 노지1은 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62㎝, 너비 50㎝, 깊이 4㎝이고, 노지2는 부정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94㎝, 너비 70㎝, 깊이 4㎝이다. 노지3은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82㎝, 너비 60㎝, 깊

이 2㎝이고, 동단벽과 140㎝ 정도떨어져있다. 노지1과 2의 간격은 72㎝, 노지2와 3의 간격은 358㎝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 북장벽을 따라 5개, 남장벽에 1개가 설치되었다. 북장벽에 설치된 저장공은 1개는 타원형이고

나머지 4개는 원형이다. 타원형의 저장공은 길이 56㎝, 너비 38㎝, 깊이 15㎝ 정도이고, 원형의 저장공은

직경 32~38㎝, 깊이 12~14㎝이다. 남장벽의 저장공은 벽면에 붙여 설치되었는데 반원형으로 길이 44㎝,

너비 20㎝, 깊이 1㎝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유물은 방추차와 구순각목문 공렬토기, 발형토기, 호형토기 등 토기 9점과 지석, 찰절석기 등 석기 2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47-3, 사진 46-①)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2.5YR 4/8)이며,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과 회올리브색을 띠기도 한다. 공렬은 직경 0.4㎝로 안에서 밖으로 뚫어 바깥쪽에 점토가 돌출해 있다.

간격은 3.8~5.2㎝ 정도로일정치않다. 각목문은사선방향으로그었는데, 매우깊게남아있다. 구연단은평

평한 편이다. 외면과 내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있고,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기면은 박리가

심하며, 도구정면흔은관찰되지않는다.  復原口徑 37.0㎝, 現高 27.0㎝

②발형토기(도면 47-5, 사진 46-②)  

발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는 1/2정도, 동체일부, 저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높이는 임의로 추정

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6/2)과 흑갈색

(2.5Y 3/1)을 띠고, 구연부는 명적갈색(5YR 5/8)이다. 구연단은 둥 다. 동체상위에는외경접합한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외면에는 점토보강한 후 사방향으로 정면한 흔적도 있다. 저부는 바닥원판 위에 점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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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쌓아 성형하 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나 있다.  復原口徑 19.0㎝, 現高

10.0㎝(구연부), 5.7㎝(저부), 底徑 9.9㎝

③옹형토기(도면 47-1, 사진 46-④)  

옹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

사립이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색이나 외면은 부분적으로 탁황등색(10YR 6/4)

을 띠기도 한다. 동최대경은 하위에 있으며, 경부는 외경한다. 외면의 정면상태로 보아 마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면이 박리되어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으로 추정되는 요철이 희미하게 있

다.  現高 8.6㎝

④옹형토기(도면 47-2, 사진 46-⑤)  

옹형의 무문토기로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

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외저면은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을 띠기도 한다. 동최대경은 하위에

있으며, 경부는 외경한다. 크기에 비해기벽이두꺼운편이다. 외면은 비교적깨끗하게물손질되었으나내면

은정면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다. 바닥은원저에가깝다.  現高 8.8㎝

⑤무문토기 저부(도면 47-6, 사진 45-⑩) 

대형의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기면은 박락이 심하여 사립이

돌출되어있고, 정면흔적은남아있지않다.  現高 4.6㎝, 復原底徑 15.6㎝

⑥무문토기 저부(도면 47-7, 사진 45-⑪)  

무문토기로저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석·사립과운모가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

갈색(7.5YR 5/6)이고, 내면은흑갈색을띠기도한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로누른흔적이있다. 외

면에는외경접합한흔적이남아있다.  現高 5.2㎝, 底徑 10.4㎝

⑦무문토기 저부(도면 47-8, 사진 45-⑫)  

무문토기 저부로거의바닥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

누름흔이남아있다.  現高 3.2㎝, 底徑 10.5㎝

⑧방추차(도면 47-4, 사진 46-⑦)  

토제 방추차로 완형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으

며, 색조는 탁황색(2.5Y 6/4)과 흑갈색(2.5Y 3/1)을 띤다. 가운데는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다. 단면

은 아랫면은 평평하고, 윗면은 볼록하게 나온 형태이며, 윗면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直徑 6.9㎝, 두께 1.5㎝

⑨방추차(도면 48-1, 사진 46-⑧)  

석제 방추차로 완형에 가깝다. 암질은 회색을 띠고, 일부에 그을린 흔적이 있다. 상·하면과 가장자리의

측면에는갈린흔적이거칠게남아있다. 가운데는직경 0.7㎝의구멍이뚫려있는데, 도면의상면에서하면쪽

으로투공하 다.  直徑 4.6㎝, 두께 1.1㎝, 무게 33g

⑩지석(도면 48-2, 사진 46-⑥)  

유문암제 지석이다.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우며, 하부는 결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상면과 좌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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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치 하게 마연된 편이며,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다. 하면과 우측면은 거칠게 마연되었으며, 가장자리에

는 부분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하여 凹面이 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다.  길이 7.8㎝, 너비 3.9㎝, 두께

2.9㎝, 무게 130g

⑪찰절석기(도면 48-3, 사진 46-③) 

평면형태는 오각형에 가까운 판상형의 찰절석기이다. 암질은 이암이다. 찰절흔은 좌측면에서 관찰된다.

상면과 하면은 주로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종방향으로 갈린 흔적도 있다. 前面과 後面의 좌

측면도부분적으로갈린흔적이있다.  길이 20.4㎝, 너비 6.2㎝, 두께 1.0㎝, 무게 226g

21) 2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49, 사진 47)

S2W2. A구역 중앙부근의 남사면 해발 42.5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벽 대부분은 유실되

었다. 평면형태는 유실이 심하여 명확하지는 않지만 방형 또는 원형으로 추정된다.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설치된것으로, 주축방향은 N0°W이다. 크기는잔존길이 518㎝, 잔존너비 344㎝, 최대깊이 60㎝이다. 노지

를 기준으로 추정한 바닥 너비는 56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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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청21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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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

다. 바닥은평평하며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1개, 중앙 주혈 4개,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수혈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부에 설

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형의 상면식으로 직경 64㎝, 깊이 5㎝이다. 주혈은 노지를 중심으로 4개가 설치되

었다. 주혈은 노지에서 약 27~42㎝ 정도 떨어져서 배치되었고,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30~34㎝, 깊이

36~44㎝이다. 저장공으로추정되는수혈은평면형태가원형으로직경 34㎝, 깊이 5㎝이다.

유물은 어망추, 무문토기 저부 등 토기 2점과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저부는 퇴적토 상에서 확

인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50-1, 사진 47-⑥)  

내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정면흔적이 희미하게 남

아있다.  現高 2.2㎝, 復原底徑 6.3㎝

②어망추(도면 50-2, 사진 47-⑦)  

토제 어망추로 표면은 심하게 박락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황색

(2.5Y 6/4)이다. 가운데는직경 0.2㎝의구멍이뚫려있다.  直徑 2.2㎝, 두께 2.3㎝

③석촉(도면 50-3, 사진 47-⑧)  

유경식 석촉으로 신부의 선단부와 경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이암이고, 신부단면은 능형이다.  현길이

3.6㎝, 너비 0.6~1.2㎝, 두께 0.5㎝, 무게 2g

22) 2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1, 사진 48)

S3W1. A구역 중앙부근의남사면해발 40.3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인해남장벽과양단벽이모

두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하단부벽면의유실이심하지만세장방형으로추정된다. 장축방향은N82°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잔존길이 1,450㎝, 잔존너비 216㎝, 최대깊이 39㎝이다. 노지를 기준으로

추정한바닥너비는 290㎝가량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하 고, 내부에는갈색사질점토-

1
2 3

도면 50. 청21호 주거지 출토유물(1·2:1/3,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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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1. 청22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1 2 3





암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평평

하며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5개, 저장공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 따라 3등분 할 경우 균등하게 배치되었다. 노지1은 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50㎝, 너비 46㎝, 깊이

3㎝이다. 노지2는 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42㎝, 너비 40㎝, 깊이 4㎝, 노지3은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62㎝, 너비 42㎝, 깊이 2㎝이다. 노지4는 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36㎝, 너비 32㎝, 깊이 5㎝, 노지5는 타

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76㎝, 너비 56㎝, 깊이 2㎝이다. 노지1과 2의 간격은 298㎝, 노지2와 3의 간격은

148㎝, 노지3과 4의 간격은 164㎝, 노지4와 5의 간격은 94㎝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며, 양

단벽이유실되어가까운단벽과의거리는알수없다.

저장공은 북동벽 모서리에 설치되었다. 원형으로 직경 30㎝, 깊이 10㎝이다. 유물은 구순각목문토기, 무

문토기편등토기 3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토기(도면 51-1, 사진 48-⑨)  

호형의구순각목문토기로구경부만일부남아있다. 구경과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7/6)

이다. 구연단에는각목문을사선방향으로그었다. 견부와 경부의경계에는점토띠접합흔이관찰된다.  復原

口徑 29.5㎝, 現高 7.2㎝

②무문토기(도면 51-2, 사진 48-⑪) 

무문토기로저부와동체의일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석·사립과운모가섞여있는데, 길

이 2.0㎝의 큰 사립도 관찰된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

며, 내면은 전체두께의 1/2정도가 박락된것으로추정된다. 동체외면에는종방향의목판정면흔이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과 거친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現高 8.4㎝(동체부), 5.7㎝

(저부), 底徑 11.4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51-3, 사진 48-⑩)  

무문토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

(10YR 6/6), 내면은 명적갈색(5YR 5/6),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내저면과 외저면에는 손누름흔이 희미

하게남아있다. 바닥은평저이다.  現高 3.5㎝, 底徑 6.1㎝

23) 2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2, 사진 49·50)

S2W1. A구역 중앙부근의 남사면 해발 43.0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장벽 대부분이 유실

되었다. 평면형태는하단부벽면의유실이심하지만세장방형으로추정된다. 장축방향은N82°E이며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잔존길이 1,408㎝, 잔존너비 252㎝, 최대깊이 48㎝이다. 노지를 기준으로 추정한

바닥 너비는 29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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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다. 바닥은 평평하며별

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노지 4개, 저장공 3개, 성격미상수혈 1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

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 따라 3등분 할 경우 중앙과 동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다. 중앙에 설치된 노지1은

방형에가까우며상면식으로길이 98㎝, 너비 76㎝, 깊이 1㎝이고, 서단벽과 500㎝ 정도떨어져있다. 노지

2는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64㎝, 너비 44㎝, 깊이 4㎝, 노지3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80㎝, 너비 72㎝,

깊이 4㎝, 노지4는 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50㎝, 너비 44㎝, 깊이 1㎝이다. 노지1과 2간의 간격은 264㎝,

노지2와 3의간격은 134㎝, 노지3과 4의간격은 122㎝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서단벽에설치되었다. 원형으로직경 30~40㎝, 깊이 8~10㎝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

다. 성격미상 수혈은 노지4의 동쪽에서 확인되었다. 크기는 길이 122㎝, 너비 70㎝, 깊이 9㎝이다. 저장공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편, 구순각목문 공렬토기 등 토기 4점과 미완성석검편, 지석, 석부, 고석 등의 석기

5점이출토되었다. 지석을제외한석기대부분과구순각목문공렬토기는퇴적토상에서확인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53-1, 사진 51-②) 

무문토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5Y 4/2)이다. 외저면의 일부를 제외한 기면은 모두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

의경계에는지두흔이일정간격으로남아있다.  現高 4.6㎝, 底徑 6.7㎝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53-2, 사진 51-③)  

무문토기로저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다량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명황

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기면은 심하게 박리되어 태토에 섞인 사립이 돌출되어있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목판으로추정되는정면구흔적이남아있다.  現高 7.5㎝, 底徑 10.5㎝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53-3, 사진 51-④)  

무문토기로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

는 명적갈색(외면:2.5YR 5/6, 내면:5YR 5/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암회황색(2.5Y 4/2)이다. 외면은

박리되었고, 저부내면과 바닥외면에는 종방향의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관찰되고, 바닥외면에는폭이좁은도구를이용하여종방향으로 은흔적이남아있다.  現高 9.2㎝,

底徑 8.1㎝

④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53-4, 사진 51-①)

내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등 석·사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5Y 3/1)

이다. 구연단은평평하게처리되었는데, 조 하게각목문을그었다. 공렬은두개남아있으며, 직경은 0.3㎝

내외이다. 구연부외면에는횡방향의물손질정면흔이남아있다.  현길이 7.5㎝

⑤미완성석검(도면 53-5, 사진 51-⑤) 

미완성석검으로추정되며, 암질은흑색이암이다. 양측면은떼어내기하여형태를갖추었고, 하부에는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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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2. 청23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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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 청23호 주거지 출토유물(1~4:1/3, 5~9:1/2)



를만들기위해한쪽가장자리를마연하 다. 상면에는세줄의홈이, 하면에는길게두줄의홈이있는데혈

구를만들려던것으로보인다.  길이 13.5㎝, 너비 3.6㎝, 두께 0.7㎝, 무게 55g

⑥석부(도면 53-6, 사진 51-⑨) 

주상편인석부로 추정되며, 암질은 응회암이다. 인부는 결실되고 두부를 비롯한 상부만 일부 남아있다. 드

문드문고타한흔적이있고, 마연하여형태를갖추었다.  현길이 9.4㎝, 너비 4.6㎝, 두께 4.5㎝, 무게 310g

⑦지석(도면 53-7, 사진 51-⑧) 

유문암제지석으로평면형태는장방형이다. 상면과좌측면은비교적치 하게마연되었으며, 우측면은일

부만마연되었다.  길이 9.7㎝, 너비 4.8㎝, 두께 2.2㎝, 무게 162g

⑧용도미상석기(도면 53-8, 사진 51-⑩)  

용도미상석기로암질은세립화강암이다. 전체적으로불맞은것으로추정된다. 표면이대부분박락되어확

실치 않으나 全面을 고타하여 형태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9.6㎝, 너

비 6.1㎝, 두께 3.9㎝, 무게 410g

⑨敲石(도면 53-9, 사진 51-⑥)

규석제 고석으로 전체적인 형태는 삼각형과 비슷하다. 가장자리에는 고타하거나 마연한 흔적이 있다.  길

이 6.0㎝, 너비 5.6㎝, 두께 5.4㎝, 무게 224g

24) 2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4, 사진 52~55)

S1W1. A구역 중앙부근의 남사면 해발 44.8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벽 일부는 유실되었

고, 삼국시대 7호 주거지에 의해 남장벽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청동기시대 26호 주거지에 의해 동단벽 일부

가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동단벽일부가파괴되어명확하지않지만세장방형으로추정되고, 장축방향은 N68°E이며등

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잔존길이 1,486㎝, 너비 352㎝, 최대깊이 52㎝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

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대부분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 고, 부분적으로 불다짐을 하

다. 전체적으로소토와목탄등이확인되는것으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된것으로추정된다. 

내부시설은노지 4개, 저장공 10개, 벽구시설 3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주

거지전체를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을배제하고서쪽에 1개, 동쪽에 3개가설치되었다. 서쪽에설치

된 노지1은 원형의 상면식으로 직경 76㎝, 깊이 5㎝이고, 서단벽과 150㎝ 정도 떨어져 있다. 동쪽에 설치된

노지2는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78㎝, 너비 46㎝, 깊이 3㎝, 노지3은 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58㎝, 너비

54㎝, 깊이 5㎝, 노지4는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64㎝, 너비 42㎝, 깊이 3㎝이다. 노지1과 2간의 간격은

630㎝, 노지2와 3의간격은 100㎝, 노지3과 4의간격은 150㎝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 서단벽에 7개, 북장벽에 3개가 설치되었다. 서단벽의 저장공은 대부분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30~34㎝, 깊이 10~20㎝이다.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토기(①, 도면 57-2)와 구순각목문 공렬토기(②·

④) 등이 저장공 내에서 출토되었다. 북장벽 중앙에 설치된 저장공은 원형 2개, 타원형 1개이다. 원형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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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크기는직경 22~36㎝, 너비 20~32㎝, 깊이 11~14㎝이고, 타원형의저장공크기는길이 26㎝, 너비

16㎝, 깊이 7㎝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벽구시설은북장벽에장타원형으로설치되었다. 벽구1은 길이 136㎝, 너비 20㎝, 깊이 4㎝이고, 벽구2는

길이 106㎝, 너비 20㎝, 깊이 3㎝, 벽구3은길이 202㎝, 너비 24㎝, 깊이 3㎝이다. 벽구시설내부에는직경

10~16㎝크기의작은구덩이가부분적으로굴착되어있다.

유물은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토기, 공렬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문 공렬토기, 적색마연토기, 무

문토기 저부편과 방추차 등 토기 19점과 석도, 갈판, 지석, 방추차, 주상편인석부, 편인석부, 미완성석기를

비롯한 석기와 석재 35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대부분 서단벽에서 출토되었고, 도치된 상태로 출토된 토기

(③, 도면 55-2)도 일부 확인되었다. 석기는 갈판 주변으로 미완성품으로 추정되는 용도미상석기가 출토되

었고, 대부분의 석기와 석재는 주거지의 동쪽에서 다량으로 출토되는데석기를 제작하는 작업공간으로추정

된다. 토기와석기등에화재로인해 2차적으로피열된부분들이확인된다.

(2) 유물

①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토기(도면 57-2, 사진 56-②) 

서단벽의중앙에있는저장공에서출토되었다. 단사선문이시문된이중구연토기로구연부아래에는공렬이

뚫려있다. 구연부의 1/2정도와 동체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의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의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다. 동체외면은부분적으로흑

갈색을띠기도하며, 속심은회올리브색이다. 구연부는약간일그러져타원형이다. 구연부에는점토를넓게덧

붙여 이중구연으로 성형하 고, 구연부 아래에는 공렬을 투공하 다. 이중구연의 폭은 6.5㎝ 내외로 넓은 편

이다. 공렬은직경 0.3㎝ 내외이며, 안에서밖으로관통하 다. 공렬의아래부터이중구연하단의아래까지는

단사선문을 시문하 다. 단사선문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랫방향(↘)으로 먼저 긋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

랫방향(↙)으로그어‘X’자처럼보인다. 동체외면에는다섯차례이상외경접합한것으로추정되는점토띠흔

이 남아있다. 내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정면되었으며, 동체 중·상위의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관찰된

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 26.7㎝, 高 34.6㎝, 底徑 10.9㎝

②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55-1, 사진 56-①)  

주거지의 북서모서리에 있는 저장공에서 출토되었다.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큰 석립은 길이 1.4㎝

가량의 것도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며, 구연부의 일부는 띠상으로 회흑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박리가 심한 편이며, 동체성형시 외경접합한 점토띠의 경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기도 하다. 공

렬은 밖에서안으로뚫었으며, 관통되었다. 직경은 0.3~0.4㎝이며, 공렬간 간격은 2.5~5.0㎝로 일정치않

다. 각목문은 구연단의 일부에서만 확인되는데, 비교적 조 하게 깊게 새겼다. 동체상위의 외면에는 외경접

합 후 종방향으로 도구정면한 흔적이 있다. 구연부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손을 이용하여 정면한 흔적이 무질

서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있다. 정면상태나 소성상태가 전체적으로

불량한편이다.  口徑 27.2~28.0㎝, 高 32.6㎝, 底徑 11.3㎝

③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55-2, 사진 57-④)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구연부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석·사립과운모,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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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5YR 6/6)이고, 내면의 대부분은 흑갈색, 구연부 내면은 탁황

등색(10YR 7/4)을 띤다. 구연부는 일그러져 타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높낮이 차이도 다소 많이 난다.

내면에는 탄착흔으로 추정되는 그을음이 띠상으로 나타나고, 외면의 등색은 피열되어 나타나는 색으로 추정

된다. 공렬은 직경 0.3㎝로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고, 공렬간 거리는 2.5㎝ 내외로 일정한 편이다. 구연단

에는각목문을그었는데, 간격이나폭이일정치않다. 동체외면에는세군데, 내면에는두군데에점토띠접합

흔이 나타난다. 내면의 점토띠 접합흔 주위에는 손으로 누르거나 도구로 정면하여 띠상으로 오목하게 들어

가 있다. 외저면에는 점토보강 후 제대로 정면하지 않아 점토를 보강한 흔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도 하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깊게남아있다.  口徑 16.0~18.0㎝, 高 17.5㎝, 底徑 8.8㎝

④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56-2, 사진 56-③)  

서단벽에있는저장공에서출토되었다.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다수의편이남아있으나온전히복

원되지는 않는다. 구연부는 1/2정도 남아있어 기울기와 전체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올리브흑색(5Y 3/2)을

띠기도 한다. 전체크기에 비해 기벽의 두께가 얇은 편이다.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조 하게 시문하 는데, 마

모되어희미하게남아있다. 공렬은반관통된것과관통된것이같이확인되며, 안에서밖으로뚫었다. 공렬의

직경은 0.4㎝이며, 간격은 2.5~4.5㎝로 일정치 않은 편이다. 내저면에는 바닥에서 3.0~5.0㎝ 높은 위치에

띠상으로탄착흔이묻어있다. 기면은 대체로깨끗하게정면되었고,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손누름흔과목판

정면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38.0㎝, 現高 17.7㎝(구연부), 22.8㎝(동체부, 저부), 底徑 10.5㎝

⑤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57-1, 사진 57-①)  

북장벽에 있는 벽구1과 벽구2 사이에서 노출되었다.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는

1/2이상이결실되어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등

색(5YR 6/6)이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다. 직경은 0.4㎝이고, 공렬간 간격은 2.3~3.2㎝이다.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조 하게 그었다.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외저면과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목판정

면흔이 남아있다. 바닥에는 직경 5.0㎝ 내외의 구멍이 뚫려있는데, 소성 후 투공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원형에가까우며, 가장자리는일부결실되었다.  復原口徑 24.0㎝, 高 30.5㎝, 底徑 9.7㎝

⑥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57-3, 사진 58-①)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전체의 1/4만 남아 구연부와 동체는 도면복원하 다. 이 외에 복원되지 않

는다수의동체편이잔존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사립과운모가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명적갈

색(2.5YR 5/6)과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부분적으로올리브흑색을띤다. 공렬은직경 0.4㎝이며,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구연단은 마모되었음에도 각목문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매우 깊게 시

문한것으로보인다. 각목문은 조 하게그었다. 외면은 심하게박락되었으며, 네 군데 점토띠접합흔이관찰

된다. 내면에는손으로누르면서정면하여희미한요철이여러군데남아있고, 내저면에는점토띠접합흔이한

군데관찰된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26.3㎝, 高 26.7㎝, 底徑 11.3㎝

⑦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58-1, 사진 58-③)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의 일부와 저부 일부만 남아있다. 구연부의 기울기와 전체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회올리브색이다. 기면은대체로박락되었는데, 특히저부내면이심하다. 공렬은직경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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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구연단이 마모되어 각목문은 흔적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

름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32.3㎝, 現高 9.3㎝(구연부), 4.9㎝(저부), 復原底徑 11.8㎝

⑧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58-8, 사진 58-②)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저부 일부만 남아있다. 높이와 구경은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등색(5YR 6/6)이고, 속심은회올리브색을띤

다. 공렬은직경 0.4㎝로관통되었다. 구연단은마모되어각목문이희미하게관찰된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

는무질서한도구정면흔이깊게남아있다.  復原口徑 25.7㎝, 現高 7.1㎝(구연부), 7.6㎝(저부), 底徑 9.6㎝

⑨공렬토기(도면 60-1, 사진 58-⑤)  

발형의공렬토기로구연부와동체의일부와저부만남아있다. 구연부와동체편의기울기와구경은임의로도

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석·사립과운모가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명갈색(7.5YR 5/6)이고,

속심은회올리브색을띤다. 공렬은직경 0.4㎝로안에서밖으로관통되었다. 동체내면은대부분박리되었고, 저

부내면에는목리조정흔과목판정면흔이남아있다. 외저면은점토보강후거칠게정면한흔적이있다. 바닥면에

도성형시생긴크고작은요철이있다.  復原口徑26.5㎝, 現高16.1㎝(구연부), 9.4㎝(저부), 底徑10.3㎝

⑩구순각목문토기(도면 56-1, 사진 58-④)

발형의구순각목문토기로구연부일부와저부일부만남아있다. 구연부의기울기와전체높이는임의로도

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암회황색(2.5Y 4/2)이나 기면이 박리되어 대부분 암회황색을 띤다. 구연단은 마모되어 각목문이 희

미하게 확인되는데, 각목문은 사선방향으로 그었다. 동체외면에는 한 군데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바닥

은평저이다.  復原口徑 21.4㎝, 現高 7.7㎝(구연부), 3.0㎝(저부), 復原底徑 9.6㎝

⑪적색마연토기(도면 55-3, 사진 57-③)  

호형의 적색마연토기로 동체부는 1/2정도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어 주칠의 흔적은 동체의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

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과올리브흑색을띤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부에이르러외반한다. 구연단은대체

로뾰족하게성형되었다. 동최대경은동중위에있고, 저부에는얕은굽상의바닥이부착되었다. 저부와 바닥

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口徑 9.6㎝, 高 21.9㎝, 底徑 6.2㎝

⑫호형토기(도면 59-1, 사진 57-②) 

대형의 호형토기로 추정된다. 견부의 일부와 저부만 남아있어 견부의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

(2.5Y 6/3),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동체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있고, 견부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고, 저부내면은 심하게 박락되었다.  現高

12.5㎝(동체부), 6.7㎝(저부), 底徑 14.2㎝

⑬무문토기 완(도면 58-2, 사진 56-④)  

무문토기 완으로 구연부와 동체의 1/2정도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비교적 고운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구연단은

둥 게 성형되었고,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동체하단에는 외경접합한 점토띠가 탈락된 흔적이 그

대로남아있다.  復原口徑 15.1㎝, 現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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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무문토기(도면 58-3, 사진 58-⑥) 

무문토기편으로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

과 소량의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5YR 6/6)과 명황갈색(10YR 7/6), 내면은 등색과 탁황갈

색(10YR 5/4)을 띤다.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내·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희미하

게관찰되며, 내면에는손누름흔이있다.  現高 14.1㎝

⑮무문토기 저부(도면 58-4, 사진 58-⑨)

무문토기로저부만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섞인정선된점토이다. 기면의 색조

는 명갈색(7.5YR 5/6)이고, 속심은 흑갈색(2.5Y 3/1)이거나 암회황색(2.5Y 4/2)을 띤다. 기벽의 두께가

얇고, 성형이나 정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태토나 정면상태로 보아 적색마연토기일 가능성도 있으나 주칠

은확인되지않는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으며, 바닥은가운데가많이들

려있다.  現高 3.7㎝, 底徑 5.7㎝

⒃무문토기 저부(도면 58-5, 사진 58-⑩)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는데, 다른 무문토기에 비해

운모의 함유량이 많은 편이다.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내저면의 일부를 제외한 기면의 대부분이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대체로 매끄럽게 물손질정면되었으며,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도구정면흔이관찰된다.  現高 5.9㎝, 底徑 8.2㎝

⒔무문토기 저부(도면 58-6, 사진 58-⑪) 

무문토기저부로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외

면의 색조는 명적갈색(2.5YR 5/6)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내

면에는종방향의도구정면흔이관찰된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손누름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8.6㎝,

復原底徑 9.5㎝

⒕무문토기 저부(도면 58-7, 사진 58-⑫)

무문토기저부만남아있으며, 기형은호형이나천발로추정된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세사립이

다량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과 속심은암회황색(2.5Y 4/2)이다. 적색마연

토기일가능성도있으나주칠은확인되지않는다. 기벽의 두께가매우얇은편이며, 정면상태는양호하다. 저

부와바닥의경계에는점토보강후횡방향으로정면한흔적이관찰된다.  現高 5.5㎝, 底徑 7.7㎝

⒖방추차(도면 60-2, 사진 58-⑦) 

산화염에서 소성된 토제 방추차로 표면은 박리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갈색(7.5YR 5/6)과 회올리브색(7.5Y 5/2)을 띤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가운데에는

직경 0.7㎝의구멍이뚫려있다.  直徑 5.5㎝, 두께 1.6㎝

⒗방추차(도면 60-3, 사진 58-⑧)  

완형의석제방추차로암질은유문암이다. 가운데에는직경 0.6㎝의 구멍이뚫려있으며, 가장자리로가면

서 두께가 얇아진다. 全面에 여러방향의 마연흔이 관찰되며, 가장자리는 둥 게 마연되었다.  직경 6.0㎝,

두께 0.4~0.9㎝, 무게 48g

(21)석부(도면 61-1, 사진 59-③)  

합인석부로 암질은 응회암이다. 고타하여 형태를 갖추었으며, 신부에는 전체적으로 고타흔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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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는치 하게마연하여날카롭게제작하 다.  길이 19.1㎝, 너비 6.6㎝, 두께 4.8㎝, 무게 1,040g

(22)석부(도면 61-3, 사진 60-③)  

석부편으로 신부의 일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응회암이다. 표면은 고타한 후 마연하여 매끄럽게 만들었다.

횡단면의형태로보아주상편인석부일가능성도있다.  현길이 5.3㎝, 너비 4.7㎝, 현두께 3.6㎝, 무게 124g

(23)편인석부(도면 61-4, 사진 59-①)  

암질은 이암혼펠스이다. 全面이 마연되었으나 가장자리에는 일부 떼어내기한 흔적이 있다.  길이 8.9㎝,

너비 3.7㎝, 두께 1.4㎝, 무게 90g

(24)편인석부(도면 61-5, 사진 59-②)  

완형의 편인석부이나 표면은 대부분 박락되었다. 암질은 안산암질 응회암이다. 날은 편인이며, 하면의 일

부에서만마연흔이관찰된다.  길이 7.1㎝, 너비 4.1㎝, 두께 1.3㎝, 무게 72g

(25)편인석부(도면 61-8, 사진 60-⑥)  

평면형태나 두께로 보아 편인석부를 제작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암질은 흑운모 편암이며, 떼어내기하여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었다. 마연은 하지 않아 인부나 신부가 완전히 갖추어지지는 않았다.  길이 8.3㎝, 너

비 4.4㎝, 두께 1.8㎝, 무게 104g

(26)주상편인석부(도면 61-2, 사진 60-①)  

주상편인석부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암질은 안산암이다. 크게 떼어내기 하여 형태를 갖추었으며, 인부

의형태도어느정도갖추었으나마연은행하지않았다.  길이 16.0㎝, 너비 5.2㎝, 두께 3.2㎝, 무게 442g

(27)석도(도면 62-4, 사진 59-④)  

유문암질의 석도로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되었다. 도면상 오른쪽의 끝부분은 결실된 것을 다시 마연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날은 片刃이며, 부분적으로 약하게 단이 진다. 등면은 평면형태가 둥 게 곡선을

이루며, 평평하게 갈려있다. 신부에는 직경 0.5㎝의 구멍이두개뚫려있으며, 양방향에서투공하 다. 표면

에는부분적으로마연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다.  현길이 12.4㎝, 너비 5.1㎝, 두께 1.0㎝, 무게 73g 

(28)석도(도면 62-5, 사진 59-⑤)  

반월형석도로도면상좌측의가장자리는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암질은유문암이다. 全面에마연흔이희

미하게 관찰되는데, 上面보다 下面에 마연흔이 더 뚜렷하게 남아있다. 등면은 가장자리를 둥 게 마연하

다. 등면 아래에는 직경 0.4㎝의 구멍이 두 개 뚫려있으며, 양 방향에서 투공되었다. 상면의 인부 가까이에

는아주미약하게단이진다.  길이 15.6㎝. 너비 5.7㎝, 두께 0.9㎝, 무게 107g

(29)석도(도면 62-6, 사진 59-⑥)  

유문암질의 석도로 오른쪽의 끝부분은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날은 편인이다. 신부에

는직경 0.6~0.7㎝의구멍이두개뚫려있으며, 양방향에서투공하 다. 마연흔은뚜렷하지않다. 우측면쪽

의등면에는얕게갈린홈이있다.  현길이 12.5㎝, 너비 3.7㎝, 두께 0.6㎝, 무게 48g

(30)지석(도면 61-6, 사진 61-①) 

유문암질의 지석으로 주로 上面만 사용되었다. 下面도 일부 갈린흔적이 확인된다.  길이 12.5㎝, 너비

4.7㎝, 두께 2.3㎝, 무게 190g

지석(도면 61-7, 사진 60-⑤) 

지석으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유문암이며, 전반적으로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다. 상면은 치 하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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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 청24호 주거지 출토유물(1/2)



갈려있으며, 좌측면의 결실된 부분에 갈린 흔적이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파손 후 부분적으로 재가공되

었을가능성도있다.  현길이 7.4㎝, 너비 3.2㎝, 두께 2.7㎝, 무게 87g

지석(도면 62-1, 사진 62-⑧)  

지석이며, 암질은 유문암이다.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어 주거지 동단벽쪽의 바닥에 흩어져서 출토되었다.

복원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상면과 하면, 우측면이 마연되었으며, 특히 상면은 오목하게 갈려있

다. 불에그을린흔적이일부에남아있다.  현길이 24.9㎝, 너비 15.7㎝, 두께 7.5㎝, 무게 3,513g

지석(도면 62-2, 사진 62-①)  

유문암질의 지석으로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다. 4面이 갈려있으며, 종방향의 마연흔이 남아있다.  길이

9.6㎝, 너비 5.0㎝, 두께 2.3㎝, 무게 175g

지석(도면 63-1, 사진 59-⑦) 

암질은 유문암이다. 지석으로 상면과 우측면이 갈려있다.  길이 19.4㎝, 너비 10.4㎝, 두께 8.5㎝, 무게

2,335g

지석(도면 63-2, 사진 60-②) 

암질은 유문암이다. 상·하면과 우측면이 마연되었으며,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8.7㎝, 너비 4.9㎝,

두께 2.5㎝, 무게 154g

지석(도면 63-3, 사진 60-⑦)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암질은 유문암이다. 표면은 손에 묻어날 정도로 박리되고 있다. 지석으로 사용되

었을것으로추정되나표면이박락되어확실치않다.  길이 6.0㎝, 너비 2.3㎝, 두께 1.8㎝, 무게 37g

지석(도면 63-5, 사진 60-⑨) 

지석으로암질은사질이암이다. 상면과하면은비교적치 하게마연되었으며, 좌측면은일부가마연되었

다.  길이 24.2㎝, 너비 11.1㎝, 두께 2.3~3.5㎝, 무게 1,207g

지석(도면 65-2, 사진 62-③)

일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편마암으로 표면이 박락되고 있다. 上面만 마연되었다.  현길이 8.6㎝, 너비

3.2㎝, 두께 3.2㎝, 무게 124g

찍개(도면 64-3, 사진 62-⑥) 

암질은 응회암이다. 크게 떼어내기하여 인부의 형태를 갖추었다.  길이 7.7㎝, 너비 7.5㎝, 두께 5.2㎝,

무게 342g

갈판(도면 60-4, 사진 61-⑨) 

북장벽에 있는 벽구1의 남쪽에 인접하여 노출되었다. 암질은 편마암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인 갈판으로

상면은사용으로인하여오목하게갈려있다.  길이 43.4㎝, 너비 21.2㎝, 두께 8.8㎝, 무게 10,075g

갈판(도면 65-1, 사진 61-⑩)  

갈판으로 암질은 편마암이다. 갈판의 주변에서 반파된 채 각각 1m 정도 떨어져 출토되었다. 평면형태

는 세장방형에 가깝고, 상면이 주로 사용되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길이 34.6㎝, 너비 11.9㎝, 두께

3.8㎝, 무게 2,709g

용도미상석기(도면 62-3, 사진 61-④)

암질은 혼펠스이다. 일부에 떼어내기 한 흔적이 있으며, 후면의 좌측은 마연되었다.  길이 6.0㎝,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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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두께 1.3㎝, 무게 51g

용도미상석기(도면 63-4, 사진 60-⑧) 

평면형태는반원형이며, 암질은유문암이다. 후면은마연되었으며, 가장자리는떼어내기하여형태를갖추

었다.  길이 7.1㎝, 너비 9.0㎝, 두께 2.4㎝, 무게 218g

용도미상석기(도면 64-1, 사진 62-④) 

용도미상의 석기로 암질은 응회암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 떼어내기 하 으

며, 전체에고타한흔적이있다.  길이 14.5㎝, 너비 8.3㎝, 두께 4.3㎝, 무게 713g

용도미상석기(도면 64-2, 사진 62-⑤) 

용도미상의 석기로 암질은 응회암이다. 고타하여 형태를 갖추었으며, 하부는 떼어내기하여 비교적 얇게

제작하여인부로사용했을가능성도있다.  길이 11.5㎝, 너비 7.7㎝, 두께 6.5㎝, 무게 821g

용도미상석기(도면 64-6, 사진 60-④) 

암질은 백운모 편암이다. 평면형태는 유엽형이며, 석도의 용도로 쓰 을 가능성도 있다.  길이 7.1㎝, 너

비 2.3㎝, 두께 0.3㎝, 무게 7g

용도미상석기(도면 65-4, 사진 61-⑧) 

용도미상석기로 암질은 유문암이다. 평면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上面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고, 일

부는갈려있다.  길이 11.7㎝, 너비 6.1㎝, 두께 1.5~2.9㎝, 무게 199g

석재(도면 64-4, 사진 61-⑥)  

암질은흑운모편암이며, 석재로추정된다.  길이 5.5㎝, 너비 2.7㎝, 두께 0.7㎝, 무게 15g

석재(도면 64-5, 사진 61-⑦) 

암질은안산암이며, 석재로추정된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다.  길이 7.2㎝, 너비 3.7㎝, 두께 1.4~3.2㎝,

무게 143g

석재(도면 64-7, 사진 61-②)  

암질은 안산암이며, 석재로 추정된다. 횡단면은 삼각형에 가깝다.  길이 9.1㎝, 너비 4.3㎝, 두께 1.7㎝,

무게 93g

석재(도면 64-8, 사진 62-⑦)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암질은 흑운모 편암이다. 석재로 추정된다.  길이 10.2㎝, 너비 3.1㎝, 두께

1.3~1.8㎝, 무게 88g

석재(도면 64-9, 사진 62-②) 

암질은 이암혼펠스이다. 석재로 추정되며, 일부에 떼어내기한 흔적이 있다.  길이 7.3㎝, 너비 4.3㎝, 두

께 1.3㎝, 무게 49g

석재(도면 65-3, 사진 61-⑤) 

암질은 흑운모 편암으로 석재로 추정된다. 크기나 형태로 보아 편인석부를 만들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길이 8.3㎝, 너비 5.2㎝, 두께 1.2㎝, 무게 115g

석재(도면 65-5, 사진 61-③)  

암질은 유문암이며, 석재로 추정된다. 가공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길이 9.8㎝, 너비 6.7㎝, 두께

4.9㎝, 무게 35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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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청25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

25) 2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66, 사진 63)

S1W0. A구역중앙부근의남사면해발

45.3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

해 서단벽과 남장벽 대부분이 유실되었

다. 평면형태는 유실이 심하지만 장방형

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70°E이며

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잔존길이

706㎝, 잔존너비 242㎝, 최대깊이 16㎝

이다. 노지를 기준으로 추정한 바닥 너비

는 240㎝ 가량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

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

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노지 2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중앙을중심으로양쪽에분할

되어설치된것으로보인다. 서쪽에서확인된노지1은타원형의수혈식으로길이 36㎝, 너비 28㎝, 깊이 6㎝

이고, 동쪽에서 확인된 노지2는 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46㎝, 너비 44㎝, 깊이 1㎝이고, 동단벽과 130㎝

정도떨어져있다. 노지간의간격은 384㎝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유물은용도미상석기 1점과무문토기편 2점이출토되었는데, 보고서에는석기만수록하 다. 

(2) 유물

①용도미상석기(도면 66-1, 사진 63-②)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단면형태는 말각삼각형에 가깝다. 암질은 세립화강암이다.  길이 5.5㎝, 너비

3.6㎝, 두께 3.1㎝, 무게 79g

26) 2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67, 사진 64)

S1W0. A구역 중앙부근의 남사면 해발 44.6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북장벽을 제외한 대부

분이 유실되었다. 70호 수혈에 의해 동단벽 일부가 파괴되었고, 7호 석곽묘에 의해 바닥 일부가 파괴되었으

며, 청동기시대 24호주거지의동벽일부를파괴하고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유실과파괴가심하지만장방형으로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68°E이며등고선방향과평행한

다. 크기는 잔존길이 890㎝, 잔존너비 186㎝, 최대깊이 32㎝이다. 노지를 기준으로 추정한 바닥 너비는

29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

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2개, 저장공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동쪽으로치우쳐설치되었다. 노지는 2개모두원형의상면식으로직경 52~54㎝,

깊이 1㎝이다. 노지 간의 간격은 150㎝이고, 가장 가까운 동단벽과 90㎝ 정도 떨어져 있다. 노지는 전체적

으로 피열된 상태이며 중앙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소결된 상태이다. 저장공은 북동벽 모서리에 설치되었는

데, 70호 수혈의 내부수혈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다. 크기는 잔존길이 32㎝, 너비 24㎝, 깊이 14㎝이다. 내

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유물은무문토기저부 1점이바닥에서 10㎝높이의퇴적토상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67-1, 사진 64-④)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석·사립과 적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다. 내저면에는 도구의 끝에 눌린 흔적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는 손누름흔이 일정간격으로 남아있고, 바닥은 원형으로 가장자리가 잘 정리되었고, 전반적으로 매우 정연

하게성형되었다.  現高 6.0㎝, 底徑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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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7. 청26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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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8. 청27호 주거지(1/50)





27) 2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68, 사진 65·66)

S1W0. A구역 중앙부근의 정상부 해발 45.4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동벽 모서리가 유실

되었고, 시굴 트렌치에 의해 북장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부분적으로 유실되었지만 세장방형이

다. 장축방향은 N67°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1,431㎝, 너비 373㎝, 최대깊이 50㎝이

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암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명적갈색사

질점토-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4개, 저장공 14개, 성격미상 수혈 2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

는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 따라 3등분할 경우 중앙부와 양 단벽에 가깝게 붙여 설치되었다. 서단벽에 가깝

게 설치된 노지1은 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78㎝, 너비 68㎝, 깊이 8㎝이다. 중앙에 설치된 노지2는 원형의

상면식으로길이 58㎝, 너비 56㎝, 깊이 4㎝이며, 노지3은원형의수혈식으로길이 90㎝, 너비 78㎝, 깊이 9

㎝이다. 동단벽에 가깝게 설치된 노지4는 원형의 상면식으로 직경 60㎝, 깊이 5㎝이다. 노지1과 2의 간격은

382㎝, 노지2와 3의간격은 144㎝, 노지3과 4의간격은 484㎝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 북장벽과 남장벽을 따라 설치되었다. 북장벽에는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8개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원형으로직경 20~54㎝, 깊이 14~26㎝이다. 남장벽에는일정한간격을두고 6개가설치되었

다. 원형으로 직경 24~44㎝, 깊이 9~22㎝이다. 남장벽에 위치한 저장공의 내부에는 무문토기(⑦)가 정치

된상태로출토되었다.

성격미상 수혈 2개는 노지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노지1의 동쪽에서 확인된 미상수혈1은 원형으로 직경

36㎝, 깊이 10㎝이고, 노지3의 동쪽에서 확인된 미상수혈2는 원형으로 직경 40㎝, 깊이 1㎝이다. 주거지의

중앙장축선상에서확인되는것으로보아주혈일가능성도있다.

유물은 방추차와구순각목문공렬토기, 무문토기 저부편등토기 8점과 석도, 천공구, 편인석부, 갈판, 석

재등석기 6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69-1, 사진 67-①)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구연부와동체부의일부가남아있으나복원되지는않는다. 구연부편만도

면으로작성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등의석·사립과소량의운모가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명황갈색

(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구연단은평평하며, 각목문이사선방향으로새겨져있다. 공렬은

직경 0.4㎝ 내외로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관통 후 가장자리에 린 점토를 깨끗하게 정리하 다. 기면

은박리되었다.  현길이 6.6㎝

②무문토기(도면 69-2, 사진 67-②) 

무문토기로 저부와 동체의 1/2정도가 남아있다. 기형은 鉢로 추정된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7.5Y 3/1)이

다. 소성과정면상태가매우양호한편이며, 바닥은가운데가들려있다.  現高 8.1㎝, 底徑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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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무문토기(도면 69-3, 사진 67-③)  

남장벽에 있는 저장공의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저부와 동체 중·하위만 남아있으며, 기형은 鉢로 추정된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적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올리브흑색이다.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한 군데 남아있고, 기면

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바닥은 가운데가 원형의 형태로 들려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는도구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10.7㎝, 底徑 7.5㎝

④무문토기 저부(도면 69-4, 사진 67-④)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

(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저부는 얕은 굽상의 바닥을 이루고 있으며, 저부는 바닥에서 올

라가는각도가대칭을이루지않는다. 기면은박리되었으나정면상태가양호한것으로추정된다.  現高 4.4㎝,

底徑 6.1㎝

⑤무문토기 저부(도면 69-5, 사진 67-⑤)  

무문토기 저부로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외

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과 내면은 올리브흑색(3Y 3/2)이다. 기면은 박리되었다. 저부

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깊게남아있다.  現高 5.1㎝, 復原底徑 6.4㎝

⑥무문토기 저부(도면 69-6, 사진 67-⑥)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크기에 비해 바닥을 비롯하여 기벽이 두꺼운 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속심은 회황색(2.5Y 6/2)이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4.2㎝, 底徑 6.3㎝

⑦무문토기 저부(도면 69-7, 사진 67-⑦) 

무문토기 저부로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사립과 운모, 갈색 토기분말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4.1㎝, 底徑 11.9㎝

⑧방추차(도면 69-8, 사진 67-⑪) 

토제 방추차로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표면은 심하게 박리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4)이다. 가운데는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5.1~5.4㎝, 두께 1.2㎝

⑨천공구(도면 70-1, 사진 67-⑨) 

천공구로추정되며, 암질은이암이다. 신부단면은능형이며, 상단과하단은뾰족하게갈려있다. 전체에사

방향의마연흔이남아있다.  길이 3.4㎝, 너비 1.1㎝, 두께 0.5㎝, 무게 2g

⑩편인석부(도면 70-2, 사진 67-⑩)  

편인석부로 암질은 이암혼펠스이다. 가장자리가 부분적으로 결실된 상태이다. 크기나 두께로 보았을 때

파손된 편인석부를 측면과 두부만 일부 재가공하여 작은 크기로 재사용하 을 가능성도 있다. 파손된 면을

제외하고全面이가공되었다.  길이 4.9㎝, 너비 4.5㎝, 두께 1.2㎝, 무게 56g

⑪석도(도면 70-3, 사진 67-⑬)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고, 표면도 박락되어 마연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암질은 편암이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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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직경 0.4㎝의구멍이두개뚫려있다.  현길이 13.3㎝, 너비 3.7㎝, 두께 0.6㎝, 무게 41g

⑫석도(도면 70-4, 사진 67-⑫) 

석도편으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편암이다. 표면이 박락되어 마연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면이 다

소얇은편이며, 등면아래에는직경0.4㎝의구멍이두개뚫려있다.  현길이 10.6㎝, 너비 4.6㎝, 두께 0.8㎝,

무게 63g

⑬갈판(도면 69-9, 사진 67-⑭) 

암질은 편마암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사용면인 上面만 갈려있다. 상면의 하단쪽은 일부가 박락

되었다.  길이 39.6㎝, 너비 20.7㎝, 두께 7.9㎝, 무게 9,760g

⑭석재(도면 70-5, 사진 67-⑧)  

석재로 추정되며, 암질은 이암이다. 가장자리 일부에 타격흔이 있기도 하지만 가공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길이 13.3㎝, 너비 6.3㎝, 두께 1.6㎝, 무게 138g

28) 28호 주거지

(1) 유구(도면 71, 사진 68~70)

N0W0. A구역 중앙부근의북사면 해발 43.9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북서벽 일부가 유실되

었고, 삼국시대 8호 주거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76°E이

며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길이 1,292㎝, 너비 304㎝, 최대깊이 66㎝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암적갈색사질점토-갈색점질사토-암갈색사

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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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0. 청27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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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1. 청28호 주거지(1/40)





대로 이용하 다. 퇴적토상에서 확인된 유물을 제외한 바닥유물의 경우 일부가 불에 의해 검게 그을리거나

피열흔이 관찰되며, 탄화된 목재와 바닥면 일부에서 흑색 재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폐기되

었다.

내부시설은노지 2개, 저장공 9개, 성격미상수혈 4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

데, 주거지 전체를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서쪽에치우쳐설치되었다. 중앙에 위치한노지1은 삼

국시대 8호주거지의내부수혈에의해일부가파괴되었다. 노지1은원형의상면식으로추정되는데길이 44㎝,

잔존너비 24㎝, 깊이 3㎝이다. 서쪽단벽에붙어서설치된노지2는원형으로길이 58㎝, 너비 56㎝, 깊이 1㎝

이다. 노지1과 2의간격은 512㎝이고, 노지2와서단벽과의거리는 150㎝이다. 

저장공은벽면을따라설치되었는데, 동단벽에 2개, 북서벽모서리에 3개, 남장벽에 4개가각각설치되었

다. 동단벽의 저장공은원형으로직경 30~34㎝, 깊이 15~17㎝이고, 남장벽에 설치된저장공은원형과벽

면에 설치된 반원형의 저장공으로 구분된다. 반원형의 저장공은 길이 78㎝, 너비 36㎝, 깊이 10㎝ 정도이

고, 원형의저장공은직경 14~20㎝, 깊이 5~8㎝이다. 북서벽모서리의저장공은원형으로직경 20~24㎝,

깊이 7~10㎝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성격미상 수혈 4개는 원형으로 직경 20~32㎝, 깊이

3~7㎝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유물은 단사선문 공렬토기, 이중구연 공렬토기, 구순각목문 공렬토기, 저부투공토기, 무문토기 저부편 등

토기 10점과 석촉, 지석, 석부, 갈판 등 석기 9점이 출토되었다. 완형으로출토된토기유물을제외한대부분

의 유물은 퇴적토상에서 확인되었고, 이중 합인석부 1점(⑮)은 두 개의 편으로 분리되어 근거리에서 출토되

었다.

(2) 유물

①이중구연 공렬토기(도면 72-1, 사진 71-①)  

주거지 서쪽의 남장벽에 연하여 뉘어진 채 노출되었다. 발형의 이중구연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복원되었으며, 저부는 별도로 남아있다. 기울기와 전체높이는 임의로 추정하여 도면복원하 다. 기

면은 심하게 박리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

(10YR 6/4)과 등색(7.5YR 6/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5Y 5/2)이다. 구연은 이중구연으로폭 5㎝ 내외

로 매우 얇게 덧대었다. 구연단 바로 아래에는 직경 0.5㎝의 공렬을 배치하 는데,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다. 공렬의 간격은 4㎝ 내외로 일정한 편이다. 외면에는 다섯 군데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되는데, 기면이 박

리되어매우희미하게확인된다. 동체내면에는손으로길게누르면서정면한흔적이있다. 저부와바닥의경

계에는손누름흔이관찰된다.  復原口徑 47.1㎝, 現高 36.6㎝(구연부, 동체부), 6.4㎝(저부), 底徑 10.3㎝

②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73-1, 사진 71-②)  

주거지의북장벽에있는반원형의저장공근처에서뉘어진채노출되었다.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

저부에는투공이되어있다. 구연부와동체부의일부는결실되었다. 소성은 불량한편이며, 구연부가약간일

그러지고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

갈색(5YR 5/6)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흑갈색(7.5YR 3/2)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성형하

으며, 각목문을 조 하고 폭 넓게 그었다. 공렬은 직경 0.3㎝ 내외이며,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공렬의

간격은 2.0~2.5㎝로비교적일정한편이다. 내면에는뾰족한도구에찍힌흔적이몇군데관찰되며, 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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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2. 청28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바닥에는 부정형의 구멍이 뚫려있는데, 소성 후 투공하 으며 가장자

리를약간매끄럽게정리하 다.  口徑 20.6㎝, 高 29.3㎝, 底徑 10.2㎝

③단사선문 공렬토기(도면 72-2, 사진 71-③) 

발형의 공렬토기로구연부와동체상부의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

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흑갈색을띠기도한다. 구연부는둥

다. 구연부 아래에는직경 0.3㎝의 공렬을배치하 는데, 안에서 밖으로관통하 다. 외면에는 투공하면서

린점토가가장자리에붙어있고, 공렬간 간격은 3㎝ 내외로일정한편이다. 동체내면에는종방향의목리조

정흔이희미하게남아있고, 외면에는점토띠접합흔이한군데확인된다.  復原口徑 30.6㎝, 現高 13.5㎝

④단사선문 공렬토기(도면 72-3, 사진 71-④)  

발형의 단사선문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내면은 명적갈색(2.5YR 5/6)과 탁황색(2.5Y 6/3)이다. 공렬은 직

경 0.5㎝ 내외이며, 안에서밖으로투공하 다. 구연단은대부분마모되었고, 외면에는단사선문이시문되었

다. 구연부는외경접합하여성형하 다.  현길이 6.6㎝

⑤무문토기 저부(도면 73-3, 사진 71-⑤)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정선된점토이다. 외면의색조는명황갈색(10YR 6/6), 내면은등색(7.5YR 6/6), 속심은회색(5Y 4/1)이다.

정면상태는 양호하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손누름흔과 물손질 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現高 3.1㎝, 

復原底徑 8.0㎝

⑥무문토기 저부(도면 73-2, 사진 71-⑥)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

(7.5YR 6/6)이고, 흑반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과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現高 2.8㎝,

底徑 6.3㎝

⑦무문토기 저부(도면 73-4, 사진 72-③)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고, 내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으로 추정되는 균열이 있다.

現高 6.9㎝, 底徑 6.5㎝

⑧무문토기 저부(도면 73-5, 사진 72-①)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

색(10YR 5/3)이며, 부분적으로 명적갈색(5YR 5/6)을 띠기도 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과

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6.7㎝, 底徑 9.3㎝

⑨무문토기 저부(도면 73-6, 사진 72-②) 

무문토기 저부로 1/2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과

손누름흔이깊게남아있다.  現高 4.8㎝, 底徑 9.8㎝

⑩무문토기 저부(도면 73-7, 사진 71-⑦) 

저부투공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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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탁황등색(10YR 7/4)이며, 바닥에는 흑반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목판정면흔과 손누름흔이

있다. 바닥에는 직경 2.0㎝ 내외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소성 후 투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現高 5.0㎝, 底

徑 10.1㎝

⑪석촉(도면 74-2, 사진 72-⑥) 

이단경식 석촉으로 선단부와 경부의 하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이암이다. 신부는 치 하게 마연되었으

며, 단면은능형이다. 경부단면은육각형이다.  현길이 4.3㎝, 너비 0.5~1.4㎝, 두께 0.5㎝, 무게 3g

⑫석촉(도면 74-3, 사진 72-⑦)  

일체형 석촉으로 선단부와 하단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안산암이다. 신부단면은 능형이고, 경부단면은

장방형에가깝다.  현길이 5.7㎝, 너비 1.6~2.1㎝, 두께 0.5~0.7㎝, 무게 14g

⑬석부(도면 74-1, 사진 72-⑩) 

합인석부로 인부 일부가 마모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암질은 응회암이다. 신부는 전체에 고타한 흔적이

있으며, 인부는마연하여제작하 다.  길이 14.9㎝, 너비 6.7㎝, 두께 4.9㎝, 무게 917g

⑭석부(도면 74-4, 사진 72-⑧) 

합인석부로 추정되며, 전체의 2/3정도는 표면이 박락되었다. 암질은 응회암이다. 신부에는 고타흔이 있

고, 인부는마연되었다.  현길이 12.3㎝, 현너비 6.3㎝, 두께 4.3㎝, 무게 537g

⑮석부(도면 75-2, 사진 72-⑨) 

합인석부로 인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암질은 응회암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고타하여 갖추었고, 인

부와 신부의 상·하면은 마연하 다. 고타흔은 양측면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으며, 신부의 상·하면에는 고

타후마연한흔적이남아있다.  길이 11.5㎝, 너비 6.2㎝, 두께 4.4㎝, 무게 577g

⒃지석(도면 75-4, 사진 72-⑤) 

지석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유문암이며, 上面은 마연되었다.  현길이 10.3㎝, 현너비 8.1㎝, 두께

8.2㎝, 무게 520g

⒔갈판(도면 74-5, 사진 72-⑫) 

갈판으로 추정되며, 암질은 편마암이다. 상면은 부분적으로 박락되었다. 찧기 같은 흔적은 관찰되지 않으

며, 상면에부분적으로마연한흔적이관찰된다.  길이 24.4㎝, 너비 15.9㎝, 두께 2.7㎝, 무게 1,510g

⒕갈판(도면 75-1, 사진 72-⑪)  

갈판으로추정된다. 암질은편마암인데, 점점이규석이섞여있다. 평면형태는타원형에가깝다. 상면은갈

려서 평평한데, 갈린면은 규석에만 부분적으로만 확인되고, 나머지 면은 모두 박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길

이 25.2㎝, 너비 12.2㎝, 두께 1.3~2.8㎝, 무게 1,051g

⒖갈판(도면 75-3, 사진 72-④) 

갈판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화강암이다. 상면에는 찧거나 갈린 흔적이 관찰된다. 상면은 사용흔으

로인해평평하나다른면은요철이있다.  현길이 14.2㎝, 너비 11.1㎝, 두께 4.8㎝, 무게 1,02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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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호 주거지

(1) 유구(도면 76, 사진 73·74)

N0E1. A구역 중앙부근의 정상부 해발 44.3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북서벽 일부가 유실되

었고, 73호 수혈에의해남서단벽상부일부가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으로장축방향은N78°W이며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길이 762㎝, 너비 300㎝,

최대깊이 50㎝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연갈색점질사토-

갈색점질사토-연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바닥면이 일부 피열된 상태로 보아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추정

된다.

내부시설은 노지 4개, 저장공 3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 따라 3등분 할 경우 중앙과 양쪽에 균등하게 배치되었다. 동쪽에 설치된 노지1은 타원형의 상면식으

로길이 64㎝, 너비 50㎝, 깊이 1㎝이고, 중앙에 설치된노지2는 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36㎝, 너비 32㎝,

깊이 1㎝이며, 노지3은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56㎝, 너비 50㎝, 깊이 2㎝이다. 서쪽에 설치된 노지4는

원형의상면식으로 72㎝, 너비 70㎝, 깊이 5㎝이다. 노지1과 2의 간격은 126㎝, 노지2와 3의 간격은 80㎝,

노지3과 4의 간격은 110㎝이고, 양 단벽과 가장 가까운 노지는 약 100㎝ 정도 떨어져 있다. 노지는 서쪽에

설치된노지를제외하고중앙부가강하게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 동단벽을 따라 설치되었는데, 원형으로 직경 26~38㎝, 깊이 4~13㎝이다. 남동벽 모서리에서

확인된저장공의내부에서는옹형토기가출토되었다. 

유물은 옹형토기, 구순각목문 공렬토기, 무문토기 저부편 등 토기만 3점이 출토되었다. 구순각목문 공렬

토기는노지4 주변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77-1, 사진 74-⑨)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

과소량의운모가섞여있다. 색조는 등색(7.5YR 6/6)과 암회황색(2.5Y 4/2)을 띤다. 공렬은 직경 0.3㎝이

며, 안에서 밖으로 투공하 다. 각목문은 구연단이 마모되어 불확실한 곳도 있지만 사선방향으로 조 하게

그었다. 기면은마모가심한편이다.  復原口徑 22.3㎝, 現高 6.2㎝

②발형토기(도면 77-2, 사진 74-⑩)  

발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구연단은 둥 게 성형

되었다.  復原口徑 23.8㎝, 現高 9.1㎝

③옹형토기(도면 77-3, 사진 74-⑧)

저장공에서 출토되었다. 옹형의 무문토기로 1/3가량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명적갈색(5YR 5/6)과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회올리브

색을 띤다. 잔존하는 구연단이 원래의 면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기면은 박리되어 정면흔적이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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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도구에 눌린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굽은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 높은 편

이다.  現高 9.3㎝, 底徑 5.4㎝

30) 30호 주거지

(1) 유구(도면 78, 사진 75~79)

N0W2. A구역 중앙부근의정상부 해발 44.3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장벽 일부가 유실되

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77°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2,242㎝, 너

비 332㎝, 최대깊이 44㎝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와

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

이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 고, 부분적으로 점토다짐하 다. 바닥면과 유물 대부분이 피열된 것으로 보아

화재로인해폐기되었다.

내부시설은노지 6개, 저장공 5개, 성격미상수혈 4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

데, 주거지 전체를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을제외하고균등하게배치하 다. 서단벽에가깝게배치

된노지1은방형의상면식으로길이 80㎝, 너비 60㎝, 깊이 1㎝, 노지2는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112㎝,

너비 76㎝, 깊이 5㎝이고, 노지3은 타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118㎝, 너비 96㎝, 깊이 6㎝이다. 노지1과 2

의간격은 344㎝이며, 노지2와 3의간격은 80㎝, 노지1과서단벽의거리는 116㎝이다.  

동단벽에 가깝게 배치된 노지6은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170㎝, 너비 84㎝, 깊이 4㎝, 노지5는 원형

의상면식으로길이 84㎝, 너비 68㎝, 깊이 4㎝, 노지4는방형의상면식으로길이 82㎝, 너비 62㎝, 깊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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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7. 청29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이다. 노지4와 5의 간격은 156㎝, 노지5와 6의 간격은 280㎝, 노지6과 동단벽의 거리는 124㎝이다. 중앙

부가배제되어있는노지3과 4의간격은 432㎝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북장벽의중앙부에 3개, 북서벽모서리에 1개, 남장벽중앙부에 1개가설치되었다. 북장벽중앙

부의 저장공은 모두 원형으로 직경 52~62㎝, 깊이 12~25㎝이다. 북서벽 모서리의 저장공은 원형으로 길

이 58㎝, 너비 42㎝, 깊이 15㎝이고, 남장벽의 저장공은 원형으로 길이 44㎝, 너비 40㎝, 깊이 18㎝이다.

북장벽의저장공내에서는호형의구순각목문토기(①), 대형호(③)가확인되었다. 

성격미상수혈은북장벽의중앙에서서쪽으로치우쳐서 4개가확인되는데모두원형으로직경 12~16㎝,

깊이 4~7㎝정도이다.  

유물은유적내에서가장많은토기와석기가출토되었다. 이 중토기는구순각목단사선문공렬토기, 이중

구연 단사선문토기, 구순각목문 호형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구순각목문 공렬토기, 공렬토기, 장경호, 대부

옹, 무문토기저부, 동체부편과방추차등 46점을수록하 고, 석기는지석, 편인석부, 갈판, 합인석부, 반월

형석도, 석촉, 석재가공품등 34점을수록하 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토기(도면 79-1, 사진 80-①) 

북장벽의 중앙에 있는 저장공2에서 출토되었다. 대형의 구순각목문토기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기형

은 壺이다. 동체중위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가 연결되어 복원이 되지는 않는다. 전체높이는 임의로 추정하

여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석·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

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구경부와 동체상부의 상당부분은 내·외면이 모두 흑갈색(10YR 3/2)이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둥 다.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비스듬하게 그었는데, 대부분 마모되어 희미하게

확인된다. 견부 외면에는 사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견부와 동체상부의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목리조정된 흔적이 확인된다. 저부와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는데, 동체 중·하위와 저

부의 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여섯 군데 남아있다. 외면의 정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접합흔은 희미하

게 남아 있으며, 토기편이 결실된 단면에서 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이 얕게 남아있다.

口徑 22.1㎝, 推定高 72.9㎝, 底徑 11.5㎝

②구순각목문토기(도면 80-1, 사진 80-②) 

주거지의 북서모서리에위치한저장공4에서 출토되었다. 호형의 구순각목문토기로동체중·하위와저부

는 1/2정도 결실되었다. 저부는 같이 복원되지 않아 전체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등의석·사립과운모, 갈색 토기분말이섞여있다. 기면의 전반적인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나 구

경부와 동체상부의 외면은 부분적으로 피열되어 명적갈색을 띠면서 기면이 박락되어있다. 속심은 올리브흑

색(7.5Y 3/2)이며, 견부와 동체 중·상위의 내면은 흑갈색이나 올리브흑색을 띤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

단은 평평한 편이다. 구연단은 마모되었으며, 각목문을 비스듬하게 그었다. 크기에 비해 두께가 얇은 편이

며, 외면은 물손질로정면되었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손누름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口徑 22.1㎝, 現

高 54.0㎝(구연부, 동체부), 6.7㎝(저부), 底徑 11.0㎝

③구순각목 단사선문 호형토기(도면 81-1, 사진 80-④)

북장벽 중앙에 위치한 저장공1에서 출토되었다. 구순각목 단사선문 호형토기로 구경부의 2/3 정도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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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8. 청30호 주거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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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9. 청30호 주거지 출토유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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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0. 청30호 주거지 출토유물(1: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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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1. 청30호 주거지 출토유물(1:1/4, 2·3:1/3)



체일부는 결실되었다. 구경부와 동체부는 서로 복원이 되지 않아 추정하여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고, 동체상부는부분적으로흑갈

색(2.5Y 3/1)과 올리브흑색(5Y 3/2)을 띤다. 속심은올리브흑색이다. 외면은상당부분이박리되었고, 중위

부터 하위에 걸쳐 일부에 흑반이 있다. 경부는 거의 직립하고, 구연부에 이르러 약간 벌어진다. 구연단은 마

모가 심하지만 각목문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각목문은 비스듬하게 그었다. 경부외면에는 단사선문이 시문되

었다. 동최대경은중·상위에있으며, 동체는 길죽한형태이다. 내면에는손누름에의한요철이남아있으며,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바닥과 저부의 경계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推定高

79.7㎝, 底徑 12.0㎝

④호형토기(도면 82-1, 사진 81-④)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의 일부와 동체의 상당부분이 결실되었다. 동체와 구경부가 서로 복원이 되지

않아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

황갈색(10YR 6/6)과 올리브흑색(5Y 3/2)을 띤다. 구경부와 동체상부의 외면은 박리가 심하다. 경부는 직

립하거나 내경하고, 구연단은 마모되었다. 동체중위부터 저부까지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고, 동

체와 저부내면의 전반에는 횡방향으로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견부내면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동체는 외경

접합하여 성형하 는데, 단면과 내·외면에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된다.  口徑 16.3㎝, 現高 14.4㎝(구경

부), 28.5㎝(동체부, 저부), 底徑 9.5㎝

⑤구순각목문토기(도면 83-1, 사진 82-②)  

호형의구순각목문토기로구경부의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

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구연

단에는 각목문을 비스듬하게 그었으나, 마모되어 흔적만 남아있다. 견부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희미

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 25.0㎝, 現高 14.2㎝

⑥구순각목문토기(도면 83-3, 사진 80-③)  

호형의 구순각목문토기로 구경부와 동체상부의 일부만 도면복원하 다. 다수의 동체편이 남아 있으나 완

전히 복원되지는 않는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사립과 운모,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

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과 속심은 회올리브색(5Y 4/2)이다. 내면전체와 구경부의 외면, 구연

단은 박리되었다. 경부는 직립에 가깝고,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사선방향으로 그었다. 경부의 하단과 견부외

면에는점토띠접합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23.4㎝, 現高 24.0㎝

⑦단사선문 호형토기(도면 83-2, 사진 82-①)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올리브흑색(5Y 3/2)이다. 구연단은마모되어확실치않으나각목문을새겼을가능성도있다. 경부외

면의 가운데에는 한 줄의 침선을 긋고 그 위에 단사선문을 1㎝의 간격으로 시문하 다.  復原口徑 24.4㎝,

現高 8.5㎝

⑧무문토기(도면 82-2, 사진 81-①) 

호형의 무문토기로 추정된다. 다수의 동체편이 남아 있으나 완전히 복원되지 않는다. 기울기와 직경은 임

의로 하여 동체상위만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

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을 띤다. 동체는 내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동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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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2. 청30호 주거지 출토유물(1:1/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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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3. 청30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면과견부내면에는각각한군데에접합한점토띠가탈락한흔적이남아있는데, 점토띠를쌓을때어느정도

시간차가있었음을알수있다. 견부내면에는손으로길게누른흔적이있고, 동체상위의내면에는횡방향으

로목리조정한흔적이남아있다.  現高 24.5㎝

⑨호(도면 81-3, 사진 84-③)

적색마연토기일가능성이높으나기면이박리되어주칠은확인되지않는다. 전체의 1/3가량남은것을도

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

고, 속심은 부분적으로회색(5Y 4/1)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동최대경은중위에위치한다. 동체내면에는손

누름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7.6㎝, 現高 13.4㎝

⑩호(도면 80-2, 사진 84-④)

적색마연토기로추정되나기면이박리되어주칠이뚜렷이확인되지는않는다. 경부일부와저부일부만남아

있어기울기와높이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섞인정선된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탁황등

색(10YR 6/6)이고, 내면은 연황색(2.5Y 7/4),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구연단은 마모되었으나 비교적 뾰족

한것으로추정된다. 바닥은말각평저에가까운원저이다.  復原口徑7.6㎝, 現高 4.3㎝(구경부), 5.8㎝(저부)

⑪호(도면 81-2, 사진 84-⑤)  

무문토기호이며, 구경부와동체의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석 , 장석, 운모등의세사립

이섞인비교적정선된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흑색이나외면은탁황등색(10YR 6/4)을 띠기도 한다. 경

부는외경하고, 구연단은둥 다. 기형이나크기에비해기벽이두꺼운편이다.  復原口徑 7.6㎝, 現高 10.4㎝

⑫호(도면 80-3, 사진 84-②) 

무문토기호이며, 구경부와저부가각각복원되며서로연결되지는않는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

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갈색(2.5Y 3/1)이며,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을 띠기도 한

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둥 다. 동체부는외경접합하여성형하 고, 기면은 대체로깨끗하게정면되

었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깝다.  口徑 7.3㎝, 現高 6.5㎝(구연

부), 8.6㎝(저부)

⑬호(도면 84-5, 사진 85-①)  

호형의 무문토기로 추정된다. 구경부는 결실되었고, 동체와 저부는 1/2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저면에는

흑색 칠이 묻어있기도 하다. 외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고, 견부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경계는강하게축약이이루어지고, 점토보강흔이남아있다. 바닥은 얕은굽상의평

저이다.  現高 21.0㎝, 底徑 8.3㎝

⑭호(도면 84-1, 사진 85-②)

호형의 무문토기로 추정된다. 구경부는 모두 결실되었고, 동체부도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과갈색토기분말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올

리브흑색이다. 기면은 전반적으로 박리되었으나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부와 바닥

의경계에는손누름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18.8㎝, 底徑 7.7㎝

⑮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도면 84-2, 사진 85-③)  

주거지 북장벽에 연하여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바닥에 바로 놓인 채 출토되었다.  발형의 이중구연 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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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토기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석·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

이고, 속심은회올리브색(5Y 4/2)이다. 소성상태가불량한편으로구연부는높낮이차이가많이나며, 이중구

연의 폭도일정치않다. 성형상태도 고르지못하며, 기면은 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면이박리되었다. 구연부

에는 폭 4~6㎝의 점토띠를 덧대어 이중구연으로 제작하 는데, 점토띠의 하부에서 동체상위에 걸쳐 단사선

문을시문하 다. 이중구연부분이돌출되어있기때문에동체에남아있는단사선문이구연부에비해희미하고

폭이 좁다. 구연부에는 직경 0.4㎝인 원형 구멍 3개가 안에서 밖으로 뚫려있다. 구연단에서 1.5㎝ 가량 아래

에 2.0㎝의간격으로두개뚫려있고, 대칭되는곳에 1개의구멍이더뚫려있다. 외저면에는점토띠접합흔이

남아있고,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로깊게누른흔적이남아있다.  口徑 24.8㎝, 高 17.3㎝, 底徑 8.1㎝

⒃구순각목문토기 완(도면 84-6, 사진 85-⑤) 

구순각목문토기완이며, 동체일부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등색(5YR 6/6)을 띠며, 내면은 흑갈색(10YR 3/2)이다.

