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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신 통 현대타운 2.3단지 건설공사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는 (주)고려산업개발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

공사에 앞서 공사 부지에 부존할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를 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개발과 문화재 보호를 조

화롭게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해당부지에 대한 조사는 2004년 1월에 우리 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 결과 2개소의 유물산포지를 확인하 다. 확인된 유물산포지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16일부터 시굴조사를 진행하 다. 시굴조사 중인 2004년 5월 6일에는 당초 시행자인 (주)고려

산업개발이 (주)두산산업개발에 합병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바뀌게 되었다. 2004년 6월 8일에는 기 진행

된 조사분에 대하여 중간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유구가 확인된 2구역은 발굴조사에 준하는 수습조사를 행하

고, 1구역은 유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정 시굴조사를 진행하도록 조치되었다.

2004년 9월 21일에는 시굴조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시대 주거지 및 수혈

유구 등이 확인된 2구역은 해지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 으며, 1구역은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하고 시굴조사를 마무리하 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23일부터 1구역에 대한 발굴조사(약 4,922평)를 착수하여 2005년 2월 20일에

최종 조사를 완료하 다. 

발굴조사 결과 1구역에서는 수혈유구 40기, 주거지 10기, 탄요 1기가 확인되었으며, 수습발굴 조사지역

인 2구역에서는 수혈유구 13기, 주거지 4기, 적심 1개소, 굴립주 1개소, 탄요 2기, 구상유구 1기 등이 확인

되어 총 73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장 경 호(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 도 위 원: 김 동 현(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조 유 전(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최 몽 룡(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최 병 현(숭실대학교 교수, 문화재위원)

이 남 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책임조사원 : 김 성 수(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3팀장) 

조 사 원 : 이 석 재(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 태 근(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사보조원 : 이 미 란(기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외

현장조사는 장경호의 지휘 아래 김성수가 전체적인 진행을 하 으며, 이석재가 현장 책임을 담당하 다.

유구 실측은 이석재가 주로 하 으며, 김승대, 박혜원, 성지은, 박지혜, 윤민희, 백승실 등이 이를 도왔다. 

보고서 작업에 있어 원고는 유구는 이부성이, 유물은 김성수와 박현욱이 담당하 다. 유구와 유물의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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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김유진, 설은주 등이 담당하 으며, 제도는 이현경, 임명순이 주로 하 다. 고찰 원고에 있어 유구는 이부

성이, 유물은 김성수가 담당하 다. 유물의 사진촬 은 장종빈이 담당하 으며, 보고서의 편집은 김 화가

주로 하 다. 출토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김웅신을 비롯한 보존과학팀에서 맡아주었으며, 고고지자기 분석

은 성형미(동양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가 담당하 다. 보고서의 교정·교열은 김 화, 김성수가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김성태가 수정하 으며, 윤근일이 최종적으로 검토하 다. 

이 밖에도 김두권을 비롯한 많은 연구원이 현장조사와 보고서 작업에 도움을 주었기에 지면으로나마 고마

움을 전하는 바이다. 

또한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두산산업개발의 강윤기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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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위치와 주변환경

1. 유적의 위치 및 자연환경

경기도 남부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화성은 동쪽으로는 용인시, 서쪽은 황해와 면하고 있으며, 남쪽은 오산

시·평택시, 북쪽은 수원시·안산시와 접하고 있다. 동경 126°34'~127°10', 북위 37°00'~ 37°22'에 위

치한다. 

화성의 동쪽에 위치한 조사지역은 멀리 백두대간에서 북서쪽으로 뻗어내린 석성산(471m)-광교산

(582m)-백운산(566m)-수리산(469m)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 산줄기가 소실봉(186m)을 기점으로 支脈

이 남쪽으로 기복하여 청명산(190m), 매미산(154m), 구봉산(102m), 동학산(123m), 반월봉(113m), 여

계산(158m), 양산봉(181m), 노적봉(160m)으로 이어지며 각지에 丘陵地臺를 형성하고, 매미산에서 서쪽

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최말단부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내에 큰 하천은 없고 매미산에서 발원하

여 서쪽 黃口池川으로 유입되는 폭 3~4m 내외의 작은 내(川)가 남동-북서로 흐르고 있다. 반월동에서 서

쪽으로 300m 가량 떨어져 황구지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고, 동쪽 매미산 너머로 烏山川이 신갈저수지를

경유하여 역시 남-북으로 흐르고 있다. 

조사지역의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斑狀變晶片麻巖과 硅長片麻巖, 角閃石黑雲母片麻巖, 花崗片麻巖이 고

루 분포1)하며 암질이 모두 무른 結晶으로 풍화와 침식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흑운모편마암과 화강편마암 사

이에는 석 암맥이 종종 관입되어 있다. 구릉지역과 구릉에 부속된 경작지에는 화강암 내지 편마암 암쇄토

와 사질토양이 분포하며 내(川) 주변으로 배수가 불량한 흑갈색 충적토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경작지 중 논

의 토양은 華城砂壤土區에 속하는데 華城市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沖積土이다. 각층 모두 자갈을 약간 포함

한 細沙壤土로 토성은 일반적으로 회색이고, 구조는 대부분 層狀이다. 밭의 토양은 水原砂壤土에 속하는데

水原·飛鳳·半月 등 각지에 丘陵性殘積土가 분포되어 있다. 토색은 상하 모두 갈색이 많고, 토성은 일반적

으로 粗砂가 많은 사토나 사양토이다.2)

이처럼 조사지역은 50m 내외의 저평한 구릉성 산지와 계곡이 넓게 나타나고 작은 하천이 흘러가고 있

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동쪽에 위치한 매미산 줄기는 문화 및 경제의 장

애물로 작용하여 주된 생활공간 및 교류는 서쪽의 화성 동부지역과 수원 남부지역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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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0, 『기흥읍지』, 38~49쪽.
2) 盧道陽, 1996, 「화성군」『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 25권, 246~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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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 적 명

1 성복리 통일신라요지
2 죽전 대덕골유적
3 성복리 백제토기산포지
4 고려도기가마 Ⅰ
5 고려도기가마 Ⅱ
6 고려청자가마유적
7 고려고분군
8 임진산성
9 수지 백제주거지
10 보정리유물산포지Ⅰ
11 보정리유물산포지Ⅱ
12 상현리 기와가마
13 보정리 소실유적
14 마북리 석축유구
15 마북리 고려고분군
16 마북리사지
17 보정리고분군
18 마북리 중세건물지유적
19 언남리유적(세종대)
20 언남리유적(한신대)
21 마북리 삼국시대 취락
22 마북리 백제토광묘
23 현화사지
24 신갈리유적
25 덕리유적
26 구갈리유적
27 상갈리 유물산포지
28 상하리 지석묘
29 상갈리유적
30 통 고려유적
31 망포동유적

연번 유 적 명

32 반월리 속반달이유적
33 서천동유적
34 반월리고분군
35 반월리유적
36 기산리유적D
37 기산리유적C
38 기산리유적B
39 황계리고분군
40 진안리유적
41 동학산유적
42 안화동유적
43 석우리 먹실유적
44 병점리 지석묘군
45 햇골유적
46 청계리 유물산포지
47 병점리 유물산포지
48 반석산유적
49 반송리중세유적
50 외삼미동 유물산포지Ⅰ
51 반송리Ⅱ유적
52 감배산유적
53 양산동 기와가마
54 외삼미동 지석묘군
55 반송리Ⅲ유적
56 독산성
57 외삼미동 지석묘
58 지곶동 지석묘
59 필봉유적
60 황암리 지석묘
61 세교동유적
62 수청동유적

도면 1. 조사대상지역 위치 및 주변유적

0 2.5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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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대상지역 한국근세오만분지일지도(1917, 조선총독부)



2. 고고·역사학적 환경

1) 고고학적 환경

최근 경기도 화성시 일대는 많은 개발사업과 함께 관련 학술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선사~역사시대에 이

르는 유적의 조사 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짐

과 동시에 고고학적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半月面 大夜味里 遺蹟, 西新面 牆外里,

鄕南面 東吾里遺蹟3)에서 유물이 채집되었으며, 峰潭面 堂下里·旺林里4), 향남면 구문천리에서는 고토양층

이 확인된 바 있으며, 台安邑 旗安里에서도 고토양층의 확인과 함께 여러면 석기 2점5)이, 태안읍 반월리에서

도 구석기시대 퇴적층과 함께 박편이 출토되었다.6) 조사지역과 인접한 용인 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기 조사된 평창리유적7)을 비롯해 갈담리8), 죽전리9), 보정리, 서천동10) 등에서 유물이 채집되었으나 평창리

유적을 제외한 이렇다할 조사성과가 없이 이 지역의 구석기시대 문화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 지역의 지층 가운데 주요 하천변과 산록에 신생대 제4기의 고토양층이 확인되는 곳이 많아 앞으로

구석기시대 유적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濟扶里貝塚11), 東灘面 東鶴山遺蹟12)이 있으며, 기흥읍 상갈리13)에서도 신석기시대

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태안읍 병점리와 송산리, 수기리, 귀래리, 송리, 제기리, 문학리 등지14)에서 지석묘

가지표조사시확인되었으며, 무문토기가채집된유적으로병점리유물산포지15), 반송리유물산포지1, 반송리유

물산포지4, 반송리 유물산포지516), 화성 황계리 무문토기 채집지 등이 있다. 병점리에서는 일제시기에 세형동검

과 옹관이 출토된 바 있으나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생활유적으로는 화성 泉川里遺蹟17),

台安邑旗安里古琴山遺蹟18), 화성석우리동학산유적19), 花山遺蹟20), 반송리유적Ⅰ21) 등이있다. 특히고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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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박물관, 1999,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Ⅰ』.
4) 崇實大學校博物館·서울大學校博物館·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 2000, 『華城 堂下里Ⅰ遺蹟』.
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화성 발안리 마을유적·기안리 제철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자료 14.
6)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5, 『화성 반월리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7)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경기도박물관, 2000, 『龍仁 坪倉里 舊石器遺蹟 發掘調査報告書』.
8) 서울대학교박물관, 1996, 『龍仁市의 文化遺蹟』.
9) 한신대학교박물관, 1999, 『龍仁市 竹田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0)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龍仁 書川宅地開發事業敷地內 遺蹟 試掘調査 1次 指導委員會 資料集」.

조사지역과 이어진 구릉의 동사면에 위치한 서천동에서도 고토양층과 함께 개·몸돌·격지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11) 주 3)의 책.
12) 한신大學校博物館, 2001, 『華城地方産業團地內 東鶴山遺蹟 試掘調査 報告書』.
13) 洪鍾御·嚴翼成, 1998, 『기흥 상갈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명지대학교박물관·한신대학교박물관.
14) 한신大學校博物館, 1995, 『華城郡 埋藏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15) 토지박물관, 2000, 『화성반석지구 문화재분포현황도』.
16)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화성 동탄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7) 한신大學校博物館, 2006, 『華城 泉川里 靑銅器時代 聚落』.
18) 서울大學校博物館, 2002, 『華城 古琴山遺蹟』.



유적에서는 環壕와 집터, 竪穴遺構, 화덕자리 등의 유구와 반월형 석도, 무문토기 등 다량의 청동기시대 유물

이 수습되었으며, 동학산 정상부에서는 신석기시대~통일신라로 이어지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생활유적임이 확인되었다. 화성시 인근의 용인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전지역에 걸쳐 고

르게 분포하는데, 유구는 지석묘, 석관묘, 입석, 주거지 등 다양하다. 유적으로는 구갈리22)를 비롯하여 죽전리
23), 임진산, 봉명리24) 등지에서 주거지가 조사되었고, 왕산리, 주북리, 상하리, 맹리, 근삼리, 매산리, 사암리,

서천리, 신완리 등지에서는 지석묘가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남방식과 북방식이 혼재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현

면 초부리25)에서 세형동검의 용범이 확인되었으며, 기타 석부, 석촉, 석검 등이 여러 곳에서 수습되었다. 오산

시 외삼미동, 수청동, 황암동26) 등지에서도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으며 수원지역에서는 팔달산에서 지석묘가,

여기산에는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금곡동, 호매실동 등지에서는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다. 水原 栗田洞, 西

屯洞 住居址, 꽃뫼, 숙지산유적27) 수원시 통동에서는 마제석검·유구석부·반월형석도·돌낫·방추차·돌

끌등의청동기시대유물이출토된바있으나확실한문화층의존재는확인되지않았다. 

원삼국시대~삼국시대의 유적은 주로 백제의 역에 속하여 초기백제 관련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유적은

분묘에서 주거 및 생산유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인되는데 원삼국시대~백제시기에 속하는 旗安里 생활

유적과 함께28), 봉담면 旺林里·堂下里·馬霞里 일대에는 대규모 백제유적군이 확인되고 있다. 봉담면 馬霞

里古墳群29), 堂下里 주거 및 생산유적30), 旺林里 주거유적31), 향남면 發安里 마을遺蹟, 吉城里土城32), 社倉里

古墳, 料里·白土里 遺蹟, 우정면 閑角里土城, 雲坪里土城, 花山里遺蹟, 마도면 白谷里古墳33), 태안읍 황계리

고분군, 안녕리 유물산포지 등이 알려져 있다. 화성 반월리유적34)에서는 백제시기의 원형수혈과 함께 경작층

이 확인되었고 서천동35)에서도 백제시기의 원형수혈이 다수 확인되었다. 최근 조사된 감배산유적과, 남쪽으

로는 오산 가수동 저습지 유적36), 가장동유적이 확인되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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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화성지방산업단지내 동학산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20) 한신大學校博物館, 2002, 『花山古墳群』.
2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화성 동탄 반송리Ⅰ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2) 명지대학교박물관, 1997, 『기흥 구갈3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23)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용인 죽전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죽전리 대덕골 및 도기가마Ⅰ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24)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龍仁 鳳鳴里 靑銅器時代 住居址」『수원 율전동Ⅱ 유적』.
25) 金載元, 1965, 「龍仁出土細型銅劍鎔范」『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刊行委員會
26) 충북대학교박물관, 1987, 『판교-구리, 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水原市의 歷史와 文化遺蹟』.
28) 주 5)의 책.

서울大學校博物館, 2000, 『화성 고금산 유적 현장설명회 자료』.
29) 湖巖美術館, 1998, 『華城 馬霞里 古墳群』湖巖美術館 遺蹟發掘調査報告 5冊.
30) 주 4)의 책.
31) 숭실대학교박물관·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화성 왕림리유적』
32) 鄭仁淑, 1982, 『華成郡 鄕南面 吉成里土城 硏究』淑明女子大學校大學院 碩土學位論文
33) 金元龍, 1971,「華成郡 麻道面 白谷里 百濟古墳과 土器類」『白濟硏究』제2집

忠南大學校百濟硏究所 韓國精神文 硏究阮, 1994.『華成 百谷里 古墳』.
34) 주 6)의 책.
35) 주 10)의 책.
36) 김한식, 2005, 「오산 가수동유적」『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37)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烏山 細橋 宅地開發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용인지역에서는 이미 발굴조사된 수지읍 풍덕천리38), 죽전리39), 보정리40) 및 기흥읍 구갈리의 주거지를 비

롯하여 신봉리, 죽전리41), 마북리42), 언남리43), 청덕리44) 등에서도 유적이 확인되었다. 수원지역에서는 西屯

洞遺蹟45), 꽃뫼유적 등 여러곳에서 유물이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뚜렷한 발굴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통일신라시기의 확인된 유적으로는 건물지, 생산유적, 관방유적, 고분등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는

데 水原 古邑城 내 통일신라토기 포함층이나 황구지천변의 오산 양산동 유적,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

동 일대의 칠보산에 위치한 생산유적, 화성 봉담읍 천천리유적의 석곽, 용인 성복동 통일신라요지46)등이 있

다. 고분유적으로는 보정리고분군, 대덕골유적, 동백리고분군, 삼막곡고분군, 언남리석곽묘 등이 조사되었

는데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신라 진흥왕 이후의 통일기 전후의 고분도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신라고분은 대부분 고려고분과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분 입지 선택에 있어 두

시기의 고분에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관방유적으로는 석성산성, 할미산성, 태봉산성 등이

있다. 