구연단은 둥 고, 각목문을 매우 얕게 그었다. 구연단의 1/2이상이 마모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으며, 저부에 목판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다.  口徑 18.3㎝,

高 10.0㎝, 底徑 9.0㎝

⒔무문토기 발(도면 84-3, 사진 85-⑥)  

발형의 무문토기로 전체의 1/3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7.5Y 3/1)이다. 구연은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다. 기면은 전반적으로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점토보강흔과 손누름흔이 있다.

復原口徑 20.7㎝, 高 14.0㎝, 底徑 6.8㎝

⒕옹(도면 84-4, 사진 85-④)

적색마연토기로 추정되나 기면이 박리되어 주칠이 뚜렷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가

남아있어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

색(10YR 6/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9.3㎝, 現高 8.1㎝

(구연부), 6.3㎝(동체부)

⒖흑색마연 대부옹(도면 85-1, 사진 84-⑧)

흑색마연된대부옹으로전체의 1/3가량 남은 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

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색이고 구연부와 대각은 부분적으로 탁황등색(10YR 6/4)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다소 뾰족하게 성형되었다. 동최대경은 하위에 있으며, 저

부에는 좁고 짧은 원통형의 대각이 부착되었다. 동체외면에는 마연흔이 일부에서만 희미하게 확인되는데,

동중위와 상위는 종방향으로, 하위와 저부는 횡방향으로 나타난다. 대각에는 종방향의 마연흔과 손으로 누

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후 손으로 길게 눌러 정면한 흔적이 무질서하

게남아있다.  復原口徑 8.2㎝, 高 21.0㎝, 脚徑 3.7㎝

⒗대부옹(도면 85-2, 사진 84-⑨)

무문토기 대부옹이며, 대각과 배신의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은박리되어탁황색(2.5Y 6/3)을 띠나, 부분적으로흑색도포된곳이남아있어흑색마연되었을가능

성이크다. 내면은 회올리브색(5Y 5/2),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대각은 짧은원통형이며, 대각단은평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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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처리되었다.  現高 7.7㎝, 脚徑 3.7㎝

(21)대부옹(도면 85-3, 사진 84-⑩)

대부옹으로추정되며, 대각과동체하부만남아있다. 태토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인비교적정선

된점토이다. 기면의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회올리브색(5Y 4/2)이다. 대각은짧게‘八’자

상으로벌어지고, 대각단은폭이넓고평평하다. 외면은정면상태가양호하다.  現高 7.3㎝, 脚徑 3.4㎝

(22)구순각목 단사선문 공렬토기(도면 88-5, 사진 81-⑤·⑥)

북장벽에 위치한 저장공1의 서쪽으로 인접한 곳에서 노출되었다. 발형의 구순각목 단사선문 공렬토기로

전체의 1/4가량은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등색

(10YR 6/4)과 명황갈색(10YR6/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을 띤다. 기면은 박리가 심한 편이

다. 공렬은 간격이나 위치가 일정하게 투공되었다. 직경은 0.5㎝ 가량이며, 공렬간 간격은 3.0~4.0㎝ 정도

이다. 주로 안에서밖으로투공하여바깥에 린점토가붙어있으나, 내·외면모두점토가 려있는경우도

있다. 구연단은 평평하며, 각목문을 사방향으로 그었다. 각목문은 비교적 폭이 넓고, 매우 조 하게 나타난

다. 공렬 아래에는 1조의 침선을그었고, 그 아래 단사선문을약 1㎝ 간격으로시문하 다. 단사선문의하단

쪽에는그위에다시 1조의침선을돌렸는데, 높이가 일정치않다. 외면에는테쌓기한점토띠흔적이다섯군

데확인되며, 구연부와동체는외경접합하여성형한흔적이한군데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손누

름흔이있고, 동체상부의내면에는사방향으로목판정면한흔적이남아있다.  口徑 29.4㎝, 高 34.9㎝, 底徑

8.4㎝

(23)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85-4, 사진 83-②)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전체의 1/4가량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부분적으로 등색(5YR 6/6)을 띠기도 한

다. 구연단은 넓고 평평한 면을 이루고 있으며, 각목문을 조 하게 그었다. 공렬은 직경 0.4㎝ 내외이며, 간

격은 3.0~4.0㎝이다.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정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구연부는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다. 동체상위의 외면에는 종방향의 목리조정흔이, 동체 중·하위

에는 사방향과 횡방향의 목리조정흔이희미하게 남아있고, 동체 중·상위의 내면에는 손누름에 의한 요철이

얕게 남아있다. 내저면에는 정면구의 끝에 찍힌 흔적이 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이 일정간격

으로관찰된다.  復原口徑 26.2㎝, 高 31.1㎝, 底徑 10.1㎝

(24)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85-5, 사진 83-⑤) 

저장공1의서쪽으로인접하여바닥에바로놓인채노출되었다.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다수의편

이 남아 있으나 복원은 되지 않는다. 구연부편만 선택하여 구경과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올리브흑색(5Y 3/2)이다. 구연단은 평평하며,

각목문을 그었으나 대부분 마모되어 희미하게 남아있다. 공렬은 직경 0.4㎝로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復原口徑 30.2㎝, 現高 15.0㎝

(25)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86-1, 사진 82-③)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상부, 저부가 각각 복원되어 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전체

의 1/3정도가 남아 있으며,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올리브흑색(7.5Y 3/2)을 띤다. 구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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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체상부의내면에는흑반이있다. 구연단은넓고평평하며, 각목문을사선방향으로조 하게그었다. 공

렬은구연단에서 1.5㎝ 정도아래에위치하며, 안에서밖으로관통되었다. 직경은 0.5㎝이며, 공렬간간격은

2.5~4.5㎝이다. 기면에 정면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연부와 동체상부에는 세 군데, 저부와 동체하부에

는 네 군데에 외경접합하여 성형한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목판정면흔이 남아

있다.  口徑 34.5㎝, 推定高 43.5㎝, 底徑 10.8㎝

(26)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87-2, 사진 83-①)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는 연결되지 않아 높이를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이 외

복원되지 않는 다수의 동체편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올리브흑색이다. 구연단은 넓고 평평하게 성형되었으

며, 각목문을새겼다. 공렬은안에서밖으로관통되었다. 직경은 0.3㎝ 내외이며, 공렬간간격은 2.0~3.5㎝

이다.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는데, 외면에 점토띠 접합흔이 세 군데 희미하게 관찰된다. 동체외면은

주로종방향으로물손질정면되었고, 동체내면은횡방향으로목리조정되었는데, 목리조정흔은희미하게남아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로 누른 흔적이 비교적 깊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49.2㎝, 現高 13.8㎝

(구연부), 26.3㎝(동체부, 저부), 底徑 10.8㎝

(27)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88-1, 사진 83-⑧)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편과 동체편이 다수 출토되었으나 복원되지는 않는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올리브흑색이다. 구

연단에는각목문을그었는데, 사선방향으로길게그은것과구연단폭의 1/2만 바깥쪽에그은것이있다. 공

렬은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으며, 직경은 0.4㎝ 내외이다. 내면에는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있

는데, 폭이좁은도구를이용하 다.  현길이 8.5㎝

(28)무문토기 저부(도면 88-2, 사진 85-⑦)  

(27)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와 인접한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다수의 동체편이 같이 출토되었으나 복원되지

는않는다. 두께나크기로보아대형의무문토기인것으로추정된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이고, 내면은 연황색(2.5Y 7/4)이다. 속심

은 부분적으로올리브흑색이다. 저부의두께에비해바닥이매우두꺼운편이다. 저부와바닥의경계는도구

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5.4㎝, 底徑 13.8㎝

(29)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88-3, 사진 83-⑦)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일부만 남은 것을 구연부편과 저부편만 실측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구연단은 마

모되어각목문이흔적만남아있다. 공렬은직경 0.5㎝이며, 투공한후가장자리에 린점토를깨끗하게정리

하 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손누름흔이남아있다.  구연부길이 10.6㎝, 低部高 3.9㎝, 復原底徑 9.6㎝

(30)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90-6, 사진 82-④) 

북장벽의 중앙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도치되어 출토되었다.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상부의 1/2정도와 저부가 남아있다. 전체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사립이섞여있다. 외면의색조는명적갈색(5YR 5/6)과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과속심은암회황

색(2.5Y 4/2)을 띤다. 구연은 약간 내만하고, 구연단은 넓고 평평하다.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사선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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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었는데, 대부분 마모되어각목문의정확한범위나간격은확인되지않는다. 구연단에서 2.0㎝ 아래에공렬

이 위치하는데,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직경 0.6㎝ 내외이며, 공렬간 간격은 4.5㎝ 내외이다. 저부부터

구연부까지는외경접합하여성형하 는데, 점토띠 접합흔이여섯군데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손

누름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口徑 31.2㎝, 現高 20.9㎝(구연부, 동체부), 13.9㎝(저부), 底徑 11.3㎝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89-1, 사진 83-③)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저부만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이 외 다수의 동체편이 남아 있

으나 복원이 불가능하다. 구연부의 기울기와 직경, 전체의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탁황색(2.5Y 6/3)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5Y 4/2)이다.

구연단은 평평하며, 각목문을 그었다. 각목문은 사선방향으로 조 하게 시문되었는데, 간격이 일정하다. 공

렬은 직경 0.3㎝이며,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다. 저부는 평저에 가까우며, 외면을 깨끗하게 정면하 다.

復原口徑 35.7㎝, 現高 10.0㎝(구연부), 5.7㎝(저부), 底徑 11.6㎝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89-6, 사진 83-④)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저부만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등색(5YR 6/6)을 띠기도 한다.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구연단은 마모되어 각목문이 희미하게 확인되는데, 각목문은 사선방향으로 그었다.

공렬은 대부분 반파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다. 직경은 0.4㎝이다. 동체는 외경접합

하여 성형하 으며, 동체상위의 내·외면엔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

이남아있다.  復原口徑 26.7㎝, 現高 10.7㎝(구연부), 10.7㎝(저부), 底徑 9.5㎝

공렬토기(도면 87-1, 사진 84-①)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며, 외면은 흑갈색을 띤다. 구연단은 둥 고, 기면은 정면

상태가 양호하다. 공렬은 1.0~2.0㎝의 간격을 두고 조 하게 배치하 다. 주로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으

나 반관통된 것도 한 개 확인된다. 직경은 0.3~0.4㎝로 각각 크기가 다소 다르며, 높낮이 차이도 난다.  復

原口徑 26.8㎝, 現高 6.3㎝

구순각목문토기(도면 89-2, 사진 83-⑥)

발형의 구순각목문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저부의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등비교적고운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적갈색(5YR 5/6)이고, 구연부는명황갈색(10YR

6/6)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는 내만하고,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사선방향으로 그었다. 기면은 대체로 물손질

로 깨끗하게 정면된 편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축약이 강하게 이루어지며, 손누름흔과 목판정면흔이 남

아있다.  復原口徑 16.5㎝, 現高 8.2㎝(구연부), 11.0㎝(저부), 底徑 7.5㎝

무문토기(도면 88-4, 사진 84-⑦) 

무문토기로 동체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

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고, 내면에는 종방향

으로손으로누른흔적이있다. 단면에는내경접합하여성형한흔적이있다.  現高 14.0㎝

무문토기(도면 90-5, 사진 85-⑧) 

무문토기편으로 저부와 동체의 1/3정도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기형은 발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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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

(5Y 3/2)이다. 외면에는 세 군데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되며, 내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바닥은 평저에 가

까우며, 가장자리에보강한점토가탈락되었다.  現高 26.4㎝, 推定底徑 11.8㎝

무문토기 저부(도면 90-1, 사진 85-⑨) 

무문토기 저부로거의바닥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

는 명적갈색(2.5YR 5/6)이고, 일부는 회올리브색(5Y 4/2)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심하게 박리되었고, 저

부와바닥의경계에는손누름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3.1㎝, 底徑 8.3㎝

무문토기 저부(도면 90-2, 사진 85-⑩) 

무문토기 저부로일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탁황

등색(10YR 6/4)과 명적갈색(5YR 5/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외저면은 부분적으로 탁황갈색

(10YR 4/3)을 띤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고, 내저면에는

도구로누른흔적이있다.  現高 4.8㎝, 底徑 7.2㎝

무문토기 저부(도면 90-3, 사진 85-⑪)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이 색조는 명적갈

색(5YR 5/6)이고, 내저면은 회올리브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는도구로누른흔적과손누름흔이남아있다.  現高 6.9㎝, 底徑 7.6㎝

무문토기 저부(도면 90-4, 사진 85-⑫)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등색(외

면-2.5YR 6/6, 내면-7.5YR 6/6)이고, 속심은 흑갈색이다. 외저면에는 점토띠 접합부위가 탈락되어 외경

접합한흔적이노출되어있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5.0㎝, 底徑 8.5㎝

무문토기 저부(도면 90-7, 사진 84-⑬) 

무문토기로저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

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암회황색(2.5Y 4/2)이다. 바닥의 두께나 크기로 보아 대형

토기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목판정면흔이, 내면에는 폭이 좁은 도구로 길게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現高

5.2㎝, 復原底徑 11.8㎝

무문토기 저부(도면 90-8, 사진 86-①) 

대형 무문토기의 저부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석·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목판정면흔과 점토보강흔이 남

아있다. 내면에도도구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11.0㎝, 底徑 11.2㎝

무문토기 저부(도면 89-3, 사진 84-⑥) 

무문토기 호로 추정되며, 원저에 가까운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기면은 정면상

태가양호하다.  現高 2.5㎝

무문토기 저부(도면 89-4, 사진 85-⑭)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

(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5Y 3/1)이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바닥의 가장자리는 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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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가탈락되어있다.  現高 3.5㎝, 推定底徑 9.0㎝

무문토기 저부(도면 89-5, 사진 86-②)  

무문토기로 저부와 동체하부의 일부가 남아있다. 부분적으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흑갈색(2.5Y 3/2)이다. 저부와 동

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으며, 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이 두 군데 확인된다. 내면은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손누름흔과도구로누른흔적이뚜렷하게남아있다.  現高 11.4㎝, 底徑 8.3㎝

방추차(도면 89-7, 사진 84-⑪) 

산화염에서소성된토제방추차로완형이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색조는 암

회황색(2.5Y 5/2)과 흑갈색(2.5Y 3/1), 명황갈색(10YR 6/6)을 띤다. 가운데에는직경 0.8㎝의구멍이비

스듬하게뚫려있다.  直徑 5.2㎝, 두께 1.7㎝

석촉(도면 91-1, 사진 86-③)  

유경식 석촉으로 경부와 선단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이암이며, 신부단면은 능형이다. 신부에는 사방향

의마연흔이남아있으며, 인부가날카롭게연마되었다.  현길이 5.3㎝, 너비 1.3㎝, 두께 0.8㎝, 무게 5g

석촉(도면 91-2, 사진 86-④)  

유경식 석촉으로 경부와 선단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이암이다. 신부에는 사방향의 마연흔이 남아 있으

며, 단면은능형이다. 인부는날카롭게연마되었다.  현길이 5.5㎝, 너비 1.3㎝, 두께 0.6㎝, 무게 5g

석촉(도면 91-3, 사진 86-⑤)  

유경식 석촉의 경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이암이다. 경부단면은 육각형이며, 전체에 사방향의 마연흔이 남

아있다.  현길이 5.0㎝, 너비 0.7㎝, 두께 0.7㎝, 무게 4g

석도(도면 91-8, 사진 86-⑥)  

석도편으로 1/2이상 결실되었다. 암질은 백운모 편암이다. 신부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

다. 등면 아래에는 직경 0.3㎝의 구멍이 한 개 남아 있으며, 양방향에서 투공하 다.  현길이 8.0㎝, 너비

5.4㎝, 두께 0.7㎝, 무게 42g

석도(도면 91-9, 사진 86-⑦)  

석도로일부는결실되었다. 표면은부분적으로박락되었으며, 손에묻어난다. 암질은백운모편암이다. 박

락되어인부가뚜렷하지않은편이다. 등면 아래에는직경 0.4㎝의 원형구멍이두개뚫려있으며, 양방향에

서투공하 다.  현길이 14.7㎝, 너비 5.6㎝, 두께 0.7㎝, 무게 80g

편인석부(도면 91-4, 사진 87-①)  

편인석부로 인부는 일부가 결실되었다. 암질은 편마암이다. 양측면은 떼어내기하여 형태를 갖춘 흔적이

있으며, 나머지면은모두마연되었다.  길이 11.6㎝, 너비 6.4㎝, 두께 1.5㎝, 무게 242g

편인석부(도면 91-5, 사진 87-②)  

편인석부편으로상부는결실되었다. 표면은전체적으로박락되어上面의일부에서만마연흔이관찰된다.

현길이 6.0㎝, 너비 4.3㎝, 두께 0.6㎝, 무게 29g

편인석부(도면 91-6, 사진 86-⑧)  

혼펠스제의편인석부이다. 양측면을제외한全面이치 하게마연되었으며, 특히 인부는날카롭게제작되

었다. 양측면은떼어내기한후일부만마연하여다듬었다.  길이 6.3㎝, 너비 4.2㎝, 두께 1.2㎝, 무게 6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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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인석부(도면 91-7, 사진 86-⑨)  

편인석부로 좌측면 상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암질은 혼펠스이다. 全面을 마연하여 제작하 으며,

양측면에는떼어내기한흔적이일부남아있다.  길이 7.2㎝, 너비 3.9㎝, 두께 1.1㎝, 무게 62g

석부(도면 91-10, 사진 86-⑪) 

합인석부로암질은응회암이다. 불에그을린흔적이있다. 평면형태는세장한장방형이며, 인부는다소비

대칭을 이룬다. 양측면에는 떼어내기 한 후 고타한 흔적이 있으며, 상면에는 고타흔과 마연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길이 16.4㎝, 너비 5.5㎝, 두께 3.0㎝, 무게 490g

석부(도면 91-11, 사진 86-⑩) 

합인석부로 암질은 응회암이다. 신부는 고타한 후 종방향으로 마연하여 형태를 갖추었으며, 인부는 치

하게마연하 다.  길이 12.2㎝, 너비 6.0㎝, 두께 4.2㎝, 무게 522g

원반형 석기(도면 92-1, 사진 89-⑤) 

화강편마암제의 원반형 석기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가장자리는 떼어내기 하 다. 특히 하단

은 상면과 하면에서 떼어내어 가운데부분을 인부처럼 뾰족하게 가공하 다. 일부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

아있다.  직경 12.0㎝, 두께 1.9㎝, 무게 337g

보습(도면 92-2, 사진 89-③)  

보습으로 추정되며, 암질은 응회암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가장자리는 떼어내기 하여 형태를 갖추

었고, 상·하면에는 크게 떼어내기 한 후 고타한 흔적이 있다. 下面은 일부가 갈려있다.  길이 19.1㎝, 너비

10.2㎝, 두께 2.3㎝, 무게 650g

용도미상석기(도면 92-5, 사진 87-⑥)  

용도미상의 석기로 암질은 유문암이다. 하면은 그다지 가공된 흔적이 없으며, 상면과 양측면은 떼어내기

하여형태를갖추었다.  길이 8.6㎝, 너비 5.6㎝, 두께 4.5㎝, 무게 244g

용도미상석기(도면 93-1, 사진 87-⑤)  

암질은유문암이며, 불에그을린흔적이있다. 평면형태는타원형이며, 전체적인형태는떼어내기하여갖

추었다. 지석의미완성품으로추정된다.  길이 12.8㎝, 너비 7.0㎝, 두께 4.5㎝, 무게 485g

용도미상석기(도면 93-2, 사진 87-④)  

용도미상의 석기로 암질은 유문암이다. 떼어내기 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하단은 납작하게 떼어

내기 하여 인부처럼 사용하 을 가능성도 있으며, 암질로 보아 지석의 미완성품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길

이 12.3㎝, 너비 4.6㎝, 두께 5.0㎝, 무게 357g

용도미상석기(도면 93-3, 사진 87-⑦) 

용도미상의 석기로 유문암제이다. 떼어내기 하여 형태를 갖추었으며, 일부에 고타한 흔적도 있다.  길이

9.3㎝, 너비 5.2㎝, 두께 3.8㎝, 무게 283g

용도미상석기(도면 93-4, 사진 88-④)  

암질은 유문암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떼어내기 하여 갖추었으며, 지석을 만들기 위한 미완성품으로 볼 수

도있다.  길이 12.2㎝, 너비 5.5㎝, 두께 5.3㎝, 무게 403g

용도미상석기(도면 93-5, 사진 87-⑧)  

용도미상의 석기로 암질은 유문암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떼어내기 하여 갖추었다. 하단은 인부처럼 납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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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가공하 고, 상단은손으로잡기편하게가공하여석부와비슷한용도로사용했을가능성도있다. 그러나암

질로보면지석을만들기위한제품으로추정할수도있다.  길이 10.2㎝, 너비 5.4㎝, 두께 5.3㎝, 무게 354g

지석(도면 92-3, 사진 88-①)  

유문암제지석으로가장자리는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全面이마연되었으며, 하단에는불에그을린흔적

이 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단면은 방형이다. 상부에는 양측면을 집중적으로 갈아 홈이 있다.  길

이 11.2㎝, 너비 5.1㎝, 두께 3.8㎝, 무게 409g

지석(도면 92-4, 사진 87-③)  

유문암제 지석이다. 상면이 주 사용면으로 오목하게 갈려있다.  길이 5.3㎝, 너비 4.4㎝, 두께 3.7㎝, 무

게 108g

지석(도면 94-1, 사진 89-②)  

화강암제지석으로갈판으로사용되었을가능성도있다. 평면형태는세장방형이다. 상면이주로마연되었

으며, 우측면도부분적으로갈려있다.  길이 32.5㎝, 너비 11.5㎝, 두께 6.5㎝, 무게 4,029g

지석(도면 94-2, 사진 89-①) 

유문암제 지석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갈판편일 가능성도 있다. 상면과 하면이 마연되었으며, 하면은 대부

분 결실되어 일부에서만 마연흔이 확인된다. 상면이 주 사용면으로 오목하게 갈려있다.  현길이 12.4㎝, 현

너비 9.1㎝, 두께 5.6㎝, 무게 731g

지석(도면 94-3, 사진 88-③)  

유문암제 지석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체적으로 마연되었으나 상면이 주 사용면으로 추정된다.

양측면은부분적으로마연되었다.  길이 13.2㎝, 너비 5.3㎝, 두께 3.2㎝, 무게 369g

지석(도면 95-1, 사진 88-②)  

완형의 지석으로 암질은 유문암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단면형태는 방형이다. 全面이 마연되었으

며, 하부로내려오면서납작하게가공되었다.  길이 10.6㎝, 너비 1.9㎝, 두께 2.0㎝, 무게 68g

지석(도면 95-2, 사진 88-⑤)  

유문암제 지석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횡단면은 방형에 가깝다. 상·하면과 양측면이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일부에불에그을린흔적이있다.  길이 10.6㎝, 너비 4.7㎝, 두께 3.9㎝, 무게 306g

지석(도면 95-3, 사진 88-⑥)  

유문암제지석으로가장자리는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횡단면은방형이다. 全面

이 마연되었으며, 前面과 後面은 다른 면에 비해 치 하지 못하다. 대체로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길이

9.4㎝, 너비 3.5㎝, 두께 3.0㎝, 무게 180g

갈판(도면 95-5, 사진 89-⑥)  

갈판편으로추정된다. 일부만남아있으며, 암질은화강암이다. 上面은갈려있다.  현길이 15.9㎝, 현너비

16.6㎝, 두께 10.4㎝, 무게 4,338g

갈판(도면 97-1, 사진 90-①)  

화강암제 갈판으로 상면과 하면이 모두 사용되었다. 상면은 평평하게 갈려있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오목

하게들어가있다.  길이 36㎝, 너비 21.5㎝, 두께 8.8㎝, 무게 8,1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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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판(도면 98-1, 사진 90-②) 

화강암제 갈판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상면과 하면이 갈려있으며, 주 사용면은 상면으로 가운데가

오목하게갈려있다. 하면은가운데의돌출된면만갈려있다.  길이 49.2㎝, 너비 21.6㎝, 두께 12.9㎝, 무게

17,085g

망치돌(도면 98-2, 사진 89-④)  

망치돌로 추정되며, 암질은 유문암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주 사용면은 하단이며, 찧기를 하거나 간

흔적이남아있다.  길이 8.0㎝, 너비 7.1㎝, 두께 5.2㎝, 무게 454g

용도미상석기(도면 95-4, 사진 89-⑦)  

용도미상의석기로암질은흑색이암이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다. 가장자리에는일부떼어내기한흔적이

있으며, 상면의일부는마연된흔적이있다. 석기를제작하기위한석재로추정된다.  길이 9.4㎝, 너비 5.8㎝,

두께 1.6㎝, 무게 14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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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9. 청31호 주거지(1/40)





석재(도면 96-1, 사진 89-⑧)  

석재로추정된다. 암질은편마암이다.  길이 20.0㎝, 너비 16.0㎝, 두께 3.9㎝, 무게 1,616g

석재(도면 96-2, 사진 89-⑨) 

석재나대석으로추정된다. 암질은편마암이다.  길이 23.6㎝, 너비 17.7㎝, 두께 5.2㎝, 무게 2,868g

31) 3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99, 사진 91·92)

N0E3. A구역 중앙부근의 정상부 해발 44.1m에 조성되었다. 삼국시대 12호 주거지에 의해 북장벽 일부

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80°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1,016㎝, 너비 352㎝, 최대깊이 46㎝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갈색사

질점토-회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

착되었다. 바닥은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2개, 저장공 3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주거지 전체를

길이에 따라 3등분 할 경우 중앙과 서쪽에 치우쳐 설치되었다. 중앙노지는 타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80㎝,

너비 62㎝, 깊이 8㎝이고, 서단벽부근에설치된노지2는원형의수혈식으로길이 60㎝, 너비 56㎝, 깊이 7㎝

이다. 노지간의 간격은 256㎝이며 노지2와 서단벽의거리는 156㎝이다. 노지는 중앙부만강하게피열된상

태이다.

저장공은 북장벽을 따라 설치되었다. 원형으로 직경 24~36㎝, 깊이 5~7㎝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은없다.

유물은 대부완, 구순각목문 공렬토기, 무문토기 저부편, 어망추 등 토기 8점과 석촉, 지석, 갈돌, 석제 방

추차, 석창편, 석촉등석기 7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100-1, 사진 93-⑥)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이다. 구연부일부와동체일부만남아있어구경과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과소량의운모가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등색(10YR 6/4)과 명

적갈색(5YR 5/6)을 띤다. 기면은 박리되어 사립이 돌출되어있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고, 각목문

은구연단이마모되어아주얕게남아있다. 크기에비해두께가얇은편이다.  復原口徑 50.6㎝, 現高 13.4㎝

②대부완(도면 100-2, 사진 93-①)  

무문토기 대부완으로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와 대각만 남아있다. 구연부와 동체의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

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

은올리브흑색(5Y 3/1)이다. 구연단은마모되었으며, 다소뾰족하게처리되었다. 대각은짧게벌어지며, 내부

가차있다. 대각과저부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11.5㎝, 推定高 8.1㎝, 脚徑 4.3㎝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100-3, 사진 93-②) 

소형의 무문토기로저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명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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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7.5YR 5/6)이고, 속심와 내면은암회황색(2.5Y 4/2)이다. 기면은 심하게박리되었고, 바닥은 평저에

가깝다.  現高 3.1㎝, 底徑 5.2㎝

④무문토기 저부(도면 100-4, 사진 93-③) 

소형의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갈색

(7.5YR 5/6)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1)이다. 기면은 전반적으로 박리되어 정면흔적이 남아있지 않

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도구정면에의한요철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3.2㎝, 底徑 6.0㎝

⑤무문토기 저부(도면 100-5, 사진 93-④) 

무문토기 저부로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등색

(7.5YR 6/6)이다. 기면은 박리가 심하고, 바닥은 매우 두꺼운 편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

이남아있다.  現高 4.7㎝, 底徑 8.6㎝

⑥무문토기 저부(도면 100-6, 사진 93-⑤)  

무문토기로저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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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바닥은 평저에 가깝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7.4㎝, 底徑 9.5㎝

⑦어망추(도면 100-7, 사진 92-⑩)  

토제 어망추로 가장자리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고, 색조는 명갈색

(7.5YR 5/6)을 띤다. 산화염에서소성되었다. 가운데에서한쪽으로치우친곳에직경 0.6㎝의 구멍이뚫려

있다.  推定直徑 2.5㎝, 현두께 1.9㎝

⑧어망추(도면 100-8, 사진 92-⑪)

토제 어망추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

으며,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을 띤다. 가운데는 직경 0.2㎝의 구멍이 뚫려있다.  推定直徑 2.5㎝, 현두

께 1.3㎝

⑨석촉(도면 101-1, 사진 93-⑩)  

이단경식석촉으로암질은이암이다. 선단부와말단부가결실되었으며, 상·하면의표면도부분적으로박

리되었다. 전체에 사방향과 횡방향의 마연흔이 관찰된다. 신부단면은 능형이고, 경부단면은 각각 육각형과

원형에가까운것으로추정된다.  현길이 6.9㎝, 너비 0.7~1.5㎝, 두께 0.5㎝, 무게 6g

⑩석촉(도면 101-2, 사진 93-⑪)  

무경식 역자석촉으로 선단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이암이다. 전체적으로 세장한 편이고, 역자부분은 연

미형으로다듬어졌다. 신부의상부에는가운데능이형성되어단면이능형을띤다. 그 아래로는가운데를평

평하게마연하여단면이편평육각형을띤다. 전체에마연흔이거칠게남아있으며, 인부는매우정연하게마

연하여날을세웠다.  현길이 7.2㎝, 너비 1.5㎝, 두께 0.2~0.3㎝, 무게 5g

⑪석창(도면 101-3, 사진 93-⑫) 

석창으로 신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흑운모 편암으로 매우 단단한 편이고, 흑색을 띤다. 전체에 횡방향의

마연흔이관찰된다. 신부의단면은볼록렌즈형이다.  현길이 11.6㎝, 너비 4.4㎝, 두께 0.5㎝, 무게 32g

⑫방추차(도면 101-4, 사진 93-⑦) 

석제 방추차로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암질은 백운모 편암으로 ⑬의 방추차 보다는 단단하

며, 녹색을 띤다. 가운데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다. 상면의 구멍직경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상면에서 하

면으로투공한것으로추정된다. 표면에는마연흔이관찰된다.  直徑 6.8㎝, 두께 1.1㎝, 무게 87g

⑬방추차(도면 101-5, 사진 93-⑧) 

석제 방추차로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암질은 백운모 편암으로, 매우 무르기 때문에 형태를

다듬기 용이하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가운데에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다. 全面에 여러 방향의 마연

흔이거칠게남아있다.  直徑 6.2㎝, 두께 0.9㎝, 무게 55g

⑭지석(도면 101-6, 사진 93-⑨) 

암질은유문암이다. 일부만남아있으며, 갈판일가능성도있다. 上·下面과兩側面이마연되었는데, 상·

하면은오목하다. 암질은명황갈색을띤다.  현길이 9.4㎝, 너비 11.5㎝, 두께 1.2~3.6㎝, 무게 440g

⑮갈판(도면 101-7, 사진 93-⑬) 

암질은 화강암이다. 갈판으로 추정되나 크기로 보았을 때 갈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상면에 갈린

흔적이남아있다.  길이 19.6㎝, 너비 11.8㎝, 두께 3.6㎝, 무게 1,2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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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2, 사진 94)

S2E6. A구역동쪽남사면해발39.7m에조성되었다. 후대교란으로인해남벽과서벽대부분이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파괴가심하여명확한형태를알수없지만장방형으로추정된다. 장축방향은N87°E이며등고선방

향과평행한다. 크기는길이 494㎝, 잔존너비 186㎝, 최대깊이 18㎝이다. 노지를기준으로추정한바닥너비는

260㎝가량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하 고, 내부에는목탄과소토가혼입된적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을

그대로이용하 다. 북장벽을중심으로소토와목탄등이확인되는것으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되었다.

내부시설은 노지 1개, 저장공 3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쪽

으로 치우쳐 설치되었다. 타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90㎝, 너비 60㎝, 깊이 6㎝이고, 노지와 서단벽의 거리

는 86㎝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 동단벽을 따라 설치되었다. 원형으로 직경 26~40㎝, 깊이 4~6㎝이다. 저장공 내부에서 출토

된유물은없으며, 주거지내에서도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33) 3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3, 사진 95·96)

N0E6. A구역동쪽정상부해발 44.5m에조성되었다. 후대삭평으로인해북장벽일부와남서벽대부분이

유실되었고, 86호 수혈에 의해 북장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79°E이며

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잔존길이 2,111㎝, 너비 342㎝, 최대깊이 94㎝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

도면 102. 청32호 주거지(1/40) 



굴착하여조성하 고, 내부에는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암적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

로퇴적되었다. 벽면은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다. 바닥은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노지 6개, 저장공 12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주거지전체를길

이에따라3등분할경우동일한간격으로설치된것으로보인다. 서쪽에설치된노지1은원형의수혈식으로길

이48㎝, 너비 42㎝, 깊이 8㎝, 노지2는원형의수혈식으로길이70㎝, 너비 68㎝, 깊이 7㎝, 노지3은장타원형

의상면식으로길이 55㎝, 너비 42㎝, 깊이 4㎝이다. 노지1과 2의 간격은 135㎝, 노지2와 3의 간격은 143㎝

이다. 동쪽에설치된노지4는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60㎝, 너비 46㎝, 깊이 3㎝, 노지5는원형의상면식으

로길이 62㎝, 너비 52㎝, 깊이 1㎝, 노지6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38㎝, 너비 47㎝, 깊이 1㎝이다. 노지3

과 4의 간격은 298㎝, 노지4와 5의 간격은 132㎝, 노지5와 6의 간격은 312㎝이며, 노지6과 동단벽은 347㎝

정도떨어져있다. 노지1을제외하고중앙부를중심으로강하게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동단벽과북장벽의서쪽에만설치되었다. 동단벽에는 7개가 설치되었는데, 원형 5개, 타원형 2개

이다. 원형의저장공은직경16~38㎝, 깊이 6~14㎝이고, 타원형의저장공은길이16~54㎝, 너비 22~36㎝,

깊이 12~17㎝이다. 주거지의 서쪽 북장벽 부근에 설치된 5개의 저장공은 원형과 타원형이다. 원형은 직경

16~32㎝, 깊이 9~12㎝이고, 타원형은길이24㎝, 너비 13㎝, 깊이 4㎝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유물은 구순각목문 공렬토기, 방추차 등 토기 2점과 석검편, 석촉, 편인석부, 석도 등의 석기 5점이 출토

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104-1, 사진 96-⑥)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이다. 다수의 편이 남아 있으나 구연부의 일부와 저부만 복원된다. 구연부의

기울기와 전체의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고, 저부외면은등색(2.5YR 6/6)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각목문을 그었는데폭이매우좁은편이다. 공렬은 직경 0.3㎝이며, 안에서 밖으로관통하 다.

외면은 전반적으로 박리되었다. 구연부 내면에는 도구흔이, 저부내면에는 종방향의 목리조정흔과 목판정면

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 25.6㎝, 現高 6.1㎝(구연부), 10.5㎝(저부), 底徑 9.3㎝

②석촉(도면 104-2, 사진 96-⑧)  

유경식 석촉으로 선단부와 경부의 하단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이암이다. 전체에 사방향의 마연흔이 무

질서하게남아있고, 경부 하단부는횡방향으로마연되었다. 신부단면은능형, 경부단면은육각형이다.  현길

이 4.0㎝, 너비 0.7~1.3㎝, 두께 0.6㎝, 무게 3g

③석촉(도면 104-3, 사진 96-⑨) 

무경식 석촉의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암질은 흑운모 편암이다. 표면이 전체적으로 박락되어 마연흔은

관찰되지않는다. 단면은볼록렌즈형이다.  길이 3.7㎝, 너비 1.6㎝, 두께 0.3㎝, 무게 2g

④석검편(도면 104-4, 사진 96-⑪) 

석검편으로 병부 일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혼펠스이며, 이단병식 석검을 재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자리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완성품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횡방향으로 마연되었

으나전체가고르게갈리지않았다. 가장자리와병부하단에는부분적으로떼어내기한흔적이남아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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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3. 청33호 주거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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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5.5㎝, 너비 2.5㎝, 두께 1.0㎝, 무게 24g

⑤편인석부(도면 104-5, 사진 96-⑫)  

편인석부로인부의가장자리일부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암질은혼펠스이다. 가장자리를떼어내기

하여형태를갖추고, 인부와등면, 신부의상면과하면의일부는마연하 다. 양측면은떼어내기한후일부만

마연하 다. 신부에는종방향의마연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길이 7.5㎝, 너비 3.8㎝, 두께 1.1㎝, 무게 53g

⑥석도(도면 104-7, 사진 96-⑩)  

석도편으로 암질은 유문암이다. 신부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박락되어 마연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등면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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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도면 104. 청33호 주거지 출토유물(1:1/3, 2~7:1/2)



인부, 그리고前面의일부에만마연흔이남아있다.  현길이 9.1㎝, 너비 5.4㎝, 추정두께 1.0㎝, 무게 52g

⑦방추차(도면 104-6, 사진 96-⑦)  

토제 방추차로가장자리일부가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으며, 기면의색조는탁황등색(10YR 7/3), 속심은흑색이다. 가운데에는직경 0.4~0.8㎝의구멍이

뚫려있는데, 양쪽에서투공한것으로추정된다. 가장자리는둥 게다듬었다.  直徑 6.1㎝, 두께 1.7~2.1㎝

34) 3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5, 사진 97·98)

S7E7. B구역 정상부 해발 50.9m에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 35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평면

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6°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960㎝, 너비 306㎝, 최

대깊이 66㎝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명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

을 그대로 이용하 다. 주거지 바닥면에서 목탄이 일부 검출되었고, 출토된 토기와 석기에서 2차 피열흔이

있는것으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된것으로추정된다.

내부시설은노지 3개, 저장공 5개, 중앙주혈 3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주

거지를 길이에 따라 3등분 할 경우 중앙부에는 없고, 북쪽에 1개, 남쪽에 2개가 설치되었다. 북쪽에 설치된

노지1은 장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68㎝, 너비 42㎝, 깊이 2㎝이고, 북단벽에서 188㎝ 떨어져 설치되었

다. 남쪽의 중앙부에 설치된 노지2는 장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62㎝, 너비 32㎝, 깊이 5㎝이고, 가장 남

쪽에 설치된 노지3은 타원형의 수혈식으로 길이 108㎝, 너비 74㎝, 깊이 7㎝이며, 남단벽에서 80㎝ 떨어져

설치되었다. 노지1과 2의 간격은 242㎝, 노지2와 3의 간격은 170㎝이다. 노지1과 2는 전체적으로 소결된

상태이고, 노지3은일부만피열된상태이며주변에목탄일부가확인되었고, 내부에서석도편이출토되었다. 

저장공은북단벽을따라설치되었다. 원형으로직경 22~32㎝, 깊이 3~14㎝이다. 북동벽모서리에설치

된 저장공 내에서는 무문토기 저부가 출토되었다. 중앙주혈은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되었는데, 노지 사이에

설치되었다. 주혈1은 북단벽과 노지1 사이에 설치되었는데직경 19㎝, 깊이 7㎝이다. 주혈2와 3은 노지2의

양쪽에설치되었는데, 원형으로직경 30~32㎝, 깊이 3~6㎝이다. 

유물은호형토기 1점과찰절석기, 지석, 반월형석도, 석도편등석기 3점을보고서에수록하 으며, 이 외

에도무문토기편소량이더출토되었다. 이 중 반월형석도(②, 도면 106-2)는 바닥면에서약 20㎝ 높이에서

출토된것으로주거지가폐기된이후에유입된것이다.

(2) 유물

①호형토기(도면 106-1, 사진 98-⑨) 

호형의 무문토기로 다수의 편이 남아 있으나 구경부의 일부를 제외하면 복원되지 않는다. 도면은 기울기

와직경을임의로하여구경부만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

조는 등색(7.5YR 6/6)이다. 견부외면에는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있다.  現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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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5. 청34호 주거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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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6. 청34호 주거지 출토유물(1:1/3,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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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석도(도면 106-2, 사진 98-⑫)  

등면의 양 끝단이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암질은 유문암이다. 가운데에는 직경 0.5㎝의 구멍이 두

개뚫려있다. 바로 위에직경 0.3㎝의 구멍이한세트배치되어있는데, 우측의 구멍은하면에서상면쪽으로

반관통 되어 있고, 상면에는 구멍의 위치를 잡기위한 흔적만 남아있다. 표면에는 사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

게남아있으며, 비교적치 하게마연되었다.  현길이 11.5㎝, 너비 4.1㎝, 두께 0.9㎝, 무게 63g

③석도(도면 106-3, 사진 98-⑩) 

노지3의 내부에서출토되었다. 석도편으로일부만남아있다. 암질은유문암이다. 표면은상당부분이박락

되었는데, 특히 前面이 더 심하다. 박락되지 않은 면에는 마연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현길이 5.7㎝, 너비

4.8㎝, 두께 0.7㎝, 무게 26g

④지석(도면 106-4, 사진 98-⑪)  

판상형의석기로上面의일부가갈려있어지석으로추정된다. 암질은편암이다.  길이 27.7㎝, 너비 16.3㎝,

두께 1.1~2.3㎝, 무게 1,323g

35) 3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7, 사진 97·99)

S7E7. B구역 정상부해발 50.9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인해서벽대부분이유실되었고, 청동기시

대 34호 주거지에 의해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삭평과 파괴가 심하여 명확하지 않지만 세장방형으

로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8°E이며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 잔존길이 234㎝, 잔존너비 238㎝, 최대

1

도면 107. 청35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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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28㎝이다. 노지를 기준으로추정한바닥너비는 300㎝ 가량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

하 고,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회갈색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적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

로퇴적되었다. 벽면은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다. 바닥은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1개, 저장공 3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노지는

34호주거지의북단벽에의해일부파괴되었다. 타원형으로추정되며상면식이다. 잔존길이 80㎝, 너비 78㎝,

깊이 2㎝이고, 북단벽에서 142㎝ 떨어져설치되었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북단벽

에설치되었다. 원형으로직경 26~30㎝, 깊이 9~17㎝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유물은무문토기저부편 1점이동장벽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107-1, 사진 99-⑤)  

무문토기로저부만일부남아있어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석·사립이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암회황색(2.5Y 4/2)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7/6)이다. 기면은 대부분박리되었다.  現

高 6.4㎝, 復原底徑 8.5㎝

36) 3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08, 사진 100·101)

S7E7. B구역 북서사면 해발 49.3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서벽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후대

분묘에의해바닥일부가파괴되었다. 청동기시대 37호주거지의남서벽일부를파괴하고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40°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694㎝, 잔존너비

268㎝, 최대깊이 68㎝이다. 노지를 기준으로 추정한 바닥 너비는 28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적갈색사질점토-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굴착되었다. 바닥은별다른처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노지 2개, 저장공 3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주거지를길이에따

라3등분할경우중앙과북쪽으로치우쳐설치되었다. 북쪽에위치한노지1은후대민묘에의해일부파괴되었

다. 노지는타원형의상면식으로잔존길이58㎝, 너비50㎝, 깊이4㎝이고, 북단벽에서140㎝정도떨어져서설

치된것으로추정된다. 중앙에위치한노지2는장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52㎝, 너비 28㎝, 깊이 4㎝이고, 남

단벽에서 294㎝떨어져서설치되었고, 노지간의간격은 146㎝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

공은북단벽을따라설치되었다. 원형으로직경24~36㎝, 깊이15~17㎝이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유물은저부투공토기, 무문토기저부편등토기 4점과석촉, 미완성석기등석기 3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109-2, 사진 101-⑨)  

저부투공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석·사립과 소량의 운모가 섞여 있

는데, 석 은 길이 1㎝ 정도의 큰 것도 관찰된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다. 기면은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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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8. 청36호 주거지(1/50)

로많이박리되었고, 기벽은 매우두꺼운편이다. 외면에는목리조정흔이남아있다. 바닥에는직경 3㎝ 정도

의원형구멍이뚫려있는데, 소성후뚫은것으로추측된다.  現高 7.3㎝, 底徑 9.8㎝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109-3, 사진 101-⑩) 

무문토기로저부만일부남아있어저경은임의로도면복원하 다. 바닥이일부만남아있어확실치않지만

저부투공토기일가능성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등의석·사립과운모가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등색

(7.5YR 6/6)이고, 내면은명황갈색(10YR 7/6)이다. 외면은 1/2이상이박리되었고, 저부와바닥의경계에

는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8.2㎝, 推定底徑 10.5㎝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109-4, 사진 101-⑪) 

주거지 퇴적토의 상부에서 수습된 무문토기 저부이다. 일부만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6/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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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저면에는흑반이있다. 바닥은평저에가깝고, 외저면과내면에는도구정면흔이관찰된다.  現高 8.2㎝,

復原底徑 11.0㎝

④무문토기 저부(도면 109-1, 사진 101-⑦)  

무문토기로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등색(7.5YR

6/6)이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에찍힌흔적이있다.  現高 2.8㎝, 復原底徑 8.1㎝

⑤석촉(도면 109-5, 사진 101-⑫)  

無莖式逆刺石鏃으로刺는말단부가결실되었다. 암질은이암이다. 선단부쪽의가운데에는능이형성되어

단면이능형을띤다. 신부의중·상위부터刺가위치한곳까지는가운데를오목하게마연하여단면이‘∞’자

형을띤다. 전체에마연흔이남아있다.  길이 7.4㎝, 너비 1.4㎝, 두께 0.2㎝, 무게 4g

⑥미완성석기(도면 109-6, 사진 101-⑬)

하부는 결실되었으며, 암질은 이암혼펠스이다. 양측면에는 고타흔과 떼어내기한 흔적이 있다. 강돌을 이

용하여 제작하 기 때문에 원래의 면이 매우 매끄러운 상태이다. 석부를 제작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하

부가결실되어확실치않다.  현길이 10.2㎝, 너비 6.4㎝, 두께 1.6~3.2㎝, 무게 321g

⑦미완성석기(도면 109-7, 사진 101-⑭)  

석겸의미완성품일가능성도있다. 암질은백운모편암이며, 풍화되어입자가탈락되고있다. 신부중간에

는손으로잡기위한흔적으로추정되는凹面이있다.  길이 19.1㎝, 너비 7.4㎝, 두께 1.9㎝, 무게 419g

37) 3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0, 사진 102·103)

S7E7. B구역 북서사면 해발 49.6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서벽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후대

분묘에 의해 서벽 일부와 북장벽 일부가파괴되었다.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36호 주거지에 의해 남서벽 일부

가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파괴가심하여명확하지는않지만세장방형으로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35°E이며등고선방

향과평행한다. 크기는잔존길이 1,124㎝, 잔존너비 304㎝, 최대깊이 62㎝이다. 노지를기준으로추정한바

닥 너비는 30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연적색사질점토-흑갈색

사질점토-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처리없

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는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90㎝, 너비 60㎝, 깊이 1㎝이다. 노지는 전체적으로 피열된 상태이다. 노지는 남단벽에서

683㎝떨어져설치되었다.

유물은무문토기저부등토기 2점과방추차, 지석, 미완성석기등석기 3점이출토되었다. 토기는퇴적토

상에서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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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111-1, 사진 103-⑤) 

무문토기편으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석·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을 띠고, 외면은 암회황색(2.5Y 4/2)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박리되었다. 저부

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7.5㎝, 底徑 6.8㎝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111-2, 사진 103-⑥)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립과 운모, 갈색 토기분

말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명적갈색(5YR 5/6)을 띤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저

부와바닥의경계에는도구로누른흔적이남아있다.  現高 3.7㎝, 復原底徑 7.6㎝

③방추차(도면 111-3, 사진 103-⑦)  

석제 방추차로 1/2은 결실되었다. 암질은유문암으로명황갈색을띤다. 가운데직경 0.8㎝의구멍을뚫었

는데 上面에서 下面으로 투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자리는 둥 게 마연하 고, 全面에 사방향의 마연흔

이희미하게남아있다.  直徑 6.9㎝, 두께 1.3㎝, 무게 49g

④미완성석기(도면 111-4, 사진 103-⑧)  

찰절석기를 이용해 석검이나 석촉과 같은 석기를 만들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암질은 이암이다. 평면형태

는 삼각형에 가까우며, 선단부는 뾰족하게 갈려있다. 좌측면에는 찰절흔(추정)이 있고, 좌측면의 상부는 찰

절흔이 세 하게 갈려있는 상태이다. 우측면은 마연되어 두께가 얇아진다. 상면은 여러 방향으로 거칠게 마

연되었고, 하면은일부만마연되었다.  길이 5.5㎝, 너비 2.2㎝, 두께 0.3~0.9㎝, 무게 11g

⑤지석(도면 111-5, 사진 103-⑨)  

암질은 유문암인 지석으로 하부는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횡단면은 방형에 가깝다. 全面이

치 하게마연되었다.  현길이 5.9㎝, 너비 1.6㎝, 두께 1.6㎝, 무게 30g



38) 38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2, 사진 104·105)

S7E6. B구역 북서사면 해발 47.4m에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 39호 주거지의 북단벽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41°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834㎝,

너비 302㎝, 최대깊이 103㎝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하 고, 내부에는갈색사질점토-암

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면

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노지 3개, 저장공 5개가확인되었다. 노지는중앙장축선상에배치되었는데, 주거지를길이에

따라3등분할경우중앙과양쪽에1개씩설치되었다. 북쪽에설치된노지1은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54㎝,

너비 40㎝, 깊이 3㎝이고, 북단벽에서 178㎝ 떨어져 있다. 중앙부에 설치된 노지2는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46㎝, 너비 40㎝, 깊이 4㎝이며, 남쪽에 설치된 노지3은 타원형의 상면식으로 길이 64㎝, 너비 68㎝,

깊이 3㎝이며, 남단벽에서 168㎝ 떨어져 있다. 노지1과 2의 간격은 174㎝, 노지2와 3의 간격은 96㎝이다.

노지는전체적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북단벽부근에 3개, 남서벽모서리에 1개 동장벽부근에 1개가각각설치되었다. 북단벽의저장

공은원형으로직경 26~40㎝, 깊이 11~20㎝이다. 남서벽의모서리에설치된저장공은원형으로직경 30㎝,

깊이 8㎝이고, 동장벽에 설치된 저장공은 타원형으로 길이 40㎝, 너비 24㎝, 깊이 9㎝이다. 내부에서 출토

된유물은없다.

유물은 공렬토기, 저부투공토기, 무문토기저부 등 토기 5점과 석도, 미완성석기 등 석기 2점이 출토되

었다.

(2) 유물

①공렬토기(도면 113-1, 사진 105-⑥)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

사립과운모가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6)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성형되었고,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공렬의 직경은 0.3㎝이고, 간격은

3.5㎝ 내외이다. 동체는외경접합하여성형하 고, 내면에는횡방향의정면흔이희미하게관찰된다.  復原口

徑 31.2㎝, 現高 19.5㎝

②공렬토기(도면 113-2, 사진 105-⑦)  

발형의 공렬토기로 1/4정도 남아있다. 구연부와 동체부는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사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에는 흑반이 넓게 나타난다. 외

면은외저면의일부를제외한대부분이박리되었다. 구연단은둥 게성형되었고, 공렬은 2개만남아있는데

관통되었다. 내면에는 무질서한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

아있고, 바닥은평저에가깝다.  復原口徑 13.9㎝, 高 14.4㎝, 底徑 9.3㎝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113-3, 사진 105-⑩)  

무문토기 저부로 2/3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사립과운모가섞여있다. 전반적인 색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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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등색(7.5YR 6/6)이며,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다. 외저면과 바닥에는 흑반이 있다.

바닥에는 원형구멍이 투공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확실치 않다. 외저면에는 외경접합

한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되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종방

향으로물손질한흔적과도구에찍힌흔적이관찰된다.  現高 10.0㎝, 底徑 11.2㎝

④무문토기 저부(도면 113-4, 사진 105-⑧) 

저부투공토기로저부만 1/2가량남아있어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석·사립과운모가섞

여있다. 외면의색조는등색(2.5YR 6/6)이고, 내면은명황갈색(10YR 6/6)이다. 외면에는사방향과횡방향으

로정면한흔적이있고, 저부와바닥의경계에도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내면에는목리조정흔과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관찰된다. 바닥에는소성한후투공한것으로추정되는구멍이있다.  現高 8.0㎝, 底徑 8.9㎝

⑤무문토기 저부(도면 113-5, 사진 105-⑨)  

내부퇴적토에서수습되었다. 무문토기저부로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

의석·사립과운모가섞여있고, 색조는 등색(7.5YR 6/6)이다. 기면은 많이박리되어정면흔적이남아있지

않다. 바닥은평저에가깝다.  現高 6.0㎝, 復原底徑 11.4㎝

⑥석도(도면 113-7, 사진 105-⑪)  

좌측면은 결실된 석도로 암질은 유문암이다. 인부의 좌측단부가 마연된 것으로 보아 결실된 것을 일부만

재가공하 을 가능성도 있다. 인부는 전체적인 형태가 대칭을 이루지 않고, 구멍의 위치로 보아도 재가공하

을가능성이더크다. 全面이 치 하게마연되었다. 직경 0.5㎝의 구멍이두개뚫려있으며, 양방향에서투

공하 다.  현길이 12.7㎝, 너비 4.9㎝, 두께 1.0㎝, 무게 90g

⑦미완성석기(도면 113-6, 사진 105-⑫) 

미완성석기로 석검이나 석창을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암질은 이암이다. 한쪽 측면만 상·하면

에서 마연하여 인부를 제작하 고, 나머지 면은 몸돌에서 떼어내기 한 원면인 것으로 보인다.  길이 6.1㎝,

너비 3.9㎝, 두께 0.6㎝, 무게 23g

39) 39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4, 사진 106·107)

S7E6. B구역 북서사면 47.2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서벽 대부분이 유실되었고, 청동기시

대 38호 주거지에 의해 북단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40°E이

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크기는 길이 620㎝, 잔존너비 238㎝, 최대깊이 55㎝이다. 노지를 기준으로 추

정한바닥너비는 300㎝가량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하 고,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벽면은 약간 경사지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처리없이 생토

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3개, 저장공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 장축선상을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주

거지를길이에따라 3등분할경우중앙과양쪽에 1개씩설치된것으로추정된다. 북쪽에설치된노지1은원

형의상면식으로직경 36㎝, 깊이 2㎝이고, 북단벽에서 120㎝ 정도떨어져서설치된것으로추정된다. 중앙

에설치된노지2는 타원형의상면식으로길이 50㎝, 너비 47㎝, 깊이 1㎝이고, 남쪽에설치된노지3은 타원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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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상면식으로 후대 교란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었다. 잔존길이 56㎝, 잔존너비 28㎝, 깊이 3㎝이고, 서단

벽에서 70㎝ 정도떨어져있다. 노지1과 2의 간격은 116㎝, 노지2와 3의 간격은 156㎝이다. 노지는전체적

으로피열된상태이다. 저장공은서단벽에설치되었다. 원형으로직경 34㎝, 깊이 5㎝이다. 내부에서출토된

유물은없다. 

유물은석제방추차와이단경식석촉이출토되었다. 방추차는남장벽의벽면에서바닥보다약 25㎝, 석촉은

약7㎝정도높은곳에서출토되었다. 내부퇴적토와출토위치로보아주거지가폐기된이후유입된유물이다.

1

2

도면 114. 청39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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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방추차(도면 114-2, 사진 107-④)  

석제 방추차로 가장자리의 일부에 힌 흔적이 있지만 완형에 가깝다. 암질은 활석이다. 평면형태는 원형

이고, 가운데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다. 투공은 上面에서 下面으로 하여 구멍의 상면직경이 하면보다

크다. 표면에는여러방향으로마연한흔적이있다.  직경 6.6㎝, 두께 1.3㎝, 무게 97g

②석촉(도면 114-1, 사진 107-⑤)  

이단경식 석촉으로 경부와 신부하부의 일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이암이다. 신부단면은 능형이고, 경부단

면은육각형과원형이다. 전체에사방향의마연흔이관찰되는데, 특히 경부하단에뚜렷하다.  현길이 5.0㎝,

너비 0.3~1.4㎝, 두께 0.4~0.6㎝, 무게 4g

40) 40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5, 사진 107)

S1W1. A구역 중앙부 정상부 해발

45.3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

해 남장벽 대부분이 유실되었다. 청동기

시대 19호 주거지가 서쪽을 파괴하 으

며, 삼국시대 5호 주거지가 동쪽을 파괴

하여주거지일부만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삭평과 파괴가 극심하여

명확하지 않다. 장축방향은 N83°E이며

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크기는잔존길이

306㎝, 잔존너비 336㎝, 최대깊이 19㎝

이다. 노지를 기준으로 추정한 바닥 너비

는 340㎝ 가량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

토를 굴착하여 조성하 고, 내부에는 갈

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면은 수직

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처

리없이생토면을그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노지 1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중앙부분에 장축을 따라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형의 수혈식으로 직

경 62㎝, 깊이 8㎝이다. 노지는 전체적

으로 피열된 상태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15. 청40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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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삼국시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6, 사진 108·109)

S1W10.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27.3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지이

다. 평면형태는방형에가까운데, 등고선과직교하는주축방향은N3°E이다. 규모는길이 400㎝, 너비 371㎝,

최대깊이 49㎝이다. 

도면 116. 삼1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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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는완만한사면에퇴적층인암갈색점토층을기반토로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크게담갈색점토층,

암갈색점토층, 연암갈색점토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토되었으며,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

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저장혈, 소혈, 구가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오른쪽 벽의 아래에 등고와 직교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고래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

등고높은쪽에위치하고, 고래가 아래쪽으로향한다. 주거지 조성시암갈색퇴적층을그대로이용하여쪽구

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 진쪽구

들부의규모는길이 211㎝, 너비 106㎝이며, 주거지상면보다 24㎝ 가량높게잔존하고있다. 아궁이는동벽

중앙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82㎝, 너비 65㎝이다. 바닥과 벽면은 강하게 피

열되었다. 외줄고래는직선적인형태로규모는길이 141㎝, 최대너비 27㎝, 최대깊이 23㎝ 정도이다. 아래쪽

으로 갈수록 바닥이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조성되었다. 고래 내부에 덮개돌로 추정되는 6매의 얇은 할석이 확

인되었는데, 삭평으로인해대부분이유실되고일부만고래바닥으로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저장혈은 아래쪽 우측 모서리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길이 69.5㎝,

너비 64㎝, 깊이 21㎝이다. 내부에서단경호편(⑦, 도면 117-7)이 검출되었다. 

소혈은아래쪽좌측과위쪽우측모서리부근에서각각 1개씩모두 2개가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타원형

으로크기는길이 31~35㎝, 너비 24~27㎝, 깊이 11㎝가량이다.

구는아궁이의주거지안쪽아래에서연결되어있다. 약간곡선적인데, 크기는길이 110㎝, 너비 9~11㎝,

최대깊이 10㎝정도이다. 정확한용도는알수없다.  

주거지내부에서단경호, 완, 고배등의토기 9점과석부과철촉이각 1점씩확인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17-1, 사진 110-①) 

경질의 고배로 배신 일부와 대각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

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의 색조는 명회색이다. 대각은‘八’자상으로 벌어지고, 대각단은 둥 게 성형되

었다. 대각의외면에는중위에 1조의돌대가희미하게돌아가고, 내면에는회전물레흔이남아있다. 대각내면

의중심에는잎맥흔과유사한흔적이남아있다.  現高 4.6㎝, 脚徑 7.2㎝

②완(도면 117-2, 사진 110-②)  

연질의완으로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세사립이다량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탁황색(2.5Y 6/3)과 명황갈색(2.5Y 6/6)이다. 기면은심하게박리되었다. 구연단은둥 게성형되었

고, 완신은깊이가비교적깊은편이다. 외면에는회전물레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口徑 13.1㎝, 高 5.2㎝

③소옹(도면 117-3, 사진 110-③) 

연질의 소옹으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색조는 탁황갈색(10YR 4/3)이다. 외면은 박리되었다. 구연단은둥 게성형되었고, 구연

내측은약하게凹面을이룬다.  復原口徑 8.6㎝, 現高 3.8㎝

④단경호(도면 117-4, 사진 110-④) 

연질의 단경호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

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적갈색과 흑갈색을 띠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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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7. 삼1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다. 외면에는그을음이묻어있다. 경부는 짧게외경하고, 구연단은평평하게성형되었다. 구연내측에는凹面

이 있다. 외면에는 구연부를 제외한 전면에 평행선문이 타날되었고, 경부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견부에는 경부에 회전물손질한 경계가 뚜렷하여 약하게 단이 진다. 동체내면

에는내박자흔으로추정되는요철이희미하게관찰되나경계가뚜렷하지않다.  口徑 17.9㎝, 現高 28.6㎝

⑤단경호(도면 117-5, 사진 110-⑤)

연질의단경호이며, 구경부의대부분과저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세사립이다량섞여

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내면과 속심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경부는 다소 길게

직립하다가 구연에 이르러 외반하는데, 구연단은 둥 게 성형되었다. 구연내면은 약하게 단이 진다. 동체상

위에는 3줄의음각선이돌아가는데, 폭이넓고부분적으로지워지기도해뚜렷하지않다. 동체외면에는평행

선문이 타날되었는데, 평행선문 사이의 간격이 넓은 편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가 심하여 타날흔이 많

이지워졌다. 동체내면에는손으로길게누르면서정면한흔적이남아있다.  復原口徑 11.8㎝, 現高 22.3㎝

⑥단경호(도면 117-6, 사진 110-⑥)

단경호편으로 구경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경질이나 기면은 손에 약간 묻어난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올리브색(5Y 6/2)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에 이르러 급격하게 외반한다. 구연부는 평평하게 성형되었는데, 가운데가 약하게 凹面을 이

룬다. 구연내측도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경부와 동체외면에는 종방향의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는데, 동

체하위쪽은 사방향으로 겹쳐져 격자문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부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정면하여 타날흔이

부분적으로지워졌다. 내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7.9㎝, 現高 17.1㎝

⑦단경호(도면 117-7, 사진 110-⑦)  

경질의단경호편으로동체상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세사립

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명회색이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는데, 동체 내·외면에는 회

전물레흔이뚜렷하다.  現高 10.9㎝

⑧파수부동이(도면 118-1, 사진 110-⑧) 

연질의파수부동이로구연부의 2/3정도와동체상위의일부만남아있어도면복원하 다. 파수는 1개만잔

존한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6/2)이

고, 와질소성에 가깝다. 구연부는 급격하게 외반하는데, 상단에 한 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구연부 내측에는

얕은凹面이있고, 동체외면에도여러줄의침선이돌아간다. 동체 중·상위에는파수가부착되었는데, 파수

끝부분이결실되었다. 파수는동체에부착후주변에점토를보강하여정면한흔적이남아있고, 파수가부착

된동체의내면에는내박자흔이관찰된다. 파수의상단에는가늘고깊은홈이나있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내면에는회전물레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30.4㎝, 現高 13.2㎝

⑨파수(도면 118-2, 사진 110-⑨)  

경질의 파수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회황색(2.5Y 6/2)을 띤다. 평면형

태는 파수 끝을 뾰족하게 눌러주어 삼각형을 띠고, 상단에는 길이 2.2㎝ 가량의 홈이 나 있다. 기면은 대부

분박리되었고, 지두흔이남아있다.  현길이 6.2㎝, 파수길이 5.0㎝

⑩철촉(도면 118-3, 사진 110-⑪) 

장경식 철촉편이며, 경부와 슴베 일부만 남아있다. 경부는 매우 길고,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에서 넓게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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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돌출되어있다.  현길이 7.0㎝, 무게 4g

⑪주상편인석부(도면 118-4, 사진 110-⑩)  

주상편인석부로頭部가일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암질은안산암이다. 全面을마연하여가공하

는데, 특히上·下面과刃部를치 하게마연하 다.  길이 12.1㎝, 너비 2.2㎝, 두께 3.1㎝, 무게 139g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19, 사진 111·112)

S1W10.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26.9m에 조성되었다. 삼국시대 1호 주거지가 오른

쪽으로 8m 가량 떨어져 위치한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지이다. 남동벽 일부가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

되었다. 평면형태는방형에가까운데, 등고선과직교하는주축방향은N15°E이다. 규모는길이 364㎝, 너비

312㎝, 최대깊이 38㎝이다. 

주거지는완만한사면에퇴적층인암갈색점토층을기반토로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연갈색점토층, 암갈

색점토층순으로퇴적되었다. 벽은 수직에가깝게굴토되었으며, 바닥은 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

이용되었다.  

1

2

3 4

도면 118. 삼1호 주거지 출토유믈(1·2:1/3,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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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9. 삼2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내부시설은쪽구들과벽주, 저장혈, 소혈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의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고래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

가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고, 고래가 오른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 시 암갈색 점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쪽구들 부분이 바닥보다 얕게 단이 지도록 굴착한 후 아궁이와 고래만 추가로 굴착하여 조

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부의 규모는길이 342㎝, 너비 154㎝이며, 주거지 상면보다현재 28㎝ 가량 높게

잔존하고 있다. 아궁이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76㎝, 너비 66㎝이다. 양측 벽면과 바

닥은 강하게 피열되었다. 장방형에 가까운 봇돌 2매가 아궁이 좌측 벽에‘ㅅ’자 형태로 세워져있었다. 좌측

의 바깥쪽 봇돌을 지지하기 위해 황갈색 점토를 덧댄 흔적이 확인되었다. 우측 봇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래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에 길이 18㎝, 너비 10㎝, 두께 10㎝의 장방형 할석 1매를 5㎝ 가량 얕게 파서

고정시켰다. 덮개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줄고래는 직선을 띠다가 등고 높은 방향으로 완만하게 꺾어진다.

규모는 길이 290㎝, 최대너비 46㎝, 최대깊이 28㎝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조성되었다.  

저장혈은아래쪽우측모서리부근에서 2개가인접하여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타원형이며, 크기는길이

46~62㎝, 너비 38㎝, 깊이는 34~48㎝이다. 내부에서완(⑤, 도면 120-5)이 검출되었다.  

벽주는 아래쪽 벽의 양 모서리에서 각각 1개씩 모두 2개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바깥쪽으로 20㎝ 가량 돌

출되었다. 소혈은 아래쪽 좌측 모서리 부근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타원형에 가까우며, 크

기는길이 22~48㎝, 너비 16~20㎝, 깊이는 36~40㎝이다. 

주거지내부에서단경호, 완, 고배등의토기 12점과어망추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20-1, 사진 113-①)  

경질의 고배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

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배신의 내·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남아있고, 배신의 하위에는 대각과

접합 후 점토보강하고 회전깎기조정한 흔적이 있다. 대각에는 2개의 투창이 남아있는데, 당초 3개 을 것으

로추정된다. 투창은밖에서안으로투공하여내면에 린점토가그대로남아있다. 투창의크기는 0.8×0.4㎝

로매우작으며, 평면형태는제형이다.  現高 3.7㎝

②고배(도면 120-2, 사진 113-②) 

경질의고배로배신일부와대각일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

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을띤다. 전체적으로거칠게정면되었으며, 소성상태도불량하다. 배신내면의가

운데에는물레흔이남아있고, 무질서한물손질흔도있다.  現高 3.3㎝

③고배(도면 120-3, 사진 113-③) 

경질의 일단투창고배로 대각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을 띠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외면의 일부에는 황갈색의 자연유가 부착 후 산

화되었다. 길이 0.8㎝ 가량의투창이뚫려있으며, 1개가잔존하나모두 3개가투공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투창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외면에서 내면으로 뚫었다. 대각의 내면 중앙에는 물레흔이 남아있고, 대각

단에는짚흔과같은유기물이부착되어포개구이했음을알수있다.  現高 3.6㎝, 復原脚徑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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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0. 삼2호 주거지 출토유물(1/3)



④완(도면 120-4, 사진 113-④)  

경질의 완으로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

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명회색이다. 구연부는 약하게 凹面을 이루고, 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뚜렷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 11.6㎝, 現高 3.6㎝

⑤완(도면 120-5, 사진 113-⑤) 

저장혈에서 출토되었다. 연질의 완으로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을 띠고, 기면은 박리되었다. 구

연부내면은오목하게들어가있고, 기면에는회전물레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口徑 12.9㎝, 高 4.6㎝

⑥완(도면 120-6, 사진 113-⑥)  

연질의 완으로 구연부와 동체부는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혼입되

어있다. 색조는 명황갈색(2.5Y 6/6)이고, 부분적으로회갈색을띠기도한다. 기면은 심하게박리되었다. 동

체외면에는회전물레흔이뚜렷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 14.4㎝, 高 4.4㎝

⑦완(도면 120-7, 사진 113-⑦)  

경질의 완으로 구연부는 1/3가량 결실되었다. 소성이 불량하여 구연부가 타원형으로 일그러졌고, 구연부

의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난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

는 회색이다. 구연부의 단면은 삼각형을 이루고, 구연내면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저부에는 점토보강 후

거칠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기 내·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남아있고, 바닥의 내·외면에는 물손질로 정면

한흔적이있다.  復原口徑 11.3~14.8㎝, 高 5.0~6.4㎝

⑧호(도면 120-8, 사진 113-⑧)  

연질이나 경도는 단단한 편이다. 구연부편과 저부만 남아있다. 구연부는 1/3가량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저부외면은부분적으로암갈색을띠기도한다. 구연단은침선을돌려凹面을이루고, 구연부내면

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기 내·외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고, 저부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다.

바닥은말각평저이다.  復原口徑 13.5㎝, 現高 4.5㎝(구연부), 6.3㎝(저부), 底徑 5.4㎝

⑨호(도면 120-9, 사진 113-⑩) 

경질의 호편으로구연부와동체부의 1/3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을 띤다. 경부는 짧게 직립하고, 구연부는 전을 이루며 외반

한다. 견부내면과 외면에는 점토띠흔이 있다. 동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는데, 동체중위의 이하에는

그 위에 사방향으로 물손질을 더 하 다. 동체내면도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동체 중·하위에는 내박

자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16.9㎝, 現高 19.8㎝

⑩동이(도면 119-1, 사진 113-⑪) 

와질소성의동이편으로구연부일부와동체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운모등의세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올리브색(5Y 6/2)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

연내면에는 얕은 침선이 한 줄 돌아간다. 동체상부의 내·외면에는 회전물레흔과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

있고, 동체중위 아래의 외면에는 사방향의 평행선문이 타날되었고, 같은 높이의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동체상위의내면에는점토띠흔이희미하게관찰된다.  復原口徑 33.2㎝, 現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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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파수부동이(도면 120-10, 사진 113-⑨) 

경질의 파수부동이이며,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저부가 결실되어 알 수 없으

나 시루일 가능성도 크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이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다. 구연부의 상단에는 돌대가 약하게

돌아가고, 그 내면에는오목한凹面이있다. 동체에는우각형의파수가 1개남아있는데, 상단에는길이 2.2㎝

의 긴 홈이 나 있다. 파수 부착후 내·외면에 점토보강을 한 것으로 보아 파수를 동체에 끼워 성형하 을 가

능성이 크다. 파수가 부착된 높이에 1조의 침선이 깊게 돌아간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동체

하위의 외면에는 격자상의 타날흔이,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상위의 내면

에는점토띠흔과회전물손질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34.1㎝, 現高 17.4㎝

⑫어망추(도면 119-2, 사진 112-⑧)

경질의 토제 어망추이다. 색조는 회색이다. 중앙에 직경 0.8㎝정도 되는 봉상의 도구를 두고 가장자리에

점토를 발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은 거칠게 정면되었고, 하단에는 린 점토를 다듬기 한 흔적이

있다.  길이 2.6㎝, 너비 1.3~2.0㎝, 孔徑 0.8㎝

⑬어망추(도면 119-3, 사진 112-⑨) 

경질의 토제 어망추이다. 색조는 암회색이다. 중앙에 직경 0.8㎝정도 되는 봉상의 도구를 두고, 가장자리

에 점토를 발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하단에는 린 점토를 다듬은 흔적이

있고, 상단의구멍은형태가일그러져있다. 중앙에끼웠던도구는도면상상부에서하부의방향으로제거되

었다.  길이 2.1㎝, 너비 1.3~2.0㎝, 孔徑 0.8㎝

3) 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21, 사진 114·115)

N0W2. A구역 중앙 부근의정상부와 인접한 남사면 해발 44.7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

지이다. 청동기시대 20호 주거지의남서벽모서리를파괴하고조성되었으며, 58호 수혈과후대교란으로인

해 북동쪽 일부가 훼손되었다. 등고 낮은 남벽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으나, 잔존 형태로 보아 평면

형태는장방형으로판단된다. 등고선과직교하는주축방향은N8°E이다. 규모는잔존길이585㎝, 너비 492㎝,

최대깊이 52㎝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 크게갈색사질점토와명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

퇴적되어있었다. 벽은비스듬하게굴착되었으며,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두

줄고래, 덮개돌, 개자리로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중앙에서왼쪽으로약간치우쳐위치하고, 고래가 오른쪽

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 부분이 바닥보다 얕게 단이 지도록 굴착한 후 아궁이와 고래만 추가로

굴착하여 조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의 규모는 길이 286㎝, 너비 134㎝이며, 주거지 상면보다 52㎝ 가량

높게 조성되었다. 구릉 말단 사면부에 조성된 삼국시대 1·2호 주거지와는 달리 쪽구들의 수혈벽선과 덮개

돌이온전하게잘남아있다. 삭평으로유실되지않은쪽구들의원형으로판단된다. 아궁이평면형태는원형

에가까우며, 규모는길이 70㎝, 너비 62㎝이다. 양 측벽에길이 20~24㎝, 너비 18~22㎝, 두께 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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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1. 삼3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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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형 봇돌이 벽과 잇대어져 좌측에 1매, 우측에 2매가 세워져 있었다. 상부에서 함몰된 덮개돌과 타날문

토기편이 바닥에 노출되었다. 바닥면은 강하게 피열되었다. 덮개돌은 후대 58호 수혈에 의해 훼손된 일부분

을 제외하면 온전히 잘 남아 있다. 대체로 장방형에 가까운 얇은 할석이 이용되었으며, 열기와 연기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서로 조 하게 잇대었다. 고래는 두줄로 윗줄은 곡선을 띠고 아랫줄은 직선적인 형태로 개

자리에서 합류된다. 규모는 길이 180㎝, 최대너비 26㎝, 최대깊이 21㎝ 가량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폭은

좁아지고바닥이완만하게높아지도록굴토되었다. 개자리는북동쪽모서리부근에위치하며, 후대교란으로인

해 일부 훼손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주거지 바깥으로 8㎝ 가량 돌출되어 있다. 규모는 잔존직경 25㎝,

잔존깊이 30㎝이다. 

주거지내부에서심발형토기와장란형토기등의토기 4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심발형토기(도면 122-1, 사진 115-⑥) 

연질의 심발형토기로 부분적으로는 결실되었다. 기면의 마모가 매우 심한 편이다. 태토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섞인거친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황회색(2.5Y 4/1)과 탁황색(2.5Y 6/4)을 띤다. 구연

단은 마모되었으나 평평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뚜렷하지 않다. 외저면은 점토

보강후깎기정면하 고, 바닥은평저이다.  口徑 13.2㎝, 高 11.2㎝, 底徑 9.4㎝

1

2

3

4

도면 122. 삼3호 주거지 출토유물(1/3)



②장란형토기(도면 122-3, 사진 115-⑦) 

연질의장란형토기로구연부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등색(7.5YR 6/8)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5Y 4/2)을 띤다. 외면은

승문이타날되었고, 구연부는경부타날후점토를밖으로말아접어서성형하 다. 구연부는희미하게凹面

을이룬다. 경부는회전물손질로정면하여타날흔이부분적으로지워졌다.  復原口徑 30.2㎝, 現高 9.6㎝

③장란형토기(도면 122-4, 사진 115-⑨) 

연질의장란형토기편으로저부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동체외면은 승문을 타날한 후, 타날이 지워질

정도로만 약한 침선을 돌렸는데, 두 줄의 침선이 남아있다. 저부외면은 길이 0.4㎝의 격자문을 타날하 는

데, 타날흔이매우뚜렷하게남아있다. 내면에는내박자흔이희미하게관찰된다.  現高 16.0㎝

④호 구연부(도면 122-2, 사진 115-⑧) 

경질의 호 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5Y

5/1)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동체외면에는 횡선이 부가된 평행선문이 타날

되었다. 구경부와내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현길이 15.6㎝

4) 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23, 사진 116·117)

N0W1. A구역 중앙 부근의정상부와 인접한 남사면 해발 45.1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

지이다. 북서쪽 일부가 57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등고와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10°E이다. 규모는길이 604㎝, 너비 500㎝, 최대깊이 58㎝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크게암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명갈색사질토가순

차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주거지 중앙 바닥에서 지붕구조물의 일부로 추정되는 탄화된 목재가 확인되었

다. 벽은비스듬하게굴착되었으며,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소혈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오른쪽벽의아래에등고와직교하게설치되었다. 후대삭평과교란으로인해유실·훼손되어잔

존상태가 불량하다. 아궁이와 외줄고래, 덮개돌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 등고 높은 쪽에 위치하고, 고래가

아래쪽으로향한다. 주거지조성시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

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의규모는길이 262㎝, 너비 132㎝이며, 주거지 상면보다현재 12㎝

가량높게잔존하고있다. 아궁이는우측벽중앙에서아래쪽으로약간치우쳐위치하고평면형태는타원형에

가깝다. 규모는길이 70㎝, 너비 60㎝이다. 봇돌은우측벽에서만 1매가확인되었다. 크기는길이 24㎝, 너비

22㎝, 두께 6㎝이며, 5㎝ 가량 얕게 파서 벽과 잇대어 고정시켰다. 아궁이에서 고래로 이어지는 곳에 직경

10㎝, 높이 8㎝인봉상의생토가남아있었는데, 다른쪽구들주거지들에석재가이용된것과는구분된다. 불

의진행방향과맞닿는면이강하게피열되어있었다. 외줄고래는직선적인형태이며, 규모는길이 176㎝, 최

대너비 54㎝, 최대깊이 10㎝가량이다. 고래내부와바닥에서얇은할석들이확인되었는데, 다른주거지들로

미루어보아덮개돌로판단된다. 덮개돌은대부분이유실되고일부만고래바닥으로떨어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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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3. 삼4호 주거지(1/40)





소혈은아래쪽좌측모서리부근에서 1개가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타원형이며, 크기는길이 40㎝, 너비

28㎝, 깊이 18㎝이다. 

주거지내부에서대호, 병 등의토기 5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병(도면 124-1, 사진 117-⑥)

경질의 병으로 구연단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

다. 전반적인색조는암회색이며, 구연부와견부는산화되어황회색을띠기도한다. 동체와 저부에는군데군

데 기포가 형성되어있고, 다소 기울어져 있어 소성상태가 불량함을 알 수 있다. 구연부와 경부, 동체상부의

일부에는자연유가부착후飛散되어있다. 경부는 짧게외경하고, 구연단은평평하다. 경부의 중위에는돌대

가 약하게 돌아간다. 동체외면은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는데, 대부분 회전물손질로 지워지고 일부에서만 확인

된다. 저부외면에는 점토보강한 경계에 균열이 나 있고, 보강한 점토 위에 평행선문을 다시 타날하 다.  

口徑 4.8㎝, 高 11.4㎝, 底徑 6.2㎝

②심발형토기 저부(도면 124-2, 사진 117-⑧)

심발형토기의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

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2.5Y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5Y 3/2)이다. 연질이며, 기면은 마모

가 심하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에는 점토를 보강하 으며, 바닥원판 옆

에점토띠를부착하여성형하 다.  現高 5.1㎝, 復原底徑 18.4㎝

③동이(도면 124-3, 사진 117-⑦)  

연질의동이로구연부일부와동체일부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

과갈색토기분말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등색(7.5YR 6/6)이다. 기면은심하게박리되었다. 구연부는

평평하게성형되었고, 동체외면에는횡선이부가된평행선문이타날되었다.  復原口徑 32.2㎝, 現高 12.7㎝

④호(도면 124-4, 사진 117-⑤) 

호편으로 동체 중·하위의 일부가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경질이나 기면이 손에 묻

어나며, 소성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

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7/2)이고, 속심은 탁갈색(7.5YR 6/3)이다. 소성상태가 불량하여동체일

부는 일그러져 있다. 외면에는 크기 0.25㎝ 가량의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동체내면에는 종방향으로 길게 문

지르며정면한흔적이있다. 내저면에는점토보강후횡방향으로정면한흔적이있다.  現高 18.6㎝

⑤대호(도면 125-1, 사진 117-⑨) 

대형의 호이며, 구연부 일부와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경질이나 소성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6/2)과 회올리브색(5Y 6/2)이다.

소성상태는비교적양호한편이나외저면의한군데는안으로오목하게들어가있다. 경부는다소길게외경하

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와 구연부 내면에는 凹面이 있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으며, 동체가

다소길죽한형태이다. 바닥은원저이며, 내면에는조으기흔이남아있다. 경부의중위부터바닥까지는평행선

문 타날흔이 군데군데 남아 있으며, 회전물손질로 인하여 많이 지워졌다. 경부외면에는 횡방향의 회전물손질

정면흔이거칠게남아있고, 내면의전반에도횡방향의회전물손질흔이확인된다.  口徑 44.4㎝, 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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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내면>

도면 125. 삼4호 주거지 출토유물(1/4)



5) 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26, 사진 118~120)

N0W1.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 해발 45.4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지이다. 청동기시

대 40호주거지의동벽을파괴하고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에가까우나, 남북양단벽이호선을띠고

있어 정상부 인근의 장방형 주거지들과는 다른 차이점이 간취된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8°W이

다. 규모는길이 602㎝, 너비 412㎝, 최대깊이 38㎝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흑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명

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

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의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고래, 덮개돌, 개자리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 중앙에 위치하고, 고래가 오른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시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의 규모는 길이 266㎝, 너비 139㎝이며, 주거지 상면보다 48㎝ 가량 높게 조성되었다. 인근

의 삼국시대 3호 주거지와 같이 쪽구들 수혈벽과 덮개돌이 온전하게 잘 남아 있으며, 삭평으로 유실되지 않

은 쪽구들의 원형으로 판단된다. 아궁이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76㎝, 너비 61㎝이다.

봇돌은 양 측벽에 각각 1매 씩 벽과 잇대어 세워져있었는데, 바닥을 4~5㎝ 가량 얕게 파서 고정시켰다. 크

기는가로 18~20㎝, 세로 7~22㎝, 두께 6㎝이다. 아궁이중앙부에세장방형할석 1매를 4㎝가량얕게파

서고정시켰다. 크기는 가로 8㎝, 세로 16㎝, 두께 8㎝이다. 바닥과 벽면은강하게피열되었다. 덮개돌은 나

무뿌리에의해훼손된일부분을제외하면온전하게잘남아있다. 대체로얇은장방형할석들이이용되었으

며, 열기와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조 하게 잇대었다. 외줄고래는 직선적인 형태로 13개의 가지고래

가 부가되어 있다. 가지고래는 주 고래에 직교하여 짧게 뻗어 있고 위에 8개, 아래에 5개가 부가되었다. 쪽

구들전체에고른열을전달할수있도록하기위해위와아래의가지고래가서로엇갈리도록시설되었다. 주

고래의규모는길이 214㎝, 최대너비 36㎝, 최대깊이 28㎝이고, 가지고래의 규모는 길이 13~34㎝, 최대너

비 12~20㎝, 최대깊이 12~22㎝이다. 오른쪽으로갈수록바닥이완만하게높아지도록굴토되었다. 개자리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주거지 바깥으로 19㎝ 가량 돌출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30㎝, 너비 22㎝, 최대깊

이 42㎝이다.  

주거지내부에서심발형토기와타날문토기편, 석제구슬, 석촉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심발형토기(도면 127-1, 사진 120-⑧) 

연질의심발형토기로저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다량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

는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은부분적으로명적갈색을띠기도한다. 기면은대부분박리되었다. 동체외면

에는승문이타날되었고, 저부는점토보강후회전깎기조정하 다. 바닥은평저이다.  現高5.7㎝, 底徑12.1㎝

②구슬(도면 127-2, 사진 120-⑦) 

석제 구슬로 암질은 납석으로 추정된다. 가운데에 직경 0.2㎝의 구멍이 뚫려있다. 전체적으로 마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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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갖추었는데, 마연은정교하지않다.  直徑 2.2㎝, 두께 1.5㎝, 무게 10g

③석촉(도면 127-3, 사진 120-⑨) 

무경식 석촉으로 선단부와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이암이다. 선단부쪽은 가운데 능을 세워

단면이 능형이다. 신부의 중·하부는 가운데를 횡방향으로 마연하여 단면이 편평육각형이다. 인부는 날카롭

게마연되었다.  현길이 5.6㎝, 너비 1.3㎝, 두께 0.4㎝, 무게 5g

④석촉(도면 127-4, 사진 120-⑩) 

이단경식 석촉으로 경부만 남아있다. 암질은 이암이다. 경부의 단면은 육각형이고, 하단에는 횡방향의 마

연흔이뚜렷하다.  현길이 3.8㎝, 너비 0.6㎝, 두께 0.5㎝, 무게 2g

⑤찰절석기(도면 127-5, 사진 120-⑪) 

석기로다듬어가는과정중인미완성석기이다. 암질은이암이다. 찰절흔은우측면의일부에희미하게남아

있고, 좌측면과상·하면이모두갈려있다.  길이 8.6㎝, 너비 1.6㎝, 두께 0.6㎝, 무게 11g

6) 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28, 사진 121·122)

N1W1. A구역중앙부근의정상부와인접한북사면해발 44.2m에조성되었다. 등고낮은북서쪽모서리

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일부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데, 등고 높은 남벽이 곡선을 띤다.

등고선과직교하는주축방향은N9°W이다. 규모는길이 308㎝, 너비 298㎝, 최대깊이 28㎝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는 황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퇴적되어있었다. 벽은 비스듬하게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

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소혈 2개가 확인되었으며, 쪽구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혈은 위쪽 벽 오른쪽 모서리 부근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원형이다. 크기는직경 14~28㎝, 깊이 5~16㎝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단경호, 고배 등의 토기만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퇴적토상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가 폐

기된이후유입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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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고배(도면 129-1, 사진 122-②)  

경질의고배로구연부일부와대각의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세사립이소량섞여있

다. 기면의 색조는암회색이고, 속심은 회갈색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배신외면은깎기조정하 다. 배신내면

에는 무질서하게 도구정면한 흔적이 남아있고, 구연부와 대각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대각은‘八’자상

으로벌어지고, 대각단은둥 게성형되었다.  口徑 11.5㎝, 高 6.8㎝, 脚徑 7.9㎝

②고배(도면 129-2, 사진 122-③) 

경질의고배로배신의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다소거

칠다. 기면과속심의색조는회색이다. 구연부의내면은전체에자연유가부착후飛散되어있다. 구연부는직립

하며, 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배신외면에는회전목리조정된흔적이있다.  復原口徑13.0㎝, 現高 3.6㎝

③고배(도면 129-3, 사진 122-④)  

경질의 고배로 배신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

있다. 기면의 색조는회색이고, 속심은 갈색이다. 구연부는약하게내경하고, 뚜껑받이턱은단면이삼각형을

이룬다. 구연부와 뚜껑받이턱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배신외면은 깎기조정되었다.  復原口徑 10.2㎝,

現高 3.8㎝

도면 128. 삼6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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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단경호(도면 129-5, 사진 122-⑨~⑪)  

연질의단경호로구경부와저부가분리되어출토되었다. 높이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석 , 장석,

운모등소량의사립이섞인정선된점토이다. 기면과속심의색조는회황색(2.5Y 7/2)이며, 와질소성에가깝

다. 경부는 외반하며, 구연단은凹面을이룬다. 동최대경은중위에위치하는데, 약간 장동화되었다. 바닥은 말

각평저에가깝다. 외면에는평행선문이타날되었는데, 견부부터동체하위까지는사방향의평행선문이, 동체하

위부터바닥까지는횡선이부가된평행선문이타날되었다. 구경부와동체중·상위의내면에는회전물손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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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흔이남아있고, 동체하위의내면에는종방향의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17.9㎝, 推定高30.9㎝

⑤장란형토기(도면 129-4, 사진 122-⑥)  

연질의 장란형토기로 저부와 동체하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올리브색(5Y 4/2)과 명황갈색(10YR 6/6)을 띤다. 기면은 심하게 마모되었다.

동체외면에는승문이타날되었고, 저부와바닥에는크기 0.5㎝가량의격자문이타날되었다.  現高 15.4㎝

⑥심발형토기 저부(도면 129-6, 사진 122-⑤)  

연질의 심발형토기이다. 저부만 1/2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저부는 바닥과 접합 후 점토로 보강하고 깎기조정하 다. 저부는 바닥원판 옆에 점토띠

를부착하여성형하 다. 바닥은평저이다.  現高 10.1㎝, 復原底徑 16.2㎝

7) 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30, 사진 123·124)

S1W1.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와 인접한 남사면 해발 44.6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

지이다. 청동기시대 24호 주거지의 남서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등고 낮은 남동쪽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으나, 잔존 형태로 보아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39°W이다. 규모는잔존길이 498㎝, 너비 398㎝, 최대깊이 40㎝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연갈색사질토, 연흑색사질토, 연암갈색사질토, 갈색

사질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

줄고래, 덮개돌, 개자리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고래가 오른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 시 풍화암반토와 청동기시대 24호 주거지의 내부토를 이용하여 쪽구들 부분이 바닥보

다 얕게 단이 지도록 굴착한 후 아궁이와 고래만 추가로 굴착하여 조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부의 규모는

길이 266㎝, 너비 127㎝이며, 주거지 상면보다 현재 57㎝ 가량 높게 잔존하고 있다. 아궁이 평면형태는 횡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64㎝, 너비 41㎝이다. 봇돌은 얇은 장방형 할석이 이용되었다. 양 측벽에

각각 1매씩 벽과 잇대어 세워져 있었는데, 바닥을 4㎝ 가량 얕게 파서 고정시켰다. 크기는 길이 28~32㎝,

너비 20㎝, 두께 5~6㎝이다. 아궁이에서 고래로 이어지는 중앙부에 길이 15㎝, 너비 10㎝, 두께 5㎝인 세

장방형할석 1매를 3㎝가량얕게파서고정시켰다. 바닥면은강하게피열되었다. 아궁이에서고래로이어지

는 바닥은 다른 주거지 쪽구들이 완만하게 높아지는 것과는 달리 경사가 급하게 높아지도록 시설되었다. 덮

개돌은 대부분이 유실되고 일부만 잔존한다. 대체로 얇은 장방형 할석이 이용되었다. 외줄고래는 직선적인

형태에 가까우나 약한 곡선을 띤다. 규모는 210㎝, 최대너비 22㎝, 최대깊이 14㎝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굴토되었다. 개자리는 평면형태 타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길이 28㎝, 너비

20㎝, 깊이 22㎝이다. 

유물은직구단경호 1점이아궁이좌측에서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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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0. 삼7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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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직구단경호(도면 131-1, 사진 124-⑦) 

연질의 직구단경호로 구연부의 대부분과

동체상부의 절반가량은 결실되었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의 색조는 회올리브색(5Y 5/2)이

고, 내면은탁황갈색(10YR 5/4)이다. 와질

소성으로 기면은 손에 많이 묻어나고, 마모

가심하다. 경부는약간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성형되었다. 견부에는 1조의 파상문

이 시문되었는데, 마모가 심하여 흔적만 희

미하게 관찰된다. 동체하위의 내·외면에는

점토보강흔이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바닥은 말각평저로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復原口徑 9.3㎝,

高 17.8㎝

8) 8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32, 사진 125~127)

N1W0. A구역 중앙부근의 북사면 해발 43.8m에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 28호 주거지 절반정도를 파괴

하고 조성되었고, 조선시대 2호 주거지에 의해 남벽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등고 낮은 북동벽 모서리는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운데, 주축방향은 N6°W이다. 크기는 잔존 길이 668㎝,

너비 552㎝, 최대깊이 47㎝이다.

주거지는청동기시대 28호 주거지내부토와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 크게갈색사질점

토, 암갈색사질점토, 목탄이 다량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상하벽

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고, 좌우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

대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수혈 1개, 주혈 4개, 추정 아궁이 1개, 소혈 2개가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주거지 좌측 벽에 가깝게 청동기시대 28호 주거지 노지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규모는 길이 104㎝,

너비 80㎝, 깊이 84㎝이고, 내부에 목탄이 다량 함유된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없다. 주혈은주거지의중앙부와좌측에 2개씩총 4개가설치되었는데, 원형으로직경 30~42㎝, 깊

이 7~82㎝이다. 추정아궁이는등고낮은북벽에서확인되는데원형으로직경 76㎝, 깊이 6㎝ 정도이며, 아

궁이에서 좌측으로 약 80㎝ 정도 떨어져 장타원형의 할석 1개가 바닥에 얕게 박혀서 확인되었고, 아궁이 주

변으로 소결된 부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쪽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혈 2개는북벽가까운곳에서확인되었다.

1

도면 131. 삼7호 주거지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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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2. 삼8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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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은 단경호, 병, 고배, 시루, 방추차 등의 토기 11점과 꺾쇠 등의 철기 3점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대부

분 목탄이 다량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주거지가 화재로 폐기된 이후 유입된 것으

로보인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35-3, 사진 127-⑧)  

경질의 고배 대각편이다. 1/3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내면은 회색을 띤다. 배신내면의 바닥에는 녹황색 자연유가 부착되었다. 기

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現高 3.0㎝, 復原脚徑 8.5㎝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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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광구장경호(도면 133-2, 사진 127-⑦) 

경질의 광구장경호편으로 구연부와 견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과 구연부 내면은 회갈색이고, 견부내면은 회색을 띤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

연단은凹面을이룬다. 견부외면에는한줄의침선을얕게돌렸는데, 완전히 연결되지는않는다. 기면은 회전

물손질로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5.6㎝, 現高 7.6㎝

③병(도면 133-3, 사진 128-⑤)  

경질의 병으로구경부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섞여있다. 기면과 속

심의색조는회색이다. 외저면에는기포가형성되어터진흔적이있다. 기면에는철반이노출되어있다. 경부

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는데, 얕은 凹面이 있다. 동체외면은 평행타날을 한 후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부분적으로만 남아있다. 외저면에는 바닥과 접합한 후 깎기조정을 하고, 바닥

에가까운쪽에만타날을다시하 다. 바닥은평저이다.  口徑 7.2㎝, 高 15.4㎝, 底徑 7.4㎝

④단경호(도면 133-1, 사진 128-①) 

주거지 내 여러 곳에서 조각으로 흩어져 출토되었다. 경질의 단경호이며, 전체의 1/2가량 남은 것을 도면

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소성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경부부터 동체부와 저부에 이르기까지 큰 기포가 형성되었는데, 특히 저부에 많

다. 구경부의내·외면과견부부터동체하위까지는부분적으로자연유가부착후산화되었다. 경부는 외경하

고, 구연부는내·외면에凹面이있다. 동체상위에는종방향의평행선문을타날했던흔적이희미하게남아있

는데, 회전물손질정면으로 거의 지워졌다. 저부에는 평행선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동체중위의 내면에는

얕은침선이있으며, 동체 중·하위와저부의내면은주로사방향으로목판정면되거나물손질정면되었다. 바

닥외면에는‘X’자가새겨져있다. 바닥은가운데가약간들린말각평저이다.  口徑 15.9㎝, 高 41.7㎝

⑤대호(도면 134-1, 사진 128-④) 

경질의 대형호이며, 구경부 일부와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소성이 불량하여 동체의 1/4가량은 평평하게

눌러져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이나 동체의 눌린

부분은 회갈색을 띠며, 속심은 부분적으로 자갈색을 띠기도 한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 내면은 얕게 凹

面을이룬다. 동체는 최대경이중·상위에있으며, 바닥은 원저이다. 경부내면과구경부, 견부외면에는자연

유가 부착 후 飛散되어있다. 견부부터 바닥까지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동체중위의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흔이희미하게관찰된다. 구경부는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口徑 24.8㎝, 高 59.6㎝

⑥장란형토기편(도면 134-3, 사진 127-⑨) 

연질의 장란형토기편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

다. 전반적인색조는등색(5YR 6/8)이다. 구연부는평평하게처리되었는데, 가운데가凹面을이룬다. 구연

부는마모가심한편이다.  현길이 5.6㎝

⑦장란형토기편(도면 134-4, 사진 127-⑩)

연질의 장란형토기편으로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

적인색조는등색(5YR 6/8)이다. 외면에는승문이타날되었다.  현길이 8.2㎝

⑧직구단경호(도면 134-2, 사진 127-⑪) 

경질의 직구단경호로 구경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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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동체외면은 산화되었다. 경부는 짧게 외

경하고, 구연단은 둥 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내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2.8㎝, 現高 7.1㎝

⑨직구호(도면 135-1, 사진 128-③) 

경질의 직구호이며, 구경부의 2/3가량과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인데, 외면은 회갈색을 띤다. 소성은 불량한 편으로 경부

에 큰 기포가 형성되었다가 터진 흔적이 있다. 경부는 내경하고, 구연단은 수평으로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경부의 내·외면에는 점토띠흔이 남아있다. 동체 중위에는 격자문의 타날흔이 일부에만 남아 있는데,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대부분 지워졌다. 동체내면에는 종방향의 무질서한 물손질흔적이 관찰된다.  

口徑 12.1㎝, 現高 15.3㎝

⑩흑색마연 직구단경호(도면 135-2, 사진 127-⑤) 

흑색마연 직구단경호로 견부일부가 남아있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어 일부에서만 마연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흑색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회황색(2.5Y 6/2)을 띠기도한다. 견부에는두줄의침선을돌리고, 그 사이에 2조의 파상문이시문되었다.

내면에는회전물레흔이남아있다.  현길이 5.2㎝

⑪파수부동이(도면 135-5, 사진 128-②) 

연질의 파수부동이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파수도 한개만 남아있다. 태

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

며, 기면이 박리된 곳은 명갈색(7.5YR 5/6)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는 평평하게 처리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마모가 심하다. 동체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기면이 박리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동체중위에는

우각형의 파수가 부착되었으며, 파수 상면에는 길이 4.5㎝ 가량의 얕은 홈이 있다. 파수는 동체에 끼우고,

가장자리를점토보강하여부착하 다.  復原口徑 36.8㎝, 現高 18.0㎝

⑫방추차(도면 135-4, 사진 127-⑥) 

연질의 토제 방추차로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

다. 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다. 가운데에는직경 0.8㎝의구멍이뚫려있다.  直徑 4.3㎝, 두께 1.2㎝

⑬~⑮꺾쇠

유물 도면 사진
규격(㎝, g)(現)

설 명
길이 두부길이 두부너비 두께 무게

두부는신부에서직각으로꺾임, 
⑬ 135-6 127-⑫ 7.2 2.5~3.3 2.6 0.2 28 신부약간휘어있음, 상면에재단선

으로추정되는흔적남아있음.

두부는신부에서직각으로꺾임, 

⑭ 135-7 127-⑬ 6.8 3.7 1.0~2.0 0.2~0.3 22 두부로갈수록철판의두께얇아짐, 
두부단부는직선이거나좁고, 
둥 게처리함.

양쪽두부결실, 두부의철판두께는
⑮ 135-8 127-⑭ 8.5 (1.6~2.3) 2.0 0.3 19 신부보다얇아짐, 상면에재단

선으로추정되는흔적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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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5. 삼8호 주거지 출토유물(1~5:1/3, 6~8:1/2)



9) 9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36, 사진 129)

S1E1.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8.6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등

고 낮은 남쪽 대부분이 유실되어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

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201㎝, 잔존

너비 149㎝, 최대깊이 7㎝이다.

주거지는사면에퇴적된적갈색점토층을굴

착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

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등고 높은 쪽 벽 아래에

덮개돌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얇은 할석들

과왼쪽위에서아궁이로보이는원형의피열범위가확인되는것으로보아쪽구들이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내부시설은 소혈 1개가 아래쪽에서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크기는 직경 25㎝, 깊이 28㎝이다.

출토된유물은없다. 

10) 10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37, 사진 130·131)

S1E2. A구역중앙부근의남사면해발 37.9m에조성되었다. 후대삭평으로인해등고낮은남동쪽대부

분이 유실되어 잔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470㎝, 잔존너비 283㎝, 최대깊이 46㎝이다.

주거지는사면에퇴적된적갈색점토층을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명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흑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바닥에서 확인된 다량의 탄화된 목재, 목탄

과 뒤섞인토기와철기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된주거지로추정된다. 벽은 비스듬하게굴착되었으며, 바닥

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소혈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주거지잔존형태와아궁이위치로보아등고높은위쪽벽의오른쪽에위치하 을것으로판단된다.

후대삭평으로인해고래와덮개돌이모두유실된것으로추정된다. 아궁이바닥은강하게피열되었으며, 중앙부

위쪽으로세장방형에가까운할석을 18㎝가량깊게파서고정시켰다. 크기는길이 25㎝, 너비 9㎝, 두께 8㎝이

다. 아궁이위쪽으로얇은할석5매가확인되었는데, 아궁이상부와고래위에서떨어진덮개돌로판단된다.

소혈은 2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각각 타원형과 원형이다. 타원형은 위쪽 벽 부근에서 확인되었으

며, 크기는 길이 45㎝, 너비 30㎝, 깊이 5㎝이다. 원형은 잔존 주거지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확인

되었으며, 크기는직경 21㎝, 깊이 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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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6. 삼9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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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부에서 시루와 심발형토기 등의 토기 2점과 석촉 1점, 철기는 철촉과 철제 가위가 각각 1점씩

확인되었다.  석촉은주거지가폐기된이후유입되었다.

(2) 유물

①심발형토기(도면 138-2, 사진 132-④) 

심발형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

있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2.5Y 3/1)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구연부 아래부터 저부까지 승

문을 타날하 는데, 경부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외저면에는 점토

보강을 한 후 회전깎기조정하 는데, 부분적으로 점토가 돌출되었다. 내저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口徑 11.6㎝, 高 14.2㎝, 底徑 9.7㎝

②파수부시루(도면 138-1, 사진 132-①~③) 

와질소성의파수부시루이다. 구연부와동체부의일부, 저부일부, 파수 2개가각각출토되어접합이되지는

않는다. 동체와저부의기울기, 전체높이와파수의위치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올리브색(5Y 5/2)이다. 경부부터 동체하위까지는 승문이, 저부와

바닥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격자문은 기면이 마모되어 매우 희미하게 남아있다. 경부의 승문타날은 회

전물손질로정면하여대부분지워졌다. 파수는 2개가분리되어출토되어정확한위치를알수없다. 끝이뭉툭

하게성형되었고, 파수상면에는길이 3.0㎝내외의긴홈이나있다. 도면상왼쪽의파수하면에는직경 0.4㎝

도면 137. 삼10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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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8. 삼10호 주거지 출토유물(1·2:1/3,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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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9. 삼11호 주거지(1/40)





275

의지지홈이 2개있고, 오른쪽파수의하면에는직경 0.4㎝ 가량의매우얕은지지홈이 1개확인된다. 바닥은

원저이고, 직경 3.5㎝ 내외의 원형 증기공이 뚫려있다. 증기공은 외면에서 내면쪽으로 뚫어 가장자리 내면에

점토가돌출되어있다.  復原口徑 28.6㎝, 現高 18.1㎝(구연, 동체부), 12.3㎝(저부), 파수길이 5.5㎝

③철촉(도면 138-3, 사진 132-⑥) 

철촉의슴베로추정된다. 단면은방형이며, 목질이약간부착되어있다.  현길이4.9㎝, 너비0.4㎝, 무게2g

④가위(도면 138-4, 사진 132-⑤) 

철제 가위로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인부에서 손잡이로 이어지는 관부는 직각으로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고, 등부분은완만한곡선으로이어진다.  전체길이 15.5㎝, 신부길이 8.0㎝, 신부너비 1.0㎝, 무게 20g

⑤석촉(도면 138-5, 사진 132-⑦) 

유경식 석촉으로 선단부는 결실되었다. 신부의 중앙에 형성된 능은 경부로 내려오면서 완만해진다. 경부

에는 마연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신부단면은 능형이고, 경부단면은 육각형과 장방형이다.  현길이 6.5㎝, 

너비 0.4~1.6㎝, 두께 0.3~0.5㎝, 무게 6g

11) 1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39, 사진 133·134)

N1E2. A구역동쪽부근의정상부와인접한북사면해발 43.9m에조성되었다. 쪽구들을갖춘수혈주거지

이다. 등고 낮은 북벽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으나, 잔존 형태로 보아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

다. 등고선과직교하는주축방향은N11°E이다. 규모는잔존길이 556㎝, 너비 454㎝, 최대깊이 64㎝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는 크게 갈색점토층, 암흑갈색점토층, 진갈색점토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이 그대로 이

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왼쪽 벽의 아래에 등고와 직교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두

줄고래, 개자리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 등고 낮은 쪽에 위치하고, 고래가 위쪽으로 향한다. 다른 주거지

들의 쪽구들이 모두 모서리 부분에서 배연되는 것과는 달리, 11호 주거지의 쪽구들은 벽의 중앙부에서 배연

되는 유일한 구조이다.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 부분이 바닥보다 얕게 단이 지도록 굴착한 후 아궁이와 고래

만 추가로 굴착하여 조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의 규모는 길이 338㎝, 너비 126㎝이며, 주거지 상면보다

21㎝ 가량 높게 조성되었다. 아궁이는 왼쪽 벽 아래 모서리 부분에 치우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

깝다. 규모는 길이 96㎝, 너비 90㎝이다. 봇돌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앙부에 길이 18㎝, 너비 14㎝, 두께

8㎝인 할석 1매를 4㎝ 가량 얕게 파서 고정시켰다. 바닥면은 강하게 피열되었다. 덮개돌은 확인되지 않았으

나, 덮개돌로보이는얇은장방형할석들이쪽구들바로오른쪽바닥에서집중적으로노출되었다. 출토된 유

물이한점도없는것과더불어주거지폐기양상과관련된것으로추정된다. 두줄고래는직선적으로개자리

에서 합류된다. 규모는 길이 202㎝, 최대너비 32㎝, 최대깊이 6㎝이다. 위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굴토되었다. 개자리는 평면형태 타원형이며, 주거지 바깥으로 10㎝ 가량 돌출되어있다. 규모는

길이 25㎝, 너비 23㎝, 깊이 48㎝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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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40, 사진 135)

N1E3. A구역 동쪽 부근의 정상부와 인접한 북사면 해발 43.9m에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 31호 주거지

의 북동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등고 낮은 북쪽 대부분이 유실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11°W이

다. 규모는잔존길이 296㎝, 너비 442㎝, 최대깊이 42㎝이다.

1

도면 140. 삼12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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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는청동기시대 31호 주거지의내부토와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 크게암갈색사

질점토와갈색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어있었다. 벽은 거의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으며, 바닥은별다른시

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확인되지않았으며, 유물은단경호구연부편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단경호(도면 140-1, 사진 135-④) 

단경호편으로 구경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으로 단단한 편이나 기면이 손

에 약간 묻어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회백색(2.5Y 7/1)을 띤다. 경부

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성형되었다. 구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동체외면은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다.  復原口徑 16.9㎝, 現高 8.8㎝

13) 1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41, 사진 136·137)

N1E4. A구역 동쪽부근의정상부와인접한북사면해발 43.5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인해등고

도면 141. 삼13호 주거지(1/40) 



낮은 북동쪽이 대부분 유실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278㎝, 잔존너비 232㎝, 최대깊이 20㎝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

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내부에서 목탄과 함께 유물에 2차 피열흔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화

재로 인해폐기된것으로판단된다.

내부시설은저장혈과소혈이확인되었다. 저장혈은잔존주거지남서쪽모서리에서 1개가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위쪽이 타원형이고 아래쪽이 원형인 단면 플라스크 형태이다. 크기는 위쪽이 길이 112㎝, 너비 80㎝,

아래쪽이직경 136㎝이며, 깊이는 132㎝이다. 내부에서대옹편, 심발형토기등다량의토기편이검출되었다.  

소혈은 등고 높은 남벽과 연하여 2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23~26㎝, 깊이

5~7㎝가량이다.  

유물은단경호, 심발형토기등의토기 10점과철모, 철촉, 보습등의철기 7점이확인되었다. 철제보습은

13호주거지에서만출토되었다.  

(2) 유물

①심발형토기(도면 142-1, 사진 139-①)

심발형토기편으로 구연부 일부와 저부 일부만 남아있다. ⑧(도면 143-2·3)의 파수도 같은 개체로 추정된

다. 구연부의기울기와전체높이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흑갈색과연황색(2.5Y 7/3)을 띤다. 구연부는 경부를타날하여성형한후 점토를 밖으로얇

게 말아 붙 다. 경부에는 승문타날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외면도 승문이 타날되었고, 외저면은 크기 0.3

㎝ 정도의격자문이타날되었다. 저부는 바닥원판옆에점토띠를쌓아성형하 으며, 바닥외면에는지문이남

아있는지두흔이무질서하게관찰된다.  復原口徑20.0㎝, 現高 3.9㎝(구연부), 4.2㎝(저부), 復原底徑13.4㎝

②심발형토기(도면 142-2, 사진 139-②) 

심발형토기로구연부일부와저부일부만남아있다. 전체높이는임의로추정하여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석·사립과 운모가 다량 포함되어 매우 거칠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2.5YR 5/6)이

고, 저부와 동체내면은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띤다. 외면은 박리가 매우 심하여 태토에 섞인 사립이 그대로

노출되어있고, 타날흔이나 저부의 깎기조정은 관찰되지 않는다. 구연부는 평평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

며, 바닥외면에는미세한포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16.0㎝, 現高 5.5㎝(구연부), 7.5㎝(저부)

③심발형토기(도면 142-3, 사진 138-②)  

심발형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10YR 6/4)이고,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외저면은깎기조정되었다. 기면은박리가심한편이다.  現高 4.8㎝, 復原底徑 13.9㎝

④단경호(도면 142-4, 사진 138-①) 

단경호편으로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나며, 와질소성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탁황색(2.5Y 6/3)이다. 기면은 박

리되어정면흔적이나타날흔이관찰되지않는다.  復原口徑 17.0㎝, 現高 4.8㎝

⑤단경호(도면 142-5, 사진 13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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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의 단경호편으로 구경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동체부의 기울기와 위치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갈색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성형되었는데,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동체외면에는 평행선문을 타날한 후 침

선을얕게돌렸다. 침선은 11조가남아있으며, 동체하위는평행선문이교차되어타날되었다. 구경부와내면

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7.4㎝, 現高 8.3㎝(구경부), 16.0㎝(동체부)

⑥단경호(도면 142-6, 사진 138-③)  

주거지내여러곳에서조각으로흩어져출토되었다. 경질의단경호로동체만일부남아있다. 동체의기울

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

색(N 5/0)이고, 속심은 갈색이다. 외저면의 일부는 갈색을 띠는데, 소성당시의 환경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 내저면에는기포가형성되었다. 견부와 동체상위는산화되어회황색을띠며, 기면이 거칠다. 동체부터

저부까지 외면에는 종방향의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는데, 타날 후 일정 간격으로 물손질정면을 하여 타날흔이

지워졌다. 동체하위의 타날흔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면서 생긴 희미한

요철이있으며, 내저면에는무질서한도구정면흔이관찰된다.  現高 32.7㎝

⑦장동호(도면 143-1, 사진 138-⑦)

연질의장동호편으로저부와동체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탁황색(2.5Y 6/4)을 띤다. 속심은 회올리브색이다.

동체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는데, 승문의 방향이 상위는 사방향으로, 중·하위는 종방향으로 나타난다. 저

부는크기 0.4㎝의격자문이타날되었다. 기면은일부를제외하면마모가심한편이다. 타날기법은장란형토

기와동일하다. 동최대경은중위에있으며, 바닥은말각평저에가깝다.  現高 27.6㎝

⑧파수(도면 143-2·3, 사진 138-④·⑤)

연질의파수 2점으로①(도면 142-1)의심발형토기와태토나색조, 소성분위기가비슷하여같은개체일가

능성도 있다. 형태는 우각형이며,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도면 143-2는 전반적인

색조가명갈색(7.5YR 5/6)이며, 부분적으로회색을띠기도한다. 상면에길이 3㎝의긴홈이있으며, 하면에

는 직경 0.5㎝, 깊이 1.5㎝ 가량의 지지홈이 있다. 도면 143-3은 전반적인 색조가 탁갈색(7.5YR 5/4)이며,

부분적으로흑갈색과황갈색(2.5Y 5/3)을띠기도한다. 상면에길이 3.5㎝의긴홈이나있고, 하면에는직경

0.5㎝, 깊이 1.5㎝가량의지지홈이있다. 파수전면에지두흔이무질서하게나있다.  파수길이 6.9㎝

⑨파수부시루(도면 143-4, 사진 138-⑥) 

연질의 파수부시루이며, 저부와 구연부의 1/2, 동체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올리브색(5Y 6/2)이며, 외면은 부분적으로 명황갈색(10YR 6/6)을

띠기도 한다. 속심은 회색(5Y 4/1)이다. 구연부는 대부분 마모되었는데, 점토를 얇게 덧대어 성형하 다.

구연부 아래부터 동체하위까지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동체하위와 저부는 크기 0.4㎝ 정도의 격자문이 타날

되었다. 동체상위에는대칭되는곳에두개의파수가부착되었다. 파수는 우각형이며, 상면에는길이 4㎝ 내

외의긴홈줄이나있다. 하면에는지지홈이있는데, 도면의좌측파수에는한개가, 우측파수에는두개가확

인된다. 파수는 동체에끼운후점토보강하여부착한것으로추정된다. 바닥은결실되어시루공의정확한배

치상태는 알 수 없으나, 네 개의 원형시루공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시루공 가장자리에 점토가 린 것으로

보아시루공은도려내기한것이아니라뚫은것으로추정된다.  口徑 26.0㎝, 現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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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대호(도면 144-1, 사진 139-④~⑥) 

저장혈에서 출토되었다. 대형의 원저토기로 기형은 호로 추정된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많이 묻어

난다. 동체의 중·하부와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회갈색의 토기분말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외면은회올리브색(5Y 4/2), 내면은암회황색(2.5Y 4/2)이고, 바닥외면은황갈색

을띤다. 외면은 부분적으로박리가심하다. 동체와 저부의외면에는종방향의평행선문이타날되었고, 바닥

은 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는 외

경접합하여 성형하 는데, 단면에서는 네 군데 점토띠 접합흔이 관찰되며, 기면에는 몇 군데 더 접합흔으로

추정되는흔적이남아있다. 바닥은원저이며, 내면의가운데에는조으기한흔적이있다.  現高 34.5㎝

⑪철제보습(도면 144-2, 사진 137-⑨) 

‘U’자형이며, 한쪽 측부가 결실되었다. 철판을 꺾어 안쪽에‘V’자상의 홈을 만들었다. 공부에는 목질이

남아있다. 신부폭은 양쪽 측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길이 12.9㎝, 너비 12.3㎝, 신부 최대너비 3.3㎝, 무게

64g

⑫철촉(도면 144-3, 사진 139-⑧) 

저장혈에서 출토되었다.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고, 신부단면은 능형

이다. 경부단면은 말각방형이고,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13.9㎝, 신부길이 2.3㎝, 신부너비 1.0㎝,

경부길이 5.0㎝, 경부너비 0.6㎝, 무게 9g

⑬철촉(도면 144-4, 사진 139-⑨) 

유경식철촉이다. 신부는수화되어부풀어있고, 슴베일부는결실되었다. 신부는유엽형이며, 단면은능형

이다. 경부단면은 말각방형이고,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10.8㎝, 신부길이 3.0㎝, 신부너비 1.2㎝,

경부길이 5.4㎝, 경부너비 0.8㎝, 무게 11g

⑭철촉(도면 144-5, 사진 139-⑩) 

유경식 철촉이며, 신부와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며, 단면은 능형이다. 경부단면은 말각

방형이고,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9.5㎝, 신부너비 1.2㎝, 경부길이 5.4㎝, 경부너비 0.7㎝, 무게

14g

⑮철촉(도면 144-6, 사진 139-⑪) 

유경식철촉이다. 신부와슴베일부가결실되었고, 신부는수화되어부풀어있다. 신부는유엽형이며, 신부

단면은능형이다. 경부단면은말각방형이다.  현길이 8.2㎝, 신부너비 1.2㎝, 경부너비 0.8㎝, 무게 13g

⒃철촉(도면 144-7, 사진 139-⑫) 

유경식 철촉이며, 신부와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착두형이며, 선단부에 날이 서 있다. 경부로 이

어지는관부는대칭을이루고뚜렷한편이다. 경부단면은말각방형이고, 슴베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5.6㎝,

신부길이 1.8㎝, 신부너비 0.8㎝, 경부길이 3.2㎝, 경부너비 0.5㎝, 무게 3g

⒔철모(도면 144-8, 사진 139-⑦)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고, 공부는 수화되어 부풀어 균열이 발생했다. 신부에서 공부로 연결되는 관부는 완

만하게이어진다. 신부단면은능형이며, 공부끝단은연미형으로처리되었다. 공부에는목질이가득차있고,

못이 관통된흔적이있다.  전체길이 24.9㎝, 신부길이 22.1㎝, 신부너비 1.9㎝, 공부길이 12.3㎝, 공부직경

3.1×3.0㎝, 무게 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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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45, 사진 140~142)

S1E5. A구역 남사면 동쪽 끝 부분의 말단부 해발 40.0m에 조성되었다. 등고 낮은 남벽 일부가 후대 삭

평으로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凸자형으로 삼국시대 주거지 가운데 유일한 형태이며, 쪽구들을 갖춘 수혈

주거지이다. 전체 규모는 길이 676㎝, 잔존너비 301㎝, 최대깊이 37㎝이며, 출입구 규모는 길이 152㎝, 너

비 144㎝, 최대깊이 18㎝이다.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주축방향은 N5°W이며, 출입구는 동쪽으로내었다.

북장벽과후벽은직각으로연결되고출입구와이어지는전벽은둔각으로벌어져있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는 크게 갈색점토층과 연명갈색점토층 순으로 퇴적되

었고 다량의 목탄 덩어리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었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출입구는 주거지 바닥 깊이까지 굴광된 후 입구에서부터 완만

한 경사를 이루도록 정지되었다. 정지층은 입자가 미세한 명갈색사질점토와 기반암풍화토가 이용되었다. 주

거지 내부와 출입구 바닥에서 확인된 다량의 탄화된 목재, 목탄과 뒤섞인 토기와 철기, 붉게 피열된 북벽으

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된주거지이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저장혈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왼쪽벽위에등고와직교하게설치되었다. 아궁이와외줄고래, 개자리로이루어졌는데, 아궁이

가 등고 낮은 쪽에 위치하고, 고래가 위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 부분이 바닥보다 얕게 단이

지도록 굴착한 후 아궁이와 고래만 추가로 굴착하여 조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의 규모는 길이 188㎝, 너

비 104㎝이며, 주거지 상면보다 40㎝ 가량 높게 조성되었다. 아궁이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운데, 규모

는 길이 76㎝, 너비 50㎝이다. 봇돌은 우측에서만 확인되었다. 크기는 길이 42㎝, 너비 24㎝, 두께 4㎝로

5㎝ 가량얕게파서벽과잇대어고정시켰다. 중앙부에길이 14㎝, 너비 14㎝, 두께 6㎝인장방형할석 1매

를 3㎝ 가량 얕게 파서 고정시켰다. 바닥면은 강하게 피열되었다. 덮개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래는 직선

적인 형태로 6개의 가지고래가 부가되어 있다. 가지고래는 주 고래에 직교하여 짧게 뻗어 있고 양쪽으로 각

각 3개씩 부가되었다. 주 고래의 규모는 길이 128㎝, 최대너비 39㎝, 최대깊이 17㎝이고, 가지고래는 길이

5~16㎝, 너비 8~14㎝, 깊이 2~4㎝이다. 위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굴토되었다. 개

자리는 평면형태 원형이며 주거지 바깥으로 21㎝ 가량 돌출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27㎝, 너비 25㎝, 깊이

24㎝이다.  

저장혈은 쪽구들 아래쪽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길이 56㎝, 너비 34㎝,

깊이 15㎝이다. 

유물은단경호와고배등의토기 7점과철겸, 철촉, 꺾쇠등의철기 8점이확인되었다. 지석 1점과금제이

식 1쌍이출입구왼쪽바닥에서출토되었다. 금제이식은 14호주거지에서만출토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47-1, 사진 142-⑥) 

경질의고배로대각단의일부와배신의 1/3가량은결실되었다. 대각단은약간일그러져있다. 태토는소량

의사립이섞인비교적정선된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색조는명회색이다. 구연부와내저면은산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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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146. 삼14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대각은 짧게‘八’자상으로 벌어지고, 대각단은 뾰족하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口徑 12.5㎝,

高 7.2㎝, 脚徑 8.4㎝

②고배(도면 147-2, 사진 142-④) 

경질의무개식고배로구연부를포함한배신의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백색사립이섞

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옅은 자갈색이다. 구연부는 다소 내경하고, 배신은 중위에서 단

이 진다. 구연부를 포함한 배신이 상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하부는 회전깎기조정이 되었다. 대각은

짧게‘八’자상으로벌어지고, 대각단은비교적뾰족하다.  口徑 11.4㎝, 高 6.8㎝, 脚徑 8.1㎝

③고배(도면 147-3, 사진 142-⑤) 

주거지상부퇴적토에서수습되었다. 경질의고배로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석 , 장석

등의사립이소량섞인정선된점토이다. 구연부는부분적으로산화되었다. 구연부는직립하고, 구연단과대

각단은 다소 뾰족하다. 대각은 짧게‘八’자상으로 벌어지다가 대각단에 이르러 급격하게 외반한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나, 대각과 배신의 접합부에는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口徑 12.2㎝, 高

7.4㎝, 復原脚徑 8.8㎝

④고배(도면 147-4, 사진 142-⑦) 

주거지 상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경질의 고배로 배신은 일부만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명회황색이다. 대각은 짧게‘八’자상으로 벌어진

다. 대각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으며, 가운데가 凹面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마모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된

다. 기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2.5㎝, 高 6.3㎝, 脚徑 8.3㎝

⑤고배(도면 147-5, 사진 142-⑧) 

주거지 상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경질의 고배로 배신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구연부와 내면은 산화

되었다. 배신외면은 회전깎기로 정면되었고, 대각이 부착되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口徑 11.3㎝, 現高

4.0㎝

⑥장란형토기(도면 147-6, 사진 142-⑨) 

연질의 장란형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저부 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와 높이, 구경은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회올리브색(5Y 4/2)이다. 경부에승문

을타날한후구연부를성형하 으며, 구연단은비교적뾰족하다. 저부에는길이 0.6㎝ 가량의격자문이타날

되었고, 기면은심하게박리되어타날흔이희미하다.  復原口徑 24.0㎝, 現高 1.8㎝(구연부), 10.6㎝(저부)

⑦단경호(도면 146-1, 사진 142-③) 

경질의단경호로구연부와동체부의 1/2가량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저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등의 백색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기면과 속심 모두 회색(5Y 6/1)이고, 소성은 양

호하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의 아래는 회전하면서 도구로 눌러주

어 약간 凹面이 있다. 동체의 외면에는 전체에 종방향의 평행선문 타날흔이 남아있고, 동체내면의 하위에는

사방향과 횡방향의 물손질 정면흔이, 내면의 상위와 중위에는 횡방향의 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에는 뾰족한 도구로 눌러 침선이 희미하게 돌아가는데, 규칙적이지는 않다. 구경부의 내·외면

은회전물손질로정면하 다.  口徑 22.2㎝, 現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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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7. 삼14호 주거지 출토유물(1~6:1/3, 7:1/2)



⑧철겸(도면 148-2, 사진 143-③)  

수화되어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기부와 인부의 경계는 뚜렷한 편이다. 기부단부는‘ㅁ’자로 말려있다.

신부단면은이등변삼각형이다.  길이 25.9㎝, 기부길이 2.7㎝, 신부너비 2.6㎝, 무게 69g

⑨철촉(도면 148-5, 사진 143-⑤)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다. 신부단면은 능형이고, 경부단면은 원형,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7.7㎝, 신부길이 2.5㎝, 신부너비 0.8㎝, 경부길이 3.0㎝, 경부너비 0.5㎝,

무게 4g

⑩철촉군(도면 148-4, 사진 143-④)  

유경식 철촉으로 보이는데, 여러 개의 철촉이 무질서하게 수착되어 출토되었다. 잔편들을 포함하여 촉신

부는 7개 정도가확인되는데대부분유엽형이며, 단면은 편볼록렌즈형이다.  전체길이 10.1㎝, 무게 23g

⑪철모(도면 148-3, 사진 143-⑥) 

신부와 공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에서 공부로 연결되는 관부는 완만하게 이어진다. 신부단면은 능형

이다. 공부끝단은 연미형이고, 단접부가 확인되며, 좌우로 못이 2개 관통되어있다.  현길이 23.3㎝, 공부길

이 15.0㎝, 신부너비 1.7㎝, 공부직경 3.0×2.9㎝, 무게 167g 

⑫~⑮꺾쇠

⒃금제이식(도면 148-1, 사진 143-②)  

금제이식이다. 원형에가깝다.  좌: 직경 3.0㎝, 두께 0.3㎝, 무게 9g ; 우: 직경 3.1㎝, 두께 0.3㎝, 무게 9g 

⒔지석(도면 147-7, 사진 143-①) 

유문암제지석으로前面과下面은결실되었다. 하면은결실된후목탄이부착된채출토되었다. 上面과兩

側面은매우치 하게마연되었다.  현길이 17.2㎝, 너비 13.3㎝, 현두께 5.0㎝, 무게 1,06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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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규격(㎝, g)(現)

설 명
길이 두부길이 두부너비 두께 무게

⑫ 148-6 143-⑦ 3.7 2.1~2.4 1.1 0.3 8 두부로갈수록철판의두께얇아짐,
두부단부는약간둥 게처리함.

⑬ 148-7 143-⑧ 4.0 1.5 1.3 0.2 5 한쪽두부는약간만꺾임, 두부단부의
철판두께얇아짐, 목질부착.  

⑭ 148-8 143-⑨ 15.0 (1.0~3.4) 1.8~2.3 0.1~0.4 49 양쪽두부결실, 두께는약간차이를
보임, 신부단면은제형에가까움.

신부의단면은제형에가까움, 두부로

⑮ 148-9 143-⑩ 12.8 4.1 1.0~2.4 0.1~0.3 36 갈수록철판두께신부보다얇아짐, 
두부단부는둥 거나사선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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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49, 사진 144·145)

N1E6. A구역 동쪽끝부분의정상부와인접한북사면해발 44.2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갖춘수혈주

거지이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등고 낮은 북서쪽 대부분이 유실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장방형으로추정된다. 규모는잔존길이 205㎝, 잔존너비244㎝, 최대깊이 35㎝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

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내부에서 목탄과 함게 벽면 일부가 붉게 소결된 것으로 보아 화재로

폐기된주거지이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저장혈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왼쪽 벽 위에 등고와 직교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두줄고래, 덮개돌, 개자리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등고낮은쪽에위치하고, 고래는위쪽으로향한다. 삭평으로인해등고낮은쪽절반가량이유실되

었다. 주거지조성시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

조성하 다. 단이진쪽구들의규모는길이 210㎝, 너비 106㎝이며, 주거지상면보다현재 47㎝가량높게잔

존하고 있다. 아궁이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57㎝, 너비 41㎝이다. 바닥면은 강하게 피

열되었다. 봇돌은확인되지않았고, 덮개돌은등고높은쪽일부만잔존한다. 대체로얇은장방형할석이이용

되었으며, 열기와연기가새어나가지못하도록조 하게잇대었다. 고래는두줄로좌측은직선적이고우측은

곡선을띠며개자리에서합류된다. 규모는잔존길이 107㎝, 최대너비 16㎝, 최대깊이 2㎝가량이다. 개자리는

평면형태원형이며주거지바깥으로 7㎝가량돌출되어있다. 규모는길이 31㎝, 너비 29㎝, 깊이 23㎝이다.

저장혈은 잔존하는남벽과연하여 1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원형으로크기는직경 36㎝, 깊이 24㎝

이다. 또한 주거지의 등고 낮은 북서쪽에 87호 수혈이 위치하는데 13호 주거지와 같은 형태의 내부 저장수

혈일가능성도있다. 

주거지내부에서병 1점과방추차 1점, 철기는철모 1점과철촉 2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병(도면 149-1, 사진 145-⑨) 

경질의 병으로 구경부는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소량의 굵은 석립

이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황회색(2.5Y 4/1)이고, 저부쪽은 회색을띤다. 속심은 자갈색이다. 경부외면

과 동체상부의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었다. 동체는 호의 동체처럼 부풀어 있으나 경

부와 동체의 경계에서 심하게 축약된다. 경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凹面이 깊게 남아있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평행선문 타날을 하여 성형한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많이 지워졌다. 회전물손질하

면서 뾰족한 도구 등으로 무질서하게 정면하여 매우 좁고 얕은 침선이 동체전반에 확인되고 있다. 저부에는

점토보강 후 평행선문 타날을 하고,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깎기조정한 흔적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동체내

면에는 횡방향으로 목판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에는 크고 작은 기포가 형성되었고, 기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口徑 8.9㎝, 高 15.5㎝, 底徑 11.0㎝

②방추차(도면 149-2, 사진 145-⑥) 

연질의 토제 방추차로 가장자리는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는 운모 등 소량의 세사립과

토기분말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갈회색(10YR 4/1)이고, 부분적으로 탁황등색(10YR

292



293

1

2

3

4

5

도면 149. 삼15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1/3, 2~5:1/2)



294

6/3)을 띠기도한다. 가운데에는직경 0.7㎝의구멍이뚫려있다.  直徑 3.9㎝, 두께 1.7㎝

③철촉(도면 149-3, 사진 145-⑦) 

유경식 철촉이며, 신부와 경부는 일부, 슴베는 모두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규형이며, 인부 가장자리 상면

을한번더다듬어날을세웠다. 신부와경부는얇은판상이지만, 슴베근처로갈수록단면은방형에가까워

진다.  현길이 7.9㎝, 신부너비 1.8㎝, 무게 5g

④철촉(도면 149-4, 사진 145-⑧) 

유경식철촉이며, 경부와슴베일부가남아있다. 경부는슴베로이어지는관부근처에서최대폭을이루며, 슴

베에는종방향의목질이부착되어있다. 경부와슴베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4.4㎝, 경부너비0.8㎝, 무게 3g

⑤철모(도면 149-5, 사진 145-⑩) 

신부와 공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에서 공부로 연결되는 관부는 완만하게 이어진다. 신부단면은 능형

이며, 공부끝단은 연미형으로 처리하 다. 공부에는 목질이 가득 차 있으며, 측면에 못이 관통된 흔적이 있

다.  현길이 31.5㎝, 신부길이 27.3㎝, 신부너비 1.7㎝, 공부직경 3.0×3.0㎝, 무게 227g 

16) 1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50, 사진 146·147)

N0E6. A구역 동쪽끝부분의남사면해발 44.0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갖춘수혈주거지이다. 7호 묘

에의해바닥일부가파괴되었고, 북서쪽일부와남벽이후대삭평으로인해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

이며, 등고선과직교하는주축방향은N0°E이다. 규모는길이 554㎝, 너비 422㎝, 최대깊이 25㎝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에는다량의목탄덩어리를포함한흑갈색사질점토, 갈

색사질점토, 암적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

며,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바닥에서확인된다량의탄화된목재와씨앗, 목

탄과뒤섞인토기와철기, 붉게피열된벽면으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된주거지로판단된다.  

내부시설은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의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고래, 배연부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는 중앙에 위치하고, 고래는 오른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의규모는길이 270㎝, 너비 115㎝이며, 주거지상면보다 40㎝가량높게조성되었다. 아궁이평면형

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72㎝, 너비 46㎝, 깊이 6㎝이다. 양 측벽에 장방형 봇돌이 세워져 있

었는데, 4~5㎝ 가량 얕게 파서 벽과 잇대어 고정시켰다. 좌측에 1매, 우측에 2매가 확인되었다. 크기는 길

이 18~24㎝, 너비 12~20㎝, 두께 6~8㎝이다. 바닥면은강하게피열되었다. 덮개돌은확인되지않았다.

외줄고래는 직선적인 형태로 10개의 가지고래가 부가되어 있다. 가지고래는 주 고래에 직교하여 짧게 뻗어

있고 양쪽에 각각 5개씩 확인되었다. 쪽구들 전체에 고른 열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와 아래의 가지고래가 서

로 엇갈리도록 시설되었다. 가지고래 중 배연부와 가까운 아래쪽 두 줄은 반환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 고

래의규모는길이 214㎝, 최대너비 36㎝, 최대깊이 28㎝이고, 가지고래의규모는길이 13~34㎝, 최대너비

12~20㎝, 최대깊이 12~22㎝이다. 오른쪽으로갈수록바닥이완만하게높아지도록굴토되었다. 주거지바

깥으로 20㎝가량돌출되어배연되는데, 배연부바닥에서장방형석재 1매가노출되었다.  