고려시대이후의 유적으로는 수원~화성일대의 거점인 水原 古邑城, 수원시 통동 고려유적47)과 함께 다

양한 유적이 확인되는데, 고분, 도기요지, 청자요지 등은 고고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유적

들이다. 분묘유적은 마북리 정광지구48), 단국대 신축부지49), 상갈리50), 좌항리51), 보정리 삼막곡, 소실 등지에

서 확인되었다. 이들 고분의 매장주체부는 석곽묘에서 토광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출토유물은

청자와 병, 철기류, 청동기류 등이다. 청자요지는 서리와 죽전리 등지에서 조사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면 유적의 수는 급증하여 禿山城52), 水原 古邑城53), 隆·健陵54), 용주사 등 저명한 유적

들이 분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각종 도요지와 산성, 봉수 등의 관방유적, 건물지 등의 유적이 상당수 증

가하게 되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비롯한 외적의 침입과 생산물자의 이동경로로서 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

로에 위치한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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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신대학교박물관, 1998, 『龍仁 水枝 百濟 住居址』
39) 주 23)의 책.
40) 畿甸文化財硏究院, 2005,『龍仁 寶亭里 소실遺蹟』學術調査報告 第57冊.
41) 주 26)의 책.
42) 기전문화재연구원, 2005, 『龍仁 麻北里 百濟 土壙墓』學術調査報告 第45冊.
43) 세종대학교박물관, 2001, 『龍仁 彦南里遺蹟』.
4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동백-죽전간 도로구간내(청덕리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45) 林炳泰, 1982, 「水原 西屯洞 住居地 發掘 」『博物館新聞』제 126호
46) 한신대학교박물관, 2004, 『龍仁 星福洞 統一新羅 窯址』.
47) 한신대학교박물관, 1996, 『水原 靈通 高麗遺蹟 發掘報告書』調査報告書 7冊.
48) 京畿道博物館, 2001, 『龍仁 麻北里 高麗 古墳』.
49) 단국대학교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龍仁 麻北里 遺蹟』.
50) 주 13)의 책.
51) 明知大學校博物館, 1994, 『龍仁 佐恒里 高麗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52) 한신대학교박물관, 1999, 『독성산성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독성산성 내부를 중심으로』

畿甸文化財硏究院, 2001, 『烏山 禿山城·洗馬臺址 試掘調査報告書』.
53) 한신대학교박물관, 2000, 『水原 古邑城』한신大學校博物館叢書 第12冊.
54) 史蹟 206號.



2) 역사적 배경

조사지역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초기철기시대 이후 소국들이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성립

하게 되는데 이들이 三韓을 구성하게 된다. 삼한은 馬韓, 弁韓, 辰韓으로 나뉘는데 현재의 화성지역은 마한

의 50여개 小國55) 중 경기도 일대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국의 하나에 그 역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나 그 정확한 소국은 알 수 없다.56)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연려실기술』, 『신증동국여지승람』등의 기록을 보면 水原은

고구려의 買忽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에 水城으로 고쳤다57). 고구려 지배하에 있던 수원 지역은 5세기

중엽,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의 동맹군(511년)에 의해 수복되어 백제에 속하 으나 534년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군을 대파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어 다시 신라에 속하게 되었다. 

삼국통일 후 신라는 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새로운 지방 통치 체제로서 685년에 9주 5소경제

가 정비되었다. 이 때에 漢山州의 속군으로 편입되었는데 경덕왕 때에 漢化정책에 따라 한산주의 명칭은 漢

州로, 군의 이름은 수성으로 고쳐지게 되었다. 

그 후 고려 태조가 견훤을 칠 때 이 고을의 金七, 崔承珪 등 200여명이 귀순한 공으로 水州로 승격되었다
58). 983년(성종 2)에 행정 구역 정리를 통해 전국에 12목을 설치 할 때 楊州가 牧으로 승격되면서 수주도 그

관할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992년(성종 11)에 주·부·군·현과 關防·驛站·江河·浦口의 명칭을 고치

면서 水州의 별호로 漢南, 또는 隋城이라고 하 다. 995년(성종 14)에 마침내 전국을 10道로 나누어 12개

州에 각각 절도사를 두었다. 전국이 절도사 체제로 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수주에는 都團鍊使가 설치되었다.

이후 수원 지역은 1018년(현종 9)에 지방 관제의 정비를 통해 지방관이 부임하는 知州事로 복구되었으며

수주는 安城縣·唐城郡·安山縣·龍城縣·龍城縣·貞松縣·陽城縣 등 10개의 屬縣을 거느리는 대읍이 되

었다. 1067년(문종 21)에 양주목에 속하 던 수구는 양주가 南京留守官으로 승격되어 남경에 속하게 되었

다. 수주가 水原都護府로 승격된 것은 1271년(원종 12)의 일이었다.59) 이해에 窄陽에서 군대를 주둔하고 있

던 몽고 군사가 大阜島에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죽이자 대부도의 백성들이 분노하여 몽고 군사를

죽이고 항쟁하 다. 이 때 수주 부사 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부도 주민들의 폭동을 진압하여 이 공로로

水原都護府로 승격하 다. 대부도민들의 반란을 토벌한 안열의 공으로 수원도호부가 된지 얼마 후 다시 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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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三國志』東夷傳 馬韓條.
56) 이병도는 마한 소국중 牟水國이 현 수원지역 일대, 爰襄國·桑外國을 현 화성군 일대로 비정하 으나, 천관우는 모수국을 현 양

주군 일대에 비정하 다. 이와 별도로 수원·화성지역이 일찍부터 伯濟國의 세력권에 편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있다.
李丙燾,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 사.
千寬宇, 1993, 『古朝鮮史·三韓史硏究』, 일조각.
畿甸文化財硏究院, 2000, 「歷史的 背景」『華城 台安(3) 宅地開發豫定地區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57)『三國史記』卷35, 志4 地理2.
『高麗史』卷56, 志「地理」水州.
『世宗實錄 地理志』「京畿」「水原都護府」.
『燃藜室記述』別集 卷之十六 地理典故 州郡.
『新增東國輿地勝覽』卷9, 「水原都護府」建置沿革.

58) 주 57)의 책.
59) 주 57)의 책.



州牧으로 승격되었다. 수원도호부의 牧승격은 1308년(충렬왕 34)의 지방 행정 구획 개편과 시기를 같이하

여 이루어졌으나 1310년(충선왕 2)에 전국의 牧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주목이 水原府로 격하되었

다. 1314년(충숙왕 1)에 양광주도를 揚廣道로 다시 고치어 수원부는 양광도에 내속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홍건적이 양광도 내의 각 주와 군에 선봉 부대를 파견해 노략질과 방화를 일삼으로 항복을 권유했을

때 수원부는 많은 피해를 입고 가장 먼저 항복하여 공민왕은 수원부를 水原郡으로 강등시켰다. 반면 안성 사

람들은 투항을 가장하고 연회를 베풀어 적들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적장 6명을 적이고 적을 섬멸하는 성과

를 거두어 수원의 部曲이었던 陽良· 甘彌呑· 馬田· 薪谷 등을 이속 받았다. 적군에게 투항하여 강등 당한

수원군은 4년 후인 1366년(공민왕 15)에 군민들이 당시 재상이었던 金鏞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 다시 府

로 승격되고 안성으로 이속 되었던 부곡 4곳 중 3곳을 환속 받았다. 결국 수원은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경기

도에 속하지 않고 양광도에 속하고 있었다. 당시 원부가 직할하던 7개 屬縣은 安山縣·永新縣·雙阜縣·龍

城縣·貞松縣·振威縣·陽城縣 등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즉위 2년 후에 지방의 중심이 되는 25개의 大邑을 界首官으로 정하 는데 수원도

계수관으로 선정되었다. 1394년(태조3)에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양의 위치에 맞게 경기

도가 다시 조정되었다. 그러므로 한양 천도 다음해인 1395년 양광도에 속한 수원부를 京畿左道에 내속시켰

다. 1413년(태종 13)에 경기좌우도를 京畿道로 개칭하 고, 수원부를 水原都護府로 명칭을 바꾸었다. 도

호부는 사실상 고려 시대의 府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牧보다는 격이 낮고 郡보다는 한

단계 높은 지위의 행정 단위 다. 1457년(세조 3)에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좌익·우익을 혁파하고

巨鎭을 설치하 는데 경기도에서는 수원진·광주진·양주진·강화진·개성진 등 5개 진이 설치되었다. 水

原鎭에는 富平·衿川·安山·南陽·振威·安城·陽城을 속하게 하 고 判宮·敎授가 1명씩 증원되어 수령

인 부사를 보좌하게 되었다. 수원은 1526년(중종 21)에 수원 사람 노범근이 부모를 죽인 사건으로 당시의

관례에 의하여 수원도호부에서 水原郡으로 강등되고, 동시에 鎭도 혁파되어 인천으로 이속되었으나, 1535

년(중종 30)에 다시 도호부로 복귀되고, 수원진도 복구되었다. 水原鎭은 1602년(선조 35) 防禦使를 겸하

게 하 으며, 1668년(현종 9)에 別中營將과 討捕使를 겸하게 하 다. 그리고 1687년(숙종 13)에 摠戒左

營將을 겸하도록 하여 경기남부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 다. 이 당시 수원부의 중심지역은 현재의 安寧里

일대 다. 위와 같이 수원은 조선이 건국된 후 400여년 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았으나 정조의 부친인 思悼

世子의 園寢이 수원으로 천봉됨을 계기로 새로운 읍치가 조성되고 종래의 도호부가 유수부로 승격되는 변

화를 맞게 되었다. 

정조는 1789년(정조 13) 사도세자의 원침을 수원부 화산으로 천봉하면서 화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

던 수원부의 治所를 현재의 수원시 팔달산 동쪽 기슭으로 옮겨가게 하 던 것이다. 따라서 舊 水原府는 통일

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후기까지 수원의 중심지 던 화산남단의 수원부 관아가 거의 모두 훼철

되고 일부만이 현륭원 재실로 사용되는 변화를 맞이하 다.60) 또한 1800년 정조의 능침인 건릉이 융릉 좌측

구릉으로 결정되자 舊 수원부의 邑治 대부분은 陵園이 자리한 존엄한 지역으로 왕실의 능원관리구역인 火巢

로 설정되어 禁養지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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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顯隆園膽錄』藏書閣 所藏本(K2-2381~2383).



1914년 4월 1일의 郡面 폐합에 의해, 16개 面을 진위(평택)군에 넘겨주고 南陽郡 전체인 17개 面, 安山

郡의 3개 面, 廣州郡의 2개 面을 병합하여 수원군으로 개편, 21개 面을 관할하 다. 이 때에 龍仁郡 枝內面

에 속했던 靈通 일부와 德洞 일부가 합해져서 龍仁郡 器興面에 속하게 되고 營通의 나머지 지역은 營通里가

되어 莘里와 함께 水原郡 台章面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태장면은 지리, 인계, 권선, 신리, 통, 원천, 매탄, 망포, 반월, 능리, 병점, 진안, 기산 등 13개리를

관할하며 면사무소를 망포리에 두었다. 안룡면은 평리, 세리, 장지, 배양, 안령, 송산, 황계, 대황교, 반정, 곡

반정, 고색, 기안, 오목천 등 13개 里를 관할하게 된다. 

1931년 4월 1일에는 수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36년 10월 1일 일왕, 안룡, 태장(지리,일계리) 3개

面의 일부가 수원읍에 편입되었으며,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161호에 의하여 수원군 수원읍이 市로

승격됨에 따라 수원군이 화성군으로 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는 법률 제 1175호에 의하여, 일왕면은 수원

시와 시흥군으로 분할 편입되었으며, 태장면의 권선, 원천, 매탄리 그리고 안룡면의 장지, 대황교, 곡반정,

고색, 오목천리 또한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태장면의 8개리(莘里, 靈通, 網浦, 半月, 泮亭, 陵里,

陳雁, 機山)와 안룡면의 6개리(培養, 安寧, 松山, 黃鷄, 餠店, 旗安)를 합하여 태장면의‘台’와 안룡면의

‘安’을 따서 태안면이 되었고 위의 14개리를 관할하게되었다. 1985년에 태안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2001

년 3월 21일 화성시로 승격했다. 2006년 1월2일 화성시 동부권 분리에 의해 태안읍에서 분동하여 반월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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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대상지역 범위 및 주변지형(1/5,000)

1구역

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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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조사지역 현황도

1구역

2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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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1구역 유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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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경과 및 방법

1. 조사경과

이번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2개소의 유물산포지(1구역 44,619㎡, 2구역 37,738㎡)를 대상으

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가 산발적으로 확인된 2구역은 수습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고, 백제시

기의 수혈유구가 집중적으로 확인된 1구역은 정 발굴조사를 실시하 다. 

시굴조사는 조사 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하여 10m 간격으로 2×20m의 트렌치를 기본으로 하여 굴토하

으며, 일부 트렌치는 현지 조건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크기를 조절하 다. 2구역의 경우 시굴조사에서 유구

집도가 상당히 낮고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를 잡아 전면제토 후 발굴조

사에 준하는 수습조사를 하 으며, 1구역은 트렌치조사에서 유구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성격파

악 및 발굴조사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면제토 후 유구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마무리 하 다. 

발굴조사는 1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구 성격이 주로 백제시기 수혈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깊

이와 넓이, 토질 등을 고려하여 유구 조사 후 조사된 유구의 현상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조사 순서를 정하

다. 

상세한 조사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4년 1월 : 지표조사 - 유물산포지 2개소 확인

○ 2004년 1월 30일 : 시굴허가(허가 제 2004-51호, 허가면적 82,357㎡) 

○ 2004년 4월 16일 : 현장조사 착수

○ 2004년 5월 6일 : 회사 합병으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주)고려산업개발에서 (주)두산산업개발로 바뀜

○ 2004년 6월 8일 : 중간검토회의

- 1구역은 전면제토 후 조사방향 다시 결정

- 2구역은 유구가 확인되는 지역에 대해 수습발굴(12,200㎡) 

○ 2004년 9월 21일 : 지도위원회의

- 1구역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 조치

○ 2004년 9월 22일 : 시굴조사 완료

○ 2004년 10월 13일 : 발굴조사 계획서 제출(1구역 16,271㎡) 

○ 2004년 10월 22일 : 발굴허가(허가 제 2004-787호) 

○ 2004년 10월 23일 : 발굴조사 착수

○ 2005년 1월 18일 : 지도위원회의

- 기록보존 후 공사시행

○ 2005년 2월 20일 : 발굴조사 완료



2. 조사방법 및 층위

조사대상지역이 2개로 나뉘어 있으나 하나로 연결되는 구릉임을 감안하여 동일한 조사방업을 적용키로

하여, 우선 양 지역의 중심이 되는 부분에 둑을 남기고 제토하 다. 시굴조사에서 표토층이 그다지 두텁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둑을 남기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는 판단을 하 지만 조사과정에서 확인하

여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일단 각 구역에 2개의 둑을 남기고 제토하 다. 모든 유구가 확인된 이후 더 이상

토층의 확인이 필요 없을 때 둑 아래에 존재할지 모르는 유구 확인을 위하여 둑을 제거하 다. 

유구조사는 대부분의 유구가 무너지기 쉬운 편마암풍화토를 기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사 자체도 신

중해야 하지만 조사된 유구의 유지관리에도 유의하여 전체적인 유구조사 시간과 순서를 조정하여 계획을 세

웠다. 

수혈유구의 조사는 중앙에 둑을 남겨두고 굴토할 경우 유구 하단에서의 작업공간 확보 및 둑의 붕괴가능

성 등을 고려하여 원형수혈은 반쪽을 굴토한 후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둑을 남겨둔 채로 나머지 절반을

굴토하는 방법을 취하 다. 수혈이 좁아 둑을 남기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쪽 굴토단면을 가지고 토층 및 단면

을 기록하고 나머지 반을 굴토하는 방법을 택하 다. 

주거지는 숫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토질상 지형 삭평이 심하여 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예측

되어 되도록이면 제토면을 얇게 하여 반복제토함으로써 잔존유구의 유실을 최소화하도록 하 다. 