유물은 고배와 장란형토기, 단경호, 방추차 등의 토기 10점과 석부 1점, 방형금구 1점이 출토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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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쪽구들좌측바닥에서탄화된씨앗이검출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51-1, 사진 148-①) 

경질의 고배로구연부일부와대각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배신외면과 대각내면은 암회색을 띠고, 배신내면과 구연일부, 대각외면은 산화되어 황회색을 띤다. 속심은

자갈색이다. 배신내면과 구연의 일부에는 광택이 나는 녹갈색 자연유가 부착되었고, 구연부와 배신외면, 대

각외면의 일부에는 자연유가부착 후 飛散되어있다. 뚜껑받이턱의 위·아래에는정면하면서 손으로 누른 요

철이있다. 배신외면은회전깎기조정되었다. 대각은‘八’자상으로벌어지고, 대각단은좁고평평하게성형되

었다.  口徑 12.8㎝, 高 8.0㎝, 脚徑 9.3㎝

②고배(도면 151-2, 사진 148-②)  

연질의 고배로배신만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세사립이소량섞인비교적정선된점토이

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올리브색(5Y 6/2)이고, 기면이 손에 묻어나는 정도가 심하다. 구연은 짧게 직

립하고, 기면은마모되었다.  口徑 11.2㎝, 現高 4.9㎝

③장동호(도면 151-4, 사진 148-③) 

장동호로 구경부 일부와 동체일부가남아있다. 도면은 구경부만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세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황갈색(10YR 6/8)이다. 경부는거의직립하고동체가부풀어오르

는 장동호의 기형과 유사하다. 구연부 아래부터 승문을 타날하 는데, 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이

대부분지워졌다. 견부내면에는지두흔이남아있고, 내면은대부분박리되었다.  復原口徑19.7㎝, 現高 8.3㎝

④장란형토기(도면 151-5, 사진 148-⑨) 

장란형토기동체편이다. 동체의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속심은 황회색(2.5Y 4/1)이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

고, 내면은비교적깨끗하게물손질정면되었다. 내면의하위에는도구에찍힌흔적이있다.  現高 18.3㎝

⑤단경호(도면 151-3, 사진 148-⑥) 

경질의단경호이며, 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경질이나소성도는비교적낮은편이며, 기면이손에약간묻

어난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회색(5Y 6/1)이고, 속심은갈색을

띤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에는약하게凹面이있다. 외면은 경부부터바닥까지격자문이타날되었는데,

경부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대부분 지워졌다. 바닥에도 타날흔은 지워져 희미하게 관

찰되며, ‘X’자가 남아있다. 동체의 중위와 상위에는 나선형의 침선을 그었는데, 침선간의 폭이 일정하지 않

다. 경부내면과 동체내면에는 점토띠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정면한 후 종방향으로 길게 물손

질정면한흔적이있다. 바닥은말각평저이다.  口徑 18.6㎝, 推定高 29.7㎝

⑥광구장경호(도면 151-6, 사진 148-④)  

경질의 광구장경호이며, 구경부 일부와 동체상부의 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회갈색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에는 깊은 凹面이 있다. 구연내측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다. 경부와 동체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

되었는데, 경부는 타날 후 회전목리조정하여 타날흔이 많이 지워졌다. 동체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4.4㎝, 現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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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1. 삼16호 주거지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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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면 152. 삼16호 주거지 출토유물(1·2:1/3, 3·4:1/2)

⑦호 저부(도면 151-7, 사진 148-⑤) 

경질의 호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⑥광구장경호와는 거리를 두고 출토되었으나 같은

개체일 가능성이 많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이다. 외면에는 평

행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까운데, 가운데가

약간들려있다. 외저면에는‘X’자가새겨져있다.  現高 6.9㎝

⑧광구장경호 구경부편(도면 152-1, 사진 148-⑦)  

경질의 광구장경호편으로 구경부 일부와 견부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견부에 기포가 있으며, 소성상태나 정면상태가 다소 불량한 편이다. 외

면의 색조는 회갈색, 내면은 회색을 띠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내면에 점토띠흔이 남아있

다. 구연부는 평평하게 처리되었는데, 가운데가 凹面을 이룬다. 견부외면에는 평행선문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무질서한물손질정면흔적이있다.  復原口徑 12.9㎝, 現高 8.5㎝

⑨호 동체부(도면 152-2, 사진 148-⑧) 

호의동체부편이다. 일부만남아있어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소

량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회갈색이며, 내면은 회색, 속심은 자갈색을 띤다. 동체상위

는자연유가부착후산화되어기면이거칠다. 동체하위에는평행선문이타날되었고, 타날흔위로거친정면

흔이부분적으로남아있다. 내면에도거친물손질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14.5㎝

⑩방추차(도면 151-8, 사진 148-⑩)  

토제 방추차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연질이나 경도는 단단한 편이다. 태토는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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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된점토이다. 산화염에서소성되었으며, 색조는탁황갈색(10YR 5/3)이다. 가운데는직경 0.8㎝의구멍

이뚫려있다.  直徑 4.2㎝, 두께 1.9㎝

⑪방형금구(도면 152-4, 사진 147-⑦) 

평면은방형이고, 네 변의가운데가잘록하게좁아지는형태이다. 단면으로보면가운데가둥 게약간솟

아있다. 철판의 두께는 0.1㎝로 매우 얇고, 네 모서리에는 작은 못 구멍을 뚫었으며 한 곳에는 못이 결합된

채남아있다. 정중앙과주변한곳에 0.5㎝정도크기의구멍을따로뚫었다.  길이 3.5×3.5㎝, 무게 5g

⑫석부(도면 152-3, 사진 148-⑪) 

합인석부로 頭部는 결실되었다. 암질은 응회암이다. 신부는 고타하여 형태를 갖춘 후 부분적으로 마연하

고, 인부에는 종방향으로 마연흔이 관찰된다. 신부의 횡단면은 타원형이다.  현길이 11.7㎝, 너비 6.1㎝,

두께 4.4㎝, 무게 571g

17) 1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53, 사진 149)

N0E7.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 해발 45.0m에 조성되었다. 등고 낮은 남쪽과 동쪽 대부분이 후대

도면 153. 삼17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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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잔존길

이 302㎝, 잔존너비 276㎝, 최대깊이 22㎝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는 크게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

어있었다. 벽은비스듬하게굴착되었으며,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아궁이와소혈이확인되었다.

잔존하는 주거지 평면형태와 아궁이 위치로 보아 위쪽 벽의 오른쪽에 쪽구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고래와 덮개돌이 모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궁이 바닥은 강하게 피열되었으며, 중

앙부위쪽으로세장방형에가까운할석을 5㎝가량얕게파서고정시켰다. 크기는길이 10㎝, 너비 6㎝, 두께

5㎝이다. 아궁이위쪽에얇은장방형할석 1매가확인되는데, 아궁이상부에서떨어진덮개돌로추정된다.

소혈은 3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원형이다. 타원형은 2개로 크기는 길이 60~92㎝, 너비

34~52㎝, 깊이 15~48㎝이다. 원형의크기는직경 60㎝, 깊이 24㎝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18) 18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54, 사진 150·151)

S1E6.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41.3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지이다.

등고 낮은 남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0°E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224㎝, 너비 455㎝,

최대깊이 52㎝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저장혈, 소혈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고래, 덮개돌, 배연부

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고래는 오른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 부분이 바닥보다 얕게 단이 지도록 굴착한 후 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

진쪽구들의규모는길이 213㎝, 너비 114㎝이며, 주거지상면보다 36㎝가량높게조성되었다. 아궁이평면

형태는원형에가까우며, 규모는길이 66㎝, 너비 62㎝이다. 좌측벽에서만장방형의봇돌 2매가확인되었는

데, 4~5㎝가량얕게파서벽과잇대어고정시켰다. 크기는길이 22~24㎝, 너비 21~24㎝, 두께 4㎝이다.

바닥면은강하게피열되었다. 덮개돌은후대삭평으로인해등고낮은쪽대부분이유실되었다. 잔존하는덮

개돌들은 대체로 얇은 장방형 할석이 이용되었으며, 열기와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조 하게 잇대었

다. 외줄고래는 직선적인 형태에 가까우며 13개의 가지고래가 부가되어 있다. 가지고래는 주 고래에 직교하

여짧게뻗어있고위에 7개, 아래에 6개의가지고래가확인되었다. 주 고래의규모는길이 156㎝, 최대너비

27㎝, 최대깊이 18㎝이고, 가지고래의규모는길이 10~22㎝, 너비 12~18㎝, 깊이 6~10㎝가량이다. 오른

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굴토되었다. 개자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거지 바깥으로 6㎝

가량돌출되어배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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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4. 삼18호 주거지(1/40)

저장혈은잔존하는왼쪽벽과연하여 1개가확인되었고, 평면형태는타원형에가깝다. 크기는길이 140㎝,

너비 78㎝, 깊이 40㎝이다. 

소혈은 3개가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모두원형으로크기는직경 18~28㎝, 깊이 14~40㎝가량이다.  

유물은심발형토기구연부편 1점과철촉 1점, 방추차등의석기 2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심발형토기(도면 155-1, 사진 151-⑩) 

연질의 심발형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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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섞여있다. 색조는 암회황색(2.5Y 4/2)을 띠고, 기면은 박리가 심하다. 동체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

다.  復原口徑 16.7㎝, 現高 4.3㎝

②철촉(도면 155-2, 사진 151-⑨)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며, 단면은 능형이다. 신부에서 좁아진 경부는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최대폭을 이룬다. 경부단면은 말각방형이고,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8.6㎝, 신부길이 2.0㎝, 신부너비 0.9㎝, 경부길이 4.4㎝, 경부너비 0.7㎝, 무게 5g

③방추차(도면 155-3, 사진 151-⑦) 

석제방추차로가장자리일부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암질은납석제이며, 표면이잘 힌다. 평면

형태는원형이고, 가운데직경 0.7㎝의구멍이뚫려있다. 全面에거친마연흔이남아있다.  直徑 3.8㎝, 두께

1.8㎝, 무게 48g

④용도미상석기(도면 155-4, 사진 151-⑧)

규석제석기로평면형태는타원형이다. 하단에찧기한흔적이희미하게남아있어망치돌이나공이의용도

로사용한것으로추정된다.  길이 5.3㎝, 너비 3.8㎝, 두께 2.8㎝, 무게 76g

19) 19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56, 사진 152·153)

S1E7. A구역 남사면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41.3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

지이다. 등고 낮은남쪽대부분이후대삭평으로인해유실되어잔존상태가불량하다. 평면형태는방형내지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10°W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195㎝,

너비 428㎝, 최대깊이 29㎝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바닥에서 확인된 탄화된 목탄 덩어리, 목탄과 뒤섞인 토기와 철기, 탄화된 씨

앗, 붉게피열된북벽으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된주거지이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소혈이확인되었다.

1

2

3

4

도면 155. 삼18호 주거지 출토유물(1:1/3,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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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6. 삼19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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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구들은 위쪽 벽의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두줄고래, 덮개돌, 개자리로 이루어

졌는데, 아궁이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위치하고, 고래가 오른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의규모는길이 230㎝, 너비 127㎝이며, 주거지 상면보다 44㎝ 높게 조성되었다. 아궁이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82㎝, 너비 67㎝이다. 우측벽에서만 장방형의 봇돌 1매가 확인되었는데,

4~5㎝ 가량 얕게 파서 벽과 잇대어 고정시켰다. 크기는 길이 26㎝, 너비 14㎝, 두께 8㎝이다. 좌측에 얕은

소혈이잔존하는것으로보아봇돌이세워져있었으나, 훼손 또는유실된것으로추정된다. 중앙에서오른쪽

으로약간치우친곳에길이 14㎝, 너비 14㎝, 두께 4㎝인방형할석 1매를얕게파서고정시켰다. 바닥면은

강하게 피열되었다. 덮개돌은 후대 삭평으로 인해 등고 낮은 쪽 일부가 유실되었다. 대체로 얇은 장방형 할

석이 이용되었으며, 열기와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조 하게 잇대었다. 두줄고래는 모두 직선적인 형

태로아래쪽고래가개자리바로아래에서위로꺾여합류된다. 9개의가지고래가부가되어있는구조로쪽구

들 전체에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판단된다. 가지고래는 주 고래에 직교하여 짧게 뻗어 있는데, 쪽

구들 전체에 고른 열을 전달하기 위해 위와 아래가 서로 엇갈리게 시설되었다. 위쪽에 7개, 아래쪽에 2개가

부가되어 아래쪽이 위쪽에 비해 빈약한데, 등고 낮은 쪽의 삭평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 고래의 규

모는길이 106㎝, 최대너비 20㎝, 최대깊이 22㎝이며, 가지고래의규모는길이 10~28㎝, 너비 10~18㎝,

깊이 4~12㎝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굴토되었다. 개자리 평면형태는 원형이

고주거지바깥으로 5㎝가량돌출되어있다. 규모는길이 47㎝, 너비 27㎝, 깊이 32㎝이다. 

소혈은북서쪽모서리에서 2개가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각각원형과타원형이다. 원형은직경 12㎝, 깊

이 3㎝이며, 타원형은길이 22㎝, 너비 14㎝, 깊이 5㎝이다. 위치와깊이, 단경호(⑥·⑦)가 박혀있었던것

으로보아원저의호를고정시키기위해얕게굴토된것으로생각된다.  

유물은 쪽구들의 좌측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단경호, 심발형토기, 고배 등의 토기 13점과 토

제방추차 1점, 철도자 1점이확인되었다. 이 외에도유리제구슬과탄화된씨앗이목탄덩어리와함께검출

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57-1, 사진 154-①)  

경질의 고배로구연단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비교적다량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구연부 내·외면과 배신의 내면에는 황갈색의 자연유가 부

착후산화되었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연단은비교적두께가얇아지면서뾰족하게처리되었다. 대각은 짧게

‘八’자상으로벌어지고, 대각단은둥 다. 구연부와대각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고, 배신의외면에는회전

깎기조정흔이남아있다.  口徑 11.5㎝, 高 7.0㎝, 脚徑 8.3㎝

②고배(도면 157-2, 사진 154-②) 

경질의무개식고배로배신의일부와대각의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섞여있

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구연부는 내만하고, 구연단은 다소 뾰족하다. 대각은 짧

게‘八’자상으로 벌어진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배신하부에는 회전깎기한 흔적이 남아있다.

口徑 12.0㎝, 高 7.4㎝, 脚徑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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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심발형토기(도면 157-3, 사진 154-⑤) 

연질의심발형토기로구연부는일부만남아있고, 동체부와바닥도일부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저면의 일부는 암회황색

(2.5Y 4/2)을, 동체외면은부분적으로명적갈색(5YR 5/6)과 흑갈색을띤다. 외면은 구연단아래부터저부

까지 승문타날이 되었고, 경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물손질을 하여 타날흔이 지워졌다. 저부 일부는 점토보강

후 깎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목판구로 눌러 정면하 으며, 타날이 고르게 되지 않아 형태가 일그러져

있다. 저부는 바닥원판 옆에 점토띠를 붙여 성형하 다. 전체적으로 소성이 불량하다.  復原口徑 12.8㎝, 

高 11.9㎝, 底徑 8.7㎝

④심발형토기(도면 157-4, 사진 154-③)  

저부와 구연부가 분리되어 출토되었으나 같은 개체로 추정된다. 연질의 심발형토기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갈색의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나 구연부와 동체상부의 외면은 부분적으로 피열되어 적갈색을 띠고, 저부외면은 회

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으나 가운데 凹面이 얕게 돌아가며, 구연부 내면에도 凹面

이 있다. 구연부 아래부터 저부까지는 승문이 타날되었는데, 경부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여 타날흔이 거의

지워졌다. 저부에는바닥과접합한후점토보강하고깎기정면한흔적이있다. 저부는 평저이며, 바닥원판위

에 점토띠를 부착하여 성형하 다. 저부내면에는 종방향으로 길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13.0㎝,

推定高 14.6㎝

⑤단경호(도면 157-5, 사진 154-⑧) 

경질의단경호이며, 저부와동체의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석 , 장석등비교적굵은사립

이소량섞여있으나정선된편이다. 기면의색조는회색이고, 속심은회갈색이다. 외면의일부에는견부부터바

닥까지광택이나는녹갈색자연유가부착되었으며, 내저면에도소량관찰된다. 저부는한쪽이일그러지고기포

도있어소성상태가불량함을알수있다. 바닥은평저인데, 모래비짐으로추정되는이상재가한군데묻어있다. 

동체와 저부외면은 종방향으로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는데, 저부는 부분적으로 교차되어있다. 저부외면은 점

토보강후타날로정면을마무리하 다.  現高 11.7㎝, 底徑 10.6㎝

⑥단경호(도면 157-6, 사진 154-⑦)  

경질의 단경호로 동체일부와 구경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백색사립이 섞여있다. 전반

적인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을 띤다. 동체외면의 일부에는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었다. 동체

중·하위에는 종방향의 평행선문 타날흔이 일부에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 중·상위의 내면은 비교적 깨

끗하게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으나동체하위와저부의내면에는도구정면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現高 21.5㎝

⑦광구장경호(도면 157-7, 사진 154-⑥) 

경질의광구장경호이며, 구연단은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5Y 4/1)이고, 외저면의 일부는 명회색을 띠기도 한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고,

경기부는 강하게 축약되다가 구연부까지 외경한다. 구연단에는 凹面이 강하게 돌아간다. 구경부는 회전물손

질로정면하 다. 견부부터동체하위까지는종방향의평행선문을타날하 으나물손질정면으로대부분지워

졌다. 저부와 바닥은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타날의 방향이 바뀌는데, 부분적으로는 타날이 겹쳐져있다. 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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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위에는 1조의 침선이 돌아가는데 높이가 고르지 않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 내면에는 균열이 있다. 동

체의내면전반에는목판정면흔이남아있다.  口徑 14.2㎝, 高 21.8㎝

⑧단경호(도면 157-8, 사진 154-⑨) 

경질의 단경호편으로 구경부의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암회색이고, 속심은자갈색이다. 경부는외경하고, 구연단에는凹面이있다.

외면과 경부내면에는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었다. 견부내면에는 지두흔과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

口徑 11.9㎝, 現高 8.6㎝

⑨단경호(도면 158-1, 사진 153-⑤)  

경질의 대형 단경호이며, 구경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기면의 색조는 회색이나, 동체상부는 산화되어 황갈색(2.5Y 5/3)을

띠기도 한다. 속심은 자갈색이다. 구경부 외면의 일부에는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었다. 경부는 급격하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동최대경에 비해 경기부는 매우 좁은 편이며, 동체부도 경기부에서

급격하게 벌어진다. 동체외면은 평행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동체 중·상위는 물손질정면으로 대부분 지워지

고, 견부와 동체 중·하위에만 타날흔이 남아있다. 견부에는 타날흔 위에 침선상의 도구흔이 불규칙하게 돌

아간다. 구경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동체내면은 주로 종방향으로 목판정면 되었는데, 일

부목리흔도관찰된다.  復原口徑 19.6㎝, 現高 36.1㎝

⑩단경호(도면 158-2, 사진 153-⑦) 

경질의단경호편으로동체일부만남아있다. 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운모등의세사립이

소량섞인정선된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을띤다. 동체상부에는목판구로두드린

경계가 희미하게 관찰되고, 동체하부에는 종방향의 평행선문 타날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평행선문 타날의

경계가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타날한 후 상부를 물손질로 지웠을 가능성보다는 동체상부

는무문양의타날을하 을가능성이더크다. 내면에는지두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고, 내면의상부에는회

전목리조정한흔적이남아있다.  現高 15.1㎝

⑪단경호(도면 158-3, 사진 154-④)  

경질의 단경호편으로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운모 등의 세 사립이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자갈색을 띤다. 구연부는 평평하게 처

리되었으나 가운데 침선상의 凹面이 있다. 내면에는 격자상의 내박자흔 위에 회전목리조정흔이 관찰되며,

외면은타날한후회전물손질로정면하여타날흔이거의지워졌다.  復原口徑 18.5㎝, 現高 4.1㎝

⑫단경호(도면 158-4, 사진 153-⑥) 

경질의단경호이며, 저부와동체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이나 외면은 회색을 띠기도 한다. 속심은 자갈색이다. 내저면과 동체상위

에서 저부까지는 부분적으로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었으며, 일부에는 광택이 나는 녹갈색 자연유가 점점

이 관찰된다. 외면은 전면을 평행선문 타날하 으나동체는 회전물손질로정면하여 상위에만 희미하게 관찰

된다. 바닥과 저부는 타날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바닥과 내저면에는

종방향과사방향으로도구로정면한흔적이관찰된다. 바닥에는‘∨’자가새겨져있으며, 가운데가들려있다.

現高 11.8㎝, 底徑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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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파수(도면 159-1, 사진 154-⑩) 

연질의 파수이며, 기면은 박리가 심하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인 거친 점토이다.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다. 상면에는 길이 4.2㎝ 가량 되는 긴 홈이 나 있다.  파수길이 6.2㎝, 두께

2.2~3.1㎝

⑭방추차(도면 159-2, 사진 154-⑪) 

연질의 토제 방추차로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5/3)이다.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었고, 가운데에는 직경 0.7㎝의

구멍이뚫려있다.  直徑 4.0㎝, 두께 1.6㎝

⑮도자(도면 159-40, 사진 153-⑧) 

비슷한 형태의 도자 두 점이 등과 날이 어긋난 방향으로 겹쳐있다. 신부와 병부일부만 확인된다. 신부의

등에서 병부로는 곡선으로 이어진다. 인부는 병부로 이어지는 관부에서 최대폭을 이루다 사선으로 축약되는

데, 병부의전체적인형태는곡선에가깝다.  현길이 7.3㎝, 신부폭 1.0㎝, 무게 6g 

⒃~ 구슬

유리제구슬로모두 140여점이검출되었으나 37점만도면화하 다. 색조는감청색과적갈색의두종류가

있으며, 청색이 16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갈색으로 적갈색의 비율이 훨씬 많다. 구슬은 모두 드로잉기법

(잡아늘리기 기법)으로 제작하 다. 대체로 감청색 구슬이 적갈색 구슬보다 약간 크고, 적갈색 구슬에는 대

부분고동색줄무늬가확인된다.

52

도면 159. 삼19호 주거지 출토유물(1:1/3, 3~39:실제크기, 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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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규격(㎝, g)(現)

설 명
直徑 두께 孔徑 무게

⒃ 159-3 0.45 0.4 0.2 0.11 감청색.

⒔ 159-4 0.35 0.35 0.15 0.04 적갈색, 고동색줄무늬있음.

⒕ 159-5 0.45 0.25 0.15 0.05 적갈색.

⒖ 159-6 0.55 0.45 0.2 0.15 감청색.

⒗ 159-7 0.4 0.2 0.15 0.03 적갈색.

(21) 159-8 0.4 0.3 0.1 0.05 적갈색, 고동색줄무늬있음.

(22) 159-9 0.55 0.4 0.15 0.17 감청색.

(23) 159-10 0.35 0.2 0.2 0.01 적갈색, 고동색줄무늬있음.

(24) 159-11 0.6 0.5 0.15 0.22 감청색.

(25) 159-12 0.4 0.3 0.15 0.04 적갈색, 고동색줄무늬있음.

(26) 159-13 0.65 0.5 0.25 0.25 감청색.

(27) 159-14 0.45 0.3 0.2 0.06 적갈색.

(28) 159-15 0.5 0.4 0.2 0.08 적갈색, 고동색줄무늬, 표면에기포있음.

(29) 159-16 0.7 0.45 0.2 0.23 감청색.

(30) 159-17 0.5 0.3 0.2 0.07 적갈색, 고동색줄무늬, 표면에기포있음.

159-18 0.75 0.4 0.25 0.26 감청색.

159-19 0.5 0.4 0.15 0.12 적갈색, 고동색줄무늬, 표면에기포있음.

159-20 0.6 0.4 0.3 0.12 적갈색, 고동색줄무늬, 표면에기포있음.

159-21 0.7 0.6 0.3 0.34 감청색, 표면에기포있음.

159-22 0.6 0.3 0.25 0.12 적갈색, 고동색줄무늬, 표면에기포있음.

159-23 0.8 0.45 0.3 0.31 감청색, 표면에기포있음.

159-24 0.6 0.35 0.2 0.14 적갈색, 고동색줄무늬, 표면에기포있음.

159-25 0.5 0.4 0.15 0.12 적갈색, 고동색줄무늬있음.

159-26 0.75 0.5 0.3 0.27 감청색, 평면형태는반타원형.

159-27 0.5 0.3 0.15 0.07 적갈색, 고동색줄무늬.

159-28 0.7 0.5 0.2 0.26 감청색.

159-29 0.45 0.3 0.2 0.07 적갈색, 고동색줄무늬, 표면에기포있음.

159-30 0.6 0.45 0.25 0.23 감청색.

159-31 0.5 0.3 0.1 0.05 적갈색, 고동색줄무늬희미함, 
자른면이고르지않음.

159-32 0.55 0.5 0.2 0.2 감청색, 표면에기포있음.

159-33 0.35 0.23 0.15 0.02 적갈색.

159-34 0.5 0.35 0.2 0.1 감청색.

159-35 0.3 0.3 0.1 0.03 적갈색, 고동색줄무늬선명함.

159-36 0.55 0.3 0.15 0.09 감청색, 표면에기포있음.

159-37 0.4 0.2 0.2 0.04 적갈색, 고동색줄무늬있음.

159-38 0.35 0.3 0.1 0.03 적갈색, 고동색줄무늬있음.

159-39 0.45 0.3 0.2 0.07 감청색.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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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60, 사진 155·156)

S1E6.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39.2m에 조성되었다. 등고 낮은 남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고 잔존깊이가 매우 얕다. 바닥과 동벽 일부가 후대 교란으로 인해 훼손되어 전체적

인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주

도면 160. 삼20호 주거지(1/40)



축방향은N7°W이다. 규모는잔존길이 270㎝, 너비 578㎝, 최대깊이 23㎝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에는 목탄 덩어리를 포함한 암갈색점토, 연명갈색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

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왼쪽 벽의 위에 등고와 직교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

고래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 등고 낮은 쪽에 위치하고, 고래가 위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시 풍화암

반토를 그대로 이용하여 고래만 추가로 굴착하여 조성하 다. 단이 진 쪽구들부의 규모는 길이 240㎝, 너비

72㎝이며, 주거지 상면보다 현재 18㎝ 가량 높게 잔존하고 있다. 아궁이는 잔존하는 피열 범위로 보아 평면

형태가원형이다. 외줄고래는직선적인형태이며, 규모는길이 198㎝, 최대너비 30㎝, 최대깊이 5㎝이다.  

유물은타날문토기등의토기 3점과지석 1점, 철겸, 철촉등의철기 4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장란형토기(도면 161-2, 사진 156-⑤) 

연질의 장란형토기구연부편이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다량섞인거친점토이고, 기면은

심하게박리되었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을 띤다. 외면은 구연부아래부터승문이타날되었고, 구연

부는점토를보강하여성형하 다.  復原口徑 19.4㎝, 現高 6.2㎝

②타날문토기편(도면 161-1, 사진 156-⑦) 

경질의 대형 호편으로 동체하위나 저부 근처로 추정된다. 소성이 불량하여 군데군데 일그러짐이 심하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5Y 4/1)이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

날되었고, 내면에는종방향의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현길이 28.6㎝

③타날문토기편(도면 161-3, 사진 156-⑥) 

경질의 대형 토기편으로 동체의 일부만 남아있다. 소성이 불량하여 군데군데 큰 기포가 형성되었다. 태토

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N 4/0)이고, 속심은 자갈색과 회색을 띤다. 외

면에는 종방향의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의 상부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고, 중·하위에는 횡

방향으로물손질한후종방향으로물손질한흔적이있다.  현길이 35.6㎝

④철촉(도면 162-3, 사진 156-⑨)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짧은 유엽형이고, 단면은 편볼록렌즈형이다. 신부에서

경부로의 관부는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경부는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최대폭을 이룬다. 경부와

슴베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9.7㎝, 신부길이 1.5㎝, 경부길이 5.5㎝, 경부너비 0.7㎝, 무게 6g

⑤철촉(도면 162-4, 사진 156-⑩)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고, 신부단면은 결실되어 형태가 확실하지 않

지만, 능형으로 추정된다. 경부는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최대폭을 이룬다. 경부와 슴베단면은 방형

이다.  현길이 8.5㎝, 신부길이 2.2㎝, 경부길이 5.0㎝, 경부너비 0.9㎝, 무게 7g

⑥용도미상 철제품(도면 162-1, 사진 156-⑧) 

양단부가결실되어형태를알수없다. 상단부는수화되어부풀어있다. 너비와두께는일정한편이며, 단면

은세장방형이다. 일부에목질흔적이남아있다.  현길이 19.6㎝, 너비 3.1㎝, 두께 0.3~0.4㎝, 무게 12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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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교구(도면 162-2, 사진 156-⑪)  

테두리와교축, 교침일부만남아있다. 테두리는일부가잘룩하게좁아지는형태이고, 교축은테두리와별

도로제작되어결합되어있다. 테두리, 교축, 교침의단면은모두방형이다.  현길이 7.8㎝, 무게 23g

⑧지석(도면 162-5, 사진 156-⑫)  

유문암제 지석이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하부는 결실되었다. 상·하면과 양측면이 마연되었는데, 매

우 치 하게 마연되었다. 상부의 측면에도 길게 마연하려 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현길이 21.3㎝,

너비 9.3㎝, 두께 3.0~6.3㎝, 무게 292g

21) 2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63, 사진 157·158)

S1E7.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42.7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지이다.

서쪽은후대이장갱에의해일부파괴되었고등고낮은동남쪽대부분이후대삭평으로인해유실되었다. 잔

존 상태가 불량하나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20°E이

다. 규모는잔존길이 272㎝, 잔존너비 366㎝, 최대깊이 52㎝이다.  

도면 163. 삼21호 주거지(1/40)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에는다량의목탄덩어리를포함한연흑색사질점토, 연

암갈색사질점토, 진갈색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잔존하는 바닥에서 확인된 탄화된 목탄 덩어리, 목탄과 뒤

섞인토기와철기, 붉게피열된바닥등으로보아화재로인해폐기된주거지로추정된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소혈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왼쪽 벽의 위에 등고와 직교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고래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 등

고 낮은 쪽에 위치하고, 고래가 위쪽으로 향한다. 이장갱과 후대 삭평으로 인해 고래 하단부와 덮개돌이 파

괴, 유실되었다.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 부분이 바닥보다 얕게 단이 지도록 굴착한 후 아궁이와 고래만 추가

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 진쪽구들의규모는길이 206㎝, 너비 62㎝이며, 주거지상면보다현재 35㎝

가량높게잔존하고있다. 아궁이평면형태는원형에가까우며, 크기는직경 40㎝이다. 우측벽에서만방형의

봇돌 1매가 확인되었는데, 4~5㎝ 가량 얕게 파서 벽과 잇대어 고정시켰다. 크기는 길이 20㎝, 너비 18㎝,

두께 6㎝이다. 아궁이바로왼쪽에 5㎝ 가량얕게판타원형의소혈이확인되는것으로보아봇돌이박혀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덮개돌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줄고래는 직선적인 형태로 7개의 가지고래가 부가되어

있다. 가지고래는 주 고래에 직교하여 짧게 뻗어 있고왼쪽으로 4개, 오른쪽으로 3개가 잔존한다. 주 고래의

규모는 길이 166㎝, 최대너비 32㎝, 최대깊이 7㎝이며, 가지고래 규모는 길이 8㎝, 너비 8~12㎝, 깊이

3~4㎝이다. 위쪽으로갈수록바닥이완만하게높아지도록굴토되었다.  

소혈은 아궁이 바로 아래와 잔존하는 주거지의 하단에서 각각 1개씩 2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크기는직경 36~58㎝, 깊이 20~32㎝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장란형토기, 대호, 단경호 등의 토기 6점과 지석 1점, 철도, 철촉, 꺾쇠, 교구 등의 철기

7점이 확인되었다. 대호(④·⑥)는 북동쪽 내부토에 흩어진 채로 출토되었으며, 철도는 아궁이 오른쪽 바닥

에서노출되었다.  

(2) 유물

①장란형토기(도면 164-1, 사진 160-①)

연질의 장란형토기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은 개체와 저부 일부가 남은 개체를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암회

황색(2.5Y 4/2)이다. 경부와 동체를 승문타날하여 성형한 후 구연부는 점토를 밖으로 접어서 성형하 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부에는 얕고 넓은 凹面이 관찰된다. 경부와 견부의 축약되는 경계는 회전

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지워졌다. 저부에는 크기 0.5㎝ 가량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깨끗하게정면되었다.  口徑 21.6㎝, 現高 15.7㎝(구연부), 16.8㎝(저부)

②장란형토기 저부(도면 164-2, 사진 160-②) 

장란형토기의저부로추정되는데저부는다소평평한편이다. 저부의 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

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황갈색(2.5Y 6/6)과회올리브색(5Y 5/3)을

띤다. 외면에는격자문이타날되었으나기면이박리되어대부분지워졌다. 내면도박리가심하다.  現高7.3㎝

③단경호(도면 164-3, 사진 159-③) 

주거지 내 북쪽과 남쪽에 흩어진 채 출토되었다. 경질의 단경호이며, 구경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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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석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대체로 자갈색을 띠나 동체하위쪽은 회색을 띠기도 한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는

데 약하게 凹面이 돌아간다. 동체 중·상위는 무질서하게 물손질정면되었고, 동체하위에는 사방향의 평행선

문 타날흔이 남아있다. 동체 중·하위의 외면에는 점토띠흔과, 사선문처럼 보이는 도구로 그은 흔적이 무질

서하게 남아있다. 동체상위의 내면에는 회전목리조정흔이, 동체 중·하위에는 무질서한 물손질 정면흔이 관

찰된다. 외면에 남아있는 평행선문 타날흔의 상부경계에는 타날 후 물손질로 지운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15.7㎝, 推定高 40.1㎝

④단경호(도면 165-1, 사진 159-①) 

경질의 대형 단경호이며,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자갈색이다. 소성이매우불량하여동체가여기저기움푹하게들어가

있으며, 기포가 많이 형성되었다. 구연부는 일그러져 타원형을 띠며, 높낮이 차이가 심하게 난다. 경부는 외

경하며, 구연단은 凹面을 이룬다. 동체부와 저부의 전체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동체하위부터는 타날의

방향에 변화가 있다. 구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으며, 내면에도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다. 바닥

은원저에가깝다.  口徑 16.5~20.5㎝, 高 51.0㎝

⑤단경호(도면 166-1, 사진 159-②) 

주거지내여러곳에서흩어진채출토되었다. 경질의단경호이며, 동체일부와구연부는결실되었다. 소성

은보통으로저부가약간일그러졌다. 태토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소량포함된비교적정선된점토

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7.5Y 5/1)이고, 동체중위는 부분적으로 회갈색을 띤다. 속심은 대체로 회색이

나, 구경부쪽은 자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는데, 동체상위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대

부분 지워졌다. 동체중위는 사방향으로 타날흔이 남아있고, 동체 중·하위와 저부는 타날이 교차되어있다.

경부는 내·외면에 회전물손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경부내면에는 종방향의 도구정면흔이, 동체상위의

내면에는횡방향의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바닥은원저이다.  現高 43.9㎝

⑥대호(도면 167-1, 사진 159-④)

경질의대호편으로경부일부와동체하위의일부가남아있다. 동체부의기울기와직경은임의로도면복원

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백색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견부

는 산화되어회황색을띤다. 경부 상위의내면에는자연유가부착되었고, 경부 외면의하위와견부에는자연

유가 부착 후 飛散되어있다. 경부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다. 동체외면은 격자문을 타날한 후 부분

적으로 물손질하거나 도구로 정면하 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남아 있으며, 동체내면의 중위는 횡방향으

로, 하위는종방향으로물손질되었다.  現高 12.3㎝(구경부), 33.9㎝(동체부)

⑦철촉(도면 168-1, 사진 160-⑥) 

유경식철촉이다. 슴베일부가결실되었고, 다른개체의철촉슴베가수착되어있다. 신부는착두형이며, 날이

서 있다. 경부는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넓게 벌어져 최대폭을 이룬다. 경부와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11.6㎝, 신부너비 0.9㎝, 무게 7g

⑧철촉(도면 168-2, 사진 160-⑦)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착두형이며, 인부 상면을 한번 더 다듬어 날을 세웠다.

슴베로이어지는관부는희미하게형성되어있다.  현길이 7.4㎝, 신부너비 0.9㎝, 무게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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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철촉(도면 168-3, 사진 160-⑧)  

유경식철촉이며, 신부와경부일부만남아있다. 신부는착두형이며, 경부는슴베근처관부에서넓게벌어져

돌출되어있다.  현길이5.3㎝, 신부너비 0.9㎝, 무게 5g

⑩도자(도면 168-4, 사진 160-③)

신부일부만남아있으며, 단면은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3.1㎝, 신부너비 1.0㎝, 무게 2g

⑪꺾쇠(도면 168-5, 사진 160-④) 

일부가 결실되었다. 두부가 직각으로 꺾여있는데, 수화되어 벌어져 있다. 철판의 두께는 0.3㎝, 너비는

0.7㎝ 정도이다.  현길이 4.5㎝, 너비 0.7㎝, 무게 4g

도면 168. 삼21호 주거지 출토유물(1~6, 8:1/2, 7:1/3)



⑫교구(도면 168-6, 사진 160-⑤) 

테두리와 교침일부가 결실되었다. 교침은 교축에 말려 결합되어 있으며 테두리와 반대방향으로 고착되어

있다. 테두리와 축의 결합방식은 확실하지 않지만 따로 제작되어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다. 테두리, 교축, 교침의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6.4㎝, 너비 3.7㎝, 무게 10g 

⑬철도(도면 168-7, 사진 160-⑩·⑪) 

인부일부가결실되었고, 신부는수화되어부풀어있다. 병부로이어지는인부쪽관부는사방향으로뚜렷하고,

배부쪽관부는약하게축약되었다. 병부는목질에싸여있고, 신부와병부의경계에는철판두께0.1㎝, 폭 1.8㎝

정도의병연금구가결합되어있다. 병부하단에는못이관통되었던흔적이있다. 신부단면은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장방형이다.  현길이56.2㎝, 신부길이48.7㎝, 신부너비2.7㎝, 병부길이7.0㎝, 무게297g 

⑭지석(도면 168-8, 사진 160-⑨) 

유문암제 지석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다. 上面과 左側面은 비교적 치 하게 마연되었다. 下面과

右側面, 後面에는 집중적으로 갈린 부분은 길게 홈이 나 있고, 부분적으로 마연되지 않은 면도 있다. 前面은

마연된흔적이그다지확인되지않는다.  길이 15.1㎝, 너비 10.0㎝, 두께 3.0~4.7㎝, 무게 1,025g

22) 2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69, 사진 161·162)

S1E7. A구역동쪽끝부분의남사면말단부해발40.9m에조성되었다. 쪽구들을갖춘수혈주거지이다. 등고

낮은남쪽대부분이후대삭평으로인해유실되었으나, 잔존상태로보아방형내지장방형이었을것으로추정된

다. 등고선방향과직교하는주축방향은N5°W이다. 규모는잔존길이202㎝, 너비404㎝, 최대깊이22㎝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흑색사질점토, 진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순으로

퇴적되어있었다. 벽은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으며,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쪽구들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위쪽벽의오른쪽에등고와평행하게설치되었다. 아궁이와외줄

고래, 덮개돌, 배연부로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중앙에서오른쪽으로치우쳐위치하고, 고래가 오른쪽으로향

한다. 주거지조성시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

성하 다. 단이진쪽구들의규모는길이 182㎝, 너비 98㎝이며, 주거지상면보다 44㎝가량높게조성되었다.

아궁이평면형태는타원형에가까우며, 규모는길이70㎝, 너비 44㎝이다. 양측벽에봇돌이1매씩세워져있었

는데, 3~8㎝가량얕게파서벽과잇대어고정시켰다. 크기는좌측은길이6㎝, 너비 10㎝, 두께 8㎝이며, 우측

은길이24㎝, 너비8㎝, 두께6㎝이다. 중앙부위쪽에길이26㎝, 너비8㎝, 두께4㎝인세장방형할석1매를5

㎝가량얕게파서고정시켰다. 바닥면은강하게피열되었다. 덮개돌은후대교란으로인해일부훼손된것으로

보이며, 대체로얇은장방형할석이이용되었다. 덮개돌과유사한크기의장방형에가까운할석5매가아궁이의

오른쪽벽과접해정연하게세워져있었다. 노출된상태로보아고래상부에서유실된것이아닌쪽구들의일부

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양상은다른삼국시대주거지들과는다른유일한형태이다. 외줄고래는직선적인

형태로규모는길이 116㎝, 최대너비 40㎝, 최대깊이 20㎝가량이다. 오른쪽으로갈수록바닥이완만하게높아

지도록굴토되었다. 개자리는확인되지않았으며, 주거지바깥으로11㎝가량돌출되어배연된다.

유물은심발형토기, 파수부동이등의토기 2점만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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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파수부동이(도면 170-1, 사진 162-⑤·⑥)  

연질의파수부동이이며, 시루일가능성도있다. 구연부일부와동체일부만남아있어, 기울기와높이, 파수

의 위치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외면

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등색(7.5YR 6/8)을 띤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평

하게 처리되었는데 가운데가 희미하게 凹面을 이룬다. 동체외면에는 길이 0.2㎝ 가량의 격자문이 타날되었

고, 동중위에 2조의 얕은 침선을 불규칙하게 그었다. 저부는 특히 박리가 심하며, 바닥과 저부의 경계에는

타날이관찰되지않는다. 파수(사진162-⑥)는 1개만남아있으며, 동체에남아있는침선부근에부착되었던

도면 169. 삼22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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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된다. 파수 상면에는 길이 5.4㎝ 가량의 홈줄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는 곳

도있으며깊이가일정하지않다. 내면은전체적으로박리되었다.  復原口徑 35.6㎝, 現高 27.0㎝

②심발형토기(도면 170-2, 사진 162-⑦)  

연질의심발형토기로저부만일부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

회올리브색(5Y 4/2)이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바닥원판 옆에 점토띠를 붙여 저부를 성형하 다.  

現高 4.0㎝, 底徑 10.0㎝

23) 2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71, 사진 163)

S1E8. A구역동쪽끝부분의남사면말단부해발 41.2m에조성되었다. 등고낮은남쪽이후대삭평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다.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규모는 잔존길이 166㎝, 너비

270㎝, 최대깊이 14㎝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

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확인되지않았다.

주거지내부에서고배 1점이출토되었다. 

12

도면 170. 삼22호 주거지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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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고배(도면 171-1, 사진 163-⑤) 

경질의 고배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

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대각은 짧게‘八’자상으로 벌어진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

면되었다.  現高 5.5㎝, 脚徑 8.7㎝

24) 2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72, 사진 164·165)

N0E9.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정상부와 인접한 북사면 해발 46.4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등고 낮은 북쪽이 유실되었고, 도로 개설로 인하여 동쪽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잔존상태로 보아 방형 내지

장방형이었을것으로추정된다. 규모는잔존길이 572㎝, 잔존너비378㎝, 최대깊이 70㎝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는 크게 흑갈색사질점토, 명적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

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아궁이만확인되었다. 아궁이는잔존주거지의북동쪽모서리에위치한다. 평면형태는타원형

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90㎝, 너비 60㎝이다. 양쪽에 장방형 할석이 1매 씩 세워져 있었는데, 3㎝ 가량

얕게파서고정시켰다. 좌측은길이 15㎝, 너비 14㎝, 두께 8㎝이며, 우측은길이 14㎝, 너비 16㎝, 두께 4㎝

이다. 중앙부에서위쪽으로치우친곳에길이 16㎝, 너비 8㎝, 두께 6㎝의세장방형할석 1매를 6㎝가량얕

게파서고정시켰다. 바닥면은강하게피열되었다. 다른 쪽구들아궁이와같은양상으로도로개설로인해파

1

도면 171. 삼23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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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2. 삼24호 주거지(1/40)



괴된동쪽벽에쪽구들이있었을것으로판단된다.

주거지내부에서고배, 심발형토기, 단경호등의토기 4점과철도자 1점, 슬래그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73-1, 사진 165-⑤) 

경질의 고배로 구연부와 뚜껑받이턱, 대각은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거친점토이다. 기면과속심의색조는회색이다. 구연은직립하고, 대각단은짧게‘八’자상으로벌어진다.

배신상부는회전깎기조정이되었고, 기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口徑 13.6㎝, 高 7.1㎝, 脚徑 8.9㎝

②심발형토기(도면 173-2, 사진 165-④) 

연질의심발형토기로저부일부와동체일부만남아있다. 기울기와높이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

는 세사립이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회황갈색(10YR 4/2)을 띠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외면에

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지워졌다. 저부외면은 점토보강 후 깎기조

정하 다.  推定高 11.8㎝, 復原底徑 8.2㎝

③장란형토기(도면 173-3, 사진 165-⑨) 

연질의 장란형토기로 동체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토기분

말이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명황갈색(2.5Y 6/6)이고, 기면이 박리된곳은올리브회색을띤다. 경부는 외

경하고, 견부에서 약간 축약되다가 동최대경은 동체중위에 있다. 경부부터 동체하위까지는 승문이 타날되었

고, 저부에는 0.6㎝ 크기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구연부는 승문을 타날한 후 점토를 밖으로 보강하여 성형

하 는데, 구연부에 보강한 점토 안으로 타날흔이 연장되고 있다. 승문타날의 방향은 경부와 동체상위에는

사방향으로, 동체하위에는 종방향으로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승문타날과 격자타날의 경계에는 격자타날한

후에 승문타날을 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내면은 대체로 박리되었으나, 저부내면에 무문의 내박자

흔이희미하게관찰된다.  口徑 21.8㎝, 高 35.4㎝

④단경호(도면 173-4, 사진 165-⑩) 

경질의 단경호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면

과속심의색조는명회색이다. 동체하위에는소성시살짝눌린흔적이세군데있다. 경부는외경하고, 구연

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는데 구연내면에 좁은 凹面이 있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고,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구경부에는회전목리조정흔이남아있고, 동체부는횡방향으로물손질정면되었다. 저부는사방향으로도구흔

이 길게 나 있거나, 깎기조정흔이 남아 있는 등 정면상태가 가장 불량하며, 기면이 매끄럽지 못하다. 내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된 편이며, 견부내면과 저부내면에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바닥내면에는 내박자

흔이희미하게관찰된다.  復原口徑 16.1㎝, 高 28.0㎝

⑤도자(도면 173-5, 사진 165-⑧) 

신부와병부일부가결실되었다. 신부는병부로이어지는관부에서최대폭을이룬다. 신부단면은이등변삼

각형, 병부단면은세장방형이다.  현길이 12.1㎝, 신부너비 1.3㎝, 무게 5g

⑥슬래그(도면 173-6·7, 사진 165-⑥·⑦) 

정련과정에서 생성된 슬래그로 보여지며, 자석반응을 보인다. 좌:5.2×4.4㎝, 무게 67g, 우:4.9×4.0㎝,

무게 4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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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3. 삼24호 주거지 출토유물(1~4:1/3, 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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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74, 사진 166~168)

S6E9. B구역 북동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44.0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지이다. 등고

낮은 북쪽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고, 남벽 일부가 90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잔존 상태

로 보아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5°W이다. 규모

는잔존길이 446㎝, 너비 626㎝, 최대깊이 45㎝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는다량의목탄덩어리를포함한연명갈색점질토, 진갈

색점질토, 담갈색점질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바닥에서확인된다량의탄화된목재, 목탄과뒤섞인토기로보아화재로

인해폐기된주거지이다.  

내부시설은쪽구들, 저장혈, 소혈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왼쪽 벽의 위에 등고와 직교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고래, 덮개돌, 개자리, 배연부로 이

루어졌는데, 아궁이가 등고 낮은 쪽에 위치하고, 고래가 위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 부분이 바

닥보다 얕게 단이 지도록 굴착한 후 아궁이와 고래만 추가로 굴착하여 조성하 다. 쪽구들 상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시설되었다. 단이 진 쪽구들의 규모는 길이 354㎝,

너비 138㎝이며, 주거지상면보다 60㎝ 가량높게조성되었다. 아궁이평면형태는타원형에가까우며, 규모

는 길이 50㎝, 너비 64㎝이다. 장방형 봇돌을 양 측벽 안쪽에 붙여 세웠는데 좌측의 것만 5㎝ 가량 얕게 파

서 고정시켰다. 봇돌이 아궁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는 25호 주거지가 유일하다. 크기는 좌측이 길이

30㎝, 너비 18㎝, 두께 10㎝이며, 우측이 길이 26㎝, 너비 22㎝, 두께 6㎝이다. 바닥면은 강하게 피열되었

다. 덮개돌은등고낮은쪽일부가주거지안쪽으로유실된것을제외하면온전히잘남아있다. 대체로얇은

장방형 할석이 이용되었으며, 열기와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조 하게 잇대었다. 외줄고래는 직선적인

형태로규모는길이 280㎝, 최대너비 32㎝, 최대깊이 26㎝ 가량이다. 바닥은다른주거지고래에비해위쪽

으로 갈수록 급하게 높아지도록 굴토되었다. 개자리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남동쪽 모서리 바깥으로 18㎝ 정

도돌출되어배연된다. 규모는길이 22㎝, 너비 20㎝, 깊이 36㎝이다.  

저장혈은 모두 2개가 확인되었다. 각각 남서쪽 모서리와 서벽 부근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며, 크기는 원형이 직경 44㎝, 깊이 25㎝이고 타원형이 길이 70㎝, 너비 60㎝, 깊이 24㎝이다. 내

부에서광구장경호(⑤, 도면 175-5), 파수부시루(⑧, 도면 176-2)가 확인되었다. 

소혈은산발적으로모두 6개가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원형과타원형으로크기는원형이직경 22~45㎝,

깊이 8~27㎝이고타원형은길이 34~60㎝, 너비 26~48㎝, 깊이 6~38㎝이다. 

주거지내부에서단경호, 대호, 심발형토기, 고배등토기 9점과토제방추차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75-1, 사진 169-①) 

경질의 고배로 구연부 일부와 대각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사립이 섞여있다. 배신외면은 암회색, 대각

내면은회색을띠고, 구연부와배신내면, 대각외면은산화되어황회색을띤다. 구연부의내면에는황녹색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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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부분적으로부착되었다. 소성은불량한편으로구연부와대각이일그러져있다. 구연은직립하나부분적으

로외경하기도하고, 구연단은뾰족한편이다. 대각은‘八’자상으로벌어지고, 대각단은둥 다. 기면은회전물

손질로정면되었으며, 배신상부에는회전깎기조정된흔적이있다.  口徑12.2~13.3㎝, 高 8.3㎝, 脚徑8.6㎝

②심발형토기(도면 175-2, 사진 168-⑥) 

심발형토기로저부와동체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5YR 6/8)이다. 동체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고, 외저면은 깎기조정된 흔적이

있다. 바닥은평저이며, 바닥원판옆에점토띠를붙여성형하 다.  現高 5.3㎝, 底徑 9.3㎝

③심발형토기(도면 175-3, 사진 168-⑤) 

연질의심발형토기로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구연부는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석 , 장석등의사립이다

량섞인거친점토이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갈색(10YR 5/3)이고, 기면이박리된곳은암회황색(2.5Y 4/2)

을띤다. 경부는짧게외경하고, 구연단은凹面을이룬다. 동체외면은승문타날이되었으며, 외저면은깎기조정

되었다. 바닥은평저이며, 바닥원판옆에점토띠를붙여성형하 다.  復原口徑11.4㎝, 高 12.4㎝, 底徑 9.4㎝

④광구소호(도면 175-4, 사진 169-②) 

경질의광구소호로저부는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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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구연부와동체의일부에는자연유가부착후산화되었다. 경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다. 외저면에는 깎기조정한 흔적이 뚜렷하다. 바닥은 평저이며, 도구정면흔이 무

질서하게남아있다.  口徑 8.8㎝, 高 6.1㎝, 底徑 5.9㎝

⑤광구장경호(도면 175-5, 사진 168-⑦) 

남서모서리에 있는 저장혈에서 출토되었다. 경질의 광구장경호로 구경부의 2/3가량과 저부는 결실되었

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을 띠며, 속심은 회갈

색이다. 경부내면과 동체하위의 내면, 외면의 견부부터 동체 중·상위까지는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어 황

갈색을 띠고, 기면이 매우 거칠다. 자연유가 산화된 범위 아래로는 기면의 내·외면에 광택이 나는 녹색 자

연유가 흘러내려 부분적으로 뭉쳐있다. 경부는 다소 길게 외경한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다. 동체중위의 일부에는 미세한 포흔이 남아있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으나 전체적으로

정면상태나소성상태가양호하지못하다.  復原口徑 13.8㎝, 現高 20.8㎝

⑥대부배(도면 175-6, 사진 169-③) 

연질의 대부배이며, 구연단 일부와 동체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배신은 깊고, 아래로 갈수록 폭이 좁아진다. 저부에

는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대각이 부착되었는데, 가운데를 파내지 않았다. 대각의 평면형태는 양측면을 약간

눌러주어 원형이 아니라 말각제형에 가깝다. 배신과 대각의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口徑 12.9㎝,

高 14.3㎝, 脚徑 9.1~9.5㎝

⑦파수부동이(도면 176-1, 사진 169-④) 

연질의 파수부동이이며, 구연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시루일 가능성도 있다. 태

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연황색(2.5Y 7/2)이다. 구연부는 평평하

게처리되었다. 경부와 동체에는승문이타날되었고, 경부는 타날후회전물손질하여타날이희미해졌다. 동

체부는타날후 8~9줄의침선을돌렸는데, 타날문양만약간들어갈정도로얕게새겼다. 파수는 1개만남아

있으며, 끝은뭉툭하게처리되었다. 파수의상단에는길이 3㎝가량의홈줄이나있고, 하부에는직경 0.6㎝의

지지홈이있다. 내면은대부분박리되었다.  復原口徑 27.4㎝, 現高 19.3㎝

⑧파수부시루(도면 176-2, 사진 169-⑥) 

서벽근처에있는저장혈내에서출토되었다. 연질의시루이며, 구연부와동체상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과 흑갈색(10YR 3/1)이다.

파수는 2개가 부착되었는데, 1개는 절반 이상이 결실되었다. 동체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는데, 파수가 부착

된 높이에는 얕게 누른 침선이 한 줄 돌아간다. 동체하위와 저부, 바닥에는 길이 0.4㎝ 가량의 격자문이 타

날되었다. 파수는 우각형이며, 상부에는 길이 3.3㎝ 가량의 홈줄이 나 있다. 파수는 동체에 끼운 후 가장자

리에점토를보강하여고정시켰다. 바닥은말각평저에가까우며, 직경 3.0㎝ 가량의증기공이 7개뚫려있다.

증기공은가운데 1개를뚫고, 가장자리에돌아가면서 6개를배치하 다. 증기공의가장자리에는투공하면서

린 점토가 붙어있는데, 특히 내면에 더 많이 돌출되어있다. 내면에는 무문의 내박자흔으로 추정되는 요철

이희미하게있다.  現高 23.0㎝, 底徑 14.4㎝

⑨대호(도면 177-1, 사진 169-⑦)  

경질의 대호이며, 구경부와 동체상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혼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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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소성이 불량하며, 동체하위와 저부는 서 너 군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외면은 바닥까지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요

철이 있다. 동체 중·상위의 내면은 주로 종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다. 내면의 바닥중앙에는 조으기흔이

있다. 바닥은원저이다.  現高 55.5㎝

⑩방추차(도면 176-3, 사진 169-⑤)  

연질의 토제방추차로표면은박리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세사립이섞여있다. 색조는 황

회색(2.5Y 4/1)과 암회황색(2.5Y 5/2)을 띤다. 가운데는 직경 0.8㎝의 구멍이 뚫려있고, 단면은 주판알모

양에가깝다.  直徑 3.9㎝, 두께 2.1㎝

26) 2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78, 사진 170·171)

S6E8. B구역 북동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50.7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지이다. 등고

낮은 북쪽과 서쪽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대부분 유실되었다. 잔존상태를 보아 방형 내지 장방형이었을 것으

로추정된다. 규모는잔존길이 498㎝, 잔존너비394㎝, 최대깊이 40㎝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는 크게 암갈색사질점토, 연갈색사질점토 순으로 퇴적

되어있었다. 벽은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으며,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왼쪽 벽의 위에 등고와 직교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

가지고래, 덮개돌, 배연부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 등고 낮은 쪽에 위치하고, 고래가 위쪽으로 향한다. 주

거지조성시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쪽구들 상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시설되었다. 단이 진

쪽구들의 규모는 길이 378㎝, 너비 160㎝이며, 주거지 상면보다 40㎝ 가량 높게 조성되었다. 아궁이 평면

형태는타원형에가까우며, 규모는길이 76㎝, 너비 62㎝이다. 양측벽에봇돌이 1매씩세워져있었는데, 5㎝

가량 얕게 파서 벽과 잇대어 고정시켰다. 좌측은 길이 29㎝, 너비 26㎝, 두께 10㎝이며, 우측은 길이 36㎝, 

너비 25㎝, 두께 10㎝이다. 좌측 봇돌을 지지하기 위해 작은 크기의 부정형 할석을 받쳐 놓았다. 오른쪽 위

에 치우쳐 길이 24㎝, 너비 12㎝, 두께 10㎝인 세장방형 할석 1매를 5㎝ 가량 얕게 파서 고정시켰다. 바닥

면은 강하게 피열되었다. 덮개돌은 경사면 아래쪽으로 일부 유실된 것을 제외하면 온전히 잘 남아 있다. 대

체로 얇은 장방형 할석이 이용되었으며, 열기와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조 하게 잇대었다. 외줄고래

는 직선적인 형태로 10개의 가지고래가부가되어있다. 쪽구들 전체에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한것으로 판단

된다. 가지고래는주고래에직교하여짧게뻗어있고왼쪽으로 6개, 오른쪽으로 4개의가지고래가확인되었

다. 고른열을전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위와아래가서로엇갈리도록시설되었다. 주 고래의규모는길

이 290㎝, 최대너비 78㎝, 최대깊이 25㎝이며, 가지고래의 규모는 길이 18~48㎝, 너비 10~16㎝, 깊이

6~10㎝이다. 위쪽으로갈수록바닥이완만하게높아지도록굴토되었다. 개자리는확인되지않았으며, 주거

지남동쪽모서리바깥으로 48㎝가량길게돌출되어배연된다. 

주거지내부에서장란형토기, 대옹등의토기편만 3점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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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장란형토기(도면 179-1, 사진 171-⑤) 

연질의 장란형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

고, 색조는 명갈색(7.5YR 5/6)과 회올리브색(5Y 4/2)을 띤다. 외면에는승문이타날되었으나박리되어희

미하게관찰된다.  復原口徑 23.7㎝, 現高 5.6㎝



②대옹편(도면 179-2, 사진 171-⑥)

경질의 대옹편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아있다. 출토위치는 다소 떨어져 있으나, ③대호편과 같은 개체일 가

능성이많다. 태토에는석 , 장석 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회색이고, 속심은자갈색이다. 구연

부는 둥 게 처리되었고, 동체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견부외면에는 조흔이 관찰된다. 기면은 회전

물손질로정면되었으며, 내면에는점토띠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24.9㎝, 現高 8.6㎝

③대옹편(도면 179-3, 사진 171-⑦) 

경질의 대옹편으로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암회색과 회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물손질 정면흔이 희미

하게남아있다.  현길이 22.2㎝

27) 2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80, 사진 172~174)

S8E7. B구역 중앙 부분의 정상부와 인접한 남사면 해발 49.5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

지이다. 등고 낮은남동쪽대부분이후대삭평으로인해유실되었다. 잔존상태로보아방형내지장방형이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46°W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291㎝, 너비 464㎝, 최

대깊이 30㎝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토층은 내부퇴적층과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층은

크게 암갈색사질층, 갈색사질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정지층은 갈색사질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잔존하는

주거지의 남동쪽에서 확인된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토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저장혈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고래, 덮개돌, 배연부로 이루어졌

는데, 아궁이가 중앙에 위치하고, 고래가 오른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 부분이 바닥보다 얕게

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진쪽구들의규모는길이 267㎝,

너비 167㎝이며, 주거지상면보다 38㎝ 가량높게조성되었다. 아궁이평면형태는타원형에가까우며, 규모

는 길이 70㎝, 너비 63㎝이다. 양 측벽에 봇돌이 세워져 있었는데, 5㎝ 가량 얕게 파서 벽과 잇대어 고정시

켰다. 좌측은 1매로 길이 22㎝, 너비 12㎝, 두께 7㎝이며, 우측은 2매로 길이 26~28㎝, 너비 16~20㎝,

두께 6~9㎝이다. 중앙부 위쪽으로 길이 12㎝, 너비 8㎝, 두께 7㎝인 할석 1매를 5㎝ 가량 얕게 파서 고정

시켰다. 바닥면은 강하게 피열되었다. 덮개돌은 후대 삭평과 교란으로 인해 유실·훼손되어 잔존 상태가 불

량하며, 대체로 얇은 할석이 이용되었다. 외줄고래는 직선적인 형태로 규모는 길이 203㎝, 최대너비 32㎝,

최대깊이 18㎝이다. 오른쪽으로갈수록바닥이완만하게높아지다가배연부부근에서급하게높아지도록조

성하 다. 개자리는확인되지않았으며, 주거지바깥으로 6㎝가량돌출되어배연된다.

저장혈은 모두 2개가 확인되었다. 등고 높은 북서벽 중앙부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크기

는직경 28~42㎝, 깊이 12㎝이다. 

주거지내부에서병등의토기 2점과철도, 철부, 철촉등의철기 6점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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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0. 삼27호 주거지(1/40)



343

(2) 유물

①병(도면 181-1, 사진 174-⑤)  

경질의 병으로 구연부는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등 소량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색조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소성상태는불량한편이며, 외저면과견부에큰기포가형성되

었다. 경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는데 가운데가 凹面을 이룬다. 동체

상위에는 타날흔이희미하게 남아있는데,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정면하여 거의 지워졌다. 저부

와 바닥의 경계에는 점토보강 후 회전깎기조정을 하고 타날을 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

저이다.  口徑 6.2㎝, 高 12.0㎝, 底徑 9.3㎝

1 2

3

4

5

6

7

8

도면 181. 삼27호 주거지 출토유물(1·2:1/3, 3~8:1/2)



②장란형토기(도면 181-2, 사진 174-⑥) 

연질의 장란형토기이며, 저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다량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색(2.5Y 6/6)과 회색(7.5Y 4/1)을 띤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

는데, 바닥은 교차되어있다. 기면이 박리되어 타날흔적은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도 박리가 심하다.  

現高 11.2㎝

③철촉(도면 181-3, 사진 174-⑦)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규형이며, 인부 가장자리 상·하면은 한번 더 다듬어

날을 세웠다. 신부와 경부는 얇은 판상이지만, 슴베근처로 갈수록 단면은 방형에 가까워진다. 경부에서 슴

베로 이어지는 관부는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현길이 11.2㎝, 신부길이 1.1㎝, 신부너비 2.3㎝, 슴베너

비 0.4㎝, 무게 13g

④철촉(도면 181-4, 사진 174-⑧) 

유경식 철촉이며, 신부, 경부,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며, 상면에 능이 있고, 하면은 상

면을 따라 약간 오목한 편이다. 경부는 신부에서 사선으로 뚜렷하게 축약되며,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

서 최대폭으로 넓어진다. 경부와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9.2㎝, 신부길이 2.1㎝, 신부너비 1.0㎝, 경

부길이 3.4㎝, 슴베너비 0.4㎝, 무게 5g

⑤철촉(도면 181-5, 사진 174-⑨) 

유경식 철촉이며, 신부와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경부는 신부 근처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슴베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7.0㎝, 경부너비 1.0㎝, 슴베너비 0.5㎝, 무게 3g

⑥단조철부(도면 181-6, 사진 174-⑩) 

공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고, 신부는 수화되어 부풀어 있다. 공부단면은 방형에 가깝다.  길이 8.3㎝,

尻部直徑 3.5×2.7㎝, 신부너비 3.4㎝, 무게 77g 

⑦주조철부(도면 181-7, 사진 174-⑪) 

신부일부만남아있다. 상면에는2줄의돌선이희미하게남아있다.  현길이3.7㎝, 현너비2.7㎝, 무게 16g

⑧철도(도면 181-8, 사진 174-⑫) 

병부와 인부 일부가 결실되었고, 등쪽으로 세워 보면 신부는 오른쪽으로 휘어있다. 신부는 병부로 이어지

는 관부근처에서 최대폭을 이룬다. 병부로 이어지는 인부쪽 관부는 직각에 가깝게 뚜렷하고, 배부쪽 관부는

약하게 축약되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제형에 가깝다.  현길이 39.8㎝, 신부너비

2.5㎝, 무게 161g

28) 28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82, 사진 175~177)

S8E6. B구역 중앙 부분의 정상부와 인접한 남사면 해발 48.5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

지이다. 등고 낮은남쪽대부분이후대삭평으로인해유실되었다. 잔존상태로보아방형내지장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주축방향은 N25°E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184㎝, 너비 430㎝,

최대깊이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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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는 암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비스듬하게굴토되었으며,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쪽구들과단시설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의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두줄고래, 덮개돌, 배연부로 이루어

졌는데, 아궁이가중앙에위치하고, 고래는오른쪽으로향한다. 주거지조성시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

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 진쪽구들의규모는길이 243㎝,

너비 139㎝이며, 주거지상면보다 22㎝ 가량높게조성되었다. 아궁이평면형태는타원형에가까우며, 규모

도면 182. 삼28호 주거지(1/40) 



는길이 81㎝, 너비 53㎝이다. 양 측벽에봇돌이세워져있었는데, 4㎝ 가량얕게파서벽과잇대어고정시켰

다. 좌측은 2매로 크기가 길이 14~22㎝, 너비 12~17㎝, 두께 3~4㎝이며, 우측은 1매로 길이 18㎝, 너비

12㎝, 두께 8㎝이다. 봇돌을 지지하기위해뒷부분에적갈색점토를덧댄흔적이확인되었다. 바닥면은강하

게피열되었다. 덮개돌은등고낮은부분이유실된것을제외하면온전한편이다. 대체로얇은장방형할석이

이용되었으며, 열기와 연기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조 하게 잇대었다. 두줄고래는 직선적인 형태로 배연부

에서합류된다. 규모는길이 178㎝, 최대너비 24㎝, 최대깊이 12㎝이다. 오른쪽으로갈수록바닥이완만하게

높아지도록굴토되었다. 개자리는확인되지않았으며, 주거지바깥으로 8㎝가량돌출되어배연된다.