조사지역 전체를 가로지르는 둑은 등고선과 직교하게 두어 침식 및 퇴적 양상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자 하 다. 낮은 쪽의 퇴적층이 두텁기는 하 지만 높은 쪽의 얇은 쪽 층과 크게 다른 것을 없었으며, 대개

표토층-황갈색 사질점토층-풍화암반토층의 순으로 토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낮은 쪽의 토층은

중간 중간에 급격한 침식으로 인한 모래층이 끼어 있는 곳이 많았지만 유구와 연결시켜 볼만한 별도의 문화

층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층은 대부분 조선시대 이후 근래까지 짧은 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릉 말단부의 저평한 지역은 다른 지역의 조사 예에서 처럼 구릉과 평지가 만나는 지점의 등고선을 따라

가며 주거지 등의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각별히 유의하여 제토하 지만 의외로 퇴

적층이 단순하고 얇은 것이 보편적 현상이었다. 이는 이러한 지형에 대한 토지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었

던 관계로 반복적으로 삭토 및 경지 정리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구릉의 층위는 구릉 사면은 근래에 이루어진 층 일색으로 단순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

며, 구릉 하단은 층의 두께는 두터워지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단과 별다를 바가 없으며, 최하단의 평지와의 경

계부는 적극적이고 잦은 토지이용으로 파괴되어 오히려 구릉 상단보다도 단순한 층위구성을 보이고 있어 이

유적에서의 풍화암반토 상부의 토층은 고고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32



33

Ⅳ. 조사내용

가. 1구역

1. 수혈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6, 사진 5) 

조사지역인 1구역 내에서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

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47m이며, 서쪽으로 동일한 형태의 2호 수혈유구가 8m 가량 떨어져 있

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전면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

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

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벽면이 조금씩 붕괴, 퇴적된 후 입구로부터 퇴

적토가 3-4차례 유입되면서‘U’자형의 모습을 띤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입구보다 바

닥이 넓은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36㎝, 저경 269㎝, 깊이 168㎝이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

하고 바닥 중앙에 니질성분이 우세한 다갈색점토층이 1㎝ 미만으로 퇴적되어 있다. 바닥에 가까운 벽면을 따

라 9개의 소형 벽공이 나 있는데, 간격이 일정치 않고 깊이도 각기 다르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

은 출토되지 않았다.

2) 2호 수혈

(1) 유구(도면 7, 사진 6)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

는 46~47m이며 동쪽으로 1호 수혈유구가 8m, 북쪽으로 3호 수혈유구가 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

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전면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

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남쪽에서 북쪽방향 또는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교대로

서서히 퇴적된 후 입구부분이 2차례 붕괴되면서‘U’자형으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며 단면형태는 입구에서 바닥으로 나발처럼 약간 벌어진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40㎝, 저경

287㎝, 깊이 180㎝로 1호 수혈유구와 형태 및 크기가 유사하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고 바닥면 위에 흑

갈색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바닥과 가까운 벽면을 따라 6개의 소형 벽공이 나 있는데, 간격이 일정치 않

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 3호 수혈

(1) 유구(도면 8, 사진 7)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

는 44~45m이며, 남쪽으로 2호 수혈유구가 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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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1구역 1호수혈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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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전면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

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

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155㎝, 저경 144㎝, 깊이 30㎝로

작은 규모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출토유물은 없다.

도면 7. 1구역 2호수혈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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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수혈

(1) 유구(도면 9, 사진 8)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

는 46~47m이다. 동쪽으로 2호 수혈유구가 8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

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에 전면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

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

되는 층위양상은 적갈색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가 교대로 10~15㎝의 두께로 퇴적된 후 입구 부분이 수차례

붕괴되면서‘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

기는 구경 237㎝, 저경 291㎝, 깊이 165㎝이며 1호와 규모가 비슷하다. 바닥과 가까운 벽면을 따라 6개의

소형 벽공이 나 있는데, 간격이 일정치 않고 깊이도 각기 다르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바닥면

과 퇴적토 상에서 횡침선+종평행선문토기호 동체를 비롯하여 조족문토기호, 단경호가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9-2, 사진 8-④) 

종방향 평행타날문에 횡방향 침선이 둘러진 연질토기 호 동체편으로 경부와의 경계부분에 해당된다. 태토

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이 약간 섞여 있으며, 색조는 회백색을 띤다. 내면은 무문양이다. 경부와의 경계부분

에는 폭 3㎜ 정도로 얕은 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잔존 높이 1.9cm 두께 0.5~0.7cm 

② 호편(도면 9-3, 사진 8-⑤) 

도면 8. 1구역 3호수혈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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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1구역 4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평행타날문이 교차되게 새겨진 경질토기 호 동체부편으로 기벽의 두께 변화 등으로 볼 때 바닥에 가까운

쪽의 동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문이 새겨진 원형 내지 타원형의 타날판을 사용하여 동체 쪽은 종방향으로,

저부 쪽은 약간 기울어진 횡방향으로 타날하 다. 타날판의 중앙부에는 선문의 골진 부분에 8개의 방형 돌기

가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어 이 문양이 있는 곳이 한 번의 타날 단위가 됨을 알 수 있다. 타날 기법으로 보아

조족문토기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높이 4.15cm 두께 0.65cm~0.85cm 

③ 호편(도면 9-1, 사진 8-⑥) 

평행선문이 타날된 연질토기호 편으로 구형에 가까운 동체에 경부가 둥 게 외반하여 올라가는 형태이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1㎜ 전후의 석 과 장석으로 된 사립을 약간 혼입하 다. 기표면에는 육안으로 겨우 확

인될 정도의 미세한 타날흔이 경부를 포함한 전체 기표면에 나타나고 있으며, 경부 일부는 횡방향으로 물손

질하여 타날흔을 지운 부분도 있다. 내면은 무문양이다. 태토가 손에 뭍어 날 정도로 저화도에서 소성하 으

며, 색조는 녹색이 약간 가미된 회색이며, 단면 심부는 회색이다. 복원 구경 32.0cm 잔존 높이 14.15cm 

5) 5호 수혈

(1) 유구(도면 10, 사진 9)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48m이다. 남서쪽으로6호수혈유구가1.5m 가량연접해있다. 유구윤곽선은편마암풍화암반에서원형으

로확인되었는데, 전면풍화암반토가소량함유된명갈색사질토로채워져있다. 조사는유구윤곽선에서중간점

을설정하고절반부분만먼저내부조사를실시하고토층기록작업후나머지부분을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바닥으로부터 좌우 교대로 흑갈색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가 포함된 적갈색사질점토가 6층

가량퇴적된모습이다. 이러한모습은폐기과정중벽체가붕괴되면서퇴적된것으로추정된다. 유구의평면형태

는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입구가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43㎝, 저경 198㎝, 깊이 76㎝로 1, 2

호 수혈유구와 크기가 유사하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바닥 중앙에 평면 원형, 단면 반원형의 소형 수혈이 있다.

바닥면과 소형수혈, 퇴적토 상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경질토기가 우세하며 기종이 다양하다. 경

질토기는원저호편, 대옹편, 단경호편, 개배, 고배대각등이며연질토기는우각형파수가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10-5, 사진 10-⑤) 

무문양의 원저호 저부편으로 바닥은 약간 들려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이 혼입되어 있으며, 드물

게 굵은 석립도 끼어 있다. 내외면 모두 무문양이며 외면에는 전면에 회전물손질흔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흑회색이지만 바닥 접지면은 갈색을 띠고 있다. 단면은 적갈색으로 전반적인 소성상태가 양호하다.  잔

존 높이 7.15cm 

② 호편(도면 10-4, 사진 10-②) 

무문양의 호 동체편으로 구형에 가까운 동체와 경부 일부가 잔존한다. 동체와 경부의 경계부분은 약하게

단이 져 있다. 내외면 모두 무문양이지만 내면에는 종횡으로 물손질흔이 나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석립

을 섞었으며, 굵은 석립도 드물게 섞여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흑갈색이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전반적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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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1구역 5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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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성상태가 양호하다.  잔존 높이 9.45cm 복원 동최대경 15.8cm 

③ 파수편(도면 10-8, 사진 10-⑦) 

흑갈색의 연질 파수편으로 끝부분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석립 및 운모가 다량 포함되어 있

으며 질감은 거친 편이다. 손으로 눌러 성형하고 붙인 흔적이 단면상에 잘 나타나 있다.  잔존 길이 5.3cm 

④ 고배편(도면 10-2, 사진 10-④) 

회청색의 고배 신부편으로 구연단 및 턱부분에 자연유가 생성되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을 섞었

지만 수비질이 거의 안된듯 미세한 기포가 많이 형성되어 스펀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무게도 매우 가

볍다. 소성과정에서 변형되어 전체적으로 일그러져 있다.  잔존 높이 3.7cm 추정 복원구경 10.6cm 

⑤ 파수편(도면 10-7, 사진 10-⑧) 

황갈색의 연진토기 파수편으로 표면박리가 생긴부분은 흑회색을 띤다. 태토는 1㎜ 전후의 사립이 고르게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소성상태가 좋지 않아 태토가 손에 묻어 나는 정도이다.  길이 7.15cm

⑥ 대옹편(도면 10-6, 사진 10-⑥) 

외면에 격자타날된 대옹편으로 내면에는 횡방향 물손질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

사립을 소량 혼입하 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황색으로 소성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단면 속심은 회색을

띤다.  잔존 높이 8.1cm 두께 2cm 

⑦ 호편(도면 10-5, 사진 10-①) 

단면 적갈색을 띠는 경질토기 호 경부편으로 동체는 극히 일부만 잔존하며 경부 상단의 꺾이는 부분부터

구연단까지는 모두 결실되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고운 사립을 섞었으며, 드물게 2㎜ 정도의 굵은 사립도

섞여 있다. 내외면 모두 무문양이며 경부 내면에는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있다.  잔존 높이 5.6cm 

⑧ 고배편(도면 10-3, 사진 10-③) 

고배 대각편으로 신부 전체가 결실되었다. 대각은 수직으로 내려오다 넓게 퍼지는 형태로 각단에는 침선

으로 얕게 단을 지웠다. 투창은 2개가 대칭되게 배치되었으나 형태는 단면 장타원형의 침상 도구로 가볍게

찔 다 빼는 정도로 형식화되었다. 태토와 소성은 상기한 고배 배신과 거의 동일하여 같은 개체로도 볼 수

있지만 배신과의 접합부위를 일부로 깨어 낸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접합되지는 않는다.  잔존 높이 4.3cm

저경 8.7cm 

6) 6호 수혈

(1) 유구(도면 11, 사진 11)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

는 47~48m이다. 북동쪽으로 5호 수혈유구가 1.5m 가량 연접해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토 사

이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전면 풍화암반토가 소량 함유된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

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암갈색사질점토가 섞인 풍화암반토가 1차 퇴적된 후 좌우

벽면에서 2차 붕괴된 풍화암반토가 퇴적되었다. 그 후 갈색 또는 적갈색사질점토가 서서히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입구가 바닥보다 넓은 역제형이다. 유구의 규모는 구경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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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경 146㎝, 깊이 61㎝로 3호 수혈유구와 비슷한 크기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고, 특별한 내부시설은

없다. 유물은 퇴적토 상에서 타날문경질토기 동체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 호편(도면 11-1, 사진 11-④) 

경질의 호 동체편으로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외면에 평행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나 거

의 지워진 상태이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이 약간 섞여 있다. 소성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색조는 외

면은 흑갈색, 내면은 회청색, 단면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6.9cm 두께 0.7cm 

7) 7호 수혈

(1) 유구(도면 12, 사진 12)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

는 47m이며, 남동쪽으로 6호 수혈유구가 약 9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

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에 암갈색 또는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

도면 11. 1구역 6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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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1구역 7호수혈 유구

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

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황갈색 또는 갈색사질점토가 서서히 퇴적된 후 수차례에 걸쳐 벽면이 붕괴되

고 그 후 외부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수차례에 걸쳐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

는 바닥으로 벌어진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34㎝, 저경 260㎝, 깊이 184㎝로 1호 수혈유구

와 동일한 규모이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바닥 중앙에 암갈색점토층이 1㎝ 내외로 퇴적되어 있다. 내부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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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시설은 없고 바닥에 가까운 벽면을 따라 3개의 소형 벽공이 나 있는데, 간격이 일정치 않고 깊이도 각

기 다르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출토유물은 없다. 

8) 8호 수혈

(1) 유구(도면 13, 사진 13)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48m이며, 북서쪽으로 9호 수혈유구가 4m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

로 확인되었는데, 내부는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

상은 갈색사질점토가 포함된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된 후‘U’자형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발처럼 벌어진 역제형이

다. 유구의크기는구경163㎝, 저경 148㎝, 깊이 69㎝로3호·6호수혈유구와비슷한규모이다.바닥면은비교

적 편평하고, 니질토가 소량 함유된 풍화암반토가 1㎝ 내외로 퇴적되어 있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입구

아래에반원형의단이있다. 유물은바닥면에가까운퇴적토상에서연질의토기발저부편1점이출토되었다. 

도면 13. 1구역 8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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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물

① 발편(도면 13-1, 사진 13-④) 

연질의 심발형토기 저부편으로 저부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내외면 모두 심하게 마모되어 문양은

남아 있지 않다.  잔존 높이 2.15cm 

9) 9호 수혈

(1) 유구(도면 14, 사진 14)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

는 47~48m이며, 남동쪽으로 8호 수혈유구가 4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

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

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가 교대로 서서히 퇴적된 후 중간부분에서 벽면이 붕괴되면서

‘U’자형으로 급하게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이 좁은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65㎝, 저경 185㎝, 깊이 143㎝이다. 바닥면과 가까운 벽면에 소형 벽공 2개가 뚫려 있

다. 유물은 바닥면과 바닥 위 30㎝ 사이에서 집중 출토되었다. 연질토기와 경질토기가 비슷한 비율로 출토되

었고 기종도 다양하다. 경질토기는 승문, 격자문, 평행선문 등이 시문된 호류와 고배, 원저호 등이 있고, 연

질토기는 격자문, 승문 등의 단경호, 발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고배편(도면 15-6, 사진 15-⑨) 

고배 대각편으로 신부 전체가 결실되었다. 대각은 직선에 가깝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바닥쪽 단부에 얕은

침선이 있다. 투창은 없으며 배신과의 접합부위를 돌아가며 일부로 깨어 낸 상태이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사립을 첨가하 으며, 수비질과 소성이 좋지 않아 기포가 많이 생기고 형태도 약간 일그러져 있다.  잔존 높

이 4.8cm 저경 9.35~9.85cm 

② 호편(도면 15-1, 사진 15-②) 

승문이 타날된 장란형토기 동체편으로 동체 일부와 경부가 남아 있다. 경부 중앙은 손으로 눌러 마무리하

지 일정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전체적인 색조는 흑회색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

다. 소성상태가 좋지 않아 표면이 매우 거칠다. 동체 각도 추정이 어려워 일반적 특징으로 장란형토기로 분

류하 지만 난형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잔존 높이 8.95cm

③ 호편(도면 15-8, 사진 15-⑧) 

평행선문이교차로타날된원저호의저부편으로접지면의약간편평한부분만일부남아있다. 태토는고운점

토에사립을약간가미하 으며소성상태는양호한편이다. 색조는전반적으로회색을띤다.  잔존높이1.9cm

④ 호편(도면 15-2, 사진 15-③) 

호 경부편으로 동체와 구연단이 대부분 결실되어 정확한 기형은 알기 힘들다. 고운 점토만을 사용하 으

며 사립은 거의 끼어 있지 않다. 색조는 내외면 황갈색이며 단면은 회색이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되어 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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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묻어난다.  잔존 높이 3.3cm 두께 0.5cm 

⑤ 발편(도면 15-7, 사진 15-⑪) 

심발형토기의 바닥판으로 판단되며, 동체는 일체 남아 있지 않다.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색조

는 회백색이다.  두께 0.8cm

⑥ 호편(도면 15-3, 사진 15-④) 

단경호 구연부편으로 동체는 남아 있지 않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가미된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색조

는 전반적으로 황갈색을 띤다.  잔존 높이 4.3cm 복원 구경 24.6cm 

⑦ 발편(도면 15-4, 사진 15-⑤) 

도면 14. 1구역 9호수혈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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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1구역 9호수혈 출토유물



승문이 타날된 소형 심발형토기로 동체 일부와 구연 일부가 남아 있다. 사립이 포함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

하 으며, 저화도에서 소성하여 태토가 묻어난다. 구연단은 수평에 가깝게 꺾여 있으며 둥 게 처리되었다.

내외면 모두 회갈색을 띤다.  잔존 높이 3.3cm 

⑧ 호편(도면 15-5, 사진 15-⑩) 

격자문이 타날된 호편으로 경부 경계 아래쪽 일부가 남아 있다. 내면은 존으로 정면 후 경부 근처만 회전물

손질하 다. 매우고운점토에세사립을소량섞었으며색조는내외면모두명갈색을띤다.  잔존높이 5.8cm 

⑨ 호편(도면 15-10, 사진 15-⑥) 

평행선문이 타날된 호 동체편으로 선문과 직교하는 횡방향의 침선이 불규칙하게 3줄 돌아가고 있다. 외면

은 정면 과정에서 선문이 많이 지워져 희미한 상태이며, 내면은 횡방향 물손질을 하 다. 태토는 비교적 고

운 점토에 세사립을 약간 섞었다.  잔존 높이 8.5cm 두께 0.65cm 

⑩ 호편(도면 15-9, 사진 15-⑦) 

평행선문이 타날된 호 동체편으로 선문의 타날은 위쪽은 수직방향으로, 아래쪽은 수평방향으로 타날하

다. 타날판의 형태와 타날기법으로 보아 조족문토기 계통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외면 모두 암적갈색이다. 태

토는 굵은 사립이 많이 포함된 비교적 거친 점토를 사용하 다. 내면은 손으로 물손질하 으며, 극히 일부에

목리조정흔도 보인다. 소성은 양호하여 경질화되었다.  잔존 높이 10.55cm 두께 0.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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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1구역 10호수혈 유구



10) 10호 수혈

(1) 유구(도면 16, 사진 16) 

서향하는 가지능선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조성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

는 46m이며, 북쪽으로 1호 수혈유구가 12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

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

는 층위양상은 먼저 한 벽면이 일시에 붕괴된 후 서서히 갈색사질토와 풍화암반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발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29㎝, 저경 161㎝, 깊이 59㎝로 바닥이 얕은 편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

은 없다. 출토유물은 없다. 