단시설은 잔존하는 주거지의 북서쪽인 쪽구들 왼쪽에 위치한다. 이단굴광된 축조 방식으로 주거지 조성

시 쪽구들과 같이 기획되어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194㎝, 너비 83㎝, 최

대 높이 9㎝이다. 단시설의상면위에서단경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지석, 철겸 등이출토되었다. 광구

장경호(⑥, 도면 183-6)와 장란형토기(④, 도면 183-3) 2점은 정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단의 위치, 축조

방식, 유물출토상황으로보아선반시설일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유물은대부분단시설에집중적으로출토되었으며, 아궁이에서철겸 2점, 고배등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83-5, 사진 178-⑤)  

아궁이에서출토되었다. 경질의고배로배신의일부와대각은결실되었다. 태토는석 , 장석등의사립이

다량섞인비교적거친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배신내면은산화되어황회색

을 띠기도 한다. 구연은 다소 내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배신외면에는 회전깎기조정한 흔적이

거칠게남아있다.  口徑 10.9㎝, 現高 5.8㎝

②심발형토기(도면 183-1, 사진 178-③) 

단시설 위에서 출토되었다. 심발형토기로 동체부와 구연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암

회황색(2.5Y 4/2)이다. 구연부는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아래부터 저부까지 조족문이 타날되었으나

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거의 지워졌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점토 보강 후 비교적 깨끗하

게 정면되었으며, 내면에도 도구정면흔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바닥은 평저이

다.  口徑 11.4㎝, 高 14.1㎝, 底徑 10.0㎝

③심발형토기(도면 183-2, 사진 178-①)  

아궁이에서출토되었다. 심발형토기로전체의 1/3가량은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섞

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등색(10YR 6/4)이고, 구연부는명적갈색(2.5YR 5/6)을 띤다. 구연부는평평

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아래부터 저부까지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희미하게남아있다.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점토보강후깎기조정하 다. 바닥원판옆에점토띠를덧대어동

체부를성형하 다. 바닥은평저이고, 저경이매우넓은편이다.  復原口徑 16.8㎝, 高 17.5㎝, 底徑 15.4㎝

④장란형토기(도면 183-3, 사진 178-②)

단시설 위에서 출토되었다. 장란형토기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다른 장란형토기에 비해 경

기부가 넓고, 전체적인 길이가 짧은 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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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3. 삼28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인 색조는 황갈색(10YR 5/6)이며,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5Y 4/2)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는 마모가 심하

고 일부만 남아있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비교적 평평하고 길게 성형되었다. 구연부 아래

부터동체까지는승문이타날되었고, 저부와바닥은길이 0.3㎝ 가량의격자문이타날되었다. 경부와견부의

경계는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여 타날흔이 부분적으로 지워졌다. 저부는 박리가 심하여 타날흔이 뚜렷하지

않다. 바닥은말각평저에가깝다.  復原口徑 19.4㎝, 高 20.7㎝

⑤호(도면 183-4, 사진 178-④) 

단시설 위에서 출토되었다. 경질의 호이며, 구연부와 동체부가 분리된 채 출토되어 도면복원하 다. 구연

부는 일부만 남아있다. 기형은 호이나 타날기법이나 저부의 제작상태 등은 심발형토기와 유사하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는데, 가

운데가凹面을이룬다. 경부는 짧게외경하고, 동최대경은중위에있다. 동체외면은승문을타날한후 6조의

침선을 돌렸다. 저부외면은 점토보강 후 깎기조정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있다. 동체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고, 저부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관찰된다. 구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는데,

외면에는뾰족한도구로길게여러줄그은흔적이있고, 경부내면에는점토띠흔이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

며, 축흔이관찰된다.  復原口徑 9.9㎝, 高 14.0㎝, 底徑 9.7㎝

⑥광구장경호(도면 183-6, 사진 177-④)  

단시설위에서출토되었다. 경질의광구장경호로구연부는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태토는소량의세사립

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N 3/0)을 띠고, 속심은 암적갈색(5YR 3/4)이다. 경부의

내·외면과견부에는자연유가부착후산화되었다. 경부는 외경하고, 다소 길게성형되었다. 구연단은평평

한데 가운데가 凹面을 이룬다. 경부부터 동체중위까지는 평행선문 타날흔이 남아 있는데, 경부와 견부는 종

방향으로, 동체중위와 하위의 일부는 사방향으로 타날되었다. 경부와 견부, 동체상위에는 타날 후 회전물손

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저부를 비롯한 동체하위의 일부는 타날이 교차되어 있으며, 타

날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지않아 타날흔이 뚜렷하다. 내면에는 목판정면흔과문지르기 같은 도구흔이 무질

서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며, 타날 후‘X’자를 그었다. 바닥외면의 한군데에는 점토덩이가 붙어

있는데, 이기재로사용되었을가능성도있으나확실치는않다.  口徑 12.8㎝, 高 21.6㎝, 底徑 8.5㎝

⑦장동호(도면 183-7, 사진 178-⑥) 

단시설 위에서 출토되었다. 구연부의 제작기법이나 타날, 태토는 장란형토기와 유사하다. 구경부의 일부

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기

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올리브흑색(7.5Y 3/2)이다. 경부는 짧게 외경한다. 구연부

는 경부까지 타날한 후 점토를 덧대어 제작하 으며, 가운데에 비교적 넓은 凹面이 있다. 구연부를 제외한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는데, 경부와 견부의 경계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부분적으로 지워졌다.

내면은정면상태가양호하다.  復原口徑 15.7㎝, 現高 9.5㎝

⑧철겸(도면 184-1, 사진 178-⑦) 

단시설위에서출토되었다. 인부는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기부에서인부로는완만하게이어진다. 기부단부는

‘ㅁ’자로말려있다. 신부단면은이등변삼각형이다.  길이28.9㎝, 신부너비3.1㎝, 기부길이2.8㎝, 무게96g

⑨철겸(도면 184-2, 사진 178-⑧) 

아궁이에서 출토되었다. 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부분적으로 수화되어 부풀어 있다. 기부단부는

348



349

1

2

3

4

5

도면 184. 삼28호 주거지 출토유물(1/2)



350

‘ㄴ’자로꺾여있다. 신부단면은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23.8㎝, 신부너비 2.3㎝, 무게 47g

⑩철겸(도면 184-3, 사진 178-⑨) 

아궁이에서 출토되었다. 인부 일부가 결실되었고, 기부쪽은 수화되어 부풀어 있다. 기부에서 인부로는 완

만하게 이어진다. 기부단부는‘ㄷ’자로 말려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길이 26.0㎝, 신부너비

3.0㎝, 기부길이 3.2㎝, 무게 83g

⑪철촉(도면 184-4, 사진 178-⑩)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착두형이며, 날이 서 있다. 경부와 슴베단면은 방형이

다.  현길이 6.0㎝, 신부너비 0.9㎝, 경부길이 4.3㎝, 경부너비 0.7㎝, 무게 5g

⑫지석(도면 184-5, 사진 177-③)  

단시설 위에서 출토되었다. 유문암제 지석으로 색조는 황갈색을 띤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가장

자리는완전히형태가갖추어지지않았다. 上面의 1/2정도와 좌측면은치 하게마연되었고, 우측면은 일부

만마연되었다.  길이 17.9㎝, 너비 10.9㎝, 두께 4.6~7.0㎝, 무게 864g

29) 29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85, 사진 179)

S8E6. B구역남서쪽끝부분의정상부와인접한남사면해발 47.8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갖춘수혈주

거지이다. 등고낮은남쪽과서쪽대부분이후대삭평으로인해유실되었다. 잔존상태가매우불량하나, 평면형

태는방형내지장방형이었을것으로추정된다. 규모는잔존길이130㎝, 잔존너비252㎝, 최대깊이19㎝이다. 

주거지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의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도면 185. 삼29호 주거지(1/40)



351

외줄고래, 덮개돌로이루어졌는데, 고래가 오른쪽으로향한다. 주거지 조성시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

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진쪽구들부의규모는길이 217㎝,

너비 94㎝이며, 주거지상면보다현재 30㎝가량높게잔존하고있다. 아궁이평면형태는원형에가깝고, 크

기는직경 50㎝이다. 좌측에봇돌이세워져있었던것으로보이는깊이 5㎝가량의소혈이잔존한다. 덮개돌

은 대부분 유실되었고 상부에서 떨어진 6매의 얇은 할석이 고래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외줄고래는 직선적인

형태로규모는길이 178㎝, 최대너비 24㎝, 최대깊이 12㎝가량이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30) 30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86, 사진 180·181)

S9E7. B구역 남서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45.6m에 조성되었다.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지이

다. 등고 낮은 동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잔존상태로 보아 방형 내지 장방형이었을 것

으로추정된다. 등고선과직교하는주축방향은N33°W이다. 규모는잔존길이 124㎝, 너비 306㎝, 최대깊이

38㎝이다. 

도면 186. 삼30호 주거지(1/40)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토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위쪽 벽의 오른쪽에 등고와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아궁이와

외줄고래, 덮개돌, 배연부로 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 중앙에 위치하고, 고래가 오른쪽으로 향한다. 주거지

조성시쪽구들부분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성하 다.

단이진쪽구들의규모는길이 187㎝, 너비 99㎝이며, 주거지상면보다 34㎝ 가량높게조성되었다. 아궁이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직경 50㎝이다. 봇돌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면은 강하게 피열되었

다. 덮개돌은 후대 삭평으로 인해 일부 유실되었다. 대체로 얇은 장방형 할석이 이용되었다. 외줄고래는 직

선적인형태에가까우나약간의곡선을띤다. 규모는길이 140㎝, 최대너비 28㎝, 최대깊이 14㎝이다. 오른

쪽으로 갈수록 바닥이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굴토되었다. 개자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거지 바깥으로 9㎝

가량돌출되어배연된다.

주거지내부에서광구단경호, 심발형토기등의토기 5점과철도자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187-4, 사진 182-⑤)  

경질의 무개식 고배로 배신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색조는명회색이다. 구연부는비교적뾰족하게처리되었고, 구연부 아래에는약하게凹面이돌

아간다. 외면에는 회전깎기조정한 흔적이 있고, 내면은 무질서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1.9㎝, 

現高 3.3㎝

②심발형토기(도면 187-5, 사진 181-⑥) 

심발형토기로 구연부편과 저부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색조는 암회황색(2.5Y 4/2)을 띤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

되었으나 기면이 박리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復原口徑 17.0㎝, 現高 6.6㎝(구연부), 1.5㎝(저부), 

復原底徑 8.8㎝

③장란형토기(도면 187-6, 사진 182-⑦~⑨)

아궁이에서출토되었다. 연질의장란형토기로동체의중·하위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

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외면은 탁황갈색(10YR 5/4)을 띠기도

한다. 동체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고, 동체 하위와 저부의 외면은 길이 0.5㎝ 가량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타날순서는 동체를 먼저 두드린 후 저부에 격자문을 타날하 다. 내면에는 평행선문계의 내박자흔이 뚜렷

하다.  現高 17.8㎝

④광구단경호(도면 187-3, 사진 182-①) 

경질의 광구단경호로 구경부는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백색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

인색조는회색이고, 동체하위와저부의내면은산화되어회황색을띠기도한다. 견부와구경부내면에는자

연유가 부착 후 飛散되었다. 경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둥 다. 외면에 평행선문 타날흔이 남

아있는데, 저부쪽은 타날이 겹쳐져 격자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견부내면에는 도구흔이 있다. 외저면에는

이상재로 추정되는 유기물흔적이 한 군데 확인되며, 바닥에는 점토덩이가 묻어있다. 바닥과 저부의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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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7. 삼30호 주거지 출토유물(1, 3~6: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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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내면에는점토띠흔이남아있다. 바닥은말각평저이며, 가운데가들려있다.  口徑 20.1㎝, 高 13.4㎝

⑤파수부시루(도면 187-1, 사진 182-②~④) 

연질의 시루이며, 구경부 1/2가량과 저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파수는 1개만 남아 있으

며, 접합되지 않아 위치를 임의로 정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명적갈색(5YR 5/6)이고, 바닥은 부분적으로황회색(2.5Y 4/1)을 띠기도한다. 구연부는경부와동

체를타날하여형태를갖춘후점토를덧대어성형하 으며, 평평하나가운데가약하게凹面을이룬다. 구연

부 아래부터 동체하위까지는 승문이 타날되었으며, 저부는 길이 0.4㎝ 가량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경부와

동체의 경계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의 전반에는 내박자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파수는우각형으로하단에는직경 0.5㎝ 가량의지지홈이있다. 바닥은말각평저에가까운원저이

며, 3개의 증기공이 남아있다. 증기공은 모두 원형이며, 중앙에 1개를 뚫고, 그 주위에 여러 개를 배치한 형

태로추정된다. 증기공의가장자리에는내·외면모두에 린점토가있으나내면이더돌출되어있다. 밖에

서안으로투공한것으로추정된다.  口徑 25.1㎝, 推定高 32.0㎝, 復原底徑 17.0㎝

⑥도자(도면 187-2, 사진 182-⑥) 

신부와병부일부가결실되었다. 신부는병부로이어지는관부근처에서최대폭을이루는데, 인부쪽관부는

직각에 가깝게 뚜렷하고, 배부쪽 관부는 완만하게 이어진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 병부단면은 제형이

다.  현길이 11.0㎝, 신부너비 1.3㎝, 등두께 0.2㎝, 무게 8g

31) 3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88, 사진 183·184)

S8E5. B구역남서쪽끝부분의정상부해발 47.1m에조성되었다. 후대삭평으로인해등고낮은남벽이

대부분유실되어잔존상태가불량하다. 평면형태는방형내지장방형으로추정된다. 규모는잔존길이 402㎝,

잔존너비 210㎝, 최대깊이 10㎝이다.

주거지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쪽구들과 저장혈이 확인되었다. 쪽구들은 주거지 잔존 형태와 아궁이 위치로 보아 등고 높은

동벽에 위치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고래와 덮개돌이 유실되었다. 아궁이는 동벽에 위

치하고평면형태는타원형에가깝다. 규모는길이 76㎝, 너비 48㎝이다. 양 측벽에방형봇돌이세워져있었

는데, 3㎝ 가량 얕게파서벽과잇대어고정시켰다. 크기는 좌측은길이 16㎝, 너비 14㎝, 두께 6㎝이며, 우

측은 길이 18㎝, 너비 20㎝, 두께 5㎝이다. 중앙부 위쪽으로 길이 12㎝, 너비 10㎝, 두께 10㎝인 할석 1매

를 3㎝가량얕게파서고정시켰다. 바닥면은강하게피열되었다.  

저장혈은 잔존하는 주거지의 북서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직경 171㎝,

깊이 54㎝이다. 바닥에서심발형토기(⑤, 도면 189-5)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단경호, 파수부토기 등의 토기 5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쪽구들 왼쪽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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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광구장경호(도면 189-1, 사진 185-①)  

경질의 광구장경호이며, 구경부는 1/4가량만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세사립이섞인비교적정

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을 띠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경부는 다소 길게 성형되었으며, 외경하

다가구연에이르러급격하게외반한다. 구연단은두께가얇아지며, 둥 다. 경부의 하부에는파상문이시문

되었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으며,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깝다. 경부내면과 동체상위에는 자연유가 부착 후

飛散되어있다. 동체상위부터 바닥까지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는데, 동체부는 사방향으로, 저부는 부분적으

로 교차되어 격자문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부외면에는 점토보강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내면에는

종방향으로목판정면한흔적이거칠게남아있다.  復原口徑 14.7㎝, 高 19.5㎝, 底徑 7.5㎝

②광구장경호(도면 189-2, 사진 185-②)  

경질의 광구장경호이며, 1/3이상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암자색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는데 가운데

가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구연부와 동체상위, 경부내면은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어 황갈색을 띠기도 한

도면 188. 삼31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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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체상위에서 동체하위까지는 종방향의 평행선문이 타날되었고, 저부는 부분적으로 평행선문이 교차되

어 타날되었다. 타날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적은 부분적으로 지워졌다.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깝

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과 목판정면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견부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내박자흔

이희미하게관찰된다.  口徑 11.4㎝, 高 21.3㎝, 底徑 7.0㎝

③파수부발(도면 189-3, 사진 185-③)  

연질의 파수부발이며, 동체 일부와구연은모두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며, 바닥은 명적갈색(2.5YR 5/6)을 띠기도 한다. 동체에는

파수가부착되었는데 1개만 남아있다. 파수에는긴홈줄이끝까지나있다. 외면은 승문이타날되었고, 저부

는바닥과접합후회전깎기하여정면하 다. 바닥은평저이다.  現高 8.3㎝, 復原底徑 7.9㎝

④장동호(도면 189-4, 사진 185-④·⑤) 

연질의 장동호이며, 구경부 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구경부와 견부는 일그러져 있으며, 동체부만 기

울기를 임의로 정하여 도면복원하 다. 타날수법이나 태토, 구연부의 성형방법은 장란형토기와 거의 유사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다량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암회황색(2.5Y 5/2)이다. 경부

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성형되었다. 구연부 아래부터 동체 중·하위까지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그 아래로는 크기 0.4㎝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평행문상의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기면은 박리가

심한편이다.  現高 4.8㎝(구경부), 19.2㎝(동체부)

⑤심발형토기 (도면 189-5, 사진 184-⑥) 

저장혈에서출토되었다. 심발형토기의저부로추정된다. 바닥원판과저부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색조는명황갈색(10YR 6/6)과 암회황색(2.5Y 4/2),

명적갈색(5YR 5/6)을 띤다. 기면은 심하게박리되었고, 승문타날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저부외면은바닥

부착후정면하여타날흔이지워졌다.  現高 4.4㎝, 復原底徑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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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선시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90, 사진 186·187)

N1W3.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

해발 45.7m에 조성되었다. 온돌시설을

갖춘주거지이다. 청동기시대 14호주거

지의남서쪽모서리일부를파괴하고조

성되었으며, 남서쪽 일부가 후대 삭평과

교란으로 인해 유실·훼손되었다. 평면

형태는 방형인데 등고와 직교하는 주축

방향은N23°E이다. 크기는길이255㎝,

너비 208㎝, 최대깊이 20㎝이다. 

주거지는 기반암풍화토와 14호 주거

지의 내부토를 기반토로 하여 조성되었

다. 내부는 적갈색점질토, 명갈색사질

점토,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벽은 비스듬

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

설없이생토면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온돌시설이 확인되었다.

온돌시설은 북벽의 서쪽에 설치되었다.

아궁이가 주거지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

고래가 서쪽으로 향한다. 온돌시설의

크기는 길이 165㎝, 너비 115㎝이다.

아궁이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길

이 60㎝, 너비 48㎝, 최대깊이 19㎝이다. 바닥과 벽면은 강하게 피열되었으며, 급하게 상승하여 고래로 이

어진다. 고래는 남아 있는 고래둑 형태로 보아 두 줄로 추정된다. 덮개돌과 고래둑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

되었다. 덮개돌은 대부분 유실되고 1매만 남아 있다. 고래둑은 15~40㎝ 가량의 장방형 할석들이 이용되었

는데, 바닥을굴착하지않고점토를이용하여세워놓았다. 

유물은도기편 2점이아궁이아래쪽에서확인되었다.

(2) 유물

①뚜껑(도면 191-1, 사진 187-⑤)  

연질의 뚜껑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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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0. 조선 1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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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색조는황갈색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6/2)을 띤다. 구연단은둥 게처리되었고, 구연부와개신의경

계에는얕은침선이 1조돌아간다.  復原口徑 25.4㎝, 現高 4.5㎝

②도기 저부(도면 191-2, 사진 187-⑥) 

경질의 도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암회색이다. 외면에는수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듯균열이나있다. 내면에는점토보

강흔과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나 있다. 동체부 외면에는 평행타날흔이 사방향으로 드문드문 남아있고, 내면

에는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저부외면에는 회전깎기 조정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13.3㎝, 復

原底徑 17.6㎝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92, 사진 188·189)

N1W0. A구역중앙부근의북사면해발 44.1m에조성되었다. 온돌시설을갖춘주거지이다. 후대교란으

로 인해 남벽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삼국시대 8호 주거지의 남쪽 상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등고 낮은

북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 내지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남벽이 부분적

으로곡선을띤다. 크기는길이 632㎝, 잔존너비 262㎝, 최대깊이 22㎝이다. 

주거지 잔존깊이가 매우 얕아 덮개돌은 모두 유실되고 고래둑이 모두 노출되어 있었다. 기반암풍화토와

삼국시대 8호 주거지 내부토를 기반토로 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없이삼국 8호주거지의내부토를기반토로이용하 다. 

내부시설은 온돌시설이 확인되었다. 온돌시설은 잔존 주거지의 등고 높은 남벽 쪽으로 설치되었다. 아궁

1

2

도면 191. 조선 1호 주거지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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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192. 조선 2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

이가 서벽에 위치하고 고래가 동벽쪽으로 향한다. 크기는 길이 602㎝, 너비 228㎝이다. 아궁이는 타원형에

가까우며크기는길이 154㎝, 너비 114㎝, 최대깊이 39㎝이다. 바닥과벽면은강하게피열되었으며, 완만하

게 높아져 고래로 이어진다. 고래는 남아 있는 고래둑의 형태로 보아 모두 5줄로 판단된다. 중앙 고래열은



직선적이며, 양쪽의 두 줄은 곡선을 띤다.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서 중앙 고래열을 중심으로 합류되어 다시

한 줄로 진행된다. 불량한 잔존상태로 인해 배연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래둑은 크기 20~40㎝ 가량의 장

방형할석을이용하여시설되었는데, 바닥을굴착하지않고점토를이용하여세워놓았다. 

유물은석기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용도미상석기(도면 192-1, 사진 189-⑤)  

암질은 이암혼펠스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횡단면은 삼각형이다. 크게 떼어내기 한 후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잔떼기하 다.  길이 6.3㎝, 너비 3.4㎝, 두께 1.3㎝, 무게 36g

3) 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193, 사진 190)

S1E3. A구역 남사면 동쪽 부근의

말단부 해발 38.7m에 조성되었다.

등고낮은동쪽대부분이후대삭평으

로인해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방형

으로추정된다. 등고와직교하는주축

방향은 N49°E이다. 크기는 길이

262㎝, 잔존너비 182㎝, 최대깊이

49㎝이다. 

주거지는 기반암풍화토를 기반토

로하여조성되었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생토층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와 저장공 1개

가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잔존하는 주

거지의 남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평면

형태는타원형으로크기는길이 45㎝,

너비 35㎝, 깊이 10㎝이다. 바닥과

벽면은 피열되었다. 아궁이의 위쪽으로 장방형 할석 2매가 바닥을 얕게 파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

래둑의일부로추정된다.

저장공은남서쪽에위치하며, 평면형태는원형이다. 크기는직경 51㎝, 깊이 28㎝이다. 

출토된유물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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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3. 조선 3호 주거지(1/40)



2. 수혈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194, 사진 191)

N3W10.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34.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5°E이다. 크기는 길이 277㎝, 너비 157㎝, 최대깊이 42㎝이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 암적갈색사질

점토, 암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2) 2호 수혈

(1) 유구(도면 195, 사진 191)

N3W10.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30.5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

향은 N70°E이다. 크기는 길이 260㎝, 너비 201㎝, 최대깊이 55㎝이다. 내부에는 흑갈색점질토, 흑갈색사

질점토,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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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4. 1호 수혈(1/30)



363

도면 196. 3호 수혈(1/30)

도면 195. 2호 수혈(1/30)

3) 3호 수혈

(1) 유구(도면 196, 사진 192)

N3W11.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북

사면 해발 30.7m에 위치한다. 평면형

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향은 N38°W

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점질토, 명갈색

사질토, 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크기는 길이 154㎝, 너비

113㎝, 최대깊이 34㎝이다. 출토된

유물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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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수혈

(1) 유구(도면 197, 사진 192)

N3W11.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29.9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향은

N58°W이다. 크기는 길이 127㎝, 너비 116㎝, 최대깊이 41㎝이다. 내부에는암갈색점질토, 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5) 5호 수혈

(1) 유구(도면 198, 사진 192)

N3W11.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31.4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북벽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향은 N20°W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토, 갈색점

질사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크기는 잔존길이 144㎝, 너비 105㎝, 최대깊이 18㎝이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197. 4호 수혈(1/30) 도면 198. 5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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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9. 6호 수혈(1/30)

도면 200. 7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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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호 수혈

(1) 유구(도면 199, 사진 193)

N2W11.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33.9m에 위치한다. 후대 교란에 의해 유구 상부가 절반 가

량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56°E이다. 크기는 길이 229㎝, 너비 135㎝,

최대깊이 56㎝이다. 내부에는황갈색점질사토, 갈색점질사토, 명갈색점질토, 명갈색사질점토, 암적갈색사질

점토, 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7) 7호 수혈

(1) 유구(도면 200, 사진 193)

N3W12.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31.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

향은 N61°E이다. 크기는 길이 213㎝, 너비 146㎝, 최대깊이 55㎝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점질토, 갈색사질

점토, 암적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수혈 내부에서 무문토기

저부편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200-1, 사진 193-⑥) 

무문토기 저부로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

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과내면은올리브흑색(5Y 3/2)이다. 저부

와바닥의경계에는손누름흔이남아있다.

現高 2.9㎝, 底徑 9.4㎝

8) 8호 수혈

(1) 유구(도면 201, 사진 194)

N2W12.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

발 32.3m에 위치한다. 후대 교란으로 인해 상

부일부가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원형이다. 크

기는 길이 132㎝, 너비 127㎝, 최대깊이 72㎝

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점질토, 암적갈색점질

토, 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01. 8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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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호 수혈

(1) 유구(도면 202, 사진 194)

N2W12.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

발 32.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

까우며, 장축방향은 N51°E이다. 크기는 길이

134㎝, 너비 110㎝, 최대깊이 56㎝이다. 내

부에는 암갈색점질토, 갈색사질점토, 명갈색

사질점토, 갈색점질사토, 명갈색점질사토가

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10) 10호 수혈

(1) 유구(도면 203, 사진 194)

N2W11.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서사면 해

발 36.5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71°E이다. 크기는 길

이 237㎝, 너비 163㎝, 최대깊이 50㎝이다. 내부에는흑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02. 9호 수혈(1/30)

도면 203. 10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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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호 수혈

(1) 유구(도면 204, 사진 195)

N1W11.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남서사면 해발 36.1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향은

N40°W이다. 크기는 길이 252㎝, 너비 202㎝, 최대깊이 90㎝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점질사토, 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12) 12호 수혈

(1) 유구(도면 205, 사진 195)

N0W12.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26.5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

향은 N49°W이다. 크기는 길이 177㎝, 너비 114㎝, 최대깊이 10㎝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

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04. 11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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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호 수혈

(1) 유구(도면 206, 사진 196)

N0W12.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26.5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장

축방향은N62°W이다. 크기는길이 187㎝, 너비 148㎝, 최대깊이 26㎝이다.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 암갈

색점질토, 흑갈색점질토, 명갈색점질토, 암적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14) 14호 수혈

(1) 유구(도면 207, 사진 196)

S1W11. A구역서쪽끝부분의남사면말단부해발 27.0m에위치한다. 평면형태는타원형으로장축방향

은N87°E이다. 크기는길이 243㎝, 너비 164㎝, 최대깊이 43㎝이다. 내부에는흑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

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05. 12호 수혈(1/30) 도면 206. 13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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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호 수혈

(1) 유구(도면 208, 사진 197)

N0W10.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28.0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

향은 N78°W이다. 크기는 길이 189㎝, 너비 83㎝, 최대깊이 18㎝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

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07. 14호 수혈(1/30)

도면 208. 15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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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호 수혈

(1) 유구(도면 209, 사진 197)

N0W10. A구역서쪽끝부분의남사면해발 30.0m

에 위치한다. 시굴 트렌치에 의해 동쪽 대부분이 파괴

되어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크기는 잔존길이 245㎝,

잔존너비 132㎝, 최대깊이 22㎝이다. 내부에는명갈색

점질토, 갈색점질토,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17) 17호 수혈

(1) 유구(도면 210, 사진 197)

N0W9. A구역 서쪽끝부분의남사면해발 30.3m

에위치한다. 등고낮은남쪽이후대삭평으로인해유

실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추정되며, 장축방향

은 N1°E이다. 크기는 잔존길이 145㎝, 너비 106㎝,

최대깊이 24㎝이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

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09. 16호 수혈(1/30)

도면 210. 17호 수혈(1/30)



372

18) 18호 수혈

(1) 유구(도면 211, 사진 198)

N0W9. A구역 서쪽의 남사면 해발 32.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향은 N45°E이다.

크기는 길이 226㎝, 너비 111㎝, 최대깊이 37㎝이다.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

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19) 19호 수혈

(1) 유구(도면 212, 사진 198)

S1W9. A구역 서쪽의 남사면 해발

28.7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벽 일

부가 후대 삭평으로 인해 일부 유실되었

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73°W이다. 크기는 길이 162㎝, 너비

83㎝, 최대깊이 14㎝이다. 내부에는 흑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 유

물은없다.

도면 212. 19호 수혈(1/30)

도면 211. 18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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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호 수혈

(1) 유구(도면 213, 사진 199)

N0W9. A구역 서쪽의 남사면 해발 32.2m에 위치

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88°

W이다. 크기는길이 125㎝, 너비 99㎝, 최대깊이 15㎝

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

유물은없다.

21) 21호 수혈

(1) 유구(도면 214, 사진 199)

N0W9. A구역서쪽의남사면해발 29.8m에위치한

다. 평면형태는원형에가까우며, 장축방향은N14°E이

다. 크기는 길이 212㎝, 너비 183㎝, 최대깊이 20㎝이

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 명갈색사질점토, 갈색점질

사토, 암갈색점질사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다. 출토

된유물은없다.

도면 213. 20호 수혈(1/30)

도면 214. 21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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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6. 23호 수혈(1/30)

도면 215. 22호 수혈(1/30)

22) 22호 수혈

(1) 유구(도면 215, 사진 200)

N1W8. A구역 서쪽의 남사면 해발 35.9m

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향

은 N59°E이다. 동벽은 얕은 단이 져있다. 크

기는 길이 170㎝, 너비 139㎝, 최대깊이 29㎝

이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23) 23호 수혈

(1) 유구(도면 216, 사진 200)

N0W8. A구역 서쪽의 남사면 해발 31.9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원형에가까우며, 장축방향

은 N9°E이다. 크기는 길이 106㎝, 너비 103㎝,

최대깊이 24㎝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

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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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호 수혈

(1) 유구(도면 217, 사진 200)

N0W8. A구역 서쪽의 남사면 해발 33.9m에 위치한다. 남벽 일부가 후대 장비 교란으로 인해 일부 파괴

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39°E이다. 크기는 길이 169㎝, 잔존너비 161㎝, 최대

깊이 28㎝이다.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점질사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

유물은없다.

25) 25호 수혈

(1) 유구(도면 218, 사진 201)

N0W8. A구역서쪽의남사면해발 34.3m에위치한다. 평면형태는방형에가까우며, 장축방향은N19°E

이다. 크기는 길이 287㎝, 너비 261㎝, 최대깊이 35㎝이다. 내부에는 명갈색점질토, 암갈색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 퇴적되었고, 내부토 최하층에 목탄이 소량 포함되었다. 서벽 쪽으로 수혈 바닥보다

약간깊게패인구덩이가확인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17. 24호 수혈(1/30)



376

26) 26호 수혈

(1) 유구(도면 219, 사진 201)

N0W7. A구역 서쪽의 남사면 해

발 34.8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향은 N50°E이다.

크기는 길이 152㎝, 너비 94㎝, 최

대깊이 18㎝이다. 내부에는 갈색사

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218. 25호 수혈(1/30)

도면 219. 26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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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호 수혈

(1) 유구(도면 220, 사진 202)

N2W9. A구역 서쪽 정상부 해발 38.2m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상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

으며, 남쪽은 시굴트렌치에의해대부분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에가까운부정형으로추정된다. 장

축방향은N74°E로등고선방향과나란하다. 크기는길이 547㎝, 잔존너비 189㎝, 최대깊이 21㎝이다. 

수혈은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의 내부토를 기반토로 하여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크게 암적갈색점질

사토, 갈색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바닥은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의 내부토를

그대로 이용하 으며 내부에서 확인된 시설은 없다. 내부에서 파수편, 점토대토기편 각 1점씩과 무문토기편

이다량확인되었으며, 석기는미완성석기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점토대토기 옹(도면 220-1, 사진 202-⑦) 

단면원형의 점토대토기 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구연부 외의 동체편이 있으나

복원되지는 않는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부분적으로황회색(2.5Y 4/1)을 띤다. 구연부에는단면원형의점토대가부착되었는데, 부착후 착

도를높이기위하여별도의보강작업을하지않았다. 동체상위에는한개의뉴가확인된다.  復原口徑 14.9㎝,

現高 7.3㎝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220-2, 사진 202-⑨) 

무문토기저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세사립이섞인비교적정

선된점토이다. 전반적인색조는탁황색(2.5Y 6/3)과 암회황색(2.5Y 4/2)이다. 정면상태는양호한편이며,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손누름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2.1㎝, 復原底徑 7.3㎝

③무문토기 저부(도면 220-3, 사진 202-⑩) 

무문토기 저부로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탁황등색(10YR 7/4)과 등색(2.5YR 6/6)이고, 내면과 속심은황회색(2.5Y 4/1)이다. 기면이 박리

되어사립이돌출해있다. 저부는얕은굽상의바닥이다.  現高 2.2㎝, 底徑 7.6㎝

④파수(도면 220-4, 사진 202-⑧)  

단면원형의 봉상파수편이다. 연질이나 단단한 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

다. 색조는흑갈색(2.5Y 3/2)이다. 기면에는물손질정면흔이남아있다.  파수길이 5.2㎝, 두께 1.8㎝

⑤미완성석기(도면 220-5, 사진 202-⑪) 

석촉을제작하려던미완성품으로추정된다. 암질은흑색이암이다. 상면과하면의일부에는모암에서떨어

진면이관찰되고, 가장자리는떼어내기하여어느정도형태를갖추었다. 가운데에는능을세우려하던것으

로 추정되며, 상·하면의 양 가장자리쪽은 마연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있다.  길이 7.2㎝, 너비 3.4㎝, 두께

0.8㎝, 무게 2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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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 220. 27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4:1/3,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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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호 수혈

(1) 유구(도면 221, 사진 203)

N1W9. A구역 서쪽의 정상부 해

발 38.3m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상부를 파괴하고 조성되

었다. 청동기시대 3호 주거지와 시

굴 트렌치에 의해 대부분이 파괴되

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으로 장축방향은 N75°E이

다. 크기는 잔존길이 505㎝, 잔존너

비 125㎝, 최대깊이 24㎝이다. 시굴

트렌치에 의해 파괴되어 명확하진

않지만, 확인된 위치와 유구의 바닥

면이 같은 것으로 보아 27호 수혈과

동일유구일가능성이높다. 

수혈은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의

내부토와 기반암풍화토를 기반토로

하여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크

게 암갈색사질점토와 갈색점질사토

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퇴적에 의

한 것이다.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

이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내부토가

그대로 이용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29) 29호 수혈

(1) 유구(도면 222, 사진 203)

N2W9. A구역 서쪽의 정상부 해

발 38.2m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상부를 파괴하고 조성되

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

방향은 N71°E이다. 크기는 길이

123㎝, 너비 100㎝, 최대깊이 9㎝

이다. 도면 221. 28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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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은청동기시대 4호주거지의내부토를기반토로하여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흑갈색사질점토와암

갈색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어있었다. 바닥은불에맞아소결되었으며, 3층은 다량의목탄이포함되어있었

다. 내부에서두형토기를포함한무문토기가확인되었다. 

(2) 유물

①두형토기(도면 222-1, 사진 203-⑧)  

두형토기로대각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전

반적인색조는탁황등색(10YR 7/4)이고, 일부는흑색을띠기도한다. 흑색을 띠는부분에는종방향의마연

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대각은 원통형이고, 대각단은 둥 다. 대각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남아있

다.  現高 11.0㎝, 復原脚徑 12.0㎝

1

2 3

4

도면 222. 29·30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1·2는 29호, 3·4는 30호)

<29호>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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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두형토기(도면 222-2, 사진 203-⑨)  

두형토기로대각만일부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색조

는 흑색이다. 외면은 일부만 표면이 확인되며, 모두 박락되었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

다.  現高 3.9㎝

30) 30호 수혈

(1) 유구(도면 222, 사진 204)

N2W9. A구역 서쪽의 정상부 해발 38.2m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바로 인접하여 29호 수혈이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71°E이다. 크기는 길

이 172㎝, 너비 130㎝, 최대깊이 11㎝이다. 

수혈은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의 내부토를 기반토로 하여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사질점토가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청동기시대 4호 주거지 내부토가

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 소혈 1개가 확인되었다. 북벽에 접해서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크기는 길이 31㎝,

너비 25㎝, 깊이 16㎝이다. 내부에서 저부편을 포함한 무문토기편 5점에 확인되었는데, 보고서에는 2점만

수록하 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222-3, 사진 204-⑦) 

무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

말이섞여있다. 기면은 대부분박리되었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저부와 바닥의경계에는손누

름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2.8㎝, 復原底徑 7.4㎝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222-4, 사진 204-⑥)  

소형의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저부에는 얕은 굽상의 바닥이 부착되었고, 저부와 바닥에는 도구로 눌러

정면한흔적이있다. 내면에는‘S’자와유사한표시가새겨져있다.  現高 1.8㎝, 底徑 3.9㎝

31) 31호 수혈

(1) 유구(도면 223, 사진 205)

N2W7. A구역 서쪽의 정상부 해발 41.2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25°E이다. 크기는 길이 154㎝, 너비 122㎝, 최대깊이 8㎝이다. 내부퇴적토는 갈색사질점토, 연암갈색사

질점토의순으로퇴적되어있었다. 내부에서무문토기편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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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무문토기(도면 223-1, 사진 205-⑤) 

무문토기편으로동체부와저부의일부가남아있다. 이외다수의편이있으나복원되지는않는다. 동체와저

부의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등

색(5YR 6/6)이고, 두께가두꺼운편이다. 동체외면에는점토띠접합흔이남아있어, 외경접합하여성형하 음

을알수있다. 동체내면의일부에는목리조정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12.9㎝(동체부), 7.0㎝(저부)

32) 32호 수혈

(1) 유구(도면 224, 사진 205)

N2W3. A구역 중앙 부근의 북사면 해발 44.9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장축방향은 N83°E이

다. 크기는 길이 191㎝, 너비 162㎝, 최대깊이 49㎝이다.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점토, 적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명갈색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었는데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벽과 바닥은 생토층이 그대

로이용되었다. 

내부에서 소혈 1개가 확인되었다. 소혈은 원형으로 직경 33㎝, 깊이 4㎝ 가량이다. 바닥에 불 맞은 흔적

이확인되었다. 유물은무문토기발과저부편이확인되었다. 

1

도면 223. 31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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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무문토기 발(도면 224-1, 사진 205-⑪)  

무문토기 발로 구연부의 일부와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구연부와 동체외면은 피열로 인한 변색이 관찰

되며, 피열된 부분은 표면이 박락되어 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저면과 바

닥,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피열된 구연부와 동체의 외면은 등색(2.5YR 6/6)을 띤다.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내저면에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한 흔적이 있다. 저부는 얕은 굽상의 바닥인데, 굽의 두

께가 고르지 않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깊게 남아있다.  口徑 15.3㎝, 高 9.1㎝, 

底徑 8.2㎝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224-2, 사진 205-⑩) 

무문토기로저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

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속심은 암회황색(2.5Y 4/2)이다. 내면은 일부를 제외하고 박락되었

다.  現高 6.3㎝, 復原底徑 10.8㎝

33) 33호 수혈

(1) 유구(도면 225, 사진 206)

N1W3. A구역중앙부근의정상부해발 44.6m에위치한다. 평면형태는부정형으로장축방향은N78°W

1

2

도면 224. 32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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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크기는길이 114㎝, 너비 79㎝, 최대깊이 17㎝이다. 내부퇴적토는갈색점질토와흑갈색사질점토로구

성되어 있다. 서쪽은 단이 져 있으며, 바닥과 벽은 전체적으로 불에 맞아 소결되었다. 유물은 도기 저부편 1

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도기 저부(도면 225-1, 사진 206-⑤) 

경질의 도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을 비롯한 흑색사립이 섞여있

다. 기면과 속심의색조는황회색(2.5Y 5/1)이다. 외저면에는점토보강후정면한흔적이거칠게남아있고,

내면에는회전물손질정면흔이있다. 바닥은평저이다.  現高 4.8㎝, 復原底徑 18.6㎝

34) 34호 수혈

(1) 유구(도면 226, 사진 206)

N1W3. A구역중앙부근의정상부해발 44.5m에위치한다. 평면형태는타원형으로장축방향은 N82°W

이다. 크기는길이 157㎝, 너비 112㎝, 최대깊이 18㎝이다. 내부퇴적토는적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순으로퇴적되어있었다. 내부에서공렬토기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공렬토기(도면 226-1, 사진 206-⑩)  

발형의 공렬토기로 전체의 1/3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1

도면 225. 33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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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과 기면이 박리된 곳은 부분적으로 올리브

흑색(5Y 3/1)을 띤다. 기면이 전체적으로 박리되어 정면상태는 잘 알 수 없으며, 성형은 매우 조잡한 편이

다. 공렬은 높낮이 차가 매우 심하게 나고, 공렬간 거리도 1.5~3.0㎝로 일정치 않다. 공렬의 직경은 0.4㎝

이고, 안에서 밖으로 뚫었다. 구연부 아래에는 내·외면에 점토띠 접합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손누름으로

추정되는 무질서한 요철이 있다. 저부는 얕은 굽상의 평저인데, 점토보강한 흔적과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1.5㎝, 高 20.6㎝, 復原底徑 10.0㎝

35) 35호 수혈

(1) 유구(도면 227, 사진 207)

N1W2.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 해발 45.7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86°W이다. 크기는 길이 165㎝, 너비 143㎝, 최대깊이 18㎝이다. 내부퇴적토는암갈색사질점토와갈색사

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내부에서 즐문토기편 1점과 용도미상석기 1점, 석촉편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석촉(도면 227-2, 사진 207-⑨)  

미완성석촉으로 추정된다. 암질은 백운모 편암이다. 상부는 결실되었고, 하부는 폭이 좁아지면서 경부를

1

도면 226. 34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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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부 양측면의 가장자리에는 인부를 만들기 위해 마연하 으나 날카롭지는

않다. 전체에사방향의마연흔이남아있다. 신부단면은편평육각형에가깝다.  현길이 3.8㎝, 너비 1.0㎝, 두

께 0.2㎝, 무게 1g

②용도미상석기(도면 227-3, 사진 207-⑩)  

암질은백운모편암이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고, 가장자리에일부떼어내기한흔적이있다.  길이 10.7㎝,

너비 3.6㎝, 두께 0.9㎝, 무게 57g

③즐문토기편(도면 227-1, 사진 207-⑧)  

즐문토기편으로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다량의 운모를 포함한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흑갈색이다. 상단에는 압날 단사선문 3단과 그 하단에 횡주어골문이 복합시문되었다.

단사선의 길이는 0.6㎝ 내외이며, 문양대 사이의 폭은 0.2㎝ 내외이다. 횡주어골문은 끝이 예리한 단치구로

얕게그어졌다.  현길이 6.4㎝

1

3

2

도면 227. 35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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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호 수혈

(1) 유구(도면 228, 사진 207)

N0W4.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2.6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85°E이다. 크기는 길이 125㎝, 너비 104㎝, 최대깊이 14㎝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37) 37호 수혈

(1) 유구(도면 229, 사진 208)

N0W4.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2.7m에 위치

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86°E이

다. 크기는길이 100㎝, 너비 69㎝, 최대깊이 11㎝이다. 내

부에는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38) 38호 수혈

(1) 유구(도면 230, 사진 208·209)

N0W4.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0.9m에 위

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76°E이다.

크기는 길이 89㎝, 너비 69㎝, 최대깊이 13㎝이다. 내부

퇴적토는 암갈색사질점토와 갈색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

다. 출토된 유물은없다.

도면 230. 38호 수혈(1/30)

도면 228. 36호 수혈(1/30) 도면 229. 37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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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호 수혈

(1) 유구(도면 231, 사진 209)

N0W4.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0.9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73°

E이다. 크기는 길이 105㎝, 너비 61㎝, 최대깊이 16㎝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와 갈색사질점

토로구성되어있다. 출토된 유물은없다.

40) 40호 수혈

(1) 유구(도면 232, 사진 209)

N0W4.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0.9m에 위치한

다. 평면형태는타원형으로장축방향은N83°E이다. 크기는길

이 93㎝, 너비 51㎝, 최대깊이 6㎝이다. 내부에는 목탄이일부

포함된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41) 41호 수혈

(1) 유구(도면 233, 사진 209)

N0W4.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0.9m에 위치한

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9°E이다. 크기는 길

이 73㎝, 너비 49㎝, 최대깊이 17㎝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

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31. 39호 수혈(1/30) 도면 232. 40호 수혈(1/30)

도면 233. 41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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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호 수혈

(1) 유구(도면 234, 사진 210)

N0W4.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0.8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4°W

이다. 크기는 길이 113㎝, 너비 76㎝, 최대깊이 9㎝이다. 내부에 북벽을 중심으로 다량의 석재들이 확인되

었으나, 내부시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점토, 흑갈색사질토, 갈색사질점토로 구성

되어있는데단순퇴적에의한것이다. 출토된유물은없다.

43) 43호 수혈

(1) 유구(도면 235, 사진 210)

N0W4.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0.9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6°W

이다. 크기는 길이 95㎝, 너비 73㎝, 최대깊이 11㎝이다. 내부에 중앙부를 중심으로 다량의 석재들이 확인

되었으나, 내부시설인지는명확하지않다. 서쪽으로유사한형태와깊이를가진 38·39·40·41·42호 수

혈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며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잔존깊이가 낮고 출토된 유물이 없어 명확한 양상을

파악하기어렵다. 

44) 44호 수혈

(1) 유구(도면 236, 사진 211)

S1W3.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3.2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

도면 234. 42호 수혈(1/30) 도면 235. 43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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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실되어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크기는 잔존길이 215㎝, 잔존너비 197㎝, 최대깊이 18㎝이다. 내부

퇴적토는명적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로구성되어있었다. 

내부에 소혈 1개가 확인되었다. 북벽 부근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크기는 길이 42㎝, 너비

32㎝, 깊이 3㎝이다. 유물은무문토기 2점이확인되었다.

1 2

도면 236. 44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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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236-1, 사진 211-⑦)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구연부는일부만남아도면복원하 다. 구연부와저부외에복원되지않는

동체편이 다수 있다.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등색(2.5YR 6/6), 황회색

(2.5Y 4/1)이다. 공렬은 구연단 바로 아래에위치하며, 안에서 밖으로 투공하 다. 직경은 0.5㎝이며, 공렬

간 간격은 2㎝ 정도이다. 각목문은 일부에서만 확인되는데, 사선방향으로 그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강

하게축약되고, 지두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19.9㎝, 現高 6.3㎝(구연부), 6.6㎝(저부), 底徑 8.5㎝

②무문토기(도면 236-2, 사진 211-⑧)  

발형의 무문토기로 추정된다. 동체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소량의 운모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회올리브색(5Y

4/2)이다. 외면은심하게박리되었고, 내면에는점토띠접합흔과손누름흔이남아있다.  現高 18.1㎝

45) 45호 수혈

(1) 유구(도면 237, 사진 212)

S1W3.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1.5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

해 유실되어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크기는 잔존길이 357㎝, 잔존너비 169㎝, 최대깊이 27㎝이다. 내부퇴

적토는갈색사질점토로구성되어있는데단순퇴적에의한것이다. 

도면 237. 45호 수혈(1/30)



바닥에서 부정형 구덩이가 확인되었다. 크기는 잔존길이 130㎝, 너비 99㎝, 최대깊이 10㎝이다. 출토된

유물은없다.

46) 46호 수혈

(1) 유구(도면 238, 사진 212)

S1W3.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2.5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

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잔존길이 272㎝, 너비 201㎝, 최대깊이 15㎝이다.

내부에는흑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47) 47호 수혈

(1) 유구(도면 239, 사진 213)

S2W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0.0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

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길이 238㎝, 잔존너비 187㎝, 최대깊이 30㎝이다.

내부퇴적토는갈색사질점토와암갈색사질점토로구성되어있다. 유물은무문토기저부편이출토되었다.

392

도면 238. 46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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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239-1, 사진 213-③)  

무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사립과 운모가 섞여있

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명갈색(7.5YR 5/6)이다.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올리

브색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와 내저면에

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4.2㎝, 復原

底徑 9.0㎝

48) 48호 수혈

(1) 유구(도면 240, 사진 214)

N0W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4.2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동벽 일부가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87°W로

등고와 평행하다. 크기는 길이 183㎝, 너비

123㎝, 최대깊이 11㎝이다. 내부에는 갈색사

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1

도면 239. 47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도면 240. 48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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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호 수혈

(1) 유구(도면 241, 사진 214)

S1W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2.7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6°E이다. 크기는 길이 83㎝, 너비 56㎝, 최대깊이 19㎝이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

토된유물은없다.

50) 50호 수혈

(1) 유구(도면 242, 사진 215)

S1W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2.3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50°E이다. 크기는 길이 115㎝, 너비 80㎝, 최대깊이 26㎝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가

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51) 51호 수혈

(1) 유구(도면 243, 사진 215)

S1W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3.5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쪽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

되었으나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88°W로 등고선 방향과 나란하다. 크기는 길이

291㎝, 잔존너비 115㎝, 최대깊이 26㎝이다. 내부퇴적토는연흑갈색사질점토, 연적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

점토로구성되어있는데단순퇴적에의한것이다. 

바닥에부분적으로점토다짐한흔적이확인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41. 49호 수혈(1/30) 도면 242. 50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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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3. 51호 수혈(1/30)

도면 244. 52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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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호 수혈

(1) 유구(도면 244, 사진 216)

N0W1. A구역중앙부근의정상부 45.3m에위치한다. 청동기시대 19호 주거지의상부를파괴하고조성

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향은 N84°W이다. 크기는 길이 265㎝, 너비 262㎝, 최대깊이 15㎝

이다. 내부에는목탄이전반적으로포함된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어있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53) 53호 수혈

(1) 유구(도면 245, 사진 217)

N0W1.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 해발 45.0m에 위치한다. 54호 수혈의 북쪽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도면 245. 53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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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77°E이다. 크기는 길이 290㎝, 너비 283㎝, 최대

깊이 65㎝이다. 내부 퇴적토는 명갈색사질점토와 갈색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퇴적토에서 석촉과

찰절석기가수습되었다.

(2) 유물

①석촉(도면 245-1, 사진 217-④)  

유경식 석촉으로 미완성품이다. 암질은 이암이다. 신부는 삼각형의 형태를 띤다. 선단부와 가장자리만 어

느정도마연하여전체적인형태는갖추었으나, 선단부를제외한上面과下面은손질을하지않은상태이다.

경부의말단부는뾰족하게가공되었다.  길이 2.8㎝, 너비 0.2~0.9㎝, 두께 0.1~0.3㎝, 무게 1g

②찰절석기(도면 245-2, 사진 217-⑤)  

찰절석기로 암질은 이암이다. 좌측면에 찰절흔이 남아있고, 上面은 부분적으로 마연되었다.  길이 2.5㎝,

너비 1.2㎝, 두께 0.2㎝, 무게 1g

54) 54호 수혈

(1) 유구(도면 246, 사진 217·218)

N0W1.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 해발 45.0m에 위치한다. 53호 수혈에 의해 북쪽 일부분이 파괴되었

으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길이 236㎝, 잔존너비 202㎝, 최대깊이 22㎝이다. 바닥 중앙

부분에불에맞은흔적이확인되었다. 유물은무문토기저부 2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무문토기 저부(도면 246-1, 사진 218-⑥) 

내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전반적인색조는탁황등색(10YR 6/4)과 흑갈색(10YR 3/1)이다. 기면은 박리가심한편이다. 저부와 바닥

의경계에는도구정면흔이, 내저면에는목리조정흔이관찰된다. 바닥에는잎맥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8.2㎝, 底徑 7.5㎝

②무문토기 저부(도면 246-2, 사진 218-⑦) 

내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

흔이관찰된다.  現高 4.8㎝, 底徑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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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7. 55호 수혈(1/30)

2

1

도면 246. 54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55) 55호 수혈

(1) 유구(도면 247, 사진 219)

N0W1.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

부 해발 45.1m에 위치한다. 수혈의

동쪽 일부가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

실되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으로추

정되며, 장축방향은 N83°W이다. 크

기는 잔존길이 228㎝, 너비 168㎝,

최대깊이 22㎝이다. 내부에는 흑갈

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

유물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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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호 수혈

(1) 유구(도면 248, 사진 219)

N1W1.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

부 해발 44.6m에 위치한다. 평면형

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

은 N65°E이다. 크기는길이 208㎝,

너비 145㎝, 최대깊이 25㎝이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

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48. 56호 수혈(1/30)

도면 249. 57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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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호 수혈

(1) 유구(도면 249, 사진 220)

N0W1. A구역 중앙 부근의남사면 해발 44.5m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4호 주거지의북서쪽 일부를파괴

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5°E이다. 크기는 길이 231㎝, 너비 184㎝, 최대깊

이 111㎝이다. 출토된유물은없다.

58) 58호 수혈

(1) 유구(도면 250, 사진 220)

N0W2. A구역 중앙 부근의남사면 해발 44.3m에 조성되었다. 삼국시대 3호 주거지의북동쪽일부를 파

괴하고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원형에가까우며, 크기는길이 204㎝, 너비 169㎝, 최대깊이 136㎝이다. 내

부퇴적토에서삼국시대 3호주거지의덮개돌로판단되는할석들이다량확인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50. 58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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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호 수혈

(1) 유구(도면 251, 사진 221)

S1W2. A구역중앙부근의남사면해발

41.8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

까우며, 장축방향은 N64°W이다. 크기는

길이 155㎝, 너비 132㎝, 최대깊이 19㎝

이다. 내부에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

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60) 60호 수혈

(1) 유구(도면 252, 사진 221)

S2W1. A구역중앙부근의남사면해발

38.8m에 위치한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동쪽일부가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부정형으로장축방향은N86°W이다. 크기는길이 148㎝, 너비 99㎝,

최대깊이 9㎝이다. 내부에는명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유물은무문토기편 1점이확인되었다. 

61) 61호 수혈

(1) 유구(도면 253, 사진 221)

S2W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8.9m에 위치한다. 62호 수혈의 서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

도면 251. 59호 수혈(1/30)

도면 252. 60호 수혈(1/30) 도면 253. 61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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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평면형태는타원형으로장축방향은 N49°W이다. 크기는길이 135㎝, 너비 83㎝, 최대깊이 17㎝이다.

내부에는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62) 62호 수혈

(1) 유구(도면 254, 사진 222)

S2W1.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8.2m에 위치한다. 61호 수혈에 의해 서벽 일부가 파괴되었고

등고낮은남벽일부가후대삭평으로인해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부정형으로장축방향은 N82°W이다. 내

부에는 연흑색사질점토와 갈색사질점토, 연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크기는 길이 285㎝, 너비 248㎝,

최대깊이 16㎝이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54. 62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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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3호 수혈

(1) 유구(도면 255, 사진 222)

S3W2. A구역중앙부근의남사면해발 33.6m

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110㎝, 최대깊이 16㎝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

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64) 64호 수혈

(1) 유구(도면 256, 사진 223)

S3W1. A구역중앙부근의남사면해발 35.1m

에 위치한다. 65호 수혈의 상부를 파괴하고 조성

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

은 N61°E이다. 크기는 길이 205㎝, 너비 122㎝,

최대깊이 25㎝이다.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55. 63호 수혈(1/30)

1

도면 256. 64·65호 수혈(1/30) 및 65호 수혈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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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호 수혈

(1) 유구(도면 256, 사진 223)

S3W1.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3.7m에 위치한다. 64호 수혈에 의해 상부 일부가 파괴되었으

나, 깊이가 깊게 잔존하여 전체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 플라스크형태이다. 크기

는직경 94㎝, 최대깊이 100㎝이다. 유물은대부완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대부완(도면 256-1, 사진 223-⑥) 

경질의 대부완으로 대각은 결실되었고, 구연단도 1/3가량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색조는황회색(2.5Y 5/1)이다. 구연단 아래에는한줄의침선이, 동체중위

에는 세 줄의 침선이 돌아간다. 동체중위에 있는 침선 가운데 2개는 일주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진다. 기

내·외면에는회전물레흔이남아있고, 외저면에는물손질한흔적이관찰된다.  口徑 16.4㎝, 現高 7.5㎝

66) 66호 수혈

(1) 유구(도면 257, 사진 224·225)

S3W0.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5.1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우며, 주축방향

은 N22°W이다. 크기는길이 236㎝, 너비 234㎝, 최대깊이 150㎝이다. 등고 낮은남쪽상부가후대삭평으

로인해상당부분유실되었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크게 3개로 이루어져있는데 10개의 층위로세

분된다. 6·7층은 북벽이함몰된것으로보이고, 8·9·10층은 상부의기반암풍화토층이함몰된것으로판

단된다. 이 외 갈색사질점토와 회황색사질토는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벽의 함몰과 내부퇴적토의 양상으

로보아단면플라스크형이었을것으로판단된다. 

내부시설은소혈 1개가확인되었다. 소혈은북동쪽모서리부분에위치한다. 평면형태는타원형으로크기

는길이 43㎝, 너비 30㎝, 최대깊이 14㎝이다.  

바닥에서 110㎝ 가량 떠서소옹 1점이 확인되었는데수혈이폐기되고일정기간이지난후상부에서쓸려

들어온것으로보인다. 

(2) 유물

①소옹(도면 257-1, 사진 224-④) 

연질의 소옹으로동체부는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세사립과갈색토기분

말이다량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부분적으로흑갈색(2.5Y 4/1)을 띤

다. 구연부내측에는凹面이있고, 동체내면에는회전물레흔이남아있다. 외면은대체로박리가심한편이고,

외저면에는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회전깎기조정한 흔적이 뚜렷하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口徑 10.0㎝,

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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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7호 수혈

(1) 유구(도면 258, 사진 225)

S3W0.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3.7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31°W이다. 크기는길이 375㎝, 너비 223㎝, 최대깊이 73㎝이다. 

1

도면 257. 66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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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8. 67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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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암회갈색사질점토, 적갈색점질토, 갈색사질점

토, 암적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벽과 바닥은 생토층이

그대로이용되었으며, 바닥은가운데를중심으로오목하다. 출토된유물은없다.

68) 68호 수혈

(1) 유구(도면 259, 사진 226)

S2W0.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6.0m에 위치한다. 남서쪽으로 4m 가량 떨어져 66호 플라스크

도면 259. 68호 수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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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혈이위치한다. 평면형태는원형이며단면은플라스크형으로추정된다. 크기는길이 380㎝, 너비 184㎝,

최대깊이 344㎝이다. 내삼미동유적에서가장깊은수혈유구이다. 

내부퇴적토는 크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 58개 층으로 세분된다. 하층인 42~58층은 수혈 폐기 후

단면 플라스크형 수혈 상부구조의 함몰과 외부 유입토에 의한 것으로 볼록하게 퇴적되어 있다. 주로 기반암

풍화토와 갈색사질점토가 반복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벽과 상부구조가 함몰되어‘> <’상의 벽면 구조로 진

행되면서 23~41층이 잔여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1~22층은 현재의 벽면이 형성되고 난 후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벽과 바닥은 생토층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바닥 중앙에 남북방향으로 11㎝ 가량 얕게 패인 고

랑이확인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69) 69호 수혈

(1) 유구(도면 260, 사진 227)

S1W1.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4.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길이

114㎝, 너비 110㎝, 최대깊이 29㎝이다. 유물은호 1점이확인되었는데깨어져흩어진채로확인되었다.

(2) 유물

①직구호(도면 260-1, 사진 227-⑤) 

와질소성의직구호이며, 기면이손에묻어난다. 동체는다수의편이남아있으나복원되지않는다. 구경부

와 동체상부, 저부는 부분적으로 복원이 되어 기울기나 높이는 도면복원하 다. 구경부는 일부가 일그러져

있어소성상태가양호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태토는 백색사립이소량섞인고운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백색(2.5Y 7/1)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경부는 내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성형하 다. 구경부 내·외

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견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며, 내저면에는 종방향

으로물손질한흔적이남아있다.  復原口徑 24.0㎝, 現高 22.2㎝(구경부), 9.0㎝(저부)

70) 70호 수혈

(1) 유구(도면 261, 사진 228~230)

N0W0. A구역중앙부근의남사면 45.1m에위치한다. 등고낮은남쪽은후대삭평으로인해대부분유실

되었다. 후대삭평으로 인해 명확하지 않지만 청동기시대 26호 주거지 상부를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 평면형

태는부정형으로장축방향은N84°E이다. 크기는잔존길이 480㎝, 잔존너비 400㎝, 최대깊이 43㎝이다. 

유구의잔존형태와크기, 출토유물로미루어보아삼국시대주거지일가능성이높지만, 북동쪽의부정형

한 평면형태와 심한 삭평으로 인해 수혈로 명명하 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벽과 바

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층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에서수혈 4개가확인되었다. 서쪽에위치하는평면형태원형의크기는길이 102㎝, 너비 93㎝, 최대

깊이 113㎝이다. 동남쪽에 위치하는 평면형태 방형의 수혈은 청동기시대 26호 주거지 바닥과 저장공 일부

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크기는 길이 55㎝, 너비 46㎝, 최대깊이 66㎝이다. 방형 수혈 내부에서 호 저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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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260. 69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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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부편이 검출되었다. 수혈 중앙과 남서쪽에 위치하는 부정형 수혈의 크기는 길이 27~29㎝, 너비

20~21㎝, 깊이 15~19㎝이다. 

내부에서장란형토기, 대옹편, 호편등토기 5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장란형토기(도면 262-2, 사진 230-⑤)  

연질의 장란형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아 있다. 동체의 기울기와 위치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도면 261. 70호 수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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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도면 262. 70호 수혈 출토유물(1:1/4,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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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263. 70호 수혈 출토유물(1/3)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

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속심은 부분적으로 올리브회색을 띤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성형하

고, 경부와동체외면에는승문이타날되었다.  復原口徑 21.6㎝, 現高 3.4㎝(구연부), 14.6㎝(동체부)

②호(도면 262-3, 사진 230-⑦) 

경질의 호편으로 경부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소성은 불량한 편으로 기포가 형성

되었다. 경부와 동체의 경계와 경부내면에는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었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

고, 내면에는회전물손질정면흔과도구정면흔이남아있다.  現高 6.2㎝

③호 저부(도면 263-1, 사진 230-⑨) 

단경호의 저부로 추정된다. 경질이며,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갈색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외저면의 일부는 물손질로 타날흔이 지워

졌다. 동체내면에는 점토띠 접합흔과 도구정면흔이 남아있고, 종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다. 그리고 내면

전반에 내박자흔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요철이 관찰된다. 바닥은 말각평저인데,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21.1㎝

④호(도면 262-4, 사진 230-⑥) 

경질의 호편으로 동체부만 여러 점 남아 있으나 복원이 되지는 않는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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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세사립이섞인정선된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외면은 평행선문을타날

한후, 토기를회전시키면서얕게문질러타날이지워져침선의효과를내기도하 다. 부분적으로평행선문

이교차되어있다. 내면에는사방향으로목판조정이나물손질정면을한후가죽과같은도구를덧대다시문

지르기한흔적이남아있다.  현길이 14.4㎝

⑤대옹(도면 262-1, 사진 230-⑧) 

대옹편으로추정된다. 견부와동체상부의일부가남아있어기울기와직경은임의로도면복원하 다. 와질

소성에 가까운 경질로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고,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백색(2.5Y 7/1)을 띤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는데, 견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대부분 지워졌다. 동체중위는 평행선문을 교차하여 타날하 다. 외면에는 점토띠 접합흔

도희미하게관찰된다. 내면은 횡방향의물손질정면흔과도구정면흔이거칠게남아있으며, 동체상위의내

면에는점토보강한후정면한흔적도관찰된다.  現高 19.8㎝

71) 71호 수혈

(1) 유구(도면 264, 사진 231)

N0W0.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 해발

45.5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

축방향은 N75°E이다. 크기는 길이 133㎝, 너

비 104㎝, 최대깊이 15㎝이다. 내부에는 암갈

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72) 72호 수혈

(1) 유구(도면 265, 사진 231)

N0E1.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 해발

44.1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

우며 장축방향은 N84°E이다. 크기는 길이

267㎝, 너비 265㎝, 최대깊이 103㎝이다. 내부퇴적토는 주로 갈색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벽과 바닥은

별다른시설없이생토층이그대로이용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73) 73호 수혈

(1) 유구(도면 266, 사진 232)

N1E1. A구역중앙부근의정상부해발 44.4m에위치한다. 청동기시대 29호주거지남동쪽모서리일부

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75°W이다. 크기는 길이 115㎝, 너비 87㎝,

최대깊이 14㎝이다. 내부에는암갈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64. 71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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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5. 72호 수혈(1/30)

도면 266. 73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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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호 수혈

(1) 유구(도면 267, 사진 232)

S1E1. A구역 중앙구릉 남사면 해발 38.3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42°E이다. 크기는길이 212㎝, 너비 130㎝, 최대깊이 25㎝이다. 

내부시설은소혈 2개가확인되었다. 양단벽쪽에위치하며, 평면형태는원형이다. 크기는길이 35~38㎝,

너비 35~43㎝, 최대깊이 6~15㎝이다. 유물은북쪽소혈에단경호 1점이박혀있는채로확인되었다.

(2) 유물

①단경호(도면 268-1, 사진 232-⑩) 

경질의 단경호로 추정된다. 구경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

는 암회색이다. 소성은 불량하며, 특히 저부쪽이 많이 일그러져 있다. 동체상위에는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

되어 기면이 거칠다. 동체내면의 하위에는 점토를 보강한 흔적이 띠상으로 나타나며, 보강한 점토위로 종방

향의 정면흔이 규칙적으로 남아있다. 동체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격자타날흔이 남아 있는데, 타날 후 회전물

손질로정면하여대부분지워지고일부에서만확인된다.  現高 39.7㎝

도면 267. 74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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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부내면>

도면 268. 74호 수혈 출토유물(1/3)

75) 75호 수혈

(1) 유구(도면 269, 사진 233)

N0E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0.6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79°E이다. 크기는 길이 299㎝, 너비 298㎝, 최대깊이 60㎝이다. 내부에는 회색점질토와 암갈색사질점토

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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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6호 수혈

(1) 유구(도면 270, 사진 233)

N0E2. A구역 중앙부근의정상부해발 43.5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원형에가까우며, 단면은 플라스

크형이다. 크기는길이 117㎝, 너비 101㎝, 최대깊이 125㎝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에는 목탄을 일부 포함한 암적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

점토가순차적으로퇴적되었다. 벽과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층이그대로이용되었다. 유물은내부토

에서시루 1점이흩어진상태로확인되었는데수혈폐기후유입된것으로추정된다.  

(2) 유물

①시루(도면 270-1, 사진 233-⑧) 

와질소성의 시루이다. 동체부는 1/2가량, 구연부는 2/3가량이 결실되었고, 파수는 1개만 남아 도면복원

도면 269. 75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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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0. 76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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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비교적 굵은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백색(5Y 7/1)이다. 구

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으나 가운데가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구연부 아래부터

바닥의 가장자리까지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저부는 격자타날의 방향이 바뀌며 타날 후 횡방향으로깎기정

면하여 타날흔이 부분적으로 지워졌다. 동체의 중위에는 우각형의 파수가 부착되었으며, 파수가 부착된 높

이에는 2조의 얕은침선이부분적으로돌아간다. 파수는 끝이위로향하며, 끝은 약간둥 게마무리되었다.

파수의상단에는길이 4.4㎝의긴홈이있다. 구연부의내·외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고, 구연부아래의

격자타날흔은 회전물손질로 인해 부분적으로 지워졌다. 내면의 전반에는 종방향으로 길게 손으로 누르면서

정면한흔적이있다. 바닥에는중앙에원형의증기공을뚫고, 그 주위에삼각형의증기공을 7개 배치하 다.

투공하면서 려난 점토가 내·외면에 모두 남아 있으나 특히, 내면에 더 돌출되어있다.  復原口徑 23.2㎝,

高 21.9㎝, 底徑 14.6㎝

77) 77호 수혈

(1) 유구(도면271, 사진234)

N1E1.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 해발 43.5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224~245㎝, 최대깊이 34㎝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명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71. 77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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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8호 수혈

(1) 유구(도면272, 사진234)

N2E5. A구역 동쪽 부근의 북사면 말단부

해발 37.2m에 위치한다. 삼가마의동벽일부

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

로 크기는 길이 122㎝, 너비 108㎝, 최대깊

이 49㎝이다. 

내부퇴적토는 주로 암갈색점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바닥은 오목

한형태이다. 출토된유물은없다.

79) 79호 수혈

(1) 유구(도면 273, 사진 234)

N2E4. A구역 동쪽 부근의 북사면 말단부

해발 38.3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북쪽 대

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85°E이다. 크기는

길이 410㎝, 잔존너비 180㎝, 최대깊이 40㎝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갈색사질점토, 연명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

점토로구성되어있는데단순퇴적에의한것이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72. 78호 수혈(1/30)

도면 273. 79호 수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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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0호 수혈

(1) 유구(도면 274, 사진 235)

N0E4. A구역 동쪽부근의정상부해발 42.6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원형에가까우며, 단면은 플라스

크형이다. 장축방향은N5°W이다. 크기는길이 127㎝, 너비 113㎝, 최대깊이 38㎝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주로 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사질점토로 구성

되어 있는데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벽과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층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유물은

단경호편과타날문토기편등 3점이 확인되었다.  