11) 11호 수혈

(1) 유구(도면 17, 사진 17) 

가지능선의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2~43m이며, 북쪽으로 13호 수혈

유구가 30.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적갈색사질토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

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

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사질점토와 풍

화암반토가 교대로 서서히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반타원형이다. 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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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1구역 11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크기는 구경 122㎝, 저경 112㎝, 깊이 22㎝로 소형에 속한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유물은 퇴적토

상에서 연질 격자문토기호 구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17-1, 사진 17-④) 

동체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된 단경호편으로 경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으며, 구연단은 결실되었다. 색조

는 전반적으로 회색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약간 가미된 고운 점토이다.  잔존 높이 3.6cm 

12) 12호 수혈

(1) 유구(도면 18, 사진 18)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5~46m이며, 남

동쪽으로 31호 수혈유구가 6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

는데, 내부가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

사질점토가 포함된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된 위에 입구로부터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어 봉우리를 형성한

후‘U’자형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입구에서 바닥으로 나발처럼 벌어진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51㎝, 저경 224㎝,

깊이 213㎝이며 깊이가 1구역에서 세번째로 깊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되었고, 니질토가 소량 함

유된 풍화암반토가 1㎝ 내외로 퇴적되어 있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바닥 부분에 고깔형태의 소형 벽

공 1개가 뚫려있다. 유물은 지표에 가까운 퇴적토 상에서 분청사기발 1점과 경질토기 저부편 2점이 출토되

었다. 

(2) 유물

① 분청사기편(도면 18-3, 사진 18-⑥) 

단면 회색의 분청자편으로 접시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외면 모두 문양은 없으며 내면의 유약은 매우 두텁

게 입혀져 있지만 일부는 박리되었다.  잔존 높이 1.55cm 복원 굽경 5.4cm 

② 도기편(도면 18-1, 사진 18-⑤) 

회색의 연질도기편으로 바닥으로 바닥판 일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바닥 모서리는 둥 게 처리되었

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에 단면 백황색이다.  잔존 높이 1.55cm 

③ 도기편(도면 18-2, 사진 18-④) 

회색의 연질도기편으로 바닥 일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내면에는 회전 정면한 굴곡이 있고 외면은 무

문양이다.  잔존 높이 3.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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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1구역 12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도면 19. 1구역 13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13) 13호 수혈

(1) 유구(도면 19, 사진 19) 

가지능선의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4~45m이며, 서쪽으로 38호 수혈

유구가 2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과 고토양층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

부가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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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바닥면을

따라 풍화암반토가 퇴적된 후 흑갈색사질토와 적갈색사질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341㎝, 저경 308.5㎝, 깊이 141㎝로 큰 규모에 속한

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바닥면에서 15㎝ 위의 벽면에 소형 벽공 2개가 있다. 유물은 바닥에서 평행

선문이 시문된 경질토기 동체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19-1, 사진 19-④) 

가는 평행선문이 타날된 호 동체편으로 판단된다. 위쪽은 종방향 평행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아래

쪽은 사선 방향으로 선문이 교차타날되어 있다. 고화도로 소성되어 매우 단단하지만 태토는 석립이 많이

함유된 점토를 사용하 다. 내면에는 가는 봉상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부분적으로 있다.  잔존 높이

5.8cm 

14) 14호 수혈

(1) 유구(도면 20, 사진 20)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49m로 유적

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북서쪽으로 15호 수혈유구 1.2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

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

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

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벽면이 지속적으로 붕괴되면서 전체적으로‘U’자형을 띤다. 유구의 평면형

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55㎝, 저경 183㎝, 깊이 83㎝로 유적 내에서

중간 크기에 속한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고 니질토가 소량 함유된 풍화암반토가 1㎝ 내외로 퇴적되어 있

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유물은 퇴적토 상에서 경질토기 동체부와 구연부를 비롯하여 연질 유견호,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20-2, 사진 21-②) 

호 동체편으로 종방향 평행선문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남아 있다. 세사립이 많이 포함된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 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에 가까우며 소성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아 태토가 약간 묻어나기는 하지

만 경질에 가깝다.  잔존 높이 6.3cm 기벽 두께 0.9cm 

② 호편(도면 20-3, 사진 21-③) 

호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구연단은 직선으로 처리되었으나 바깥쪽

은 눌려서 약간 말린 듯이 보인다. 기표면은 종방향 평행선문을 타날한 후 횡방향으로 정면하여 문양은 거의

지워진 상태이며 문손질 조정흔이 남아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을 약간 섞었으며, 색조는 내외면은

암갈색, 단면은 적갈색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호가 아닌 다른 기형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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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1구역 14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잔존 높이 11.1cm 기벽 두께 0.8~1.1cm 

③ 호편(도면 20-1, 사진 21-④) 

외반구연호편으로 구연단 바로 아래에 돌대가 한 줄 돌아간다. 내외면에 자연유가 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약간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를 사용하 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며 단면은 밝은 적

갈색이다.  잔존 높이 3.5cm

④ 호편(도면 20-4, 사진 21-⑤·⑥) 

구형에 가까운 호 동체편으로 경부부터 모두 결실되었고 바닥 접지면은 일부만 남아 있다. 외면은 바닥쪽

에 평행선문을 일정한 방향으로 타날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동체 중앙 및 견부는 물손질하여 지웠다. 내면은

목리조정 후 손가락으로 정면한 흔적이 불규칙하게 나타나 있다. 내면 경부 근처는 회전물손질 하 다.  잔

존 높이 14.4cm 동최대경 17. 9cm

⑤ 지석(도면 20-5, 사진 21-⑦) 

백황색의 니암제 지석으로 단면은 장방형이다. 4면이 모두 마모되어 있으나 뒷면은 박리되어 없어진 부분

이 많다. 상면도 일부 박리되었으나 전체적인 면은 유지하고 있다. 측면은 한쪽만 집중적으로 사용하 으며,

한쪽은 사용은 하 으나 굴곡이 있다. 사용면의 상태로 볼 때 각 면의 사용 용도가 달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길이 13.5cm 두께 3.85cm 

15) 15호 수혈

(1) 유구(도면 21, 사진 22)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49m이며, 남

동쪽으로 14호 수혈유구가 1.2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

었는데, 갈색사질토와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

위양상은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중앙에 봉우리를 형성한 후 갈색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가

‘U’자형으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

경 324㎝, 저경 330㎝, 깊이 199㎝로 큰 규모에 속한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흑색니질토가 얇게 퇴적되어

있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바닥에서 10㎝ 위에 소형 벽공 1개가 있다. 유물은 퇴적토 상에서 평행선

문이 시문된 경질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21-1, 사진 22-④) 

외반구연호 구연부편으로 경부 이상만 남아 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과 더불어 굵은 석

립을 많이 첨가하 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을 띠지만 단면은 심부만 적갈색이다.