(2) 유물

①단경호(도면 275-1, 사진 235-⑤) 

경질의 단경호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

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에는 상단과 하단에 각각 凹面이 한 개

씩돌아가는데일정치는않다. 견부 외면과구경부내면에는자연유가부착후산화되었다. 외면에는격자문

이타날되었고, 내면에는종방향의물손질정면흔과성형시생긴크고작은요철이많이관찰된다.  復原口徑

19.2㎝, 現高 34.9㎝

②호(도면 275-2, 사진 235-⑥) 

경질의 호편으로저부와동체중·하위만 1/2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다량혼입

되어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는데, 외저면은 종방

향으로 폭이 좁은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내저면에는 점토보강 후 거칠게 정면된 흔적이 남아있다. 바

도면 274. 80호 수혈(1/30)



422

1

2 3

도면 275. 80호 수혈 출토유물(1/3)



423

닥은말각평저이다.  現高 12.7㎝, 底徑 9.3㎝

③타날문토기편(도면 275-3, 사진 235-⑦) 

대형 호나옹의동체편이다. 경질이나소성도가그리높지는않다. 태토에는석 , 장석 등의사립이다량

혼입되어 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는데, 하단에는 일부 타날이

교차되어있다. 내면에는회전물손질정면흔과점토띠흔이남아있다.  현길이 25.5㎝

81) 81호 수혈

(1) 유구(도면 276, 사진 236)

N0E4. A구역 동쪽 부근의 남사면 해발 39.6m에 위

치한다. 평면형태는원형으로크기는직경 107㎝, 최대깊

이 24㎝이다. 내부에는 목탄과 소토가 다량 포함된 명갈

색사질점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82) 82호 수혈

(1) 유구(도면 277, 사진 236)

S1E3. A구역동쪽부근의남사면해발 38.6m에위치

한다. 평면형태는원형으로크기는직경 124㎝, 최대깊이

35㎝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물은수키와편 1점이확인되었다. 도면 276. 81호 수혈(1/30)

1

도면 277. 82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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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수키와(도면 277-1, 사진 236-⑧) 

연질의 수키와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

는 탁황색(2.5Y 6/4)이다. 기면이 박리되어 포흔이나 타날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우측면에는 와도흔이 있

다.  현길이 11.7㎝, 현너비 11.2㎝, 두께 1.1~1.4㎝

83) 83호 수혈

(1) 유구(도면 278, 사진 237)

S1E5.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 말단부 해발 38.4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126㎝, 최대깊이 45㎝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물은 타날문토기편 1

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타날문토기편(도면 278-1, 사진 237-⑧) 

경질의 호편으로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

의 색조는 회색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고, 일정간격을 두고 토기를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눌러

1

도면 278. 83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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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타날흔이 지워진 흔적이 침선의 효과를 주면서 남아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13.0㎝

84) 84호 수혈

(1) 유구(도면 279, 사진 237)

N0E5.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 해발 41.9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장축방향은

N21°W이다. 크기는 길이 224㎝, 너비 87㎝, 최대깊이 53㎝이다. 내부에는 갈색사질점토와 명갈색사질점

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85) 85호 수혈

(1) 유구(도면 280, 사진 238)

N0E6. A구역동쪽끝부분의정상부해발 43.5m에위치한다. 평면형태는원형으로크기는직경 142㎝,

최대깊이 81㎝이다. 남벽 일부는 단이 져 있다. 유물은 남서쪽 단이 진 곳 상부에서 직구단경호가 확인되

었으며, 중앙에 철촉이 20㎝ 가량 떠 있는상태로확인되었다. 모두 수혈 폐기후유입된것으로판단된다.

(2) 유물

①직구단경호(도면 280-1, 사진 238-⑦)

경질의 직구단경호편이다.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도면 279. 84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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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인정선된점토이나간혹 1㎝ 정도의큰사립도섞여있다. 기면과속심의색조는회색이다. 경부는 외경하

고, 구연단은 둥 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고, 동체내면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동체외면에는 파상

문을일부에만희미하게시문한흔적이남아있다.  復原口徑 10.4㎝, 現高 7.6㎝

②철촉(도면 280-2, 사진 238-⑧) 

장경식 철촉이며,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가 약간 결실되었다. 신부는 도자형이며,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

다. 경부는 매우 길고,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넓게 벌어져 돌출되어 있다. 경부와 슴베의 단면은 방

형이다.  길이 17.9㎝, 신부길이 2.7㎝, 신부너비 0.7㎝, 경부길이 8.5㎝, 무게 7g

1 2

도면 280. 85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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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86호 수혈

(1) 유구(도면 281, 사진 239)

N1E6. A구역동쪽끝부분의정상부해발 43.8m에위치한다. 청동기시대 33호주거지의북장벽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등고 낮은 북쪽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

방향은N10°W로등고와직교한다. 크기는잔존길이 296㎝, 너비 127㎝, 최대깊이 25㎝이다. 

수혈은 청동기시대 33호 주거지 내부토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적갈색사질

점토, 갈색점질사토, 암갈색점질사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동장벽 일부는 약하게 단

이진상태이다.

3

1

2

도면 281. 86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2:1/3,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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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 282. 86호 수혈 출토유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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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은 소혈 4개가 확인되었다. 소혈은 등고 낮은 북쪽에 치우쳐 양 장벽에 접해서 위치한다. 평면형

태는모두원형으로크기는길이 16~34㎝, 너비 16~29㎝, 최대깊이 47~66㎝이다. 

내부에서대호편과장란형토기등의토기 3점과철촉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장란형토기(도면 281-1, 사진 239-⑦) 

연질의장란형토기로구연부일부와다수의동체편이남아있으나복원되지는않는다.  태토에는석 , 장

석, 운모 등의사립이섞여있고, 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을 띤다. 외면에는승문이타날되었다.  현길이

3.8㎝

②대호(도면 282-1, 사진 239-⑧·⑩)  

경질의대형호이며, 구경부의 1/2가량, 동체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동체하위는부분적으로일

그러져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 등의사립이비교적많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회색이며, 속심도회

색이다. 구연부는 전을 이루며 밖으로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평하다. 경부는 내면과 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된 흔적이 남아있다. 견부와 동체외면의 전반에는 크기 0.3㎝ 가량의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경부

와 견부내면에는 점토띠흔이 남아있다. 동체 중·상위의 내면은 종방향으로 도구정면된 흔적이 뚜렷하고,

동체중·하위의내면은횡방향과사방향으로물손질정면되었다.  復原口徑 34.1㎝, 現高 70.0㎝

③호(도면 281-2, 사진 239-⑥) 

경질의호편으로동체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비교적많이섞

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이다. 동체 중·상위는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어 황갈색을 띠고, 기면

이 거칠다. 동체외면은 평행문이 타날되었는데, 저부쪽은 타날방향이 교차되어 있기도 하다. 내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나 뾰족한 도구흔적이 관찰된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10.9㎝, 復原底徑

8.8㎝

④철촉(도면 281-3, 사진 239-⑨)

유경식철촉이다. 신부와경부, 슴베일부만남은것을임의로도면복원하 다. 신부는유엽형이며, 단면은

편볼록렌즈형인데, 상면에 능이 뚜렷한 편이다. 경부는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최대폭을 이룬다. 경

부와슴베단면은방형이다.  복원길이 8.3㎝, 경부너비 0.8㎝, 무게 3g

87) 87호 수혈

(1) 유구(도면 283, 사진 240~242)

N1E6. A구역 동쪽끝부분의북사면해발 43.5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원형이며, 단면은 플라스크형

이다. 크기는직경 132㎝, 최대깊이 72㎝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회갈색점질토, 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암적갈색사질점토로구성되어있는데단순퇴적에의한것이다. 내부에서 2점의대호가확인되었는데토기내

부는비어있었다. 벽과 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층이그대로이용되었다. 유물은 대호 2점과 교구, 대

금구, 철촉 등의철기 12점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남쪽으로등고높은쪽에삼국 15호 주거지가위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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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상으로보아내삼미동유적에서확인되고있는삼국시대주거지의양상과동일한형태로, 주거지와관련

된내부수혈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도면 283. 87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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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4. 87호 수혈 출토유물(1/3)

1

<바닥내면>

(2) 유물

①대호(도면 284-1, 사진 241-③·④)  

경질의 대호이며, 구경부 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색이나 동체의 상당부분은 산화되어 황회색을 띠기도 한다. 속심은 자갈색이다. 소성은 다소 불

량한 편으로 저부가 일그러져 있다. 구연부와 경부 내·외면, 동체부의 일부는 황갈색의 자연유가 부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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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5. 87호 수혈 출토유물(1/4)

1

<바닥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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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되었다. 외저면의 일부에는 점토덩이와 짚흔 같은 유기물흔이 묻어있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부는 凹

面을 이룬다. 견부부터 저부까지는 종방향의 평행타날흔이 남아있는데, 저부는 물손질로 많이 지워졌다. 내

저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동체중위의 내면에는 점토띠흔이 관찰된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바닥은원저에가깝다.  口徑 19.7㎝, 高 44.5㎝

②대호(도면 285-1, 사진 241-⑤·⑥) 

경질의 대형호이며, 부분적으로 동체편이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사

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기면의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이나 바닥외면은 명회황색을 띠며, 외저면의 세 군데는

갈색을 띤다. 소성 시 원저인 바닥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에 의해 소성분위기가 달랐던 것으로 추정되며, 또

한 외저면은 두 군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구경부 내·외면과 견부, 동체

중·상위는 자연유가 부착 후 飛散되어있으며, 견부와 동체상부에는 광택이 나는 녹황색 자연유와 산화되어

하얀 가루처럼 뭉쳐있는 자연유가 점점이 묻어있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다. 견부외면

에는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구경부를 제외한 외면은 전체를 종방향의 평행타날을 하 으며, 동체상위에는

부분적으로 타날흔이 교차되어있다. 외저면과 바닥외면은 타날 후 물손질하여 타날흔이 지워졌다. 경부내면

에는한줄의침선이돌아가며, 침선 아래에는조으기흔처럼보이는정면흔적이있다. 내면은종방향의평행

문이 남아있는 내박자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는데, 횡방향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대부분 지워졌다. 바

닥은원저이고, 내면중앙에는조으기흔이있다.  口徑 19.8㎝, 高 65.1㎝

③철촉(도면 283-10, 사진 242-④)  

유경식 철촉이며, 신부와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며, 단면은 편볼록렌즈형인데, 상면에

능이 뚜렷한 편이다. 경부는 신부에서 좁게 축약되지만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최대폭을 이룬다. 경

부와슴베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9.5㎝, 신부길이 1.1㎝, 신부너비 1.0㎝, 경부너비 0.7㎝, 무게 5g

④철촉(도면 283-11, 사진 242-⑤) 

유경식철촉이며, 신부와슴베일부가결실되었다. 슴베는약간휘어있고, 경부는수화되어박락되었다. 신

부는 유엽형이며, 단면은 편볼록렌즈형인데, 상면에 능이 뚜렷한 편이다. 경부는 신부에서 좁게 축약되지만

슴베근처관부로갈수록약간넓어진다. 경부와 슴베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7.8㎝, 신부길이 1.9㎝, 신부

너비 1.1㎝, 경부길이 4.7㎝, 경부너비 0.7㎝, 무게 5g

⑤철촉(도면 283-12, 사진 242-⑥)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며, 단면은 편볼록렌즈형인데, 상면에 능이 뚜

렷한편이다. 경부는 슴베로이어지는관부근처에서최대폭을이룬다. 경부와 슴베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7.1㎝, 신부길이 2.0㎝, 신부너비 1.0㎝, 경부너비 0.8㎝, 무게 7g

⑥철촉(도면 283-5, 사진 242-⑦) 

유경식 철촉이며, 경부 일부와 슴베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며, 단면은 편볼록렌즈형인데, 상면에

능이 뚜렷한 편이다. 경부는 신부에서 좁게 축약되며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최대폭을 이루는 형태

로추정된다. 경부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7.0㎝, 신부길이 1.8㎝, 신부너비 1.1㎝, 무게 6g

⑦철촉(도면 283-7, 사진 242-⑧) 

유경식 철촉이며, 신부와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며, 단면은 편볼록렌즈형인데, 상면에

능이 뚜렷한 편이다. 경부는 슴베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최대폭을 이룬다. 경부와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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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이 5.2㎝, 신부너비 0.7㎝, 경부길이 4.0㎝, 무게 3g

⑧철촉(도면 283-6, 사진 242-⑨) 

유경식 철촉이며,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유엽형이며, 단면은 편볼록렌즈형인데, 상면에 능이 뚜

렷한 편이다. 경부에서 슴베로의 관부는 사선으로 이어진다. 경부와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5.9㎝,

신부길이 1.7㎝, 신부폭 1.0㎝, 경부길이 3.2㎝, 무게 4g

⑨철촉(도면 283-13, 사진 242-⑩) 

유경식 철촉이며, 신부와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와 경부는 수화되어 부풀어 있다. 경부는 신부에서

좁게축약되지만, 슴베근처 관부에서최대폭을이룬다. 경부와 슴베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8.8㎝, 경부길

이 3.3㎝, 경부너비 0.7㎝, 무게 5g

⑩철촉(도면 283-9, 사진 242-⑪) 

신부와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추형이며, 선단이 뾰족하다. 신부와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13.0㎝, 신부길이 7.5㎝, 신부너비 0.8㎝, 무게 8g

⑪철촉(도면 283-8, 사진 242-⑫) 

유경역자식 철촉이다. 刺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내측면에 자의 재단 흔적이 잘 남아있다. 신부는 폭이 넓

은 유엽형이며, 단면은 렌즈형에 가까운 능형이다. 경부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7.8㎝, 신부길이 6.5㎝,

신부너비 2.5㎝, 무게 14g

⑫교구(도면 283-1, 사진 242-⑬) 

테두리 일부와‘T’자형 교침이 남아있는데, 테두리에는 횡방향 연결축이 한 개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테두리는가운데가잘룩한타원형이다.  현길이 6.7㎝, 교침길이 4.0㎝, 무게 11g

⑬帶金具(도면 283-2·3, 사진 242-⑮·⒃)

교구와 결합된 방형판형금구, 방형판형금구가 나란히 출토되었는데, 주변에 여러 점의 철촉이 있는 것으

로보아성시구일가능성이높다. 

(도면 283-2, 사진 242-⑮)은 전체적으로 장방형인 판형금구의 1/3정도를‘凸’자형으로 재단하여 교구

의 횡축을 감싸 연결하 다. 네 모서리와 정중앙에 못이 박혀있다. 못머리는 둥 고, 가늘고 뾰족한 첨부는

금구의이면에 착하여꺾여있다. 교구는 테두리가결실되어전체적인형태는알수없으며, 교침은 횡축에

감겨있다.  길이 2.5㎝, 너비 4.5㎝, 무게 7g

(도면 283-3, 사진 242-⒃)은 방형판형금구로 네 모서리와 정중앙에 못이 박혀있다. 못머리는 둥 고,

첨부는대부분결실되어흔적으로만남은상태이다.  길이 2.5㎝, 너비 2.6㎝, 무게 3g

⑭장식금구(도면 283-4, 사진 242-⑭)

성시구의 장식금구로 추정된다. 0.2㎝ 정도의 얇은 철판에 못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있다. 못구멍의 직

경은 0.2㎝ 정도이다.  현길이 9.0㎝, 너비 0.8㎝, 무게 3g

88) 88호 수혈

(1) 유구(도면 286, 사진 243)

N1E6.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44.1m에 위치한다. 89호 수혈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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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N19°W이다. 크기는 길이 179㎝, 너비 167㎝, 최대깊이 24㎝이다. 수

혈은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에는암적갈색점질사토와암갈색점질사토가퇴적되었다. 내부

에 5개의 석재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바닥에서 10~20㎝ 떠 있는 것으로 보아 폐기 후에 유입된 것으로 보

인다. 유물은남동쪽벽부근에서석제방추차가확인되었다.

(2) 유물

①방추차(도면 286-1, 사진 243-④)  

납석제방추차로일부는파손되었다. 가장자리는둥 게마연하 고, 가운데는직경 0.9㎝의 구멍이뚫려

있다. 全面에거친마연흔이남아있다.  直徑 3.9㎝, 두께 1.5㎝, 무게 39g

89) 89호 수혈

(1) 유구(도면 287, 사진 243·244)

N1E6.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43.5m에 위치한다. 88호 수혈에 의해 남벽 일부가 파괴되

었다. 등고 낮은 북쪽은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17°W이다. 크기는 잔존길이 267㎝, 너비 190㎝, 최대깊이 29㎝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

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암적갈색사질점토, 암갈색사질점토, 갈색사질점토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퇴적에

의한것이다. 내부에서 단경호편 1점이 확인되었다. 

도면 286. 88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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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7. 89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2) 유물

①단경호(도면 287-1, 사진 244-④)  

경질의단경호편으로경부일부만남아있다. 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황회색(2.5Y 6/1)이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9.3㎝

1



437

90) 90호 수혈

(1) 유구(도면 288, 사진 245)

N2E8.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42.9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

은N65°E이다. 크기는길이 210㎝, 너비 146㎝, 최대깊이 25㎝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 갈색사질점토, 명갈색사질점토, 암갈색점질사토로

구성되어있는데단순퇴적에의한것이다. 벽과바닥은별다른시설없이생토층이그대로이용되었다. 

내부시설은소혈 3개가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모두원형으로크기는직경 23~39㎝, 깊이 3~11㎝이다.

유물은구순각목문공렬토기 2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289-1, 사진 245-⑦) 

발형의 구순각목문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만 복원되며, 이외 복원되지 않는 다수의 동체편이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

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공렬은 직경 0.3㎝의 것이 대부분이나 0.2㎝의 작은 것도 있다. 안에서 밖

으로 관통되었는데, 반관통된 것도 1개 관찰된다. 공렬간 간격은 1.5~2.5㎝ 정도이다. 구연단에는 사방향

으로 각목문을 깊게 새겼는데, 중간에 방향이 바뀐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부분적으로관찰된다.  復原口徑 25.3㎝, 現高 17.6㎝

②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289-2, 사진 245-⑧) 

발형의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구연부와동체부의일부만남아있다. 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

도면 288. 90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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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 289. 90호 수혈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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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공렬은 두 개만

남아 있는데, 직경 0.4㎝로 모두 관통되었다.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 동체외면과 내

면에는부분적으로목리조정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33.4㎝, 現高 21.6㎝

91) 91호 수혈

(1) 유구(도면 290, 사진 246)

N1E8.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북

사면 해발 44.1m에 위치한다. 서쪽

일부가 후대 교란으로 인해 파괴되었

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으로 장축방향

은 N74.5°E이다. 크기는 잔존길이

234㎝, 너비 121㎝, 최대깊이 22㎝

이다. 내부퇴적토는 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92) 92호 수혈

(1) 유구(도면 291, 사진 246)

N1E9.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46.0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북쪽

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길이 170㎝, 너

비 158㎝, 최대깊이 19㎝이다. 내부에

작은할석들이빼곡하게깔려있고다량의

목탄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93) 93호 수혈

(1) 유구(도면 292, 사진 246)

N1E9.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북사면

해발 46.0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

형으로크기는직경109㎝, 최대깊이20㎝

이다. 내부에 작은 할석들이 깔려 있고,

흑색재층이 포함되어 있다. 92호 수혈과 도면 291. 92호 수혈(1/30)

도면 290. 91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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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해 있으며 내부의 할석들이 불에 맞은 것으로 보

아삼가마일가능성이높다. 출토된유물은없다.

94) 94호 수혈

(1) 유구(도면 293, 사진 247)

N0E9. A구역동쪽끝부분의정상부해발47.1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253㎝,

최대깊이 19㎝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유물은 단경호와 고배 등의 토기가 4점

확인되었다. 또한 내부에서 목탄과 함께 바닥일부가

붉게 그을린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유물은 불에 맞은

흔적이 없어 성격이 명확하지 않지만 단경호 유물이

파쇄된 상태로 확인되고, 목탄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

아의례와관련된유구일가능성이높다.

도면 293. 94호 수혈(1/30)

도면 292. 93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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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94. 94호 수혈 출토유물(1/3)

(2) 유물

①고배(도면 294-1, 사진 248-③) 

구연부와대각, 배신의일부는결실되었다. 경질이나소성도가그다지높지않아기면이손에약간묻어난

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6/1)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뾰족한 편이다. 배신외면에는 회전깎기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대각은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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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95. 94호 수혈 출토유물(1/4)

<바닥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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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八’자상으로 벌어지는데, 기부가 넓은 편이다. 구연부와 대각에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12.4㎝, 高 6.3㎝, 脚徑 8.9㎝

②단경호(도면 294-3, 사진 248-⑤) 

경질의단경호이며, 구경부와동체부의 1/3가량남아있다. 동체의기울기는임의로도면복원하 다. 태토

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5Y 5/1)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약하게凹面을이룬다. 구연부 내측은희미하게단이지면서凹面이있다. 기면은회전물손질로정

면되었다.  復原口徑 18.4㎝, 現高 37.2㎝

③대호(도면 295-1, 사진 248-①·②) 

경질의대호이며, 구연부는결실되었다. 전반적인색조는암회색이나바닥은명회색을띠기도한다. 속심은자

갈색이다. 경부는다소길게외경한다. 동체는최대경이중앙에있고길쭉한형태이다. 바닥은말각평저인데한

쪽으로기울어져있다. 경부의내·외면과동체중·상위의일부에는황갈색자연유가부착후산화되었다. 동체

외면에는격자문이타날되었는데, 외저면의일부와바닥은타날이확인되지않는다. 동체상위와하위, 저부내면

에는손으로길게누르면서정면한흔적이뚜렷하고, 동체중위의내면에는횡방향으로정면한흔적이있다. 외저

면에는여덟군데에이상재로추정되는점토덩어리(점토비짐)가붙어있는데, 비짐의크기는큰것이5.5×4.5㎝

정도이다. 비짐이붙어있는면의주위는오목하게들어가있기도하며, 짚흔으로추정되는유기물이같이붙어

있는경우도있다. 소성시토기를정치한후고정시키기위한장치로추정된다. 바닥의가장자리에도이상재로

추정되는유기물흔과소량의굵은모래가묻어있다. 바닥내면의가운데에는조으기흔이있다.  現高76.0㎝

④토기편(도면 294-2, 사진 248-④) 

경질의토기편으로동체일부만남아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섞여있다. 기면의색조는암회

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는데, 일부는 교차되어있다. 타날 후 회전물손질

하기도하 다. 내면에는도구정면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다.  현길이 12.8㎝

95) 95호 수혈

(1) 유구(도면 296, 사진 249)

S1E7.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 해발 41.9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쪽 일부가 후대 삭평으로 일

부 유실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다. 크기는 길이 125㎝, 잔존너비 103㎝, 최대깊이 40㎝이다. 남

쪽에타원상의피열흔이확인된다. 내부에서구순각목문공렬토기구연부편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구순각목문 공렬토기(도면 296-1, 사진 249-⑧)  

발형의 구순각목문공렬토기로구연부와동체부의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부분적으로암회황색을띤다. 기면

은 전반적으로 박리가 심하다. 공렬은 직경이 0.2~0.4㎝로 크기가 다르고, 공렬간 간격은 2~3㎝ 정도이다.

구연단에는 각목문이 있는데, 마모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각목문은 비교적 조 하게 그은 것으로 추정된

다.  復原口徑 18.6㎝, 現高 8.9㎝



444

1

도면 296. 95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96) 96호 수혈

(1) 유구(도면 297, 사진 249)

S6E9. B구역 북동쪽 끝 부분의 북서사면 해발

53.0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장축

방향은 N25°E이다. 크기는 길이 199㎝, 너비 72

㎝, 최대깊이 54㎝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 굴착

하여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암적갈색사질토가 퇴적

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97) 97호 수혈

(1) 유구(도면 298, 사진 250)

S6E9. B구역 북동쪽 끝 부분의 북서사면 해발

52.3m에 위치한다. 등고 낮은 북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

까우며, 장축방향은N86°E이다. 크기는길이223㎝,

너비 131㎝, 최대깊이 36㎝이다. 수혈은 풍화암반

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적갈색사질점

토가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297. 96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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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8호 수혈

(1) 유구(도면 299, 사진 250)

S6E9. B구역 북동쪽 끝 부분의 북서사면 해발

50.6m에 위치한다. 삼국시대 25호 주거지의 남벽

상부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

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80°E이다. 크기는 직

경 65~76㎝, 최대깊이 30㎝이다. 내부에는 목탄

을 소량 함유한 암적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99) 99호 수혈

(1) 유구(도면 300, 사진 250)

S7E6. B구역 남서쪽 끝 부분의 북서사면 해발 44.3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

방향은 N33°E이다. 크기는 길이 190㎝, 너비 128㎝, 최대깊이 31㎝이다. 내부에는 암갈색사질점토가 퇴

적되었다. 유물은무문토기동체부편 1점이확인되었다.

도면 298. 97호 수혈(1/30)

도면 299. 98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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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0. 99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

1

(2) 유물

①무문토기(도면 300-1, 사진 250-⑩)

호형의 무문토기로 추정되며, 동체부의 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다

량의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소량의 운모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등색

(7.5YR 6/6)을 띠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올리브색이다. 외면에는 흑반이 있다.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었

고, 내면에는손누름흔으로추정되는요철이있다.  現高 22.8㎝



100) 100호 수혈

(1) 유구(도면 301, 사진 251·252)

S3W1. A구역 중앙부근의남사면말단부해발 35.9m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타원형에가까우며, 장

축방향은N27°W로등고선방향과직교한다. 크기는길이 276㎝, 너비 185㎝, 최대깊이 66㎝이다. 

수혈은 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다. 내부퇴적토는주로갈색사질점토와암갈색사질점토로구성되

어 있는데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벽과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층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시설되었으며, 장방형에 가까운 다량의 할석들

이중앙부와북단벽을중심으로노출되었다. 동장벽에길이 90㎝, 너비 60㎝정도의단이져있다. 

유물은고배와대부완, 소옹이북단벽에서확인되었으며, 철겸 1점이수혈의중앙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301-2, 사진 252-⑥) 

경질의유개식고배로뚜껑받이턱일부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태토는석 , 장석등의사립과석

립이 섞여 다소 거친 편이고, 기면에는 흑점이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N 5/0)이며, 대각내면은 황회색

(2.5Y 6/1)을 띤다. 소성은 불량한 편으로 배신이 심하게 기울어져있다. 구연은 내경하고, 배신의 내면은

평평한 편이다. 대각은 짧게 벌어지며, 대각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대각에는 장방형에 가까운 투창을 3군

데 뚫었는데, 도구흔이 거칠게 남아있어 각각의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 투창은 대체로 종방향으로 자른 후

횡방향으로 잘라냈다. 뚜껑받이턱의 일부에는 짚흔이 남아있어 定置하여 중첩소성했음을 알 수 있다.  口徑

14.1㎝, 高 8.5㎝, 脚徑 9.1㎝

②대부완(도면 301-1, 사진 252-⑦) 

경질의 대부완으로 완형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 거친 편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이며. 대각내면과 배신의 내저면은 명회색을 띤다. 배신의 내·외면에는 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었다.

구연이 약간 일그러져 있어 소성은 불량한 편이다. 기면에는 회전물레흔이 강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대각은

‘八’자상으로 벌어지고, 대각단은 위로 반전하며, 뭉툭하게 처리되었다. 대각에는 말각장방형의 투창이 3개

뚫려있는데, 린 점토를깨끗하게정면하 다.  口徑 11.4㎝, 高 7.1㎝, 脚徑 6.8㎝

③소옹(도면 301-3, 사진 252-⑧) 

완형의 소옹으로 연질이나 단단한 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명적갈색(5YR 5/6)이고, 기면이박리된곳은흑갈색(7.5YR 3/2)을 띤다. 소성은양호하다. 구연단

은둥 게처리되었고,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저부에는점토보강후깎기한흔적이있으며, 정면상태가고르

지못하다.  口徑 7.2㎝, 高 7.0㎝

④철겸(도면 301-4, 사진 252-⑨) 

등과 인부가확인되어철겸의신부로추정된다. 신부단면은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10.3㎝, 신부너비

2.3㎝, 무게 18g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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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1. 100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3:1/3,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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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곽묘 및 석실묘

1) 1호 석곽묘

(1) 유구(도면 302, 사진 253·254)

N0W7. A구역남사면서쪽부분의상단부해발 35.7m에조성되었다. 후대삭평으로인해대부분유실되

어 벽석은 1단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수혈식 석곽묘로 판단된다. 장축방향은 N18°E로 등고

선방향과직교한다. 전체 크기는잔존길이 253㎝, 너비 122㎝, 최대깊이 24㎝이다. 벽은 수직에가깝게굴

착되었고, 바닥은평탄하다. 바닥중앙을따라길게시상이마련되었다. 

석곽내부의크기는잔존길이 197㎝, 너비 78㎝이다. 남단벽을제외한세벽은 1단만남아있는데그것도

좌·우장벽은일부만잔존한다. 세 벽은비교적큰판상형의할석을세워서세로쌓기하 다.  

시상은 석곽 중앙에 위치하는데, 양 장벽과는 5㎝ 가량 간격을 두고 조성되었다. 시상 크기는 잔존길이

166㎝, 너비 58㎝이다. 10~20㎝크기의할석을이용하여마련되었다.

유물은출토되지않았다. 

도면 302. 1호 석곽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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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호 석곽묘

(1) 유구(도면 303, 사진 255~257)

S2W7. A구역 남사면 서쪽 끝 부분의 말단부 해발 28.5m에 조성되었다. 등고 낮은 남쪽 절반 이상이 유

실되어 잔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나, 평면형태는 장방형인 수혈식 석곽묘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21.5°E

로 등고선방향과직교한다. 묘광 크기는잔존길이 130㎝, 너비 130㎝, 최대깊이 41㎝이다. 벽은 수직에가

깝게굴착되었고, 바닥은평평하다. 잔존하는바닥중앙에시상이마련되었다.

2
도면 303. 2호 석곽묘(1/30) 및 출토유물(1/3)

1



벽석은세벽이 2단만잔존한다. 비교적큰할석을이용하여세로쌓기하 다. 석곽내부크기는잔존길이

80㎝, 너비 55㎝이다. 시상은 5~20㎝가량의할석을이용하여조 하게배치하 다.  

유물은 북단벽 쪽의 좌측 부분에서 고배와 유개합이 각 1점씩 확인되었다. 유개합은 좌측 모서리에서 확

인되었고, 고배는중앙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303-1, 사진 257-②) 

연질에 가까운 고배로 대각은 결실되었다. 저화도에서 소성되어 색조는 회백색을 띠고, 기면이 약간 손에

묻어난다. 태토는 소량의세사립이섞인비교적정선된점토이다. 기벽은 두꺼운편이다. 배신의 외저면에는

대각을용이하게부착시키기위하여도구로 어침선이여러줄나있다. 기면에는회전물레흔이남아있다.

口徑 11.6㎝, 現高 4.5㎝

②유개합(도면 303-2, 사진 257-③~⑦)  

개 : 경질의 개이며, 꼭지 일부가 결실되었다. 제작시부터 세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전용

된 제품이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내면은 회색을 띠고, 외면은 전체에 자연유가 부

착후산화되어회황갈색을띤다. 자연유는부분적으로는황녹색을띠며광택이나기도한다. 꼭지는단추형

이다. 개신의 상위와 중위에는 마제형문이 수평으로 시문되었고, 그 사이에는 점열문이 시문되었다. 내구연

과 외구연의 사이에는 짚흔이 남아있어 定置하여 중첩소성했음을 알 수 있다. 개신내면의 중앙에는 물레흔

이남아있다.  꼭지경 2.2㎝, 高 4.7㎝, 口徑 12.6㎝

합 : 경질의 합으로 구연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이며, 대각내면은

명회색을 띤다. 내면에는 크고 작은 기포가 형성되어 있고, 소성이 불량한 편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뚜껑받

이턱은 구연에서 수평으로 벌어진다. 뚜껑받이턱에는 부분적으로 짚흔과 자연유가 묻어있다. 내면에는 자연

유나 다른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定置하여 중첩소성했음을 알 수 있다. 합신외면에는 인화문을 4열 시문

하 는데, 가장 위에는 원문을, 2열과 3열에는 능형문을, 가장 아래에는 불꽃문을 시문하 다. 무늬의 시문

방향으로 보아 회전물레의 방향은 시계방향으로 추정된다. 저부에는 짧게 굽상의 대각이 부착되었는데, 각

단은둥 게처리되었다.  口徑 10.3㎝, 高 7.1㎝, 脚徑 5.9㎝

3) 3호 석곽묘

(1) 유구(도면 304, 사진 258·259)

S2W6. A구역 남사면 서쪽 끝 부분의 말단부 해발 27.2m에 조성되었다. 서쪽으로 5m 가량 떨어져 2호

석곽묘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수혈식 석곽묘이다. 장축방향은 N86°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

한다. 내삼미동 유적에서 확인된 석곽묘 중 유일하게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 된 분묘이다. 묘광 크기는 길

이 315㎝, 너비 190㎝, 최대깊이 43㎝이다. 삭평에 의해 대부분 유실되어 2단만 잔존하지만, 전체 석곽의

형태는 파악할 수 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바닥 전면에 시상이 마련되

었다.

석곽 내부 크기는 길이 220㎝, 너비 90㎝이다. 벽석은 북장벽이 2단, 양 단벽과 남장벽은 1단만 잔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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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네 벽은 대부분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여 주로 세로쌓기 하 으나, 남장벽과 서단벽 일부는 가로쌓기

하 다. 석재의크기에맞추어가로쌓기를혼용한것으로보인다.  

시상은 바닥 전면에 조 하게 배치되었는데 얇은 판석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마련되었다. 크기가 50㎝ 가

량인비교적큰할석을주로깔고난후작은할석을이용하여빈틈을채워조성되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304. 3호 석곽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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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석곽묘

(1) 유구(도면 305, 사진 260·261)

S2W6. A구역남사면서쪽부근의말단부해발 29.2m에조성되었다. 서쪽으로 10m 가량떨어져 3호석

곽묘가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쪽 대부분이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수혈식

석곽묘로 판단된다. 장축방향은 N11.5°E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 크기는 잔존길이 202㎝, 너비

135㎝, 최대깊이 33㎝이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평평하다. 바닥에 좌측으로 치우쳐

시상이마련되었다.

벽석은남단벽전체와양장벽대부분이유실되어 1~2단만잔존한다. 석곽 내부크기는잔존길이 170㎝,

너비 67㎝이다. 크기가 30~40㎝가량인할석을이용하여세로쌓기하 다. 

1
2

도면 305. 4호 석곽묘(1/30) 및 출토유물(1/3)



시상은좌측으로치우쳐장벽과접해서조성되었다. 우벽과는 20㎝ 가량간격을두고있으며, 북단벽과는

10㎝정도떨어져있다. 크기는잔존길이 130㎝, 너비 52㎝이다. 10㎝ 내외의작은할석이조 하게배치되

었다. 북단벽쪽에 40㎝가량의장방형할석이평평하게깔려있는데, 두침석일가능성이있다. 

유물은북단벽과접해서시상이없는우측으로치우쳐완 2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완(도면 305-1, 사진 261-⑥) 

연질의 완으로 완형이다. 색조는 암회색으로 기면이 박리된 곳은 황회색을 띤다. 저화도에서 소성되어 기

면이손에약간묻어난다. 태토는석 , 장석 등의사립이섞여다소거친편이다. 기면에는회전물레흔이희

미하게남아있다.  口徑 12.9㎝, 高 4.4㎝

②완(도면 305-2, 사진 261-⑦) 

연질의완으로구연부는부분적으로결실되었다. 색조는외면은회황색, 내면은황갈색을띤다. 태토는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이다량섞인매우거친점토이다. 구연단은둥 게처리되었고, 구연내면에는오목

하게 凹面이 있다. 기내·외면은 박리가 매우 심하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며, 완신이 깊은 편이다.  口徑

13.2㎝, 高 5.4㎝

5) 5호 석실묘

(1) 유구(도면 306, 사진 262~267)

S3W6. A구역남사면서쪽아래해발 26.5m에조성되었다. 서쪽으로 5.5m 떨어져 4호석곽묘가위치한

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묘도를 갖춘 횡구식석실묘이다. 장축방향은 N35.5°E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

도를포함한전체적인크기는길이 365㎝, 너비 235㎝, 최대깊이 35㎝이다. 삭평에의해대부분유실되어 3

단만 잔존하지만, 전체 석실의 형태는 파악할 수 있다. 벽면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고, 바닥은 평평하다.

바닥에우측으로치우쳐장벽을따라길게시상이마련되었다. 봉토는확인되지않았다.

석실 내부 크기는길이 220㎝, 너비 120㎝이다. 전벽을 제외한세 벽은 2~3단이 잔존하는데, 비교적 큰

할석을정연하게쌓았다. 정벽은 좌벽가장위쪽벽면에서시작되며, 우벽은 정벽면에서이어진다. 좌벽→정

벽→우벽의순서로축조되었던것으로추정된다. 전벽은우벽과연결된 1매만벽석으로축조된것이며, 좌측

의나머지할석들은묘도의폐쇄석이다.  

시상은 우벽쪽으로 치우쳐 마련되었는데, 좌벽과는 50㎝ 가량 간격을 두고 있으며, 전벽과는 20㎝ 가량

떨어져있다. 크기는길이 200㎝, 너비 75㎝이다. 10~20㎝가량의할석을조 하게배치하 는데, 좌측끝

부분과아래는 2단으로높게조성되었다.  

유물은 모두 정벽과 접해서 출토되었다. 시상이 없는 좌측 모서리에서산화염소성의 승문타날 단경호(⑤,

도면 307-5)가 확인되었고, 시상 위 우측 모서리에서는 경부가 삭평에 의해 결실된 대부장경호(⑥, 도면

307-6)가 출토되었으며, 시상위좌측에서유개합 2세트와고배 2점이출토되었다. 

묘도는묘광아래쪽좌측모서리부근에사방향타원형의수혈상으로확인된다. 길이는 112㎝, 너비 106㎝

이다. 묘도는평면과토층그리고바닥에서추가장이확인되었다. 석실의축조당시에는좌벽쪽으로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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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광 바닥보다 10㎝ 가량 깊게 묘도가 조성되었다. 매장 후 메워진 묘도를 추가장 시 재차 굴착하여 이용하

는데, 애초의 묘도보다 20㎝ 가량 우측으로 치우쳐 깊이도 10㎝ 가량 더 깊게 굴착하 다. 현재 확인되는

묘도위쪽의전벽에이어진폐쇄석은추가장후에조성된것이다. 폐쇄석은벽석에이용된것보다비교적크

기가작은할석을이용하 다. 추가장시조성된묘도의너비는 86㎝이다. 

도면 306. 5호 석실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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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고배(도면 307-1, 사진 267-⑦) 

경질의 유개식 고배로 뚜껑받이턱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백색사

립이 다량 섞인 거친 점토이다. 기면은 사립이 돌출되어 매끄럽지 못하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이며, 대각

외면의 일부와 대각내면은 명회색을 띤다. 구연은 내경하고, 뚜껑받이턱에는 짚흔이 묻어 있어 중첩소성했

음을알수있다. 배신외면의일부에는자연유가부착후산화되었다. 대각은 직립하면서내려오다가대각단

에 이르러 크게 외반한다. 대각에는 크기 0.7×0.4㎝의 작은 투창이 세 개 뚫려있다. 투창의 평면형태는 장

방형이나, 내면에는 린 점토를 정리하면서 타원형으로깎아 내어 대각의 내면에서는평면형태가 타원형을

띤다. 기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口徑 12.4㎝, 高 7.2㎝, 脚徑 7.2㎝

②고배(도면 307-2, 사진 267-⑧) 

경질의 고배로 구연부 일부와 뚜껑받이턱의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회색을 띠며,

소성도가그다지높지는않다. 태토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섞인다소거친점토이다. 구연은내경하고,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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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7. 5호 석실묘 출토유물(1/3)



받이턱에는 중첩소성한 이기재의 흔적이 없다. 배신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남아있고, 전반적으로 소성상태나

정면상태가양호하지못하다. 저부에는굽상의짧은대각이부착되었다.  口徑10.8㎝, 高 4.7㎝, 脚徑 7.1㎝

③유개합(도면 307-3, 사진 268-①~③)  

개 : 경질의 뚜껑으로 구연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

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개신의 중앙에는 단추형의 꼭지가 부착되었고, 상위와 중위에는 2

조의 침선이 얕게 돌아간다. 소성은 불량하며, 개신의 내면에는 큰 기포가 두 군데 형성되어있다. 개신의 외

면에는 상위에서 구연에 이르러 황녹색의 자연유가 부착 후 탈락되었으며, 일부에만 점점이 남아있다. 구연

부에는 이기재로 사용된 짚흔이 남아있어 定置하여 중첩소성했음을 알 수 있다. 내구연은 매우 뾰족하게 성

형되었다. 기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꼭지경 1.7㎝, 高 3.4㎝, 口徑 10.6㎝

합 : 경질의 합으로 구연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전반

적인색조는명회색이며, 구연부와동체일부는암회색을띤다. 내면에는크고작은기포가여러개형성되어

있다. 구연부는짧게외경하고, 구연단에는다섯군데짚흔과중첩소성한흔적이남아있다. 견부에는자연유

가 부착 후 산화되었고, 동체하위에는 회전물레흔이 남아있다. 바닥에는 굽상의 짧은 대각이 부착되었다.

口徑 10.1㎝, 高 6.8㎝, 脚徑 6.8㎝

④유개합(도면 307-4, 사진 268-⑤~⑦)  

개 : 경질의뚜껑으로구연단이일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태토에는석 , 장석 등의세사립이섞

여있고, 색조는회색이다. 개신의중앙에는단추형의꼭지가부착되었고, 상위와중위에는각각 3~4조의침

선이 얕게 돌아간다. 개신의 일부에는 기포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소성이 불량하다. 구연에는 다섯 곳에 유

기물흔이묻어있어, 定置하여중첩소성했음을알수있다. 개신의외면에는황녹색의자연유가부착후탈락

되어, 일부에서만확인된다.  꼭지경 1.7㎝, 高 3.5㎝, 口徑 11.2㎝

합 : 경질의 대부합으로 완형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외면은명회색, 내면은 회색이며, 외면의 일부는암회색을띠기도한다. 개신내면에는기포가형성되어소성

이 불량함을 알 수 있다. 구연은 짧게 직립하며,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동체는 구연아래에서 살짝 견

부가 형성되며, 상위에서 동최대경을 이룬다. 동체중위와 하위에는 회전물레흔에 의한 요철이 뚜렷하게 남

아있다. 대각은 짧게‘八’자상으로 벌어지고, 대각단은 평평하다. 구연부의 일부에는 이기재로 사용된 유기

물흔이 남아있고, 견부에는 녹황색자연유가 부착 후 산화되어 定置하여 중첩소성했음을 알 수 있다.  口徑

9.9㎝, 高 6.6㎝, 脚徑 7.0㎝

⑤단경호(도면 307-5, 사진 267-④~⑥) 

연질의단경호이며, 산화염에서소성되었다. 구연부일부와동체부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

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동체는 부분적

으로회갈색을띠기도한다. 동체의 일부에는그을음이묻어있다. 동최대경은동체하위로쳐져있으며, 경부

는 약간축약되어외경하다가구연에이르러심하게외반한다. 구연단은평평한편이나마모가심하다. 구연

부 내면에는 凹面이 있다. 동체상위에서 바닥까지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뚜렷하다. 내

박자에는격자와유사한문양이관찰된다. 바닥은말각평저에가깝다.  口徑 11.6㎝, 高 15.2㎝

⑥대부장경호(도면 307-6, 사진 267-⑨)  

경질의 대부장경호로 구연부와 경부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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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회색이며, 속심은 회색을 띤다. 소성상태는 불량하여 동체부와 경부에는

크고작은기포가형성되어있다. 경부중위에는 1조의돌대가돌아간다. 동체는최대경이중위에있는球形을

띠고있으며, 동체상위와중·상위, 중위에는각각 2~3줄의침선을얕게돌렸다. 저부에는‘八’자상의대각

이 부착되었으며, 대각에는 세 개의 장방형 투창이 뚫려있다. 투창은 밖에서 안으로 뚫었는데, 안쪽에 린

점토를 정리하면서 주변의 점토까지 타원형으로 약간 깎아냈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내면에

는평행문이있는내박자흔이남아있다.  現高 25.4㎝, 脚徑 16.3㎝

6) 6호 석곽묘

(1) 유구(도면 308, 사진 269·270)

S1W1. A구역 남사면 중앙 부근의 상단부 해발 42.9m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방향은 N1.5°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전체적으로 훼손·유실이 심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평면형

태와시상의존재, 벽석의잔존상태로미루어보아수혈식석곽묘로추정된다. 묘광의크기는잔존길이 2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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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180㎝, 최대깊이 39㎝이다.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바닥에 중앙부를 따라

시상이길게마련되었다. 

시상 크기는 잔존길이 170㎝, 너비 68㎝, 높이 5㎝ 내외이다. 대체로 20㎝ 가량의 얇은 할석을조 하게

배치하 다. 

유물은좌측모서리부분에서두조각으로깨어진대부완 1점이확인되었다. 

(2) 유물

①대부완(도면 308-1, 사진 270-④) 

경질의 대부완으로 완신은 1/3가량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기

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과 화기가 덜 닿은 대각내면은 자갈색을 띤다. 소성은 불량한 편으로 구연이

다소 일그러져 있고, 완신에 기포가 형성되어있다. 완신의 내저면에는 짚흔과 중첩소성한 흔적이 남아있다.

외면에는구연부아래에 2조의침선을돌리고, 동체중위에다치구에의한점열문을시문하 다. 저부에는굽

상의 짧은 대각이 부착되었으며, 대각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내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남아있고, 기면은 회

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口徑 11.6㎝, 高 6.2㎝, 脚徑 7.0㎝

7) 7호 석곽묘

(1) 유구(도면 309, 사진 271~274)

N0W0. A구역남사면중앙부근의상단부해발 44.2m에위치한다. 청동기시대 26호 주거지를파괴하고

조성되었다. 등고 낮은남쪽대부분이후대삭평으로인해유실되어잔존상태가불량하다. 평면형태는장방

형으로추정되며, 장축방향은N29.5°W로등고선방향과직교한다. 묘광크기는잔존길이 208㎝, 너비 168㎝,

최대깊이 32㎝이다. 벽면은수직에가깝게굴착되었고, 바닥은평평하다. 바닥에우측으로치우쳐시상이마

련되었다. 파괴가심해석실묘인지, 석곽묘인지는명확히알수없다. 

벽석은 북단벽과 동장벽은 2단, 서장벽 쪽은 벽석 1매가 1단만 잔존한다. 내부 크기는 잔존길이 167㎝,

너비 85㎝이다. 잔존벽석은비교적큰할석을이용하여주로세로쌓기하 으나, 부분적으로가로쌓기하

다. 묘광과석재의크기에따라세로와가로쌓기를혼용한것으로판단된다.  

시상은 우측으로 치우쳐 동장벽과 접해서 마련되었는데, 1매 남은 서장벽 쪽과는 20㎝ 가량 간격을 두고

있다. 크기는잔존길이 163㎝, 너비 68㎝이다. 20㎝ 가량의판상할석을이용하여조 하게배치하 다. 

시상이 없는 좌상단 모서리 부분에서 인화문병, 고배, 철도자가 각 1점씩, 완 2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

상중앙부에서과대금구과판 2점과용도미상의철환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고배(도면 309-1, 사진 275-①)  

경질의 고배로 구연단과 뚜껑받이턱, 대각단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

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회색이며, 배신외면의 일부는 회색을 띠기도 한다. 대각내면에는 그을음

이묻어있고, 뚜껑받이턱에는중첩소성한흔적이없다. 대각은‘八’자상으로벌어진다. 배신내면에는회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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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흔과 무질서한 도구정면흔이 남아있고, 외면에는 폭 0.25㎝ 가량의 도구로 마연한 듯 회전하면서 정면한

흔적이남아있다. 기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口徑 11.1㎝, 高 5.3㎝, 脚徑 7.2㎝

②완(도면 309-2, 사진 275-②) 

연질의 완으로 소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갈색의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을 띤다. 구연

부는 동체에서 짧게 축약되다가 외반한다. 구연단은 마모되었으나 비교적 둥 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구

연부 아래에는‘日’자로 추정되는 자가 새겨져 있다. 기면에는 태토의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균

열이 군데군데 있고, 조흔이나 도구흔으로 추정되는 짧은 요철이 많이 나 있다. 저부 외면에는 점토보강 후

깎기조정하면서 태토에 섞인 석립이 린 흔적이 무질서하게 관찰된다. 바닥은 평저이다. 기면은 회전물손

질로정면되었으나전반적으로정면상태가매우불량한편이다.  口徑 13.8㎝, 高 6.0㎝, 底徑 9.2㎝

③완(도면 309-3, 사진 275-③) 

연질이나 소성도는높은편이다. 완이며, 구연단 일부와바닥의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갈색 토기분말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이다. 구연단은 마모

되었으나 평평하게 성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동체외면에는 점토덩이가 묻어있는 곳도 있다. 기면은 회전물

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저부에는 깎기조정하면서 태토에 섞인 석립이 린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

다.  口徑 14.9㎝, 高 6.1㎝, 底徑 8.8㎝

④병(도면 309-4, 사진 275-④)  

경질의인화문병으로구연부는결실되었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사립이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회

색이고, 속심은 자갈색이다. 경부는 직립하다가구연에이르러외반하고, 중위에 2조의 침선이돌아간다. 동체

는 최대경이 중위에 있으며, 심한 편구형을 이룬다. 동체 중·상위에는 1조의 침선을 돌려 문양대를 구획하고

상단과하단에각각다치구에의한점열문을시문하 다. 점열문이시문된동체중위와상위에는자연유가부착

후飛散되어있다. 동체중위의일부에는문양을시문한후점토를덧붙여보수한흔적이있다. 경부와동체하위

에는회전물손질정면흔이남아있다. 저부에는짧은굽상의대각이부착되었다.  現高14.7㎝, 脚徑10.1㎝

⑤敬板(도면 309-5, 사진 275-⑧~⑩)

表板과 裏板이 세트를 이룬다. 표판은 청동제이며, 못과 함께 주조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이

판은 철제로 얇은 판상이다. 표판과 이판은 네 개의 못으로 결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표판의 못과 이판

의못구멍은세개씩만남아있다.  표판: 길이 2.4㎝, 너비 2.7㎝, 무게 4g ; 이판: 길이 2.6㎝, 너비 2.8㎝,

무게 1g

⑥敬板(도면 309-6, 사진 275-⑦) 

表板만 출토되었다. 청동제이며, 못과 함께 주조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내면에서 못 흔적이

네개확인된다.  길이 2.4㎝, 너비 2.6㎝, 무게 5g

⑦도자(도면 309-8, 사진 275-⑤)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고, 전체적으로 휘어있다. 신부는 병부로 이어지는 관부근처에서 최대폭을 이루며,

단면은이등변삼각형이다. 병부단면은제형이다.  현길이 12.1㎝, 신부너비 2.4㎝, 무게 12g

⑧철환(도면 309-7, 사진 275-⑥) 

너비는 0.7㎝, 두께는 0.4㎝ 정도인철환이다.  직경 3.8×3.4㎝, 무게 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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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묘

1) 1호 묘

(1) 유구(도면 310, 사진 276)

N0W9. A구역 서쪽 부근의 남사면 해발 32.8m에 조성되었다. 충전토가 확인되는 목관묘이다. 평면형태

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E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 크기는 길이 215㎝, 너비 62㎝, 최대

깊이 69㎝이다. 

분묘는 풍화암반토를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바닥은 평평하다. 목관 내부에는 입자가 고운 갈색

계통의사질점토가약한함몰양상을보인다.

1

2도면 310. 1호 묘(1/30) 및 출토유물(1:1/3, 2:1/2)



목관은길이 180㎝, 너비 38㎝, 높이 24㎝이다. 충전토는목관주변을둘러 4벽에서모두확인되었고, 너

비는 11~22㎝ 가량으로 채워 넣었다. 충전토 내부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약 13㎝ 가량의 높이로 흙을

돋은후백자접시와청동숟가락이각 1점씩부장되었다. 

충전토내부장된백자접시는그릇내면이목관쪽을향하도록세워져있었다. 청동숟가락은백자접시의

앞쪽에술잎이위쪽을향하여바르게놓여있었다. 목관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2) 유물

①백자 접시(도면 310-1, 사진 276-⑧)  

완형의 백자 대접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로 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유약은 약간 푸른 빛이 도는

회색으로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양호하나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소성과 정면상태는 양호하다. 내

저면에는 직경 11.4㎝의 원각이 돌아간다. 외면의 상부에는 회전목리조정흔이 남아있고, 하부는 아무런 흔

적없이깨끗하게정면되었다. 굽은 도립삼각형굽에가까운데, 접지면이약간둥근편이다. 내저면에는모래

를받치고, 굽에는소량의모래가섞인흙물을받쳐포개구이하 다.  口徑 17.8㎝, 高 4.9㎝, 굽경 5.7㎝

②청동숟가락(도면 310-2, 사진 276-⑦) 

술잎일부가결실되었다. 술자루끝단은둥 게마무리되었다. 술자루상면은불룩하고, 단면은두꺼운데,

끝단까지 비슷한 형태로 이어진다. 술자루와 술잎의 측면 만곡도는 약간 휘어있다.  길이 25.4㎝, 술잎너비

3.3㎝, 술자루길이 15.2㎝, 무게 64g

2) 2호 묘

(1) 유구(도면 311, 사진 277·278)

N2W9. A구역서쪽능선의정상부해발 38.4m에조성되었다. 충전토가확인되는목관묘이다. 청동기시대 4

호주거지의북동쪽모서리부분을바닥까지파괴하고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으로다른조선시대분묘들

에비해넓은폭을가진다. 장축방향은N75°E이다. 묘광크기는길이278㎝, 너비145㎝, 최대깊이151㎝이다. 

묘는 4호 주거지내부토와풍화암반토를수직으로굴착하여조성되었고, 바닥은평평하다. 내부에풍화암

반토와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층이 서로 번갈아 가며 퇴적되어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묘 조성 시 판축기법이

이용된것으로판단된다. 목관의상부를중심으로함몰된양상을보인다. 

목관은 길이 238㎝, 너비 85㎝, 높이 42㎝이다. 충전토는 목관 주변을 둘러 4벽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18~32㎝ 가량의 너비로 넓게 채워 넣었으며 단벽 보다는 장벽이 더 넓게 충전되었다. 목관 내부에는 관정

10점과인골이확인되었는데, 충전토라인보다 15㎝ 가량안쪽으로치우친곳에서노출되었다. 노출된위치

와충전토사이에빈공간이있는것으로보아관정의위치가실제목관의위치를나타내고있다고판단하기

에는무리가있다. 인골은팔과다리뼈일부만잔존한다. 

내부시설은 남장벽에서 감실이 확인되었다. 바닥보다 82㎝, 목관보다 40㎝ 가량 높은 곳에 4호 주거지

내부토를 횡으로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크기는 길이 46㎝, 너비 26㎝, 높이 26㎝이다. 내부에 백자 잔, 접

시, 대접각 1점씩과청동숟가락 1점이부장되었다. 접시-잔-대접순으로뒤집어포개어놓고좌측으로청동

숟가락술잎이위를향하도록바르게놓여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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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백자 잔(도면 312-1, 사진 279-①) 

완형의 백자잔이다. 태토는 백색사립이섞인점토이며, 명회색을띤다. 유약은 광택이나는투명유로굽

을제외한전면에시유되었다. 釉面에는빙열이있다. 시유상태와용융상태는양호하나, 소성은 다소불량한

편으로 구연부가 약간 일그러져 있다. 내저면에는 직경 7.2㎝가량의 원각이 돌아가고, 세 군데 태토비짐 흔

적이남아있다. 외면에는회전물레흔이뚜렷하며, 굽은죽절굽이다.  口徑 10.3㎝, 高 5.0㎝, 굽경 3.9㎝

②백자 접시(도면 312-2, 사진 279-②)  

완형의백자접시이다. 태토는정선된점토이다. 광택이나는회색유약이전면에시유되었으며, 시유상태

는 불량하다. 釉面에는 기포와 철반이 있다. 소성도 불량한 편으로 身部가 약간 일그러져 있다. 내면에는 직

경 11.0㎝의원각이돌아간다. 굽은도립삼각형굽에가깝고, 접지면이다소둥근편이다. 접지면에는소량의

모래를받쳐포개구이하 다.  口徑 15.8㎝, 高 4.0㎝, 굽경 5.5㎝

③백자 대접(도면 312-3, 사진 279-③)  

백자 대접으로 구연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광택이 나는 담청색

유약이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었다. 시유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구연부와 외저면의 일부는 적갈색을 띠

는 등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내면의 구연부에는 갈색 이물질이 묻어있고, 외저면에는 시유 후 도구에 찍힌

흔적이 몇 군데 있다. 釉面에는 기포가 소량 있으며, 빙열은 외저면에만 듬성듬성 관찰된다. 내저면에는 직

경 9.6㎝의 원각이 돌아가고, 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뚜렷하다. 굽은 죽절굽에 가까운데, 접지면은 넓이가

넓고평평하다. 내저면과접지면에는각각다섯군데태토비짐을받쳐포개구이한흔적이남아있다. 굽 내측

에는‘六’자가묵서되었다.  口徑 16.7㎝, 高 9.7㎝, 굽경 6.8㎝

④~⑬ 관정

유물 도면 사진
규격(㎝, g)

설 명
(現)길이 최대폭 무게

④ 312-4 279-④ 15.0 1.3 18 무두식, 약간변형됨, 횡·종방향의목질부착.

⑤ 312-5 279-⑤ (11.7) 1.1 25 무두식, 약간변형됨, 신부휘어짐, 
상·하면에사방향의목질부착.

⑥ 312-6 279-⑥ (10.5) 1.2 17 무두식, 약간변형됨, 첨부근처둥근철판과결합됨, 
횡방향의목질부착. 

⑦ 312-7 279-⑦ 8.2 1.5 7 유두식, 두부는방형, 종방향의목질에싸여있음.

⑧ 312-8 279-⑧ (8.2) 1.2 15
무두식, 약간변형됨, 첨부결실, 신부꺾임, 
상·하면에횡방향의목질부착.

⑨ 312-9 279-⑨ (9.0) 1.3 13 무두식, 약간변형됨, 첨부결실, 
상·하면에횡·종방향의목질부착.

⑩ 312-10 279-⑩ (6.4) 1.3 11 무두식, 약간변형됨, 첨부결실, 상·하면에목질부착.

⑪ 312-11 279-⑪ (4.9) 1.3 9 무두식, 약간변형됨, 첨부결실, 
상·하면에횡방향의목질부착.

⑫ 312-12 279-⑫ (5.9) 0.8 9 두부·첨부결실, 상·하면에횡방향의목질부착.

⑬ 312-13 279-⑬ (3.6) 0.7 1 첨부로추정됨, 종방향의목질에싸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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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청동숟가락(도면 312-14, 사진 279-⑭) 

술잎은유엽형이며, 술자루끝단에는蓮峰形의장식을달았다. 술자루상면은볼록한편인데, 끝단으로갈

수록 폭은 넓고, 두께는 얇아진다. 연봉형의 장식은 매우 조잡한 형태이다. 술자루와 술잎의 측면 만곡도는

완만한편이다.  길이 23.0㎝, 술잎너비 3.7㎝, 술자루길이 13.1㎝, 무게 19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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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2. 2호 묘 출토유물(1~3:1/3, 4~14:1/2)



3) 3호 묘

(1) 유구(도면 313, 사진 280)

N0W4.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0.6m에 조성되었다. 충전토가 확인되지

않은 토장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N18.5°E로등고선방향과직교

한다. 묘광 크기는 길이 231㎝, 너비 62㎝,

최대깊이 98㎝이다. 

묘는 풍화암반토를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 사질

성분이 강한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함몰

양상을 보이며 퇴적되어 있다. 평면과 토층

조사에서 충전토가 확인되지 않아 목관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토층에 함몰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목관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묘광 전체를 덮었던 목개가 있었

을것으로추정된다.  

내부시설과출토된유물은없다.  

4) 4호 묘

(1) 유구(도면 314, 사진 280·281)

S2W1.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8.9m에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장방형이

며, 장축방향은 N26°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 크기는 길이 228㎝, 너비

75㎝, 최대깊이 112㎝이다. 

묘는 풍화암반토를 거의 수직으로 굴착

하여 조성되었고, 바닥은 등고 높은 쪽이

10㎝ 가량 높아 약간 비스듬하다. 내부토는

크게 2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하단부는 풍

화암반토를 다량 포함한 사질성분이 강한

명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함몰양상이 뚜렷하다. 상단부는 입자가 고운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충전토는 평면과 토층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바닥에서 관정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사용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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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은 모두 묘광 내부 바

닥에서확인되었다. 바닥을길

이로 양분하면 위쪽에서만 노

출되었는데 청동숟가락 1점,

철제가위 1점, 관정 2점, 구슬

류가 출토되었다. 청동숟가락

은 북단벽의 오른쪽에서 술잎

이묘광쪽으로약간기울어진

채로놓여져있었다. 철제가위

는 청동숟가락의 아래쪽으로

바닥에서 5㎝ 가량 떠서 노출

되었으며, 손잡이가위쪽을향

하고있다. 관정 2점이좌측과

우측장벽쪽으로붙어서출토

되었다. 좌측은 바닥에서 약

10㎝ 떠서, 우측은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충전토가 확인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정

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묘광에

딱맞는크기의목관이설치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구슬은

중앙에서 좌측으로 약간 치우

친부분에서확인되었다. 구슬

은 28점이 노출되었으며, 크

기와색깔이다양하다. 

(2) 유물

①~(28)구슬

유리제와 마노제, 수정제

등의 구슬로 28점이 출토되었

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가

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원통형

의구슬과연주형의구슬이있

다. 직경은 0.6~1.8㎝로크기가다양하다. 각 구슬의크기와특징은다음의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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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청동숟가락(도면 315-29, 사진 281- ) 

술잎일부가결실되었다. 술잎은유엽형이며, 술자루끝단에는桃形의藥匙를달았다. 술자루상면은볼록

한편이다. 술자루와술잎의측면만곡도는완만한편이다.  길이 19.6㎝, 술잎너비 3.0㎝, 술자루길이 11.5㎝,

무게 15g

(30)가위(도면 315-30, 사진 281- ) 

철제 가위로 손잡이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손잡이 일부는 여러 개의 편으로 출토되었는데, 추정복원

하 다. 두 개의 철판으로 각각 신부와 손잡이를 만든 후 징을 박아 유동성 있게 결합하 다. 신부상면은 불

룩하게 솟아있고, 하면은 오목한 편이다. 손잡이는 밖으로 둥 게 꺾었고, 단부를 말아 장식하 다. 손잡이

단면은말각방형에가깝다. 신부상면전반에는포흔이넓게분포하며, 하면에는목질이부착되었다.  현길이

19.7㎝, 인부최대너비 1.4㎝, 무게 68g

35

36

유물 도면 사진
규격(㎝, g)(現)

설 명
直徑 두께 孔徑 무게

① 315-1 281-⑤ 1.1 0.8 0.3 0.97 유리제, 갈색.

② 315-2 281-⑥ 0.9 0.8 0.4 0.66 유리제, 갈색.

③ 315-3 281-⑦ 1.1 0.9 0.3 1.22 유리제, 갈색.

④ 315-4 281-⑧ 1.1 0.7 0.4 1.06 유리제, 갈색.

⑤ 315-5 281-⑨ 1.1 0.8 0.4 1.0 유리제, 갈색.

⑥ 315-6 281-⑩ 1.0 0.9 0.1 1.02 마노제, 주황색, 불규칙적으로깎음.

⑦ 315-7 281-⑪ 0.8 0.8 0.1 0.8 마노제, 주황색.

⑧ 315-8 281-⑫ 1.1 0.9 0.3 1.08 유리제, 갈색.

⑨ 315-9 281-⑬ 1.3 0.9 0.4 1.42 유리제, 갈색.

⑩ 315-10 281-⑭ 1.1 0.9 0.4 1.07 유리제, 갈색.

⑪ 315-11 281-⑮ 1.0 0.7 0.3 0.86 유리제, 갈색.

⑫ 315-12 281-⒃ 1.1 0.9 0.4 1.13 유리제, 갈색.

⑬ 315-13 281-⒔ 1.0 0.7 0.3 0.92 유리제, 녹색.

⑭ 315-14 281-⒕ 0.9 0.8 0.2 0.86 수정제, 투명함.

⑮ 315-15 281-⒖ 1.0 (0.7) 0.2 0.85 마노제, 주황색.

⒃ 315-16 281-⒗ 0.7 0.7 0.4 0.29 유리제, 녹갈색, 연주형.

⒔ 315-17 281-(21) 0.7 0.9 0.3 0.4 유리제, 투명함, 연주형.

⒕ 315-18 281-(22) 0.6 0.6 0.3 0.33 유리제, 감청색.

⒖ 315-19 281-(23) 0.7 0.6 0.3 0.28 유리제, 투명함, 연주형.

⒗ 315-20 281-(24) 0.7 0.7 0.3 0.25 유리제, 투명함, 연주형.

(21) 315-21 281-(25) 0.7 0.6 0.3 0.25 유리제, 투명함, 연주형.

(22) 315-22 281-(26) 0.6 (0.5) 0.2 0.21 유리제, 청록색, 연주형.

(23) 315-23 281-(27) 0.6 0.5 0.2 0.21 유리제, 녹갈색, 연주형.

(24) 315-24 281-(28) 1.8 1.7 0.2 7.86 수정제, 투명함.

(25) 315-25 281-(29) 1.2×0.8 1.3 0.3 1.11 토제, 평면형태는타원형, 흑갈색.

(26) 315-26 281-(30) 1.3 1.1 0.3 1.79 토제, 흑갈색.

(27) 315-27 281- 0.7 0.4 0.2 0.36 유리제, 감청색.

(28) 315-28 281- 0.8 0.6 0.3 0.74 유리제, 부식되어흰색을띰.3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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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5. 4호 묘 출토유물(1~28:실제크기, 2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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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정

5) 5호 묘

(1) 유구(도면 316, 사진 282)

S1E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9.5m에 조성되었다. 충전토가 확인되지 않은

토장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31°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 크기는

길이 225㎝, 너비 78㎝, 최대깊이 26㎝이다.  

묘광은 풍화암반토를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바닥은 등고 높은 쪽이 15㎝ 가량

높아 비스듬하다. 내부에는 점성이 매우 강한 갈

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출토된 유

물은없다. 

6) 6호 묘

(1) 유구(도면 317, 사진 282·283)

N0E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2.0m에 조성되었다. 충전토가 확인된 목관묘이

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0.5°E

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 크기는 길이

207㎝, 너비 92㎝, 최대깊이 107㎝이다. 

묘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고, 벽은

서벽을 제외한 3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

었으나, 서벽은 약간 굴곡이있게굴착되었다. 바

닥은 평평하다. 내부에 사질성분이 강한 회색조

의 갈색사질점토가 함몰양상을 보이며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토에전반적으로대부분작은할석립이포함되어있었다.

3231

유물 도면 사진
규격(㎝, g)

설 명
(現)길이 최대폭 무게

315-31 281- 10.0 0.9 13
무두식, 약간변형됨, 신부수화되어부풀었음, 
상·하면에횡방향의목질부착.

315-32 281- (9.4) 1.3 22 무두식, 약간변형됨, 신부휘어짐,
상·하면에횡방향목질부착.

3432

3331

도면 316. 5호 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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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관은 길이 180㎝, 너비 50㎝, 높이 30㎝이다. 충전토는 암적갈색점질토로 이루어져 있고, 충전토는

10~14㎝의비슷한너비로확인되었다. 목관의평면형태는세장한형태이다.  

유물은 목관 내부에서 관정 10점과 충전토 바닥에서 청동숟가락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관정은 충전

토 바로 옆에서 출토되었다. 일부는 바닥에서 약 10㎝ 이상 떠서 노출되었으며, 일부는 바닥에서 확인되

었다. 청동숟가락은 충전토 내부에서 확인되었는데, 술잎이 목관 쪽을 향하고 술자루가 벽쪽을 향하도록

비스듬하게 놓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도면 317. 6호 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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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2) 유물

①~⑩관정

유물 도면 사진
규격(㎝, g)

설 명
(現)길이 최대폭 무게

① 318-1 283-⑤ 10.9 0.9 18 무두식, 약간변형됨, 상·하면에횡·종방향의목질
부착.

② 318-2 283-⑥ 9.2 0.9 8 무두식, 약간변형됨, 상·하면에목질약간부착.

③ 318-3 283-⑦ 8.7 1.5 12 무두식, 부챗살모양으로벌어졌고약간변형됨, 
횡방향의목질이교차되어부착.

④ 318-4 283-⑧ 8.6 1.0 13 무두식, 두부꺾임, 상·하면에횡·종방향의목질부착. 

⑤ 318-5 283-⑨ 7.6 1.7 7 두부근처에철판이결합된형태로추정됨, 
상·하면에횡방향의목질부착.

⑥ 318-6 283-⑩ 7.1 1.1 9 얇은판상이며무두식, 전체적으로휘어짐, 
상·하면에사방향목질부착.

⑦ 318-7 283-⑪ (6.6) 1.1 9 무두식, 약간변형됨, 수화되어부풀었음, 
상·하면에횡방향의목질부착, 

⑧ 318-8 283-⑫ (6.3) 0.8 8 무두식, 약간변형됨, 첨부결실, 
횡방향목질이교차되어부착.

⑨ 318-9 283-⑬ (3.9) 0.5 3 첨부일부만남음, 상·하면에횡방향의목질부착.

⑩ 318-10 283-⑭ (3.8) 0.7 5 신부일부만남음, 횡방향의목질부착.

도면 318. 6호 묘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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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청동숟가락(도면 318-11, 사진 283-⑮)  

술잎일부가결실되었다. 술잎은유엽형이며, 술자루끝단은연미형으로갈라져있다. 술자루는상면이볼

록한 편인데, 끝단으로 갈수록 폭은 넓고, 두께는 얇아진다. 술자루와 술잎의 측면 만곡도는 크게 휘어있다.

길이 29.3㎝, 술자루길이 20.1㎝, 술잎너비 4.0㎝, 무게 26g

7) 7호 묘

(1) 유구(도면 319, 사진 284)

N0E6.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 해발 43.6m

에 조성되었다. 충전토가 확인되지 않은 토장묘이다.

삼국시대 16호 주거지의 중앙부분을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56°E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 크기는 길이

202㎝, 너비 50㎝, 최대깊이 45㎝이다. 묘는 삼국시

대 16호 주거지 내부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

되었다. 벽은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평

평하다. 내부에 삼국시대 주거지 내부토인 목탄이 소

량 함유된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출

토된유물은없다.  

8) 8호 묘

(1) 유구(도면 320, 사진 284·285)

N0E6.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서사면 해발

43.3m에 조성되었다. 내부에서 충전토가 확인된 목

관묘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49°

E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의 크기는 길이

202㎝, 너비 80㎝, 최대깊이 76㎝이다. 

묘는 풍화암반토를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성되었

고, 바닥은 등고 높은 쪽이 10㎝ 가량 높아 비스듬

하다. 목관 내부에는 풍화암반토가 다량 포함된 사

질성분이 강한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가 우측으로 함

몰양상을 보이며 퇴적되어 있었다.  

목관은 길이 173㎝, 너비 45㎝, 높이 20㎝로 낮은 편이다. 목관의 주변을 둘러 충전토가 확인되었는데

15~20㎝로우측이더넓다. 묘광내부시설이나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도면 319. 7호 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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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호 묘

(1) 유구(도면 321, 사진 285)

S1E6.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서사면 해발 41.5m에 조성되었다. 충전토가 확인되지 않은 토장묘이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22°E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의 크기는 길이 208㎝, 너비

66㎝, 최대깊이 36㎝이다. 

묘는 풍화암반토를수직에가깝게굴착하여조성되었고, 바닥은등고높은쪽이 10㎝ 가량높아비스듬하

다. 묘광 내에는사질이다량함유되어점성이거의없고부슬부슬한갈색계통의사질점토가퇴적되어있었

다. 묘광내부시설이나유물은확인되지않았다. 

도면 320. 8호 묘(1/30) 도면 321. 9호 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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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측구부탄요에서 고고지자기법에 의해 연대를 측정한
결과 A.D. 315±15년 또는 A.D. 1250~1310년의
두 가지 연대를 얻었다. 이 중 A.D. 315±15년 연대
는 고고학적인 연대와 유사하며 그 신빙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된다. 주변의 화성 반송리 행장골유적 측구
부탄요 3기 중 2기의 고고지자기연대가 A.D. 320±
20년으로나온것도이를방증한다.(부록4 참조)

5. 가마

1) 측구부탄요

(1) 유구(도면 322, 사진 286)

S2W3.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38.5m에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대부

분 유실되고 바닥 일부만 남아 있다. 잔존 상태로

보아 백탄을 생산하던 측구부탄요(側口附炭窯)112)

로 판단된다. 유구의 장축은 N88.5°W로 등고선

방향과 나란히 축조되었는데, 경사면 아래쪽에서

보았을때전면작업면과연소부가왼쪽, 소성부가

오른쪽에놓이게설치되어있다. 연도부와측면작

업면은유실되어확인되지않았다. 전체크기는잔

존길이 820㎝, 잔존너비 160㎝, 최대깊이 20㎝이

다. 유구는풍화암반토를굴착하여조성되었으며,

소성부벽면은약간비스듬하게굴착되었다. 

전면작업면은 평면이 타원형이고 가마 전체에

서 레벨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크기는 길이

135㎝, 너비 120㎝, 최대깊이는 15㎝이다. 등고

낮은 쪽 일부는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부

는 전면작업면과 연접된 구조로 평면형태는 원형

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크기는 길이 120㎝, 너비

95㎝, 최대깊이 20㎝이다. 연소부에서 소성부로

이어지는 부분은 약한 단이 져 있으며, 연소부와

소성부는 폭이 같다. 소성부의 크기는 잔존길이

555㎝, 너비 100㎝, 깊이 10㎝이다. 내부에는함

몰된 천정구조물로 판단되는 붉은색과 황회색 소

토 덩어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소성부의 상면

도면 322. 측구부탄요(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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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23. 탄요(1/40)

기울기는 5°가량으로 완만하게 높아지도록 굴착되었다. 상면은 미미한 요철이 상당히 심하며, 고열로 인하

여황회색을띠고매우단단하게굳어져있었다. 불의 향을강하게받는북장벽의피열두께는 20㎝가량이

다. 잔존 측구는 3개로 소성부 벽면 맞은편에 위치하며, 80㎝ 가량의 등간격으로 배치되었다. 크기는 길이

35~65㎝, 너비 24~65㎝ 가량이다. 소성부에서 측구로 이어지는 상면은 완만하게 비탈지도록 시설되었으

며, 가장좌측의측구바닥은얕은구덩이가확인된다. 연도부는확인되지않았으며출토된유물은없다.  

2) 탄요

(1) 유구(도면 323, 사진 287)

S1E7. A구역 남사면 동쪽 끝 부분의 말단부 해발 40.9m에 조성되었다. 유구는 흑탄을 생산하던 흑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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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등고 낮은 남쪽 일부가 후대 삭평과 교란으로 인해 유실·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역삼각형에 가깝

다. 장축방향은 N2.5°W로등고선방향과직교하도록설치되었다. 크기는 잔존길이 430㎝, 너비 228㎝, 최

대깊이 66㎝이다. 

탄요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축조된 반지하식으로 연소부는 유실되었으며, 소성부와 배연부만 잔존한

다. 소성부북벽중앙에배연부가위치하며아래로갈수록점차좁아져연소부로이어지는형태이다. 

소성부 크기는 잔존길이 396㎝, 너비 228㎝, 최대깊이 66㎝이다. 벽은 수직으로 굴착되었다. 바닥은 별

다른 시설 없이 생토층이 그대로 이용되었으며, 평평하게 설치되었다. 고열을 받은 양 장벽과 북단벽의 피

열두께는 10㎝정도이다. 벽과 바닥에는검은목탄가루층이얇게잔존한다. 내부에천정부가붕괴되어함몰

된소토덩어리가 15㎝ 가량으로두텁게쌓여있었다. 천정부퇴적층위로는갈색과회갈색계열의사질점토

가뒤섞인채로퇴적되어있었다. 바닥은배연부로갈수록강하게피열되었다. 

배연부는탄요조성시북단벽중앙부분을반타원상으로돌출시켜조성하 다. 크기는길이44㎝, 너비40㎝,

깊이 62㎝로 수직으로 굴착시켰다. 원활한 배연을 위해 소성부 상면보다 5㎝ 가량 더 오목하게 굴착시켰는

데, 고래에 채용되는 개자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성부에서 배연부로 이어지는 바닥 부분에

‘ㅠ’자상으로 석재를 설치하여 연도를 터널식으로 축조한 후 석재의 위를 점성이 강한 흑갈색사질점토를 덮

어 마감하 다. 배연부의 벽면이 강하게 피열된 것으로 보아 따로 이용된 연통부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출토된유물은없다.  

3) 와요

(1) 유구(도면 324, 사진 288)

S1E7. A구역남사면동쪽끝부분의말단부해발 41.3m에조성되었다. 기와를생산하던등요이다. 남쪽

으로 바로 인접하여 흑탄요가 위치한다. 등고 낮은 남쪽의 연소실 상부가 후대 이장갱에 의해 파괴되었다.

현재는 연소부와소성부만남아있다. 평면형태는타원형에가깝다. 장축방향은 N4.5°E로 등고선방향과직

교하도록 설치되었다. 크기는 길이 380㎝, 너비 167㎝, 최대깊이 63㎝이다. 와요는 풍화암반토를 수직으로

굴착하여조성되었으며, 바닥면은경사면을따라급하게높아지도록시설되었다. 

연소부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길이 144㎝, 너비 75㎝, 최대깊이 63㎝이다. 바닥은 완만

하게 상승되며, 고열로 인해 붉게 피열되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연소부와 소성부의 경계는 2단의 계단상

으로이루어져있다. 

소성부평면형태는타원형이며, 크기는길이 240㎝, 너비 167㎝, 최대깊이 40㎝이다. 소성부바닥은 3줄

고래로 이루어져 있다. 크기는 길이 210㎝, 너비 22㎝, 깊이 10㎝ 가량이다. 고래 둑과 소성부의 벽면은 점

토를 5~20㎝가량발라마감하 는데, 고열로인해소결되어회백색을띤다. 고래내부에서목탄이일부검

출되었다. 고래위로판상형할석을조 하게잇대어덮은후그위로기와들이겹겹이얹혀있었다. 기와 상

부에는 천정부가 붕괴되어 함몰된 소토덩어리와적갈색사질점토가혼재되어 있었다. 돌을 달군 열로 기와를

소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이한 유구이다. 배연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비탈면에 조성된 요의 상부가 평평

한것으로보아유실된것으로추정된다. 유물은암키와 2점과, 수키와 7점이출토되었다.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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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암키와(도면 325-1, 사진 289-①) 

상단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청회색(5PB 3/1)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 , 장석

립과세사립이다량섞여있다. 소성은불량하여기면이찌그러졌고, 내·외면에균열이발생하 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사절흔과 포목흔이 남아있다. 포목올수는 10×9이다. 와도흔은 외측으로 최

대전면에걸쳐있는데, 상단으로갈수록폭이좁아진다.  현길이 27.1㎝, 현너비 17.0㎝, 두께 1.8~2.4㎝



480

1

2

도면 325. 와요 출토유물(1/3)



481

②암키와(도면 325-2, 사진 289-②)  

상단 일부만남아있다. 연질이며, 색조는전반적으로회색(N 6/0)이다. 태토에는굵은석 , 장석립과세

사립이 섞여있다. 내·외면에 균열이 발생하 다. 외면에는 유사어골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 포목흔은 일

부에희미하게남아있다. 와도흔은외측으로최대 2/3지점까지있는데, 상단으로갈수록폭이좁아진다.  현

길이 17.7㎝, 현너비 16.9㎝, 두께 1.4~1.8㎝

③수키와(도면 326-1, 사진 289-③)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이지만, 상단부 내외면은 소성도가 낮은 편이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내·외면

이 암청회색(5PB 3/1), 속심은 적회색(5R 5/1)인데, 상단부 내·외면은 회백색(5Y 7/1)이다. 태토에는

굵은석 , 장석립과세사립이다량섞여있다. 소성은 불량하여기면이찌그러졌다. 외면에는사선문이타날

되었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포목올수는 10×10이다. 와도흔은 외측으로 최대 전면에 걸쳐있고,

하단으로갈수록폭이좁아진다.  현길이 21.4㎝, 너비 13.4㎝, 두께 1.0~1.6㎝

④수키와(도면 326-2, 사진 289-④)  

하단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청회색(5PB 3/1)이다.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소성은 불량하여 기면이 약간 찌그러졌고 기포와 균열이 발생하 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타

날되었지만 물손질정면으로 타날흔은 대부분 지워졌다. 내면에는 사절흔과 포목흔이 남아 있으며, 포목올

수는 10×10이다. 와도흔은외측으로최대 2/3지점까지있으며, 하단으로갈수록폭이급격하게좁아진다.

와도흔과하단부내측면근처는물손질로정면하 다.  현길이 15.9㎝, 너비 18.5㎝, 두께 1.4~2.3㎝

⑤수키와(도면 327-1, 사진 289-⑤)  

상단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전반적으로암청회색(5PB 3/1)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 , 장석

립과 세사립이 섞여있다. 소성은 불량하여 기면이 찌그러졌고, 내·외면에 균열이 발생하 다. 외면에는 사

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포목흔과 분할계선으로 볼 수 있는 홈줄이 있다. 포목올수는 10×10이다. 와

도흔은외측으로최대 2/3지점까지남아있다.  현길이 19.8㎝, 너비 14.6㎝, 두께 1.7~1.8㎝

⑥수키와(도면 327-2, 사진 289-⑥)  

상단일부만남아있다. 경질이며, 색조는전반적으로암청회색(5PB 3/1)인데, 속심은적회색(5R 6/1)을

띠고 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립과 세사립이 섞여있다. 소성은 불량하여 기면이 찌그러졌고, 기포가 발생

하 다. 외면에는유사어골문이타날되었고, 내면에는포목흔과합철흔이남아있다. 포목올수는 8×10이다.

와도흔은 외측으로 최대 2/3지점까지 있으며, 상단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진다. 와도흔 근처 좌우에는 분할

계선으로볼수있는홈이보인다.  현길이 22.3㎝, 너비 14.9㎝, 두께 1.1~3.7㎝

⑦수키와(도면 328-1, 사진 289-⑦)  

상단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내·외면이 암청회색(5PB 3/1), 속심은 적회색(5R 5/1)이다.

태토에는 굵은 석 , 장석립과 세사립이 섞여있다. 소성은 불량하여 기면이 찌그러졌고 균열과 기포가 관찰

된다. 외면에는 사선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다. 와도흔은 외측으로 최대 1/2지점까지

있고, 상단으로갈수록좁아진다.  현길이 11.2㎝, 현너비 8.1㎝, 두께 1.2~1.8㎝

⑧수키와(도면 328-2, 사진 289-⑧)  

상단일부만남아있다. 경질이며, 색조는내·외면이암청회색(5PB 3/1), 속심은적회색(5R 5/1)이다. 태

토에는 굵은석 , 장석립과 세사립이다량섞여있다. 소성은 불량하여기면이찌그러졌고, 균열과 기포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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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된다. 외면에는사선문이타날되었고, 내면에는포목흔이남아있다. 포목올수는 9×9이다. 와도흔은외측으

로최대 2/3지점까지있고, 상단으로갈수록좁아진다.  현길이 13.3㎝, 현너비 10.4㎝, 두께 1.9~2.8㎝

⑨수키와(도면 328-3, 사진 289-⑨)  

상단 일부만 남아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청회색(5PB 3/1)인데, 속심 중심부는 적회색(5R

6/1)을띠기도한다. 태토에는굵은석 , 장석립과세사립이섞여있다. 소성은불량하여기면이찌그러졌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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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가발생하 다. 외면에는사선문이타날되었고, 내면에는포목흔과합철흔이남아있다. 포목올수는 8×10이

다. 와도흔은외측으로최대2/3지점까지있으며, 상단으로갈수록폭이좁아진다. 기와의중앙에는 1.2㎝크기

의둥근홈이형성되어있는데, 와공일가능성도있어보인다.  현길이21.3㎝, 너비18.1㎝, 두께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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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가마

(1) 유구(도면 329, 사진 290)

N2E5. A구역 동쪽 부근의 북사면 말단부 해발 약 37.3m에 조성되었다. 삼베를 찌던 삼가마로 판단된

다. 삼가마는 화집과모
ㅎ곳113)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잔존하는 유구는 돌을 달구어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화집

으로 삼을 찌는 부분인모
ㅎ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등고 낮은 북쪽 일부가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었고 78

호 수혈에 의해 동단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74.5°E로 등고

선방향과평행하다. 크기는길이 415㎝, 잔존너비 333㎝, 최대깊이 30㎝이다. 

유구는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되었다. 바닥은 평평한 면을 이룬다.

화집 내부에는 크기가 30~40㎝인 큰 할석과 5㎝ 가량의 작은 할석들로 빼곡이 채워져 있었으며, 할석들은

대부분 검게 그을려 있었다. 할석 틈 사이와 아래는 목탄재가 확인되었다. 삼가마는 땅을 파서 축조된 일회

성 시설이 대부분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열이 발생되더라도 그 화력이

벽과바닥에흔적을남기기는어렵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329. 삼가마(1/40)

113) 임형진, 2009, 「‘삼가마’유구에대한민속학적논증」문화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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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상가옥

1) 1호 고상가옥

(1) 유구(도면 330, 사진 291)

N0W2. A구역 중앙 부근의 정상부 해발 45.1m에 위치한다. 일부 주혈들은 청동기시대 18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실되어 현재는 총 5개의 주혈만 확인되었다. 전체 크기는 길이

866㎝, 너비 266㎝이다. 

주혈들의평면형태는원형과타원형이며, 크기는길이 34~50㎝, 너비 30~40㎝, 깊이 12~42㎝가량이

다. 상단부에 위치하는 1호 주혈과 하단부에 위치하는 3호 주혈은 80㎝ 가량 떨어져 있다. 하단부의 주혈들

은 열상으로 배치되었으며, 90~195㎝ 가량 이격되어 위치한다. 고상가옥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일부 유

실되어 명확하진 않지만, 장방형 내지 방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혈들은 풍화암반토를 거의 수직에 가

깝게굴착하여조성되었다. 바닥은평평한면을이룬다. 내부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2) 2호 고상가옥

(1) 유구(도면 331, 사진 292)

N0W2. A구역 중앙 부근의 남사면 해발 44.4m에 조성되었다. 북쪽으로 1호 고상가옥와 청동기시대 20

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현재는 총 7개의 주혈만 확인되었다. 고상가옥의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장방형으로추정되며, 크기는길이 630㎝, 너비 392㎝이다. 

주혈들의평면형태는원형과타원형이며, 크기는길이 32~46㎝, 너비 30~38㎝, 깊이 14~24㎝가량이

다. 상단부에 1·2·3호, 하단부에 5·6·7호 주혈이 열상으로 배치되었고, 4호 주혈이 우측 중단부에 위

치한다. 상단부 주혈들은 65~200㎝, 하단부는 100㎝ 가량 서로 이격되어위치한다. 상단부와 하단부의주

도면 330. 1호 고상가옥(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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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1. 2호 고상가옥(1/60)

혈들은 110~160㎝가량떨어져위치한다. 

주혈들은 풍화암반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벽은 비

스듬하게 굴착되었으며, 바닥은 오목한 면을 이룬다. 내부

에서출토된유물은없다. 

7. 구상유구

1) 구상유구

(1) 유구(도면 332, 사진 293)

N2W11. A구역 서쪽 끝 부분의 서사면 상단부 해발

37.2m에조성되었다. 방형구상유구에의해동쪽의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장축방향은 N90°E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크기는 길이 890㎝, 너비 280㎝, 

최대깊이 30㎝이다. 길이 방향으로 나누어 약 2/5정도는

폭이 넓고, 나머지 3/5정도는 매우 좁다. 유구는 풍화암반

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고, 내부에는 사질 성분이 강한 갈

색사질점토가퇴적되어있다. 출토된유물은없다. 도면 332. 구상유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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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형 구상유구

(1) 유구(도면 333, 사진 294~296)

N1W10. A구역 능선 서쪽 끝 부분의 정상부 해발 38.0m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1호 주거지와 구상유

구를파괴하고조성되었다. 5개의개별구상유구가모여방형에유사한형태를이뤄방형구상유구로명명하

다. 전체 크기는길이 1,650㎝이고, 너비 1,425㎝이다. 방형 구상유구의중심부에유구가있을것으로예

상하여 평면과 트렌치조사를 병행하 으나, 별 다른 유구를 확인하지 못하 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용도를

파악하기어려우며, 5개의구상유구가각기다른별개의유구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겠다. 

북쪽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N84°W로 동-서 방향이다. 크기는 길이 673㎝, 너

비 184㎝, 최대깊이 35㎝이다. 내부에는 점성이 거의 없고 사질성분이 강한 갈색 계통의 사질토가 퇴적되

어있다. 

동쪽의 평면형태는 장타원이며, 장축방향은 N8°W로 남-북 방향이다. 크기는 길이 735㎝, 너비 248㎝,

최대깊이 32㎝이다. 내부에는점성이약한갈색계통의사질점토가퇴적되어있다. 

남쪽은 중앙 부분이 끊어져 있는데,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N87.5W로 동-서 방향이

다. 크기는 길이 682㎝, 너비 394㎝, 최대깊이 33㎝이다. 바닥은 요철이 있는 편이다. 내부에는 점성이 강

한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내부시설은 우측 구상유구에서 구덩이 1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크기는길이 48㎝, 너비 37㎝, 깊이 10㎝이다.  

서쪽의평면형태는장타원형이다. 청동기시대1호주거지의중앙부와1호구상유구를파괴하고조성되었고,

후대 이장갱에 의해 동쪽 일부가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N13°W로 남-북 방향이다. 크기는 길이 1,016㎝, 

너비 320㎝, 최대깊이 62㎝이다. 크기가 20~50㎝ 가량인 돌들이 중앙부를 중심으로 바닥에 깔려 있었다.

내부에는 점성이 강하지 않은 갈색 계통의 사질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철정, 철촉, 도자가 각 1점씩 확

인되었다. 

(2) 유물

①철정(도면 333-1, 사진 296-⑥) 

서쪽의방형구상유구에서출토되었다. 무두식이며, 두부와신부일부가결실되었다. 두부는꺾여있다. 신

부단면은방형이다.  현길이 9.9㎝, 두부너비 1.1㎝, 무게 19g

②철촉(도면 333-2, 사진 296-⑦)  

서쪽의 방형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유경식 철촉이며, 신부와 슴베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에는 刺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다. 경부와 슴베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10.0㎝, 경부길이

3.9㎝, 경부너비 0.7㎝, 무게 13g

③도자(도면 333-3, 사진 296-⑧)  

서쪽의 방형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신부 일부만 남아있다. 등과 인부가 확인되며, 신부폭은 병부근처

관부쪽으로갈수록폭이넓어지는것으로추정된다.  현길이 7.1㎝, 신부너비 0.8㎝, 무게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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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3. 방형 구상유구(1/80) 및 출토유물(1/2)

1 2

3





8. 지표수습유물

①편인석부(도면 334-8, 사진 298-④)  

표면이박락되어인부의마연흔은관찰되지않지만, 전체적인형태로보아편인석부로추정할수있다. 신

부에도 마연흔은 없지만, 전면이 마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5.9㎝, 너비 2.6㎝, 두께 0.9㎝, 무게

23g

②단경호(도면 334-1, 사진 297-①)  

타날문 단경호로 전체의 1/2가량 남아있어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많이 묻어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백색(5Y 7/1)이다. 기면은 박리가

심하여구연단의형태를정확히파악하는데한계가있으며, 타날흔도많이희미해졌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

연부 내측에는 약하게 凹面이 있다. 구연부 외측에는 점토를 말아 붙여 약간 도톰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경부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되었으나 회전물손질과 박리로 인하여 극히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동체부와 저부

에도 평행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동체의 중·하위부터 저부는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며,

내면에는회전물손질정면흔이일부에남아있다.  復原口徑 12.3㎝, 高 18.5㎝, 底徑 6.8㎝

③고배(도면 334-3, 사진 297-③)  

경질의 고배로 대각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소량의 석·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회색이다. 구연부는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고, 배신외면은회전깎기로정면되었다.  口徑 11.8㎝, 現

高 6.2㎝

④도기 합(도면 334-4, 사진 297-④~⑥)  

뚜껑: 도기 합의뚜껑으로 1/3가량만남아있어도면복원하 다. 연질이며, 태토는운모등세사립이섞인

정선된점토이다. 전반적인색조는흑색이고, 부분적으로탁황등색(10YR 6/4)을 띠기도한다. 속심은 탁황

색(2.5Y 6/4)이다. 배신에는 7줄의 얕은 침선이 돌아가고, 중앙에는 단추형의 꼭지가 부착되었다.  꼭지경

2.4㎝, 高 3.5㎝, 復原口徑 21.8㎝

합: 도기 합의 합신으로 구연부와 동체상부는 1/2정도 결실되었다. 연질이며, 태토는 운모 등 세사립이

섞인정선된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흑색이고, 속심은 탁황색(2.5Y 6/4)이다. 구연부는 내만하고, 구연단

은평평하게성형되었다. 동체상위에는한줄의돌대가돌아가고, 동체중위에는두줄의약한돌대가확인된

다. 동체중위에는세개의판상파수가부착되었고, 파수에는지문과함께물손질정면흔이남아있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으며, 동체상위의내면에는얕은침선이여러줄돌아간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口

徑 20.1㎝, 高 14.9㎝

⑤백자 유병(도면 334-2, 사진 297-②)  

백자 유병으로 구연부는 1/3정도 남아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전면에 회녹

색유약이시유되었으며, 釉面에는빙렬이있다. 외저면과굽은용융상태가불량하여기포가형성되었고, 부

분적으로 유약이 뭉쳐있다. 굽은 내측을 얕게 파내었으며, 가는 모래를 받쳐 번조하 다.  復原口徑 2.8㎝,

高 7.6㎝, 굽경 3.4㎝

⑥백자 접시(도면 334-5, 사진 298-①) 

백자접시로구연부의일부는결실되었다. 태토는소량의세사립이섞인정선된점토로회백색을띤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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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나는담청색유약이굽을제외한기면에시유되었다. 釉面에는빙렬이있고, 외저면에는유약이뭉쳐있

다. 구연부는 약간 일그러져있다. 내저면에는 갈색의 물질이 묻어있고, 기면 전반에 걸쳐 작은 기포와 철반

이 드문드문 관찰된다. 내저면에는 직경 8.6㎝의 원각이 돌아간다. 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남아있고, 굽은

죽절굽이다. 접지면에는 세 군데, 내저면에는 네 군데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이 한 흔적이 남아있다.  口徑

14.0㎝, 高 4.0㎝, 굽경 4.6㎝

⑦백자 대접(도면 334-6, 사진 298-②) 

백자 대접으로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광택이 나는

회녹색 유약이 굽을 제외한 면에 시유되었으며, 일부는 황녹색을 띠기도 한다. 釉面에는 빙렬이 있으며, 외

저면에는 작은 기포가 있다. 내저면에는 직경 6.8㎝의 원각이 돌아가고, 네 군데 태토비짐을 받쳐 포개구이

한흔적이있다.  口徑 17.7㎝, 高 8.7㎝, 굽경 5.4㎝

⑧백자 대접(도면 334-7, 사진 298-③) 

백자대접으로완형이다. 태토는소량의세사립이섞인정선된점토이다. 기면에는광택이나는회황색유

약이 시유되었는데, 시유상태와 용융상태가 양호하다. 내저면에는 철반이 있다. 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고, 내저면에는 직경 6.1㎝의 원각이 돌아간다. 굽은 직립굽에 가까우며, 접지면에 가는 모래

를받쳐번조하 다.  口徑 12.8㎝, 高 6.6㎝, 굽경 5.3㎝

⑨청동숟가락(도면 334-9, 사진 298-⑤) 

일부가부식되었다. 술잎은유엽형이다. 술자루는상면이볼록한편이며, 끝단으로갈수록폭은넓어지고,

두께는 얇아진다. 술자루 끝단에는 蓮峰形의 장식을 달았다. 술자루와 술잎의 측면은 수평에 가깝에 이어진

다.  길이 21.9㎝, 술잎너비 3.6㎝, 술자루길이 12.6㎝, 무게 25g

⑩청동숟가락(도면 334-10, 사진 298-⑥)  

술잎 일부가 결실되었다. 술잎은 유엽형이며, 술날 일부는 사용으로 인해 마모되었다. 술자루와 술잎

의 측면은 수평에 가깝게 이어진다. 술자루는 상면이 볼록한 편인데, 끝단으로 갈수록 폭은 넓어지고, 두

께는 얇아진다. 술자루 끝단은 둥 게 마무리되었다.  길이 23.1㎝, 술잎너비 3.6㎝, 술자루길이 14.2㎝,

무게 2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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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청동기시대 주거지

오산내삼미동유적(세교 2지점)이 입지한곳은해발 45~50m 내외의저평한구릉으로정상부와완만한

사면부에 유구가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A구역(해발 45m)에서 34기, B구역(해발

50m)에서 6기, 총 40기의 주거지와 무문토기가 출토되는 수혈 15기가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주거지에

대한내용만을다루고자한다.

내삼미동유적은比高 10~30m 내외의 구릉성산지로, 筆峯에서동-서방향으로뻗은 3개의 가지구릉중

일부이다. 유적 주변은 서쪽에 烏山川과 합류하는 內三川이 위치하고, 주변 구릉은 100m 이내의 단독구릉

이거나 동-서방향으로 뻗어 있는 구릉들이 있어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조사지역 주변에는 청동기시대 지석묘와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1), 특히 내삼미동 유적은

선사시대 취락의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식수와 경지확보, 접근성이 용이한 지형2)으로 대규모

의취락이확인되었다. 

내삼미동유적은 A구역을중심으로북쪽(세교 1지점3))과 남동쪽(2지점 B구역)에서청동기시대주거지가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A구역을 제외한 양쪽 모두 후대 경작과 건물 건립으로 인해 원 지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유구의빈도가높지않은편이다. 만약 원지형이제대로남아있었다면선사시대유적이위치하기

좋은곳이기때문에대규모의취락이확인되었을가능성이높다.4)

1) 조사지역 인근에는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금암동 지석묘군(제 112호)과 외삼미동 지석묘군(제 211호)이 위치하고 있
고, 이외에도 지곶동ㆍ수청동ㆍ가장동지석묘 등이분포하고 있다. 또한 조사지역 북쪽으로 3~5㎞이내에는 반송리유적과
동학산유적이 위치하며, 남쪽에는 2~5㎞정도 떨어져 세교 2지구 사업지역인 궐동(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11기, 누읍동
(겨레문화유산연구원)에서 6기, 탑동(기호문화재연구원)에서 8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주거지가 확인된
이들유적은유구양상이유사한점을감안할때유적간의시기나성격에대해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東鶴山遺蹟-화성지방산업단지내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華城盤松里靑銅器時代聚落』.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사업내(1~5지점) 유적발굴조사약식보고서』.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오산세교2지구택지개발지구내(6~9지점) 유적시·발굴조사약보고서(6·7·8·9지점)』.
기호문화재연구원, 2011, 『烏山細橋2地區宅地開發地區內遺蹟發掘調査(3구역) 略報告書』. 

2) 박성희의 연구에 의하면 입지유형 분석에서 상대고도가 일상생활의 적합성 및 생산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해발고도보
다유용한자료로판단하여히스토그램을통해比高 40m를기준으로취락입지를‘구릉지형’과‘산지형’으로분류하 다.
이에 따르면 내삼미동 유적(세교 2지점)은 구릉지형 취락으로 분류되며 유적 주변으로 하천이 인접해 있고, 평지와의 고
도차가낮아평지와인접한일상생활에적합한것으로보인다. 
박성희, 2006, 「靑銅器時代聚落類型에대한考察-中西部地域遺蹟을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54. 

3) 세교 1지점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구릉의 서쪽 끝부분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세장방형 4기,
장방형 2기가 조사되었다. 구릉의 크기와 형태가 내삼미동 유적과 유사하지만 유적에 비해 주거지의 빈도수가 낮은 편이
다. 이는 후대에 畜舍 건립과 형질변경으로 인해 서쪽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형이 파괴된 상태로 조사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지점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내부시설은 무시설식노지에 저장공이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구순각목
문+공렬, 공렬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와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동시기에
조성된취락중하나인것으로판단된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 『오산세교택지개발지구내 1지점문화유적발굴조사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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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구

오산내삼미동유적에서확인된주거지의평면형태5)는 파괴가심한 40호주거지를제외하면세장방형, 장

방형, 방형(또는 원형)으로 구분된다. 세장방형주거지는 22기, 장방형주거지는 14기, 방형주거지는 3기로

구분되며, 주거지의 시기폭은 길지 않지만 세장방형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또한

등고선 방향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방형을 제외한 세장방형주거지와 장방형주거지의 장축은 모두 등고

선방향과평행하게조성되어있다.

주거지 배치는 세장방형주거지의 경우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장방형주거지는 정상부와 인

접한 북사면 일부와 남사면에서 확인되며, 방형계주거지는 남사면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길이가 14m

이상인 4·9·22·23·30·33호의 대형 세장방형주거지는일정한간격을두고조성된양상이다. 

4) 도면 3(37쪽)의 구한말 한반도지형에 나타나듯이 내삼미동 유적 A구역을 제외한 세교 1지점과 B구역 지형이 훼손된 것
으로 추정된다. 특히 본 유적의 B구역은 주거지가 모두 중복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A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취락이형성되었을가능성이높다. 

5) 내삼미동유적의청동기시대주거지평면형태는 1~2:1을방형, 2~3:1을장방형, 3:1이상을세장방형으로분류하 다. 
6) 경기 남부지역의 청동기시대 반복 점유 유적에 대한 서길덕의 연구에 의하면 주거지의 변천과정이 7단계로 나뉘는데, 내

삼미동유적은세장방형이성행하는 4~5단계의유적에속한다. 
서길덕, 2010, 「청동기시대반복점유유적에대한재검토-경기남부지역을중심으로-」, 『先史와古代』32, 한국고대학회.

〈도면 1〉내삼미동 유적 청동기시대 단계별 주거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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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내에서 유물 출토양상이나 상호간의 중복양상을 통해 볼 때‘대형 세장방형→(바닥 너비가)축소

된 세장방형→장방형→방형’의 순으로 확인되었다.7) 특히 유구간의 중복양상은 세장방형→(바닥 너비가)

축소된 세장방형(34호→35호), 세장방형→장방형(36호→37호), 장방형→장방형(38호→39호)으로 확인

되었다.8)

세장방형주거지는 2시기에 걸쳐 조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면형태와 더불어 바닥너비의 변화에 따

라분류하 다. 분류에따르면Ⅰ기주거지는바닥너비가 300㎝가 넘으며, 길이는 14m이상인것이대부분

으로 22호와 23호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부를 따라 조성되어 있다(4·18·20·24·27·30·33호). 노지

는 대부분 4~6개가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되었고, 유물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자 문양 등의 복합문은

1~2개정도이고, 주로구순각목문+공렬문양이출토되었다.

7) 연구자들간의 시각차는 있으나 주거지의 규모는 대체로‘대형→소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삼미동 유적도
이와유사한양상이다. 
宮里修, 2005, 「無文土器時代의취락구성-中西部地域의驛三洞類型-」, 『한국고고학보』56.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주거지의편년과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60. 

8) B구역에 조성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사면부에 조성되어 후대 삭평과 주거지간의 중복으로 인해 주거지의 명확한 평면형
태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노지를 중심으로 추정한 바닥너비와 후대 파괴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통해 주거지간의 선후관계
파악이가능하다. 제시된주거지의번호는後代→先代순으로명기하 다. 

세장방형 Ⅰ기 : 30호 주거지 세장방형 Ⅱ기 : 14호 주거지

장방형 : 38호 주거지

<도면 2> 내삼미동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평면형태

송국리유형 : 21호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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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는 정상부 또는 정상부와 인접한 사면부에 조성되어 있고, Ⅰ기와 비교했을 때 전체길이는 대동소이

하지만 바닥너비가 250~300㎝ 내외로 좁아지는 양상이다. 노지는 2~3개가 설치되는데 양 단벽에 치우쳐

서 배치되는 양상이다. 유물은 하향 시문되는 단사선문이 일부 확인되고, 대체로 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

공렬등이출토되고있다.

장방형주거지는 B구역의 38호와 39호 주거지의 중복관계를 통해 최소 2시기에 걸쳐 조 된 것을 알 수

있다. 세장방형주거지와 비교했을 때 길이와 너비가 모두 축소되는 시기이다. 면적이 축소되면서 노지는 중

앙과단벽에 2개가설치되는양상이고, 토기는구순각목문+공렬과공렬이계속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 송국리유형 주거지로 추정되는 것은 3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명확하게 송국리유형 주거지

로 판단되는 것은 21호 주거지이다. 주거지는 하단부가 삭평으로 인해 평면형태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주

거지 중앙부에 노지가 설치되고, 노지를 중심으로 4주식의 주혈이 배치되는 양상은 전형적인 송국리유형

의 유구로 추정된다. 그리고 8호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이고 내부에 노지 1기만 시설된 소형의 주거지

로 이는 인근의 반송리유적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송국리유형의 주거지는 유적 내에서 소수에

불과하다.9)

주거지 내부시설은 無施設式爐址(또는 토광형노지),

주혈, 저장공, 벽구시설, 작업공(또는 작업공간), 상면시

설외성격을알수없는소혈등이확인되었다.10)

노지는 모두 무시설식노지로 주거지 장축선상에 배치

되었는데, 길이에 비례해서 비교적 등간격으로 설치된 양

상이고, 주거지 길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면형태는원형내지타원형이대부분이며, 수혈식

과상면식이혼재되어있다. 수혈식노지의깊이는대략 5

㎝가넘는것으로상면식노지에비해중앙을중심으로매

우 단단하게 소토화되어 있어 주로 취사용으로 사용되었

을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11)

9) 이에 대해송만 은화성반송리유적을제외한화성천천리·반월동, 평택 토진리·칠괴동·소사동·양교리, 안성 만정리
등에서조사된송국리유형주거지숫자는 2~3기로각취락에서송국리유형구성비율이낮은것은경기남부의여러지역
집단들이송국리유형주거문화를선택적으로수용한결과로판단하 다. 
송만 , 2010, 「중부지방청동기시대중기편년의재검토-취락편년을중심으로-」, 『中央考古硏究』제7호, 중앙문화재연구원.

10) 일반적으로 무시설식노지(또는 토광형노지)+주혈+저장공의 요소를 갖춘 주거지의 형태를 역삼동-흔암리유형으로 보
고, 위석식노지+초석+저장공의 요소를 갖춘 주거지의 형태를 가락동유형으로 규정짓는다. 더욱이 이들 구조에 역삼동
유형은 공렬이나 공렬+구순각목문토기가 주로 출토되고, 흔암리유형은 역삼동유형의 토기에 이중구연요소나 단사선문
요소가 첨가되며, 가락동유형은 이중구연과 단사선문 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본 유적에서는 이
러한유형이복합적으로나타나고있어보다근본적인분류가이루어져야될것으로보인다.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조기설정론재고」, 『韓國考古學報』69.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취락구조와사회조직』, 서경문화사. 

11) 노지의 기본적인 기능은 취사, 난방, 조명 등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내부에 상면식과 수혈식 노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상면식 노지만 확인되는 주거지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중앙부만 강하게 소결된 것과 피열흔만 나타나는 것은 기
능을달리했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취사용으로사용하는것은높은화도를필요로하기때문에중앙부가강하게피열
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사진1〉14호주거지저장공출토저부투공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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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宮里 修의 견해에 따르면 저장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거지 내에 설치하는 개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삼미동 유적에서도 뚜렷한 감소 현상은 보이지 않지만 대체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宮里 修,
2005). 

13) 釜慶大學校博物館, 1998, 「Ⅴ. 考察」, 『山淸沙月里環濠遺蹟』.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Ⅴ. 綜合考察」, 『平澤素沙洞遺蹟(Ⅰ)』. 

14) 高麗大學校埋葬文化財硏究所, 2000, 「Ⅴ. 考察」, 『石谷里遺蹟』. 
15) 내삼미동 유적에서 저부투공토기가 출토된 주거지 중 화재로 인해 2차 피열된 점을 제외하면 출토품 대부분이 흑반이나

이물질이부착된예가없고, 파손된토기에구멍을뚫어다른용도로사용된것을확인할수없다. 단편적인예일수도있
으나 14호 주거지출토양상으로보아저부투공토기는저장물의보호및환기와관련된기능적인측면이강한것으로판
단된다. 이에대한내용은서울문화유산연구원의이창엽선생님과겨레문화유산연구원의서길덕선생님의조언을참고하
음을밝힌다. 

16) 일부 주거지에서 주혈로 의심되는 소혈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굴착이 깊지 않으며, 기둥받침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
거가미약하여판단하기어렵다. 

저장공은대부분의주거지에서 3~10개까지확인되는데12), 평면형태는원형이대부분이지만벽면에붙여

설치된 반원형과 타원형도 확인된다. 저장공의 배치형태는 주거지 장벽 또는 단벽에 일렬로 설치하거나 단

벽과 장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저장공은 저장공간의 특성상 노지 반대편에

위치하는것으로보고있지만본유적에서이러한양상역시뚜렷하게나타나고있지않다. 저장공내부에서

토기가출토되는예는화재로폐기된주거지에서확인된다. 특히 14호 주거지의저장공에서저부투공토기가

도치된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저부투공토기의 기능은 단순한 시루로 보거나13) 신앙 및 특수목적으로 투공하

다는견해, 방습이필요한견과류를보관한저장용토기로보는견해14) 등이 있다. 이러한견해중 14호주

거지에서확인된저부투공토기는토기내부에저장물과관련된것은확인되지않았지만출토된양상으로보

아저장공을보호또는환기시키기위한 방법으로추정된다.15) 또한 저장공 안에 토기의 저부 절반정도가묻

혀서정치된상태로출토되는토기도확인되는데, 저장용도로사용한토기 음을알수있다.

주혈은배치형태가일정하지않거나명확하게알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일부주거지에서중앙주혈16)

과 벽가주혈이 확인되었다. 중앙주혈은 19호와 34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고, 벽가주혈은 14호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19호와 34호 주거지의주혈은주거지의중앙장축선상을따라노지주변에깊이 7~15㎝ 크기

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21호 주거지의 경우 후대 삭평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전형적인 송국리유형 주거지의

양상을보이고있는데, 가운데노지를중심으로네모서리에깊이 36~44㎝ 크기의주혈 4기가설치되었다.

14호 주거지에서확인된벽가주혈은일정한간격을두고설치된것은아니지만양장벽을따라확인되는양

상으로보아주혈일가능성이높다.

벽구시설은 9호와 24호 주거지에서확인된다. 벽구의형태는길게연장되거나짧게끊어지는두가지형태

로구분되며, 24호주거지의벽구내에서는주혈로보이는소혈이다수확인되었으나깊게굴착되지는않았다.

작업공(또는 작업공간)은 24호 주거지의 동단벽 가까운 곳에서 미완성 석기가 다량으로 확인되었으며,

완형 석기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석기를 제작하던 공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타 주거지에서

는작업공간으로추정되는부분이거의확인되지않았다.

주거지의 상면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한 주거지와 부분적으로 점토다짐 처리를 한 주거지로 분류된다.

삭평이나 파괴가 심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는 것 외에 대부분의 주거지는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

다. 점토다짐을한주거지는 7· 9·11·20·24·30호주거지가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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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오산 내삼미동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속성표, (  )내용은 추정 및 잔존수치

유구 해발(m) 평면형태
크기(㎝) 바닥 내부시설

화재
출 토 유 물

길이×너비×깊이 너비(㎝) 노지 저장공 주혈 토기 석기
기타 계

1호 38.5 (장방형) 664×(70)×30 · · · ·
2호 39 (장방형) 486×355×19 · · · ·
3호 38.3 (장방형) 578×(158)×18 · · · · 미완성석부 1

4호 38.5 세장방형 1,679×396×87 348 4 5 2 구순각목문공렬토기, 저부 어망추, 7방추차
5호 31 (장방형) 424×(188)×40 (240) 2 1 1 공렬토기 1

6호 42.8 세장방형 1,325×290×65 254 4 3 · 무문토기 석검, 석부, 편인석부, 7석도, 찰절석기
7호 41.4 (장방형) 434×(184)×22 (230) 1 1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저부 편인석부, 지석 4
8호 43.4 (방형) (387)×362×70 · 1 1 1 저부 2
9호 44.7 세장방형 1,562×324×70 304 2 5 ·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저부 석촉, 지석, 석부, 용도미상석기 6
10호 45.2 (방형) 430×(202)×18 · · · · 저부 석부 2
11호 45.8 세장방형 1,430×308×45 289 3 6 · 구순각목문토기, 공렬토기, 저부 석검, 지석 6
12호 45.2 세장방형 854×(226)×38 (260) 1 · · 무문토기 1

13호 45.9 세장방형 964×270×49 258 2 6 · 구순각목단사선문공렬토기, 석촉, 석도 방추차 10구순각목문공렬토기, 저부
구순각목단사선문공렬토기, 

14호 45.9 세장방형 1,029×322×55 288 4 8 14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공렬토기,  석촉, 지석, 석부 곡옥 31구순각목문토기, 호형토기, 
발형토기, 옹형토기

15호 45.5 세장방형 (993)×292×39 300 4 4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공렬토기,
호형토기, 저부 어망추 7

16호 41.8 (장방형) (254)×(216)×49 (290) 1 · · 저부 3
17호 41.5 세장방형 886×332×81 316 2 6 ·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저부 석촉, 지석 5
18호 45.2 세장방형 1,382×330×38 296 4 1 · 구순각목문완, 완, 호형토기 석촉, 편인석부, 지석 방추차 12

19호 45.3 세장방형 956×332×54 293 2 4 3 저부 석촉, 석부, 편인석부, 어망추 11미완성석기, 망치돌, 지석

20호 44.7 세장방형 1,414×334×38 318 3 6 ·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발형토기,
옹형토기, 저부 방추차, 지석, 찰절석기 방추차 11

21호 42.5 (방형) (518)×(344)×60 (560) 1 1 4 저부 석촉 어망추 3
22호 40.3 (세장방형) (1,450)×(216)×39 (290) 5 1 · 구순각목문토기, 무문토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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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해발(m) 평면형태
크기(㎝) 바닥 내부시설

화재
출 토 유 물

길이×너비×깊이 너비(㎝) 노지 저장공 주혈 토기 석기
기타 계

23호 43 (세장방형) (1,408)×(252)×48 (290) 4 3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저부 미완성석검, 석부, 지석,
용도미상석기, 고석 9

이중구연단사선문공렬토기, 방추차, 석부, 편인석부,

24호 44.8 (세장방형) (1,486)×352×52 318 4 10 ·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주상편인석부, 석도, 지석, 방추차 54구순각목문토기, 공렬토기, 찍개, 갈판,
적색마연토기, 호형토기, 완 용도미상석기, 석재

25호 45.3 (장방형) (708)×(242)×16 (240) 2 · · 용도미상석기 1
26호 44.6 (장방형) (890)×(186)×32 (290) 2 1 · 저 부 1

27호 45.4 세장방형 1,431×373×50 338 4 14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무문토기 편인석부, 석도, 갈판, 석재 방추차,
천공구 14

이중구연공렬토기, 구순각목문
28호 43.9 세장방형 1,292×304×66 272 2 9 · ○ 공렬토기, 단사선문공렬토기, 석촉, 석부, 지석, 갈판 19

공렬토기, 저부

29호 44.3 장방형 762×300×50 274 4 3 ·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발형토기, 옹형토기 3

구순각목단사선문공렬토기,
단사선문호형토기, 

구순각목단사선문호형토기, 석촉, 석도, 석부,
30호 44.3 세장방형 2,242×332×44 324 6 5 · ○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편인석부, 원반형석기, 방추차 80구순각목문공렬토기, 공렬토기, 보습, 용도미상석기, 지석,

구순각목문토기, 대형호, 갈판, 망치돌, 석재
호, 호형토기, 구순각목문완, 발, 
옹, 흑색마연대부옹, 대부옹

31호 44.1 장방형 1,016×352×46 288 2 3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대부완, 저부 석촉, 석창, 방추차,
지석, 갈판 15

32호 39.7 (장방형) 494×(186)×18 (260) 1 3 · ○
33호 44.5 세장방형 (2,111)×342×94 322 6 12 · 구순각목문공렬토기 석촉, 석검, 편인석부, 석도 방추차 7
34호 50.9 세장방형 960×306×66 270 3 5 3 ○ 호형토기 석도, 지석 4
35호 50.9 (세장방형) (234)×(238)×28 (292) 1 3 · 저 부 1
36호 49.3 장방형 694×(268)×68 (280) 2 3 · 저 부 석촉, 미완성석기 7
37호 49.6 (세장방형) (1,124)×(304)×62 (300) 1 · · 저 부 방추차, 미완성석기, 지석 5
38호 47.4 장방형 834×302×103 252 3 5 · 공렬토기, 저부 석도, 미완성석기 7
39호 47.2 (장방형) 620×(238)×55 (304) 3 1 · 방추차, 석촉 2
40호 45.3 ? (306)×(336)×19 (34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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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및 편년

유물은 토기, 석기, 옥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의 기형은 호형토기, 발형토기가 대부분이고, 문양은 주로

구연부와 동체부에 구순각목문, 구순각목문+공렬, 공렬, 단사선이 시문되어 있거나 무문양이 확인되며, 저

부투공토기도일부확인되었다. 

토기문양요소는흔암리식으로분류된‘복합문’이세장방형주거지Ⅰ기(24·30호주거지)에서이중구연이

거나이중구연의요소가사라지고구순부直下에단사선문이시문되어있거나17), 구순각목문+공렬등과결합

되어 단사선문이 下向 시문화 되어 있다. 이후 세장방형주거지 Ⅱ기(13·14호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이 사

라지고구순각목문+공렬에단사선문, 사격자문이下向되고있는양상이다. 하지만 세장방형주거지에서이중

구연과복합문요소를가진토기는소량이고대부분구순각목문+공렬이확인되고있는점을볼때복합문양

상은사라지고구순각목문+공렬로대체되고있는것과같은양상으로볼수있다. 이후장방형단계의주거지

에서출토된토기의개체수나문양요소가부족한점이다소아쉬운상태이지만큰틀에서토기문양의변화상

은앞서언급한주거지평면형태변천양상과함께일반적인학계의의견과일치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17) 이중구연토기의제작기법은소멸하지만흔적이남거나‘×’문양또는단사선문이동체부에시문되기도하며, ‘×’문양은
전기중반의사격자문이퇴화된양식으로추정하고있다. 
서길덕, 2008, 「Ⅴ. 고찰-3)편년적 검토」, 『수원 이목동유적-골프연습장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정 시굴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이중구연 단사선문 공렬(24호)

구순각목 단사선문 공렬(13호) 구순각목 단사선문 공렬(14호) 이중구연 공렬(28호)

구순각목 단사선문 공렬(30호) 이중구연 단사선문(30호)

<도면 3> 내삼미동 유적 출토 복합문 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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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내삼미동 유적 출토 석기류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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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15·19·21·31호 주거지에서는 어망추가 출토되었는데, 조사지역 남쪽으로 약 1㎞ 떨어진 곳

에 烏山川이 위치하고, 지형적인 변화가 있기 전 조사지역과 인접하여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內三川이 있었

음을감안할때漁撈와관련된유물이출토되는것은당연하지만주거지수량에비해빈도가미약한편이다. 

석기는 석도, 석검, 석부, 석촉, 지석, 갈돌, 갈판, 석창, 천공구, 방추차, 석재가공품과 옥 등이 다양하게

확인되지만 미완성 석재가공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석→석부→석촉→석도→갈판→석착→석검’순

의비중을보이고있다. 

석검은 이단병식 석검(6호), 혈구가 확인되는 석검편(11·23호), 이단병식의 석검의 재가공품으로 추정

되는 석기(33호)가 확인되었는데, 구순각목문+공렬토기가 출토되는 세장방형주거지가 성행하는 단계에서

만확인되고있다. 

석촉은 無莖式, 二段莖式, 有莖式 등이 출토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석촉은 이른 시기에 삼각만입촉과 이단

경촉의 비율이 높다가 늦은 시기로 갈수록 삼각만입촉의 비율이 줄고, 이후 이단경촉의 비율이 줄어 일단경

촉위주로변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18) 

석도는 魚形, 櫛形, 長舟形이 출토되었는데, 석도의 평면형태는전기에어형, 즐형, 장주형의 비율이높다

가후기로갈수록短舟形(半月形)의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보고있다.

석부는 주상편인석부, 합인석부와 편인석부가 출토되었고, 일부 석재가공품 중에 석부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지만명확하지않다. 유적은구릉성취락으로주로벌채석부가다수출토되는것으로보아火田경작

을포함한밭농사가중심19)이었을것으로추정되지만유적이입지한지형적인성격상구릉과접하는평지또

는 계곡에 水田경작을 하기에 유리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지조건 때문에 시굴조사 당시 지도위원들의

의견에따라세교 1·2지점사이의곡간부에대해추가조사를실시하 으나농경과관련된유구는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유적에서출토되는석기의양상을살펴보면농경관련도구인석도와석부, 鼓石 등이확인되

고 있어 농경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20), 농경이 보편화 되었더라도 여전히 수렵에 의존하

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어망추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것을 감안하면 유적의 입지상 어로활동과

함께농경·수렵을병행하 던것으로보인다. 

이와 더불어유적의주거지에대한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14호와 17호주거지(세장방형주거지Ⅱ

기) 바닥에서수습된목탄의 AMS 측정값이기원전 10~9세기 정도로나타나고, 고고지자기측정결과에있

어서도 9호와 30호 주거지(세장방형주거지 Ⅰ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절대연대21)

상의 중심연대를 기원전 10세기 정도로 봐도 무방하다.22) 이는 연구자들의 분기설정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18) 안재호, 1992, 「松菊里類型의檢討」, 『嶺南考古學報』11. 
송만 , 1995, 『中期無文土器時代文化의編年과性格』, 숭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손준호, 2003, 『韓半島靑銅器時代磨製石器硏究』,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74~75쪽. 

19) 안재호, 2000, 「韓國農耕社會의成立」, 『韓國考古學報』43. 
20) 농경과 관련된 석도와 석부가 출토되었더라도 이들 유물만 가지고 농경과 관련지을 수는 없으며, 특히 경기지역에서 청

동기시대취락이확인된유적주변에서농경과관련된유구가확인되고있지않는점은앞으로더검토해야할사항이다. 
21) 절대연대에대한내용은부록에수록되어있다. 
22) 송만 은평택소사동유적의탄소연대를참고하여전기후반인기원전 11~10세기의유구내부에서퇴화된흔암리식토

기와 함께 구순각목문+공렬토기, 공렬토기가 공반하는 것으로 분류하 다. 내삼미동 유적의 주거지 평면형태와 출토되
는토기문양, 그리고탄소연대와고고지자기등의절대편년에서기존의연구결과와동일한결과가나타나고있다. 
송만 , 2010, 「중부지방청동기시대중기편년의재검토-취락편년을중심으로-」, 『中央考古硏究』제7호, 중앙문화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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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김권중, 2010, 「청동기시대 중부지방의 시·공간적 정체성」, 『중부지방 고고학의 시·공간적 정체성(Ⅰ)』, 2010년 중부
고고학회정기학술대회. 
이형원, 2010, 「청동기시대 조기설정과송국리유형형성논쟁에대한비판적검토-2000년대 이후 경기지역발굴성과를
중심으로-」, 『고고학』9-2호, 중부고고학회. 

24) 송만 , 2010, 「중부지방청동기시대중기편년의재검토-취락편년을중심으로-」, 『中央考古硏究』제7호, 중앙문화재연구원. 

전기 중반23) 또는 후반24)의 세장방형주거지가 성행하는 단계의 유적으로 퇴화된 이중구연 단사선문 요소와

구순각목문+공렬 요소가 결합되거나 공반되어 나타나고, 이후에는 복합문 요소가 사라지고 주로 구순각목

문+공렬로 대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석기류에서도 세장방형주거지와 부합되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것으로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오산 내삼미동 유적은 최소 네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점유되었고, 특히 세장방형주거

지는큰시기차가존재하지않지만대략기원전 10~9세기에조 된것으로주거지상대서열은‘세장방형→

(바닥너비가)축소된세장방형→장방형→방형(송국리유형주거지)’의변화를보이고있다. 이러한양상은경

기지역에서일반적으로보이는청동기시대주거변천양상의범주에벗어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오승열)

유 구 역연교정용연대 C연대 C연대를역연대로
(yrBP±1σ) (yrBP±1σ) 교정한연대범위

14호주거지 2764±21 2765±20
976BC(10.6%)952BC
947BC(84.8%)836BC

17호주거지 2752±21 2750±20
971BC(3.1%)960BC
935BC(92.3%)832BC

<표 2> 청동기시대 주거지내 목탄 AMS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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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국시대

1) 주거지

오산 내삼미동 유적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와 완만한 경사면에서 모두 31기가 조사

되었다. 큰 구릉인 A구역에서 24기, 작은 구릉인 B구역에서 7기가 확인되었다. A구역에서 확인된 1호와 2

호주거지는삼국시대신라주거지로추정되며, 나머지 29기는모두삼국시대백제주거지로판단된다.

삼국시대주거지는모두중복없이조사되었다. A구역에조성된백제주거지대부분은구릉정상부와남사

면을 중심으로 해발 26~45m에 고르게 분포하며, 북사면의 상단부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정상부의 3·

5·7·12호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B구역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

와 완만한 경사면을 중심으로 해발 45~50m에 고르게 분포한다. 사면부에 위치하는 주거지들은 지형의 후

대 삭평으로 인해 등고 낮은 쪽 벽 대부분이 유실되었으며, 수혈과 근래 형성된 교란 구덩이에 의해 파괴되

어전체적으로잔존상태가매우불량하다. 31기 중잔존상태가불량한주거지는 26기이고양호한주거지는

정상부에조성된것들을포함해모두 5기정도에불과하다.

분포 양상은 큰 구릉 서쪽 끝 부분의 말단부에 조성된 1·2호 신라주거지가 백제주거지들과는 상당한 거

리를 두고 위치한다. 잔존 상태가 불량하여 명확하진 않지만 평면형태 장방형의 크기가 큰 주거지들은 A구

역 구릉 중앙의 정상부에 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정상부와 남사면을 중심으로 분

포하나, 구릉을 폭 넓게 이용하고 있어 규칙적인 배치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A구역 동쪽 끝 부분의

남사면에 집되어 조성된 주거지 내부에서는 철도, 철모, 철촉 등의 무기류가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들 주

거지대부분은화재로인해폐기된공통적인특징을나타낸다. 

신라주거지 1·2호는백제주거지들과는입지, 평면형태, 크기, 유물상에서다른차이점이간취된다. 하지

만 구조적으로 백제주거지와 같은 쪽구들25)이 설치된 가장 큰 공통점이 확인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동

일 구릉에서 확인된 다른 시기의 주거지가 유사한 평면형태와 동일한 내부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두

시기의주거지가근접한시기에조 되었음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근거가될수있다.

이 에서는삼국시대주거지의평면형태와내부시설, 유물에대해간략히살펴보았다.

(1) 평면형태

오산 내삼미동 유적 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철자형의 세 가지 형태가 확인되었다.

구릉 정상부 평탄면과 완만한 사면부에 조성된 일부 주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거지는 절반 이상 유실

되어 잔존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 평면형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주거지는 1·2·

4·5·16호 5기 뿐이다. 1호와 2호 주거지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크기는 등고 높은 쪽 한 변의 길이가

360~400㎝ 가량이다. 4·5·16 주거지는 평면형태 장방형으로 등고와 직교하는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크기는 길이 550~600㎝, 너비 400~500㎝ 가량으로 1·2호 주거지 보다는 크다. 이 중 5호 주거지 평면

25) 터널형노지로불리기도하나여기서는쪽구들이란용어를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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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나, 남북 양 단벽이 弧狀으로 육각형을 띠어 정상부 인근의 장방형 주거지들과는 다

른 차이점이 간취된다. 잔존 상태가 불량한 대부분의 주거지들은 사면 하단부가 유실되어 그 전형을 파악할

순 없지만 잔존 형태와 내부시설의 위치로 미루어 보아 크게 방형 내지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벗어나지는 않

을것으로추정된다.

A구역 동쪽 구릉 하단의 완만한 경사면에서 평면형태 철자형의 14호 주거지가 1기가 확인되었다. 14호

주거지는 화재주거지로 조사된 삼국시대 주거지 가운데 유일하게 출입구를 갖추고 있다. 등고 낮은 남벽이

유실되었으나 출입구는 남아있다. 출입구를 포함한 전체 크기는 길이 676㎝, 잔존 너비 301㎝로 주거지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등고선과 나란하며 출입구는 동쪽이다. 출입구 맞은편 벽에

서쪽구들이확인되었다. 유물은고배와호등의토기와철겸, 철촉, 철모 등의철기, 금제이식 1쌍이출토되

었다. 

한편 14호 주거지는 화성 발안리 유적26)에서 확인된 28호와 29호 철자형 주거지와 비교 가능하다. 크기

는 길이 600~700㎝, 너비 500㎝ 가량으로 내삼미동 유적의 14호 철자형 주거지와 유사하나 내부시설과

유물상에서의 차이점이 간취된다. 발안리 유적은 부뚜막이 이용되고 4주식이 확인되었으나, 14호 주거지는

쪽구들이 설치되었고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상에서도 전자는 장란형토기와 심발형토기가 주를 이루

나, 후자는 고배와 금제이식 등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발안리 유적 28·29호 철자형 주거지 보다는 시기적

으로후행하는것으로판단된다. 원삼국시대부터나타나는철자형주거지는내삼미동유적에서확인된 14호

주거지를통해볼때, 삼국시대늦은시기까지존속하는것으로생각된다. 

(2) 내부 시설

내삼미동유적삼국시대주거지에서확인된내부시설은쪽구들과저장혈등이확인되었다. 쪽구들은주거

지 조성 시 미리 기획된 상태에서 쪽구들 부분이 벽과 잇대어 바닥보다 얕게 단이 지도록 굴착된 후 아궁이

와 고래만 추가로 굴착하여 조성되었다. 주로 기반암풍화토를 이용하여 시설된 쪽구들은 최근까지 확인된

원삼국~삼국시대 쪽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오산 내삼미동 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구조이다. 기존

의쪽구들보다는시설이용이하며보다발전된형태의취사+난방시설로판단된다. 

내삼미동 유적에서 쪽구들이 확인된 주거지는 총 31기 중 21기이다. 나머지 10기 중 9·10·17·24·

31호 주거지 5기는 유실로인해쪽구들중상대적으로등고높은곳에위치하는부분은모두유실되고아궁

이만 잔존한다. 6·8·12·13·23호 주거지는 쪽구들이 원래 없었거나 삭평이 심해 대부분 유실된 경우로

쪽구들이전혀확인되지않는다. 

定型으로 판단되는 5호 주거지 쪽구들은 등고 높은 북단벽에 조성되었다. 아궁이·고래·덮개돌·개자

리·배연부로이루어졌는데, 아궁이가중앙에위치하고고래가오른쪽으로향한다. 크기는길이 180~380㎝,

쪽구들

26)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華城發安里마을遺蹟』.



너비 100~170㎝ 가량으로주거지크기와연동하는것으로판단된다. 대부분 고래형태와개자리의유무에

서 차이점이 확인된다. 21기의 쪽구들은 공통적으로 경사면 아래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두 등고와 평행하

는 경사 높은 쪽 벽과 등고와 직교하는 좌·우측 벽에 위치하며 등고 낮은 쪽 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한 아궁이가 위치하는 곳에서 모두 우측으로 90°가량 꺾여 고래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대다수의 공통적

인특징으로미루어보아아궁이만잔존하는주거지 5기의쪽구들위치를추정할수있다. 

쪽구들은 등고선 방향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된 것(Ⅰ형)과

직교하는 것(Ⅱ형)이다. Ⅰ형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등고 낮은 쪽 벽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고 높은

쪽 벽에만 위치한다. 모두 주거지의 우상단 모서리 부분에서 배연된다. Ⅱ형은 쪽구들의 위치에 따라 세 가

지형태로세분할수있다. Ⅱa형은 좌측벽에위치하고아궁이가벽의중앙부에있으며모두좌상단모서리

부분에서배연된다. Ⅱb형은우측벽에위치하고아궁이가벽의중앙부에있으며모두우하단모서리부분에

서배연된다. Ⅱc형은 11호 주거지에서만확인되었는데쪽구들이좌측에위치해Ⅱa형과유사하나아궁이가

벽의아래쪽에있어좌측벽중앙에서배연되는유일한구조이다.

Ⅰ형은 2·3·5·7·16·18·19·22·27·28·29·29·30호 주거지가 해당되며 모두 13기이다.

아궁이만 잔존하는 것 중에서 12·13·17·31호 주거지의 쪽구들도 Ⅰ형에 포함될 수 있다. 모두 17기로

26기의 쪽구들을 갖춘 주거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65%)을 차지한다. Ⅱa형은 14·15·20·21·

25·26호 주거지가 해당되며 모두 6기(23%)이다. Ⅱb형은 1·4호 주거지가 해당되며 모두 2기로 소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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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내삼미동 유적 삼국시대 주거지 쪽구들 형태

Ⅰ형
Ⅱ형

Ⅱa

삼국 26호 주거지삼국 5호 주거지 삼국 4호 주거지 삼국 11호 주거지

Ⅱb Ⅱ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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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구들 구조 중 아궁이27)는 Ⅱc형을 제외하면 모두 쪽구들이 위치하는 벽면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평면형

태는 대부분 원형과 타원형 두 가지로 대별된다. 크기는 원형이 직경 40~90㎝, 타원형은 길이 50~90㎝

가량으로 쪽구들 전체 크기와는 무관하다. 대부분은 고래로 갈수록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굴토되었으나일부

는 주거지 상면보다 3~6㎝ 가량 더 깊게 굴착된 경우도 확인된다. 봇돌은 아궁이의 양 측면을 지탱하는 기

둥돌로일부는한쪽에서만확인되는경우도있다. 주로 장방형할석이이용되었으며바닥을얕게파서박아

고정시켰다. 일부는봇돌의뒷부분을점토로보강한경우도확인된다. 바닥 중앙부에서약간위쪽으로치우

쳐고래와연결되는부분에위치하는세장방형할석도봇돌과같이바닥을얕게파서박아고정시켰다. 내삼

미동 유적의 이 할석들은 확인된 위치가 고래 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어 봇돌 사이에 솥을 받치는 용도(지

각)28)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4호 주거지 아궁이에서 확인된 봉상으로 돌출된 기반암풍화토는 솥을

받치기에는 그 강도가 약할뿐더러 봇돌 쪽으로 치우쳐 위치한다. 솥받침의 용도 보다는 토기전면에 고른 열

을전달하고고래로진입하는열기를더욱증가시키는역할을했을것으로판단된다. 

고래는 한 줄 고래와 두 줄 고래로 대별된다. 고래가 확인되는 21기 주거지 중 한 줄 고래는 16기이며,

두 줄 고래는 5기으로 한 줄 고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Ⅰ형과 Ⅱ형 모두에서 두 가지의 고래가 모두 고르

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쪽구들 형태에 따른 고래의 줄 수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가지 고래29)는 주 고래

에 직교하여 여러 개가 설치되는데, 덮개돌 전체에 고른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 쪽이 서로 엇

갈리도록 시설된 독특한 형태이다. 가지 고래 또한 고래 형태와 마찬가지로 Ⅰ형과 Ⅱ형에서 모두 확인되어

유형에따른정형성은없다.

개자리는 배연부 바로 아래에 위치해 원활한 배연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유형의 쪽구들에서 모두

확인된다. 배연부는 11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거지의 모서리에서 배연된다. 11호 주거지는 장벽

중앙에서배연되는유일한구조로다른형태의쪽구들주거지와는시기차를가질것으로판단된다.

고래와쪽구들상부를구성하는덮개돌은장방형에가까운얇은할석을이용하 다. 고래 위로열기가새

어나가지 못하도록 서로 잇대어 조 하게 덮어 놓았는데, 점토를 바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래를 지

나가는열기의상면으로함축시킨열을지속적으로방출해난방효과를극대화하는쪽구들의핵심이다.

저장혈은 일부 주거지에서 확인되는데, 쪽구들 부근의 벽과 인접하여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과 원

형으로내부에서토기편이주로출토되었고, 완형의토기가확인된예는없다. 19호 주거지의경우는바닥을

2~3㎝정도얕게파서토기를고정시킨흔적이확인되었다. (이동훈)

저장혈

27) ‘불을 피울 때 공기와 연료를 공급하고 불을 잘 타게 하기위한 부지깽이의 사용통로이며 나무를 넣는 입구’로 정의될 수
있으며, 부뚜막 함몰토, 솥걸이와 솥받침 등의 취사와 관련된 구체적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아궁이로 한정하여
명명하 다.
정상석, 2006, 「부뚜막부 쪽구들 구조분석과 조사방법에 대한 일고찰 - 원삼국시대 발안주거지 조사 예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창간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8) 상부의솥을받쳐주는역할
29) 오산내삼미동유적에서처음으로확인되는시설로나뭇가지와유사한형태를띠어가지고래로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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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오산 내삼미동 유적 삼국시대 주거지 속성표, (  )내용은 추정 및 잔존수치

평면
형태

속성

주거지

규모(㎝)
쪽구들 아궁이 고래 개자리

전체규모(㎝) 속성 속성 속성규모(㎝) 규모(㎝)규모(㎝)

길이 길이 길이 길이 너비 줄 가지 길이 너비 깊이최대
길이너비 형태

형태
배연부
돌출길이

저장혈 소혈

봇돌깊이너비 높이 위치 덮개돌너비 최대
길이

1호 방형 400 371 49 211 106 19~24 동벽(우) x
2호 방형 364 312 38 342 154 17~28 북벽(위) x
3호 (장방형) (585) 492 52 286 134 26~52 북벽(위) o
4호 장방형 604 500 58 262 132 4~12 동벽(우) o
5호 장방형 602 412 38 266 139 24~48 북벽(위) o
6호 방형 308 298 28
7호 (장방형) (498) 398 40 266 127 40~57 북벽(위) o
8호 방형 (668) 552 47
9호 (장)방형 (201) (149) 7 북벽(위)
10호 (장)방형 (470) (283) 46 북벽(위) x
11호 (장방형) (556) 454 64 338 126 17~21 서벽(좌) x
12호 (장)방형 (296) 442 42
13호 (장)방형 (278) (232) 20
14호 철자형 676 (301) 37 188 104 32~40 서벽(좌) x
15호 (장)방형 (205) (244) 35 210 106 28~47 동벽(좌) o
16호 장방형 554 422 25 270 115 38~40 북벽(위) x
17호 (장)방형 (302) (276) 22 (62) (44) 북벽(위) x
18호 (장)방형 (224) 455 52 213 114 (14)~36 북벽(위) o
19호 (장)방형 (195) 428 29 230 127 (14)~44 북벽(위) o
20호 (장)방형 (270) 578 23 240 72 (15)~18 서벽(좌) x
21호 (장)방형 (272) (366) 52 206 62 32~(35) 서벽(좌) x
22호 (장)방형 (202) 404 22 182 98 26~44 북벽(위) o
23호 ? (166) 270 14
24호 (장)방형 (378) (572) 70 북벽(우)
25호 (장)방형 (446) 626 45 354 138 52~60 동벽(좌) o
26호 (장)방형 (498) (394) 40 378 160 36~40 동벽(좌) o
27호 (장)방형 (291) 464 30 267 167 26~38 북서벽(위) o
28호 (장)방형 (184) 430 25 243 139 17~22 북서벽(위) o
29호 (장)방형 (130) (252) 19 217 94 23~(36) 북벽(위) o
30호 (장)방형 (124) 306 38 187 99 14~34 서벽(위) o
31호 (장)방형 (402) (210) 10 (154) (83) 동벽(우) x

82 65 3 타원형 x 141 27 23 1 x 1 2
76 66 3 타원형 o좌 290 46 28 1 x 2 3
70 62 원형 o 180 26 21 2 x 25 25 (30) 원형 8
70 60 6 타원형 o우 176 54 10 1 x 7 1
76 61 2 타원형 o 214 36 28 1 o 30 22 42 타원형 19

2
64 41 타원형 o 210 22 14 1 28 20 22 타원형

1 6
1

타원형 x 2
96 90 원형 x 202 32 6 2 x 25 23 48 타원형 10

1 2
76 50 타원형 o우 128 39 17 1 o 27 25 24 원형 21 1
57 41 타원형 x (107) 16 2 2 x 31 29 23 원형 7 1
72 46 6 타원형 o 214 36 28 1 o 20
45 49 원형 x 3
66 62 원형 o좌 156 27 18 1 o 6 1 3
82 67 원형 o우 106 20 22 2 o 47 27 32 원형 5 2
42 48 원형 x 198 30 5 1 x
40 40 원형 o우 166 32 7 1 o 2
70 44 타원형 o 116 40 20 1 x 11

90 60 타원형 o
50 64 타원형 o 280 32 26 1 x 22 20 36 원형 18 2 6
76 62 타원형 o 290 78 25 1 o 48
70 63 타원형 o 203 32 18 1 x 6 2
81 53 타원형 o 178 24 12 2 x 8
47 50 원형 x 178 24 12 1 x
57 46 원형 x 140 28 14 1 x 9
76 48 타원형 o (37) 31 1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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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기

오산 내삼미동 유적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유물은 주거지와 수혈, 석곽묘, 석실묘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

는 31기가 조사되었으며, 1호와 2호 주거지에서는 신라토기가 출토되었고, 나머지는 백제토기가 출토되었

다.30) 수혈은 100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신라토기는 65·66·100호 수혈에서, 백제토기는 69·70·

74·76·80·8231)·83·85·86·87·89·94호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석곽묘와 석실묘는 7기가 조사되

었는데, 유물이출토되지않은 1, 3호를제외하면모두신라토기가출토되었다.

보고서에 수록된 백제토기는 138점(주거지 출토-115점, 수혈 출토-23점)이고, 철기는 66점(주거지 출

토-51점, 수혈 출토-15점), 석기는 12점이 있다. 이 외 방추차와 구슬, 백제기와도 확인되었다. 보고서에는

유구 내 수습유물 가운데 기형복원이 가능한 개체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록하 다. 이 에서는 토기를 중

심으로기종과제작방법등과관련하여관찰되는몇몇특징들에대해살펴보기로하겠다.  

(1) 백제토기

백제토기는 신라주거지로 판단되는 1호와 2호를 제외한 3~31호 주거지와 12기의 수혈(69·70·74·

76·80·82·83·85·86·87·89·94호)에서 출토되었다.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를 비롯하여 동이,

시루, 대호, 직구단경호, 광구장경호, 광구단경호, 장동호, 고배 등의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를 차지

하는 기종은 단경호를 비롯한 호 종류(26.8%)와 심발형토기(13.7%)와 고배(13.7%), 장란형토기(13%)

이며, 파수부발, 대부배, 광구소호, 광구단경호는각각 1점씩출토되었다. 

출토된 백제토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단경호를 비롯한 호 종류는 대부분 경질이며, 평행선문과

격자문이타날되었다. 평행선문과격자타날두종류가혼용되어나타나는예는없으며, 타날 후 침선을돌린

예는 13호와 16호 주거지의 단경호에서만 보인다. 저장용기로 사용된 대호나 대옹의 경우는 평행선문 타날

보다 격자문 타날의 비율이 더 높다. 대형토기 또한 대부분 경질이며 와질소성인 13호 주거지 출토품에서는

점토띠를 쌓아 올리면서 성형한 흔적이 관찰된다. 그리고 바닥이나 외저면에 음각기호가 새겨진 토기가 몇

점출토되었는데, 단경호와 광구장경호를비롯하여모두호기종에만나타난다. 음각기호는대부분‘X’자와

‘∨’자로 단순하며, 16호 주거지 출토 단경호와 광구장경호, 8호 출토 단경호, 28호 출토 광구장경호에는

‘X’자가새겨져있고, 19호 주거지출토호의바닥에는‘∨’자를새기기도했다. 

고배는무개식고배 3점, 유개식고배 15점이출토되었으며, 이 외대각만남아있어알수없는것도 1점

있다. 고배는 배신외저면이 대부분 회전깎기로 정면되었으며, 대각단은 외경하면서 둥 게 처리되거나, 다

소뾰족하게처리되어비교적단순한구성을보인다. 14호 주거지출토품가운데한점만대각단이평평하고

가운데凹面이나타난다. 

심발형토기는경부가축약되면서구연이외경하는형태가다수이며, 경부가그다지축약되지않으면서구

연이 강하게 외반하는 것(13호 주거지)도 소수 확인된다. 타날은 승문이 대부분이며, 구연부와 동체부에 승

문이타날되었으며, 저부는격자문이타날된예(13호 주거지)도 1점 확인된다. 이 외 28호 주거지에서는평

30) 유물이출토되지않은 9·11·17·29호도있으나, 공간적배치나구조로보아백제주거지로판단된다. 
31) 82호 수혈에서는백제기와가 1점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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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문에 조족문이 부가된 예가 확인된다(도면 183-1). 저부는 대

부분 회전깎기나 정지깎기로 정면되었다. 심발형토기의 저부는 바닥

원판옆에점토띠를쌓아성형한것이대부분이며, 바닥원판위에점

토띠를 쌓은 예는 22호 주거지 출토품(도면 170-2)에서 1점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저부성형방법은 중도식토기의 저부 성형방법과 유

사한느낌을강하게준다. 물론 바닥원판과저부를접합한후중도식

토기는점토보강을많이한다는점에서차이가간취되기도한다. 

장란형토기는 완형으로 복원이 되는 예는 3점(21·4·28호)에

불과하며, 대부분 승문+격자타날의 조합을 보이고 있다. 바닥은 원

저도 있지만 동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바닥이 말각평저화되는 경향

을 보이는 것(28·6·27호)도 확인된다. 장란형토기와 심발형토기의 구연부 제작기법과 관련하여 공통적으

로나타나는특징이있다. 동체부와경부까지타날을하여성형한후구연부는점토를밖으로말아붙여제작

하 다. 구연부를 말아 붙인 후 경부는 회전물손질로 한 번 더 정면하기 때문에 경부에는 타날흔이 희미하게

나타나는경우가많으며, 회전물손질이닿지않는구연에말아붙인점토안쪽으로는타날흔이선명하게남아

있게된다. 이러한예는장란형토기와비슷한기법으로제작된장동호나시루에도나타난다. 

장동호는 장란형토기의 제작기법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으나 기형은 오히려 호와 비슷한 기종이다. 동체가

호처럼 부푸는 경향이 있으며, 경부는 장란형토기에 비해 폭이 많이 좁아진다. 장동호는 13호 주거지(도면

143-1), 28호 주거지(도면 183-7), 31호 주거지(도면 189-4)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28호 주거지에는 심

발형토기의제작기법으로만든호(도면 183-4)도 1점공반되었다(<도면 6> 참고). 

직구단경호는 주거지에서 3점, 수혈에서 1점이 출토되었으며, 이 중 8호 주거지 출토품은 견부편만 일부

남아있는데흑색마연되었다. 문양은 8호주거지출토품의경우침선을두줄돌리고그안에 2줄의파상문을

시문하 으며, 7호 주거지와 85호수혈출토품은박리되어일부에서만희미하게파상문이남아있다. 

병은 4점이출토되었다. 목이짧은편이고, 동최대경이중위나중·상위에있다. 바닥은직경이넓은평저

이며, 바닥과저부의접합면에점토를보강하고, 평행선문타날판을이용하여정면하 다. 

그동안 백제토기에 대한 연구는 웅진천도를 한성기 백제양식토기의 하한으로 간주하는 전제하에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직구단경호와 삼족반의교차편년을 통해 웅진천도이후 6세기 전반까지 한성기 백제토기양

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2) 오산 내삼미동 유적에서 출토된 백제토기는 취사용기인 장란형토기

와심발형토기, 시루, 저장용기인대형의호나옹이주를이루는가운데실생활용기로추정되는고배가많은

비율을점하고있다. 장란형토기가단경호처럼동체가둥 고, 경부가 좁아지는장동호로변화하는점과, 장

란형토기와 시루, 심발형토기에서 보이는 위에서 언급한 구연부의 제작방법은 한성백제기 토기 가운데서도

늦은 요소로 보고자 한다. 특히 28호 주거지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토기가 여러 점 출토되었기 때문에 유

적내에서 늦은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33) 웅진 천도이후에도 한성백제의 향안에 있던 지역에는 계속해서

32) 김일규, 2007, 「漢城期百濟土器編年再考」, 『한성백제의역사와문화』, 한국고대학회 2007년추계학술회의. 
33) 또한 28호 주거지에서는 다른 유구에서 볼 수 없는 단시설이 확인되었다. 쪽구들과 같이 기획되어 이단굴광하여 설치되

었으며, 단시설위에는유물이가지런히놓여있었다. 

<사진 2> 심발형토기의 저부 성형



사람이살았을 것이며, 한성백제기 토기의 전통이 6세기 전반까지는 지속되었을 가능성이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오산 내삼미동 유적에서 확인된 백제주거지들은신라의 한강진출 이후로 편년되는 신라주거지

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과, 부록 3의 방사성탄소연대, 공반되는 철기가 발달된 형태를 띤다는 점

등에서 5세기중·후반에서 6세기전반의어느시점까지점유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2) 신라토기

신라토기는 1·2호 주거지와 65·66·100호 수혈및 2·4·6·7호 석곽묘와 5호 석실묘에서출토되었

다. 먼저 주거지에서출토된신라토기를살펴보기로하겠다. 주거지에서는고배 4점, 완 5점, 단경호를포함

한 호 6점, 소옹 1점, 동이 3점, 파수 1점과 철촉, 어망추, 석부가 출토되었다. 고배는 전체기형을 알 수 있

는개체는 1점도 없고, 대각단을파악할수있는것이 2점 있다. 단경호는대부분평행선문이타날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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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심발형토기와 장란형토기의 기형 변화



유구 심발형 파수부 장란형 장동호 고배 병 동이 시루 단경호 직구 직구 광구장 광구 대부 대호 계 기 타토기 발 토기 및호 단경호 호 (단)경호 소호 배 및대옹

3주 1(승) 1(승-구) 1(평) 41(승+격)
4주 1(승-저) 1 1(평) 1(격) 1(평) 5

5주 1(승) 1 석촉2, 찰절석기1,
석제구슬1

6주 1(승) 1(승+격) 3 1(평) 6
7주 1(격) 1

8주 1(격-구) 1 1 1(격) 1(평) 2 1 1 1(격) 11 토제방추차1,
1(승-동) 꺾쇠3

10주 1(승) 1(승+격) 2 철촉1, 가위1, 
석촉1

12주 1(평-구) 1
1(승+격) 1(평+침선) 파수2, 삽날1,13주 1(박리) 1(승+격) 1(승+격) 1(평+물손질) 1(평-저) 9 철촉5, 철모11(승-저) 1(구)

금제이식2, 철겸1,

14주 1(승+격) 5 1(평) 7 철모1, 철촉1, 
철촉군1,  꺾쇠4, 

지석1

15주 1 1 토제방추차1,
철모1, 철촉2

16주 1(승-동) 1(승-구) 2 1(격+침선) 2(평) 8 토제방추차1,
1(평-동) 방형금구1, 석부1

18주 1(승-구) 1 석제방추차1, 
철촉1, 석기1

3(평-동,저) 파수1, 
19주 2(승) 2 2(평-구,동) 1(평) 12 토제방추차1,

1(구,동), 1(구) 구슬37, 도자1

20주 1(승) 1(격) 3 철제품1, 철촉2, 
1(평) 교구1, 지석1

1(승+격) 철촉3, 도자1, 
21주 1(격-저) 1(격), 2(평) 1(격) 6 철도1, 꺾쇠1,

교구1, 지석1
22주 1(저) 1(격) 2
23주 1 1
24주 1(승) 1(승+격) 1 1 4 도자1, 슬래그2

25주 1(승-저) 1 1(승) 1(승+격) 1 1 1(격) 1(격) 9 토제방추차11(승) 
26주 1(승-구) 1(격) 2

27주 1(승-저) 1 2 철도1, 철촉3, 
철부2

28주 1(조족) 1(승+격) 1(승) 1 1(승) 1(평) 7 철겸3, 철촉1, 
1(승) 지석1

1(평)-30주 1(승) 1(승+격) 1 1(승+격) 광구단경 5 도자1

31주 1(승-저) 1(승) 1(승+격) 2(평) 5
69수 1 1
70수 1(승) 2(평), 1(격) 1(평) 5
74수 1(격) 1
76수 1(격) 1
80수 1(격), 1(평), 1 3
82수 수키와1
83수 1(평) 1
85수 1 1 철촉1
86수 1(승-구) 1(평) 1(격) 3 철촉1

87수 2(평) 2 철촉9, 교구1,
대금구2, 장식금구1

89수 1(구) 1
94수 1 1(평), 1 1(격) 4
계 19 1 17 4 19 4 4 5 35 4 2 9 1 1 13 13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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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오산 내삼미동 유적 주거지와 수혈 출토 백제토기 일람표
※격(격자문), 평(평행선문), 승(승문), 구(구연부), 동(동체부), 저(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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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질과경질의비율이비슷하다. 동이는구연부가동체와거의직각을이룰정도로많이벌어지며, 구연내측

에 침선이 돌려져 있다는 점에서 백제 동이와 차이를 보인다. 외면에는 평행선문이나 격자문이 타날되었으

며, 내면에는 평행문계의 내박자나 동심원상의 내박자흔적이 남아있다. 1호와 2호의 출토유물은 신라의 한

강 점령 이후인 6세기 후엽으로 추정되며, 1호에서 출토된 완이 2호 출토품보다깊은 심도를 보이고있어 1

호를 2호보다다소빠르게볼여지도있다.

석곽묘와석실묘, 수혈에서출토된유물은완, 유개합, 고배, 대부장경호, 장경병등토기 23점과과판, 철

환, 도자 2점이 있다. 수혈 가운데 100호 수혈의 출토유물은 석곽묘나 석실묘 출토유물과 비슷한 조합을 보

이고 있다. 100호 수혈은 276×185㎝ 규모의 굴광을 파서 조성하 으며, 장방형에 가까운 다량의 할석이

바닥에 부정연하게 노출되었고, 한쪽 단벽의 바닥에서 대부완, 고배, 소옹, 철겸이 출토되었다. 유물조합상

으로판단했을때 100호수혈은토광묘와같은매장유구의성격일가능성이있다. 

석곽묘, 석실묘와 100호 수혈에서 출토된 신라토기는 2단계로 나누어진다. Ⅰ단계의 유구는 4호 석곽

묘와 5호 석실묘, 100호 수혈이 해당되며,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로 인한 부산물인 후기양식토기가 출토되

었다. 출토된 토기는 홍보식의 후기양식토기 제Ⅲ양식 F와 G형34)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기는 6세기 후엽에

서 7세기 초로볼수있다. 5호 석실묘에서출토된고배(도면 305-1)는 2호 주거지 출토고배와각단의형

태가 비슷하여 같은 시기로 볼 수 있다. Ⅱ단계의 유구는 2·6·7호 석곽묘가 있으며, 인화문토기를 비롯

하여 당식대금구인 청동과판이 출토되었다. 인화문토기들은 2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유개합의 구연부 형태

나 장경병의 형태로 보아 홍보식의 통일양식토기 제1양식(J형)에 해당되는 단계로 7세기 후반으로 보고자

한다.

위에서 내삼미동 유적에서 출토된 백제토기와 신라토기에 대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관찰한 결과를 중

심으로 소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백제주거지가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신라토기가

출토되는 1호와 2호 주거지는 구릉의 말단부에 단독으로 배치되어 공간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구조

적으로는 매우 유사하다. 촉박한 보고서 발간 준비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해 백제주거지의 시간

적인 위치나 신라주거지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보고를 하지 못한 점은 추 후 연구과제로 남기고

자 한다. (진수정)

34) 홍보식, 2003,『新羅後期古墳文化硏究』, 춘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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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기-무기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무기는 철도, 철모, 철촉이 확인되었다. 철도는 21호 주거지와 27호 주거지에서 각 1점씩 출토

되었다. 주거지 내에서 철도가 출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주목해 둘 만한 고고학적

사실이다. 2점 모두환두가없는鐵刀이다. 21호 주거지출토품의길이는 56.2㎝, 27호 주거지출토품의길

이는 39.8㎝이다. 장식이전혀없는사실과실용적인길이를통하여實戰用으로볼수있으며, 형식적으로는

관부가뚜렷하고병부철심의폭이좁은고분시대철도의전형적인형태를보인다.

철모는 13호 주거지, 14호 주거지, 15호 주거지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전술한 철도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에서 철모가 출토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철모의 소장 및 관리와 관련하여 특

기할 만한 자료이다. 관부가 마련되어 있고 투겁의 말단이 연미형인 有關燕尾形으로 고분시대 철모의 전형

적인 형태를 보인다. 길이 역시 24.9㎝(13호), 23.3㎝(14호), 27.3㎝(15호) 등으로 고분시대 무관연미형

의표준적인길이와일치한다. 형태상으로는, 鋒部의폭이좁은점, 봉부의두께가비교적두터운점, 관부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고분시대에 출토되는 철모 중에서도 후기에 속하는 형식이

라할수있다.

철촉은 역자형 1점, 장경도자형 1점, 중경유엽형 7점, 장경유엽형 9점, 장릉형 2점, 착두형 5점 등이 출

토되었다. 이중 역자형 1점과 중경유엽형 7점은 87호 수혈에서 출토되었는데 유엽형의 경부가 短頸에서 長

頸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의 中頸인 사실이 주목된다. 이 중경유엽형의 촉두 단면 형태는 능형이 아니라 이

등변삼각형인 점이 특징적인데, 이런 특징은 3-4세기 철촉에서 흔히 확인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유적 출토

철촉 중에서 가장 이른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장경도자형은 85호 수혈에서 단 1점 확인되었지만, 특징적인

형태인 도자형인 사실과 함께 다른 철촉에 비하여 목이 긴 초장경에 속하면서 목과 슴베와의 경계가 <  > 모

양으로 뚜렷하게 돌출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본 유적 출토 철촉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로 편년될 수 있는

형식이다. 나머지 장릉형, 착두형, 장경유엽형 등은 고분시대 철촉의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그 중

심연대는 5세기대로보아도무난하겠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무기류는 그 출토유구가 주거지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현재까지 한

성시기 주거지에서 철도와 철모가 출토된 경우가 기껏해야 한두 사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철도와

철모의 보관과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라 평가된다. 본 유적의 주거지에서 철모와

철도가 확인된 사실은, 한성시기 철도와 철모가 개인이 관리하 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한성시

기 무기의 관리는 집단관리시스템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무기의 소장과 관리가 개인적

으로이루어졌을수도있음을보여준다. 한편, 주거지내부에서무기가확인된사실은주거지폐기가일상적

인 移住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폐기가 아니라, 재난과 같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

여준다.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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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규격(㎝), (現)

평면형태 출토유물 유구
규격(㎝), (現)

평면형태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1호 277 157 42 타원형 2호 260 201 55 타원형
3호 154 113 34 부정형 4호 127 116 41 부정형
5호 (144) 105 18 부정형 6호 229 135 56 타원형
7호 213 146 55 타원형 무문토기저부1 8호 132 127 72 원형
9호 134 110 56 방형 10호 237 163 50 타원형
11호 252 202 90 부정형 12호 177 114 10 타원형
13호 187 148 26 원형 14호 243 164 43 타원형
15호 189 83 18 부정형 16호 (245) (132) 22
17호 (145) 106 24 타원형 18호 226 111 37 부정형
19호 162 83 14 타원형 20호 125 99 15 방형
21호 212 183 20 원형 22호 170 139 29 부정형
23호 106 103 24 원형 24호 169 (161) 28 원형
25호 287 261 35 방형 26호 152 94 18 부정형

파수1,

27호 547 (189) 21 부정형
점토대토기1,

28호 (505) (125) 24 부정형무문토기저부2,
미완성석기1

29호 123 100 9 부정형 두형토기2 30호 172 130 11 타원형
무문토기
저부2

31호 154 122 8 타원형 무문토기1 32호 191 162 49 방형
무문토기발1,
무문토기저부1

33호 114 79 17 부정형 도기저부1 34호 157 112 18 타원형 공렬토기1
즐문토기편1,

35호 165 143 18 타원형 용도미상석기1, 36호 125 104 14 타원형
석촉1

37호 100 69 11 타원형 38호 89 69 13 타원형
39호 105 61 16 타원형 40호 93 51 6 타원형
41호 73 49 17 타원형 42호 113 76 9 타원형

구순각목문
43호 95 73 11 타원형 44호 (215) (197) 18 공렬토기1,

무문토기1
45호 (357) (169) 27 46호 (272) 201 15 방형
47호 238 (187) 30 방형 무문토기저부1 48호 183 123 11 타원형
49호 83 56 19 타원형 50호 115 80 26 타원형
51호 291 (115) 26 장방형 52호 265 262 15 부정형

53호 290 283 65 원형
석촉1,

54호 236 (202) 22 원형
무문토기

찰절석기1 저부2
55호 (228) 168 22 장방형 56호 208 145 25 타원형
57호 231 184 111 타원형 58호 204 169 136 원형
59호 155 132 19 원형 60호 148 99 9 부정형
61호 135 83 17 타원형 62호 285 248 16 부정형
63호 110 110 16 원형 64호 205 122 25 타원형
65호 94 94 100 원형 대부완1 66호 236 234 150 말각방형 소옹1
67호 375 223 73 타원형 68호 380 368 344 원형

<표 5> 오산 내삼미동 유적 수혈 유구속성 및 출토유물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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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규격(㎝), (現) 

평면형태 출토유물 유구
규격(㎝), (現)

평면형태 출토유물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장란형토기1,
69호 114 110 29 원형 직구호1 70호 (480) (400) 43 부정형 호2, 호저부1, 

대옹1
71호 133 104 15 타원형 72호 267 265 103 원형
73호 115 87 14 타원형 74호 212 130 25 장방형 단경호1
75호 299 298 60 방형 76호 117 101 125 원형 시루1
77호 245 224 34 원형 78호 122 108 49 방형

단경호1,
79호 410 (180) 40 장방형 80호 127 113 38 원형 호1, 타날문

토기편1
81호 107 107 24 원형 82호 124 124 35 원형 수키와1
83호 126 126 45 원형 타날문토기1 84호 224 87 53 장타원형

직구단경호1,
장란형토기1,

85호 142 142 81 원형
철촉1

86호 (296) 127 25 장방형 대호1, 호1,
철촉1

대호2, 철촉9,
87호 132 132 72 원형 교구1, 대금구1, 88호 179 167 24 부정형 석제방추차1

장식금구1

89호 (267) 190 29 부정형 단경호1 90호 210 146 25 장방형
구순각목문
공렬토기2

91호 (234) 121 22 부정형 92호 170 158 19 원형
고배1,

93호 109 109 20 원형 94호 253 253 19 원형
단경호1,
대호1,

타날문토기편1

95호 125 (103) 40 원형
구순각목문

96호 199 72 54 장타원형공렬토기1
97호 223 131 36 타원형 98호 76 65 30 원형

고배1,
99호 190 128 31 타원형 무문토기1 100호 276 185 66 타원형 대부완1,

소옹1, 철겸1

유구
묘광(㎝), (現)      석곽(㎝), (現) 최대깊이

평면형태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길이 너비 (㎝) 토기 철기 합계

1호석곽묘 (253) 122 (197) 78 24 장방형 시상

2호석곽묘 (130) 130 (80) 55 41 장방형 고배1, 유개합1 2 시상

3호석곽묘 315 190 220 90 43 장방형 시상

4호석곽묘 (202) 135 (170) 67 33 장방형 완2 2 시상

5호석실묘 365 235 220 120 35 장방형
고배2, 유개합2,
단경호1, 대부장경호1

6 시상

6호석곽묘 (270) 180 39 장방형 대부완1 1 시상

7호석곽묘 (208) 168 32 장방형
고배1, 완2, 과대금구과판2,
인화문병1 도자1, 철환1

8 시상

<표 6> 오산 내삼미동 유적 석곽묘와 석실묘 유구속성 및 출토유물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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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묘광(㎝), (現) 목관(㎝), (現)

평면형태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최대깊이 길이 너비 높이 자기 철기 합계

1호묘 215 62 69 180 38 24 세장방형 백자접시1 청동숟가락1 2

백자잔1,
관정10,2호 묘 278 145 151 238 85 42 장방형 백자접시1,

청동숟가락1
14 감실, 인골

백자대접1

3호묘 231 62 98 장방형 직장

구슬28,
4호 묘 228 75 112 장방형 청동숟가락1, 32

가위1, 관정2

5호묘 225 78 26 장방형 직장

6호묘 207 92 107 180 50 30 장방형
관정10,

청동숟가락1
11

7호묘 202 50 45 세장방형 직장

8호묘 202 80 76 173 45 20 장방형

9호묘 208 66 36 세장방형 직장

<표 7> 오산 내삼미동 유적 묘 유구속성 및 출토유물 일람표

유구
규격(㎝), (現)

평면형태
출 토 유 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토기 자기 석기 철기 합계

1호 뚜껑1,
주거지

255 208 20 방형
도기저부1

2 고래

2호 용도미상
주거지

632 (262) 22 (장)방형
석기1

1 고래

3호
주거지

262 (182) 49 방형 저장공

측구부 연소부,
탄요

(820) (160) 20 타원형
소성부

탄요 (430) 228 66
이등변 소성부,
삼각형 배연부

와요 380 167 63 타원형
암키와2, 연소부, 
수키와7

9
소성부

삼가마 415 (333) 30 말각방형

1호
고상가옥

866 266 (장)방형 주혈(5)

2호
고상가옥

630 392 장방형 주혈(7)

구상유구 890 280 30 부정형

방형 철정1,
구상유구

1,650 1,425 방형
철촉1, 도자1

3

지표
단경호1, 백자유병1,

수습유물
고배1, 백자접시1, 편인석부1 청동숟가락2 10
도기합1 백자대접2

<표 8> 오산 내삼미동 유적 조선시대 주거지 외 기타유구 속성 및 출토유물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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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1. 조사성과

오산 내삼미동 유적은 오산 세교지구 발굴조사의 여러 지점 가운데 하나로 2지점에 해당하며 매홀중학교

동쪽에위치한필봉에서동서방향으로뻗은가지구릉 2개소에분포하고있다.

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40기, 삼국시대 주거지 31기, 조선시대 주거지 3기, 청동기~조선시대

의 수혈 100기,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석곽묘와 석실묘 7기, 묘 7기, 가마 4기, 고상가옥 2기, 구상유구 2

기등 198기에이르는다양한유구가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주거지에서는구순각목문공렬토기,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 단사선문공렬토기, 대부옹, 석도, 석촉, 석부, 석검 등의주요유물이출토되었고삼국시대주

거지에서는 고배, 완 등의 신라토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직구단경호, 호, 시루, 등 다양한 기종의 백제

토기, 철모, 철촉, 철겸, 철도자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석곽묘와 석실묘에서는 고배, 유개합, 대부장경

호, 완, 철도자가, 묘에서는백자대접과접시, 구슬, 청동숟가락, 철제가위등이출토되었다. 

이번 조사성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오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삼국시대 주거지가 확

인되었다는점이다. 

이 지역의 이전 지표조사에서 금암동, 외삼미동, 가장동, 수청동 등에서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이들매장유구에대한발굴조사는본격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이와관련된생

활유적의 조사 또한 전무한 상태 다. 그런데 이번 세교 2지점 발굴조사에서 40기의 주거지를 조사한 성과

와 세교 1지점(한국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이로 보아 오산 내삼미동

유적을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대규모의 취락이 형성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된 주거지간의 중복관계

를 통해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가‘세장방형→(바닥너비가)축소된 세장방형→장방형’으로 변천하는

양상이재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대부분 온돌시설(쪽구들)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기반암풍화토를 이용

하여쪽구들부분이벽과잇대어바닥보다얕게단이지도록굴착한후아궁이와고래만추가로굴착하여조

성하 다. 고래는난방의효율을중시하여덮개돌전체에열이고루전달될수있도록양쪽이엇갈리게시설

된 독특한 형태이며, 개자리가 발달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확인된 원삼국~삼국시대 쪽구들과는 완전히 다

른 형태로 내삼미동 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구조이며, 기존의 쪽구들 보다 시설이 용이하며 발전된 형태

의취사·난방시설로볼수있다.

수혈은조사지역전체에분포하고있으며, 청동기시대~조선시대까지걸쳐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원형,

방형 등 다양하며, 삼국시대의 단면 플라스크형의 원형수혈은 5기(65·66·68·80·87호)가 확인되었다.

또한 27호와 29호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초기철기시대에도 유적의 점

유가있었음을알수있다.

석곽묘와 석실묘는 A구역 남쪽사면의 말단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서쪽 정사부의 남쪽사면

에도 위치하고 있다. 신라후기양식토기와 인화문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신라의 한강진출 이후 조성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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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있다.

가마는 측구부탄요와 탄요, 와요, 삼가마가 확인되었으며, 주구릉의 남사면과 동쪽 말단부와 북쪽 말단부

에 각각 분포한다. 유일하게 유물이 출토된 와요에서는 태선문계의 기와가 출토되어 고려시대에조성되었음

알수있다.

위에서 살펴본오산내삼미동유적의조사성과로볼때가장주목되는점은삼국시대주거지의독특한구

조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주거지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결과가 대략 5~6세기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성백제가 멸망한 이후의 주거지와 유물의 변천양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내삼미동

유적이지표가될수있는되는중요한자료로평가된다. 

2. 학술적 의미

이번 발굴조사를통한 조사성과는바로 위에서언급한 바와 같다. 그중에서 본 발굴이 지니는 고고역사적

인의미는다음과같은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우선, 역사고고학적으로세교일대가삼국시대買忽郡의중심거점이었을가능성이다. 그 이유는다음과같

다. 첫째로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는 2지점을 비롯한 세교지역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마한계로분류되는 주

구토광묘가 가장 집분포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세교지역이 충청·호남에서 한강으로 진입하는 요

충지에 자리하고 있는 점이다.1) 셋째로 수계상으로는 한강수계라 아니라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오산천 유역

권에 속하면서 최상류에 위치하고 배후에 독산성이 있는 점이다.2) 넷째로 세교유적이 위치한 곳의 행정지명

이水淸洞으로‘물골’을뜻하는매홀과무관하지않다는점이다. 

세교유적의 역사적 실체와 관련해서는 마한 54국 중에서 어디로 비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학

계에서는 수원· 화성·오산일대를 爰襄國·牟水國·桑外國으로 비정한 이병도의 주장을 통설로 받아들이

고있다. 그런데이병도가비정한상기 3개의나라는 54개국의서술순서중에서가장앞부분에위치하여낙

랑에서가까운순서대로 54개국을 기록했을 가능성을 감안할 때, 임진강 유역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

된다. 이에 세교일대는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하는 伯濟國과 천안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目支國 사이의 6개

나라 중에서 하나로 비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그 중에서 백제국과 인접한 速盧不斯國과 目支國

과인접한怒藍國을제외하면, 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중하나일가능성을제시할수있다. 

이상에서세교유적을중심으로하는수청동일대가삼국시대買忽郡의중심거점일가능성을제시하고, 마

한 54개국중에서현재통설이되어있는牟水國이아니라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중에비정될가능성을

언급하 다. 

1) 세교지역의군사지리적중요성은유엔초전비와독산성의존재로도입증된다. 결국 본유적이위치한세교지역은호남ㆍ충
청에서한강유역으로통하는육상교통로의최고의요충지라할수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탄천 유역의 중심거점지역인 구성읍 일대가 탄천의 최상류에 있으면서 배후에 할미산성이 있는 사실을 참
고하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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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백제토기의 하한을 한성백제의 멸망 시점인 475년 이후까지 하향될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된 사

실이다. 본 내삼미동 유적에서 확인된 백제주거지에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백제주거지의 온돌시설과 구별되

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주거지 바닥면보다 온돌시설부분을 一段 높게 한 유단식인 점과 구들에서

개자리가 발달한 점이다. 여기서 개자리가 발달한 사실은 전형적인 백제주거지의온돌시설보다는발전한 형

식임을 보여주고, 유단식의 쪽구들은 신라후기의 온돌시설(본 유적의 1호, 2호 주거지)의 선행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백제주거지의 온돌시설이 전형적인한성백제 주거지와 신라후기 주거지의 과도기적 형식인

사실을 감안할 때, 본 유적 백제 주거지의 조성시기는 5세기 후엽 또는 6세기 전엽으로 편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거지 출토 백제토기들의 편년도 475년 이후로 편년될 수 있다. 이런 추정은 고구려의 한강하류지

역에대한실질적인점령기간이 5세기후엽으로매우짧은기간인점, 한성백제의멸망으로백제토기의형식

발전에 일정기간 지체답보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3) 교차편년에 근거하여 백제토기의 편년이 475

년이후에하향조정되어야함을주장하는견해가있는점등등으로옹호될수있다.  

3. 유적의 보존조치

본 조사는 오산 세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의 하나의 지점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시굴조사후 발굴조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와 모습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내삼미동 유적은 발굴조사 후 현지원형 보존이나, 특정 유구의 이전 복원과 같은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따

라서 우리 발굴단은발굴조사에서부터보고서발간까지의전과정을통해서유적의정보를최대한기록하고

보존하기위해노력하 다. 주요 유구인청동기시대 17호, 30호 주거지와삼국시대 5호, 25호 주거지는 3D

스캔을 실시하여전산자료로서데이터를보존하도록하 으며모든유구에대해서는본보고서로최대한기

록·보존하 다. 

3) 임진왜란을기점으로하여백자제작기술의퇴보가확연하게드러나는점은좋은방증자료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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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오산 내삼미동 유적 출토 탄화종실

사사키유카(佐タ木由香)·수다르산반다리(Sudarshan Bhandari)·번역 : 공지현*

1. 머리말

오산 내삼미동 유적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16-1 임 일대에 위치한다. 본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유구와유물이확인되었다. 여기에서는삼국시대의수혈주거지에서회수된탄화종실을동정

하여, 당시의 이용식물과 생산작물에 대해 검토하 다. 일부 시료에 대해서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도 실시하

다(방사성탄소연대측정보고참조).

2. 시료와 방법

시료는 삼국시대 16호 주거지와 19호 주거지의 바닥면에서 회수된 탄화종실이다. 탄화종실의 수습(육안

관찰)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다. 동정·계수는 육안 및 실체현미경 하에서 실시하 다. 시료는 경

기문화재단경기문화재연구원에보관되어있다.

3. 결과

동정결과, 목본식물인복숭아(Amygdalus persica L.) 탄화핵 1분류군이동정되었다(表1).

아래에유구별탄화종실출토경향에대해기재한다.

16호주거지：복숭아완형 3점과파편 18점이확인되었다.

19호주거지：복숭아완형 14점과파편 10점이확인되었다.

아래에산출된탄화종실의기재와圖版을게재하여동정의근거로삼는다.

(1) 복숭아 Amygdalus persica L. 탄화핵장미科

상면관(上面觀)은 양철(兩凸)렌즈형이며, 측면관(側面觀)은 타원형으로 선단이 뾰족하다. 하단에 커다란

착점(着点)이 있다. 표면에 불규칙한 깊은 주름이 있다. 계측이 가능한 13점의 크기는 길이 15.5~20.0(평

균 17.3)㎜, 폭 12.9~15.1(평균 13.9)㎜, 두께 10.8~13.3(평균 11.7)㎜이다.

* 주식회사 Paleo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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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복숭아는재배식물에해당하는과수(果樹)이다. 16호 주거지의복숭아핵 1점으로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실시한 결과, 2σ확률에서 425-538 cal AD(95.4%)의 역연대범위, 19호 주거지의 복숭아 핵 1점은 410-

535 cal AD(95.4%)의역연대범위를나타내었다(방사성탄소연대측정보고참조).

복숭아는 이용할수없는핵부분이탄화상태로산출되었기때문에이용후의잔사가주거지바닥면에퇴

적되었을 가능성과 본래는 과실 부분이 있었으나 주거지의 선반 등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바닥에 떨어졌

을 가능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야마나시현(山梨縣)의 유적에서 출토된 복숭아 핵의 크기와 형상을

검토한 니이츠 켄(新津 建, 1999)에 의하면, 야요이시대(彌生時代)의 복숭아 핵은 둥근 성향의 것이 많으

며, 헤이안시대(平安時代)부터 센코구시대(戰國時代)까지는길어지는경향을지적하고있다. 한국에서복숭

아핵의크기를검토한유적은적지만향후시기별로크기와형상을관찰해둔다면시기와지역별특징과차

이에대해검토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 인용문헌》

新津 建(1999) 遺蹟から出土するモモ核について一山梨縣內の事例から一. 山梨考古學論集 IV，

361-374，山梨縣考古學協會.

表1. 오산 세교 2지점 출토 탄화종실（ ( ) 파편수）

시료No. 5 6 

시대 삼국시대

유구명 16호주거지 19호주거지

분류군 부위/출토위치 바닥면 바닥면

복숭아 Amygdalus persica L. 탄화핵 3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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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1. 오산 세교 2지점 출토 탄화종실

스케일 1~5 : 1mm

1 - 5. 복숭아Amygdalus persicaL. 탄화핵(1·2. 16호주거지,  2. PLD-18155,  3 - 5. 19호주거지,  5. PLD-1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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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내삼미동 유적 출토 탄화목재의 수종동정

小林克也(고바야시카츠야)·번역 : 공지현*

1. 머리말

오산내삼미동유적은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 16-1 임 일대에소재하는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복합유

적이다. 본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주거지 내부에서 탄화목재가 출토

되었다. 여기에서는 출토된 탄화목재에 대해 수종동정을 실시하 다. 일부 시료에 대해서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실시하 다(방사성탄소연대측정보고참조). 

2. 시료와 방법

시료는 청동기시대인 14호 주거지 2점과 17호 주거지 3점, 삼국시대인 14호 주거지 3점과 25호 주거지

2점으로합계 10점의탄화목재이다. 각 시료에대해잔존반경과잔존연륜수를계측하 다. 잔존반경은시

료에잔존하고있는반경을직접계측한것이며, 잔존연륜수는잔존반경내의연륜수를기록한것이다.

탄화목재의수종동정은시료를건조시켜목재의횡단면(木口), 접선단면(板目), 방사단면(柾目)의할단면

(割斷面)을 면도칼과 손으로 작제하고, 정형하여 전도성 카본테이프로 시료대에 고정시켰다. 이온스퍼터

(ion sputter)로 금증착을 실시한 후, 주사형 전자현미경(KEYENCE 社製 VE-9800)으로 검경과 사진촬

을실시하 다.

3. 결과

동정 결과, 활엽수인 오리나무屬 오리나무亞屬(이하 오리나무亞屬이라 한다)과 밤나무, 졸참나무屬 상수

리나무類(이하 상수리나무類라한다), 뽕나무屬 4분류군이산출되었다. 상수리나무類가가장많은 5점이며,

오리나무亞屬이 3점, 밤나무와 뽕나무屬이 각 1점이었다. 연륜수 계측 결과를 보면 동정No.1의 상수리나무

類처럼잔존반경 0.9cm 안에 7연륜이확인되는연륜폭이다소좁은목재도확인이되지만, 동정No.9의 상

수리나무類처럼잔존반경 2.6cm 안에 9연륜이확인되는연륜폭이다소넓은목재도다수확인되었다. 동정

결과는表1에, 일람은付表1에제시한다.

아래에동정한목재의특징을기재하고, 각 수종의주사형전자현미경사진을제시한다.

부록 2

* 주식회사 Paleo 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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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리나무屬오리나무亞屬Alnus subgen. Alnus 자작나무科圖版1 1a-1c(No.3)，2a-2c(No.5)

소형 도관이 단독 혹은 2~3개 복합하여 조 하게 산재하는 산공재(散孔材)이다. 도관(導管)은 10~20

단 정도의 계단천공을 이루고 있다. 방사조직(放射組織)은 동성(同性)이며, 단열(單列)인 것과 집합방사조

직(集合放射組織)을이룬다.

오리나무屬 오리나무亞屬에는 물오리나무와 오리나무 등이 있으며, 온대에서 난대에 분포하는 낙엽고목

의활엽수이다. 물오리나무는산림부, 오리나무는평지의습지나하천같은습윤지에많다. 목재의 중량은중

용(中庸)이며, 절삭가공등도중소(中小)정도이다.

(2) 밤나무 Castanea crenata Siebold. et Zucc. 참나무科 圖版1 3a-3c(No.7)

연륜 시작부에 대형 도관이 1~2열 나열하며, 만재부(晩材部)에 서서히 지름이 줄어드는 도관이 화염상

(火炎狀)으로배열하는환공재(環孔材)이다. 축방향유조직(軸方向柔組織)은 일그러진선상(線狀)을 이룬다.

도관은단천공을이룬다. 방사조직은동성이며, 단열을이룬다.

밤나무는한반도중남부의온대에서난대에분포하는낙엽고목의활엽수이다. 목재는중경이며내후성(耐

朽性)이높다.

(3) 졸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Quercus sect. Aegirops 참나무科 圖版1 4a-4c(No.9), 5a(No.10)

연륜 시작부에 대형 도관이 1열 나열하며, 만재부에 급격히 지름이 줄어든 벽이 두껍고 둥근도관이 방사

방향으로 단독 배열하는 환공재이다. 축방향유조직은 일그러진 선상을 이룬다. 도관은 단천공을 이룬다. 방

사조직은동성이며, 단열인것과광방사조직이확인된다.

졸참나무屬 상수리나무類에는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가 포함되며, 온대에서 난대에 걸쳐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낙엽고목의활엽수이다. 목재는중경이며절삭등의가공은다소곤란하다.

表1. 오산 세교 2지점 출토 탄화목재의 수종동정 결과

시대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수종 유구 14호주거지 17호주거지 14호주거지 25호주거지 합계

오리나무屬오리나무亞屬 2 1 3

밤나무 1 1

졸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 2 1 2 5

뽕나무屬 1 1

합계 2 3 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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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表 1. 오산 세교 2지점 출토 탄화목재의 수종동정 결과 일람

동정 시료
유구명

채취
수 종

잔존반경 잔존
시 대

연대측정
No. No. 번호 (cm) 연륜수 번 호

1 
1 14호주거지

A 졸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 0.9 7 PLD-18152

2 B 졸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 3.6 17

3 ① 오리나무屬오리나무亞屬 2.6 8 청동기시대 PLD-18153

4 2 17호주거지 ② 졸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 1.7 4

5 오리나무屬오리나무亞屬 3.5 12

6 ③ 뽕나무屬 2.1 5 PLD-18154

7 4 14호주거지 ① 밤나무 1.7 4

8 ② 오리나무屬오리나무亞屬 2.9 9 삼국시대

9 
7 25호주거지 ②

졸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 2.6 9 PLD-18157

10 졸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 1.2 4

(4) 뽕나무屬Morus 뽕나무科 圖版1 6a-6c(No.6)

연륜 시작부에 대형 도관이 수열 나열하고, 만재부에 서서히 지름이 줄어든 도관이 다수 복합하여 사선방

향으로단속(斷續)적으로 배열하는환공재이다. 축방향유조직은주위상(周圍狀)을 이룬다. 도관은 단천공을

이루며, 소도관의 내벽에는 나선비후가 확인된다. 방사조직은 상하단 1~3열이 방형세포를 이루는 이성(異

性)이며, 1~5열을이룬다.

뽕나무屬에는산뽕나무와뽕나무등이있으며, 대표적인산뽕나무는온대에서난대에걸쳐한반도전역의

산야에분포하는낙엽고목의활엽수이다. 목재는 다소중경이며, 절삭가공등이다소곤란하다. 재질은 강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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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 오산 세교 2지점 출토 탄화목재의 주사형 전사현미경 사진

1a-1c.오리나무屬 오리나무亞屬(No.3) 2a-2c.오리나무屬 오리나무亞屬(No.5) 3a-3c.밤나무(No.7) 4a-4c.졸참나무屬 상수리나무類(No.9) 5a.졸
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No.10) 6a-6c.뽕나무屬(No.6)    a:횡단면b:접선단면c:방사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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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내삼미동 유적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

Paleo Labo AMS연대측정그룹*·번역 : 공지현

1. 머리말

오산내삼미동유적에서검출된시료에대해가속기질량분석법(AMS법)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실시

하 다.

2. 시료와 방법

측정시료의정보와조제데이터는表1에 기재하 다. 시료는 청동기시대로상정되는주거지와삼국시대로

상정되는주거지에서출토된탄화목재 4점과탄화종실 2점으로합계 6점이다(PLD-18152~18157). 시료

는 조제후 가속기질량분석계(팔레오·라보, COMPACT AMS：NEC製 1.5SDH)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얻어진 14C농도에대해서동위체분별효과보정을실시한후 14C연대, 역연대(曆年代)를산출하 다.

3. 결과

表2에 동위체분별효과의 보정에 사용되는 탄소동위체비(δ13C), 동위체분별효과 보정 후 역연교정(曆年較

正)에 사용되는연대치와교정하여얻어진연대범위, 관용에따라연대치와오차를조정하여표시한 14C연대

를, 圖1에 역연교정결과를각각제시하 다. 역연교정에사용되는연대치(yrBP±1σ)는 일자릿수를조정하

지 않은 수치로 향후 역연교정곡선이 갱신되었을 경우에 이 연대치를 사용하여 역연교정을 하기 위해 기재

해두었다.
14C연대는 AD1950년을 기점으로 하여 몇년전인지를 나타내는 연대이다. 14C연대(yrBP)의 산출에는 리

비(Libby)의 14C 반감기 5568년을 사용하 다. 부기(附記)한 14C연대오차(±1σ)는 측정통계오차, 표준편차

등을바탕으로하여산출하 으며, 시료의 14C연대가 14C연대오차범위안에들어갈확률이 68.2%인것을나

타낸다. 역연교정에대한상세한내용은아래와같다.

부록 3

*伊藤 茂(이토 시게루)·尾崎大眞(오자키 히로마사)·丹生越子(뉴 에츠코)·廣田正史(히로타 마사시)·山形秀樹(야마가타 히데키)
·小林紘一(고바야시코이치)·Zaur Lomtatidze·Ineza Jorjoliani·孔智賢(공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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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연교정이란 대기중의 14C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반감기 5568년으로 산출해 왔던 14C연대에 대하

여 과거의 우주선강도(宇宙線强度)와 지구자장(地球磁場)의 변동에 의한 대기중의 14C농도 변동 및 반감기

차이(14C의 반감기 5730±40년)를교정함으로써실제의연대치에가까운연대를산출하는것이다.
14C연대의 역연교정에는 OxCal4.1(교정곡선데이터：IntCal09)을 사용하 다. 1σ(One Sigma)의 역연

대범위는 OxCal의 확률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14C연대오차에 상당하는 68.2% 신뢰한계의 역연대범위이며,

2σ(Two Sigma)의 역연대범위는 95.4% 신뢰한계의 역연대범위이다. 괄호안의 백분율의 수치는 역연대가

각각의신뢰한계의범위안에들어갈확률을의미한다. 圖1의그래프안의종축(縱軸)에있는곡선은 14C연대

의확률분포를나타내며, 이중곡선(二重曲線)은역연교정곡선을나타낸다.

4. 고찰

각 시료에 대해 동위체분별효과의 보정과 역연교정을 실시하 다. 연대측정결과는 2σ역연대범위를 중심

으로기재한다. 청동기시대로상정되는 14호와 17호주거지에서출토된탄화목재(PLD-18152·18153)는

976~832 cal BC의 역연대범위에 포함되었다. 삼국시대로 상정되는 14·16·19·25호 주거지에서 출토

된탄화목재와탄화종실(PLD-18154~18157)은 345~538 cal AD의역연대범위에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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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측정시료 및 처리

종류：탄화목재(졸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
유구：14호주거지 성상：최외연륜이외의수피에가까운부분 초음파세정

PLD-18152 시료No.1(A) (약 4연륜분) 산·알카리·산세정(염산:1.2N,
출토위치：바닥면 상태：wet 수산화나트륨:1.0N,염산:1.2N)
상정연대：청동기시대 기타：곰팡이있음 전처리후중량：55.59mg

전처리전중량：204.2mg

유구：17호주거지 종류：탄화목재(오리나무屬오리나무亞屬) 초음파세정

PLD-18153
시료No.2(①) 성상：불명(약 2연륜분) 산·알카리·산세정(염산:1.2N,
출토위치：바닥면 상태：dry 수산화나트륨:1.0N,염산:1.2N)
상정연대：청동기시대 전처리전중량：109.2mg 전처리후중량：51.27mg

유구：14호주거지 종류：탄화목재(뽕나무屬) 초음파세정

PLD-18154
시료No.4(③) 성상：불명(약 2연륜분) 산·알카리·산세정(염산:1.2N,
출토위치：바닥면 상태：dry 수산화나트륨:1.0N,염산:1.2N)
상정연대：삼국시대 전처리전중량：93.05mg 전처리후중량：54.52mg

유구：16호주거지
종류：탄화종실(복숭아핵1/4)

초음파세정

PLD-18155
시료No.5

상태：dry
산·알카리·산세정(염산:1.2N,

출토위치：바닥면
전처리전중량：150.71mg

수산화나트륨:1.0N,염산:1.2N)
상정연대：삼국시대 전처리후중량：115.14mg

유구：19호주거지
종류：탄화종실(복숭아핵1/4)

초음파세정

PLD-18156
시료No.6

상태：dry
산·알카리·산세정(염산:1.2N,

출토위치：바닥면
전처리전중량：110.14mg

수산화나트륨:1.0N,염산:1.2N)
상정연대：삼국시대 전처리후중량：40.4mg

유구：25호주거지 종류：탄화목재(졸참나무屬상수리나무類) 초음파세정

PLD-18157
시료No.7(②) 성상：불명(약 2연륜분) 산·알카리·산세정(염산:1.2N,
출토위치：바닥면 상태：dry 수산화나트륨:1.0N,염산:1.2N)
상정연대：삼국시대 전처리전중량：144.35mg 전처리후중량：64.29mg

측정번호 유적데이터 시료데이터 전처리

表2. 방사성탄소연대측정 및 역연교정결과

측정번호
δ13C 역연교정용연대 14C 연대 14C연대를역연대로교정한연대범위
（ ‰） (yrBP±1σ) （ yrBP±1σ） 1σ역연대범위(68.2%) 2σ역연대범위(95.4%)

PLD-18152
968BC(3.2%)964BC 976BC(10.6%)952BC

청14호주거지
-28.28±0.16 2764±21 2765±20 930BC(43.1%)893BC 947BC(84.8%)836BC

876BC(21.9%)848BC

PLD-18153
-27.36±0.15 2752±21 2750±20

917BC(30.7%)892BC 971BC( 3.1%)960BC
청17호주거지 879BC(37.5%)845BC 935BC(92.3%)832BC

PLD-18154
426AD(14.1%)442AD

삼14호주거지
-26.14±0.14 1591±20 1590±20 454AD( 5.0%)461AD 422AD(95.4%)536AD

484AD(49.1%)533AD

PLD-18155
-25.13±0.14 1583±20 1585±20

431AD(23.8%)464AD
425AD(95.4%)538AD

삼16호주거지 483AD(44.4%)533AD

PLD-18156
-25.36±0.17 1606±20 1605±20

415AD(25.6%)440AD
410AD(95.4%)535AD

삼19호주거지 486AD(42.6%)532AD

PLD-18157
-26.91±0.14 1638±20 1640±20 390AD(68.2%)429AD

345AD(85.6%)440AD
삼25호주거지 486AD( 9.8%)531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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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 역연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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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오산 내삼미동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성형미*

1. 머리말

자석이 될 수 있는 성질을 磁性이라고 하며, 자성을 가진 물질을 磁性體라고 한다. 그 물질이 결정구조를

가진광물인경우에는磁性鑛物이라고한다. 흙에포함된자성광물의대부분은磁鐵鑛(magnetite, Fe3O4)이

나, 赤鐵鑛(hematite, Fe2O3)등의철산화물이다. 모든자성체에해당되는것으로, 자성체가고온까지가열되

어각종류의자성체가가지는고유의온도에도달하면, 磁性을잃어버리게된다. 이 온도를퀴리점이라고한

다. 이 반응은可逆的으로, 퀴리점이상의자성이없는고온의상태로부터냉각되어거듭퀴리점의온도로된

순간, 다시 자성을 되찾는다. 자철광의 퀴리점은 578℃, 적철광은 675℃이다. 그때 외부자장이 존재하고 있

다면 자성체는 그 자장의 방향으로 磁化한다. 요지나 주거지 노지의 소토는 흙이 굽혀져 고온에서 가열되면

그 흙에 포함된 자성광물은 일단 자성을 잃어버린 후 지구자장 안에서 냉각되기 때문에, 자성을 되찾았을 때

에는 그 당시의 지구자장 방향의 磁化를 획득한다. 이와 같은 자화를 熱殘留磁化(thermoremanent

magnetization, TRM)라고 한다. 열잔류자화는 常溫에서는 자기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것이 많으며, 수백만

년이 지나도 잔류자화의 방향이나 세기는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따라서 과거의 어느 시기에 구워진 소토는

그당시그장소의지자기방향이나강도를열잔류자화의형태로기억하고있는것이된다.

소토를 가지는 다양한 시대의 유구로부터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들의 잔류자화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시

대순으로 나열하는 것에 의해 과거 지자기의 변동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고고학적 유물이나 유구

로부터 시료를 얻어 고고학이 취급하는 시대의 지자기를 밝히는 연구를 考古地磁氣學(archeomagnetism)

이라고 한다.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타임 스케일로 느릿하게 변화하는 지자기의 변동을 地磁氣 永年變化

(g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하며,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그 변동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서남

일본 각지의 유적에서 정력적으로 고고지자기학적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서력기원(彌生時代中期中頃)이후

지자기의 상세한 변동 모습이 명확하게 밝혀져 과거 2000년간에 걸친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구해져 있다

(Hirooka 1971; 廣岡 1977). 따라서 서력기원이후의시대에대해서남일본을중심으로한지역에서는소

성연대를 알 수 없는 소토의 殘留磁化 方向을 측정하여 이 년변화곡선과 照合하는 것에 의해 고고지자기

학적으로 연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은 考古地磁氣 年代推定法이라 불리고 있다. 고고지자

기 연대추정법은소토를가지는유구에대한有力한연대측정법으로정착되었으며수많은유적에대해연대

*동양대학교문화재발굴보존학과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자장의 방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감스럽게도우리나라에는 아직 고고지

자기변동곡선이작성되어있지않은상태이므로우리나라와지리적으로가장가까운서남일본의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을 어쩔 수 없이 準用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성형미 2005)에

서 볼 때, 일부의 시대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체적으로 서남일본의 지자기 변동과 거

의같은변화를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2. 시료의 채취

오산 내삼미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4호, 9호, 17호, 30호)와 삼국시대 주거지 3기(14호,

16호, 19호) 그리고 측구부탄요 1기, 탄요 1기, 와요 1기의 총10기의 유구에 대해 고고지자기 시료를 채취

하 다. 유구의소성상태가좋은부분을골라서총 114개의 시료를채취하 으며시료번호는표1에 나타낸

것과 같다. 고고지자기 시료는 유구의 소성상태가 좋은 부분을 골라 약18×18×25㎜정도 크기의 기둥모양

으로잘라낸후 24×24×24㎜크기의立方形플라스틱케이스에물로갠석고를채워서기둥모양소토에뒤

집어 씌우는 방법으로 채취하 다. 이 때 기둥모양의 소토가 부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소토의 뿌리 부분

이 유구에 붙어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석고가 굳어지면 플라스틱큐브 背面의 최대 경

사선의 방위(pitch)와 그 경사각(dip)을 측정하여 시료의 방위로 한다. 큐브의 背面에는 그 면의 走向

(strike)을 나타내는선과시료의번호를적은후유구로부터시료를떼내어비닐봉투에넣어 봉한다.

시료의 방위측정에는 고고지자기 시료채취용으로 개조된 특제 클리노미터(Hirooka 1971)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pitch의 방위는클리노미터의자침으로측정하기때문에자북을기준으로한방위이며, 유적에

서 자북이 진북과 이루는 각도(현재의 편각)만큼 어긋난 방위가 된다. 본유적에 대해서는 편각의 보정 값

(Dp)으로써 2만 5천분의 1 지형도「水原」에기재되어있는西偏 - 7.46°의값을이용하 다. 보통 1기의유

구로부터이와같은시료를 10개 전후로 채취하여연구실로가지고가서큐브의開口部도석고로막아서측

정용시료로한다.

3. 자화측정의 결과

자화측정의 순서는 우선 소토 시료가 保持하고 있는 잔류자화를 측정한다. 이 잔류자화를 自然殘留磁化

(natural remanent magnetization, NRM)라고 한다. NRM의 측정결과에서 시료 각각의 자화방위및 자

화강도를 통해 동일유구 내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자화방위의 분산정도를 검토한다. 다음에는 소성 이후

에 부가되었을 가능성이있는 불안정한 2차 자화성분을 없애기 위한 交流消磁實驗을한다. 交流消磁는 消磁

磁場을 순차적으로 높여 가면서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각 단계마다 자화강도의 감소 상태와 자화방

위의분산정도를조사하여자화방위가가장잘집중된단계를선택한다.

잔류자화의측정에는일본夏原技硏製의 ring core type spinner magnetometer를 사용하 다. 또한 交

番磁場을 걸어 불안정한 자화성분을 제거하는 段階交流消磁實驗에는 夏原技硏製의 교류소자장치를 사용하

여 이루어졌다. 각 소자 단계 중에서 자화방향의 집중 정도가 가장 좋은 단계의 소자자장을 最適消磁磁場

(optimum demagnetizing field, ODF)이라 하며, 최적소자단계의 측정결과를 고고지자기 데이터로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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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다. 그런데삼국시대주거지인 14호와 16호 주거지, 탄요 1호에대해서는연대를추정할만한결과를구

할 수가 없었다. 이 유구에서 채취한 소토시료는 오염제거 과정인 교류소자 실험 이후에도 자화방향의 집중

정도가 개선됨이 없이 더욱 분산되었는데, 이것은 이 시료들이 충분히 고온에서 소성된 양질의 소토시료가

아닌것이그원인일것으로판단된다.

4. 고고지자기연대의 추정

평균자화방향과 그 분산정도를 구하는 통계처리에는 Fisher의 통계법(Fisher 1953)을 이용하 다. 각

유구의 최적소자단계, 평균편각(D), 평균복각(I), Fisher의 신뢰각(α95), 평균자화강도는 표2에 정리되어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지자기방위의 지역차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변동은 일본의 그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상세한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변동곡선(Hirooka, 1971; 廣岡, 1977)

을 準用하는것이가장적절하다고생각된다.

표2의 최적소자단계의 데이터를 서력기원후의 시기와 서력기원전의 시기로 나누어 도면화 한 것이 각각

도1과 도2이다. 도1은 표2의 최적소자단계의 데이터 중에서 서력기원후 시기의 데이터를 과거 2000년간의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에 plot한 것이며, 도면에서의 검은 점이 각 유구의 평균자화방향을 표시하

며 그것을 둘러싼 원이 Fisher의 신뢰각(α95)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 원내에 95%의 확률로 진실의 자

화방위가포함되어있는것을의미한다.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변동곡선이 오산 세교 2지점 유적 주변의 고고지자기 변동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것이라고가정한다면, 도1에서추정되는고고지자기연대는

측구부탄요 : A.D.315 ± 15년또는 A.D.1250~1310년

삼국 19호주거지 : A.D.1110 ± 60년또는 A.D.105 ± 30년또는 A.D.1820년이후

또는 A.D.450 ± 30년

와요 : A.D.590~730년또는 A.D.1100 ± 70년

이 된다. 지자기의 년변화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변동하고있는 모양으로 시대는 달라도 지자기의방위

가비슷한경우가자주있다. 때문에고고지자기학적으로복수의추정연대값이나오는경우가많다. 그러한

경우에는고고학적인견해에맞는연대를채용하면된다.

그리고도2는오산내삼미동유적청동기시대 4호주거지, 9호 주거지, 17호 주거지, 30호 주거지에대한

측정결과를 plot 한 것인데, 검은 점이각유구의평균자화방향을표시하고그것을둘러싼원이 Fisher의 신

뢰각(α95), 즉 오차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일본에는 과거 2000년간(서력기원후)의

시대에 대해서는 상세한 변동양상을 알려주는 표준곡선이구해져 있으나, 서력기원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

본에서도 표준곡선이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고지자기학적으로연대추정을 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

여 비교할만한 적당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도2에서 보면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의 데이터 중에서 9호와

30호 주거지의 데이터는 오차범위가 작고 정 도가 높은 편이지만 4호와 17호 주거지는 보다 오차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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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이 4기 주거지들의데이터는오차범위내에서다소겹쳐지는부분이있는것으로보아큰시기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 유구에 대해 축적된 데이터에서 볼 때(성형미 2005) 청동기

시대전기시기의고고지자기측정데이터에서복각이 50도 주변에위치하는데비해청동기시대중기데이터

의 복각은 보다 깊은 60도 주변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볼 때 이 4기의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전기

에 가까운 데이터로 보이는데 9호와 30호 주거지는 전기의 데이터가 확실해 보이나 4호와 17호 주거지는

오차범위가 큰 것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평균자화방향이 조금 깊은 것으로 보아 전기에서도 늦은 시기의 데

이터일 가능성이 있다. 아직 서력기원전 시기에 대한 고고지자기 측정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서 청

동기시대의 고고지자기 연대를 측정하거나 변동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데이터가 늘어날수

록명확해질것으로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유적에 대해 고고지자기시료의 채취와 측정의 기회를 주신 경기문화재단의 발굴조사 관계

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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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 서남일본의고고지자기변동곡선과오산내삼미동유적의고고지자기측정결과
A : 측구부탄요,  B :  삼국시대19호주거지,  C : 와요.

도2. 오산내삼미동유적청동기시대주거지의고고지자기측정결과
A : 4호주거지,  B : 9호주거지,  C : 17호주거지,  D : 30호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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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오산 내삼미동 유적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유구 소자단계 n/Ｎ
Ｄ I α95

Ｋ（ °Ｅ） （ °） （ °）

측구부탄요 [    NRM 10/10 22.5 53.1 1.5 1020.0 ]

10.0mT 10/10 23.5 53.8 1.6 927.5

청 4호 NRM 7/11 1.6 54.6 9.3 43.0

주거지 [ 10.0mT 4/11 -8.5 56.3 4.4 439.1 ]

청 9호 NRM 8/11 -14.4 52.8 2.9 371.8

주거지 [ 10.0mT 8/11 -14.4 53.7 2.3 572.9 ]

청 17호 [    NRM 6/11 -9.4 54.6 4.2 255.2 ]

주거지 10.0mT 9/11 -8.9 56.5 5.3 95.3

탄요 NRM 7/12 -1.1 64.7 9.7 39.9

10.0mT 8/12 26.6 64.1 5.2 312.2

와요 NRM 8/12 -11.7 52.1 8.0 49.4

[ 10.0mT 6/12 -14.9 57.9 3.7 326.3 ]

삼 16호 NRM 9/12 0.9 44.6 10.3 25.3

주거지 10.0mT 5/12 -8.5 47.6 9.3 68.3

삼 14호 NRM 9/12 -18.3 56.6 15.0 12.7

주거지 10.0mT 4/12 2.3 62.5 14.5 41.0

삼 19호 [NRM 7/12 -3.5 51.6 3.2 368.1 ]

주거지 10.0mT 7/12 -5.4 54.7 4.6 173.3

청 30호 [NRM 10/11 -2.1 52.9 2.3 450.8 ]

주거지 10.0mT 10/11 -0.8 54.2 2.3 448.4 

n/Ｎ：採擇試料個數/採取試料個數, Ｄ：平均偏角, Ｉ：平均伏角, α95：Fisher의 信賴角, Ｋ：Fisher의 精度係數．

［ ］：고고지자기 측정결과로 채택한 데이터(최적소자단계)

표1. 오산 내삼미동 유적의 고고지자기 시료번호

유구명 개수 시료번호

측구부탄요 10 OS2 01~10

청 4호주거지 11 OS2 11~21

청 9호주거지 11 OS2 22~32

청 17호주거지 11 OS2 33~43

탄요 12 OS2 44~55

와요 12 OS2 56~67

삼 16호주거지 12 OS2 68~79

삼 14호주거지 12 OS2 80~91

삼 19호주거지 12 OS2 92~103

청 30호주거지 11 OS2 104~114

Ｄp = -7.46°(水原,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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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오산 내삼미동 유적의 주요유구 3D 도면
청
동
기

17
호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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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동
기

30
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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