잔존 높이 3.95cm 

② 병편(도면 21-2, 사진 22-⑤) 

병 동체부편으로 판단되며 기벽의 두께변화 등으로 보아 높이가 낮은 병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외면 및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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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두 회청색을 띠며, 수비질이 좋지 않아 곳곳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동체 중앙 및 견부의 꺾이는 지점

에 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잔존 높이 6.4cm 

③ 호편(도면 21-3, 사진 22-⑥) 

호 동체편으로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평행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은 무문양에 물손질한 흔적이 있

다. 외면의 타날은 타날판 단위로 구분이 가능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 조족문토기 계통인 것으로 보인

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이 약간 첨가되었으며 고화도에서 소성되어 매우 단단하다. 색조는 내면은 회

청색, 외면은 흑회색, 단면은 적갈색이다.  잔존 높이 8.55cm 

16) 16호 수혈

(1) 유구(도면 22, 사진 23)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49m이며,

17호 수혈유구의 북서쪽 부분과 겹쳐져 있다. 토층상으로 17호가 폐기된 후 16호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황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사질점토가 채워

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점토→명황갈색사질점토→명갈

색 내지 암갈색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반타원형이다. 유구

의 크기는 구경 193㎝, 저경 164㎝, 깊이 21㎝로 깊이가 얕다. 바닥면은 굴곡이 심하다. 바닥 중앙부분이

약간 오목하다. 유물은 바닥면과 바닥 위 7㎝ 사이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연질의 우각형파수와 구연부편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파수편(도면 22-3, 사진 24-⑤) 

시루나 동이 종류의 토기 파수편으로 봉상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파수 상면에 일자홈을 길게 팠으

며, 동체에는 수직방향 평행선문을 타날하 다. 선문에 직교하여 파수 부착위치 표시를 위한 희미한 침선이

남아 있다. 접합부 일부는 박리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 많이 함유되기는 하 지만 비교적 정선되었으며 색

조는 전반적으로 명갈색이나 단면 속심은 흑회색이다. 예외적으로 상면에서 내려다 본 모습을 실측하 다.

파수 길이 5.6cm 

② 호편(도면 22-2, 사진 24-④) 

연질토기호 구연부편으로 경부 이하는 모두 결실되었다. 세사립이 많이 포함되긴 하 지만 비교적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낮은 온도에서 소성되어 태토가 묻어난다.  잔존 높이 4.7cm 

③ 호(도면 22-1, 사진 24-③) 

연질의 원저호 동체로 경부 전체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구형 동체에 바닥 접지면만 약간 들려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이 약간 섞인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 다. 외면에는 종방향 평행선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내면은 무문양이다. 저온에서 소성하여 태토가 묻어나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백색을 띤다.

잔존 높이 18.1cm 동최대경 2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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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호 수혈

(1) 유구(도면 23, 사진 23)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49m이며,

16호 수혈유구와 겹쳐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명황갈색사질

점토와 회갈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적갈

색점토와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된 후 소량으로 암갈색사질토와 풍화암반토가 교대로 퇴적되었다. 전체

적으로‘U’자형의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314㎝, 저경 241㎝, 깊이 94㎝로 규모가 크다. 바닥면의 굴곡을 따라 10㎝ 내외로 암적갈색점토가 깔려있

다. 바닥 중앙에는 평면형태 원형, 단면형태 반원형의 수혈이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바닥면과 퇴적토 상에

서 무문토기 저부 2점을 비롯하여 평행선문토기 동체부와 연질토기 구연부 등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23-5, 사진 24-⑨) 

외반구연호의 구연부편으로 경부부터 모두 결실되었다. 구연단을 조정하면서 아래쪽을 눌러 돌출되게 하

다. 단면형태로 보면 내면은 자연스럽게 구연단까지 연결되며, 외면은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다 아래쪽

으로 꺾여 턱을 만든 후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이다. 태토는 사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매우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 으며, 소성상태도 양호하다. 색조는 회면이 흑색, 내면은 자연유로 인해 회황색, 단면은 적갈색이

다.  잔존 높이 4.9cm 

② 호편(도면 23-4, 사진 24-⑩) 

연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경부에서 구연단으로 오면서 급격히 얇아진다. 태토는 매우 고운 점토에 세사립이

약간 섞 으며, 저온에서 소성되어 태토가 묻어난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황갈색을 띤다.  잔존 높이 4.4cm 

③ 점토대편(도면 23-3, 사진 24-⑥) 

원형점토대토기의 점토띠 부분으로 마모되어 접합부가 불분명하다. 저온 소성되어 태토가 묻어나며 색조

는 회백색이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을 약간 첨가하 다.  잔존 길이 3.9cm 두께 1.1cm 

④ 호편(도면 23-6, 사진 24-⑪) 

경질의 호 동체편으로 외면은 평행선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은 무문양이다. 외면의 타날은 하나의 타

날판 단위로 문양을 연결한 형태이며, 타날판의 가운데는 상하를 구분하는 돌출된 선이 있다. 기법으로 보아

조족문토기 계통인 것으로 판단된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을 약간 섞었으며, 굵은 석립도 일부 섞여

있다. 색조는 내외면은 흑회색, 단면은 적갈색이다.  잔존 높이 8.85cm 

⑤ 점토대토기 저부편(도면 23-2, 사진 24-⑦) 

연질의 점토대토기 저부편으로 동체는 일부만 남아 있다. 내토는 사질점토를 사용하 으며 석립을 약간

추가하 다. 내외면에는 소성과정에서 생긴 반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잔존 높이 2.7cm 저경 5.3cm 

⑥ 점토대토기 저부편(도면 23-1, 사진 24-⑧) 

연질의 점토대토기 저부편으로 바닥면만 절반정도 남아 있으며 동체는 거의 결실되었다. 바닥 축약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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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1구역 17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레를 돌아가며 손으로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태토는 사질점토에 세석립을 약간 섞었으며, 저온 소성되어

태토가 묻어난다. 색조는 외면이 회황색이며 부분적으로 흑색 반점이 있다. 내면은 모두 흑색이다.  잔존 높

이 1.6cm 저경 6.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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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호 수혈

(1) 유구(도면 24, 사진 25)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49m이며, 남

동쪽으로 15호 수혈유구가 2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

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중앙부

분에 풍화암반토가 혼입된 암갈색점토층이 봉우리를 형성된 후 암황갈색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가 수평으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40㎝, 저경

268㎝, 깊이 143㎝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되었고, 니질토가 소량 함유된 암회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있다. 내부에특별한시설은없고유물은퇴적토상에서연질의토기동체편 1점이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24-1, 사진 25-④) 

격자문이 타날된 연질 호 동체편으로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이 약간 끼

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은 황갈색, 단면은 흑색이다.  잔존 높이 4.75cm 

19) 19호 수혈

(1) 유구(도면 25, 사진 26)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m이며, 북동쪽

으로 17호 수혈유구가 4.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

데, 내부는 명황적색 또는 황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

는 층위양상은 흑갈색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가 교대로 퇴적된 후 수 차례에 걸쳐 벽면이 소량 붕괴,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발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75㎝, 저경 221㎝, 깊이 64㎝이다. 바닥면은 약간 굴곡이 있고, 바닥에 가까운 벽면을 따라 3

개의 소형 벽공이 나 있는데, 간격이 일정치 않고 깊이도 각기 다르다. 유물은 바닥 위 16㎝의 벽면에 가까

이 고배편과 경질토기 경부편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고배편(도면 25-1, 사진 26-④) 

고배 배신으로 구연쪽 일부만 잔존함. 구연은 직립하며 받침턱 아래쪽은 폭 3㎜ 정도 돌아가며 깎아서 단

면이 직선화 된 부분이 있다. 내외면 모두 구연만 회전물손질하여 마무리하 다. 바닥은 점점 얇아져 대각

접합부가 가장 얇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을 혼입하 으며 굵은 석립도 드물게 보인다. 색조는 내외면

및 단면 모두 회청색이다.  잔존 높이 3.05cm 복원구경 12.3cm



② 도기편(도면 25-2, 사진 26-⑤) 

내면에 정면 굴곡흔이 뚜렷이 나타나는 도기편으로 색조는 회백색이다. 유구 상면에서 출토되었으나 중복

된 교란구덩이 근처에서 출토되었고,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어떠한 이유로 쓸려

들어온 유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높이 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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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호 수혈

(1) 유구(도면 26, 사진 27)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48m이며, 남

쪽으로 15호 수혈유구가 3.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

데,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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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1구역 20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적갈색사질

점토와 흑갈색사질점토, 황갈색사질점토, 풍화암반토가 얇게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183㎝, 저경 246㎝, 깊이 112㎝이다. 바닥면은

중앙부분으로 약간 오목하고 중앙에 황갈색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벽면에는 소형 벽공 1개가 나 있다. 유물

은 경질의 격자문토기 동체편 1점이 퇴적토 상에서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26-2, 사진 27-⑤) 

연질호의 동체편으로 구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외면에는 격자타날이 되어 있으며, 내면은 무문양이다.

태토는 고운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립은 거의 섞이지 않았다. 색조는 내외면 및 단면 모두 회색이다.  잔

존 높이 6.15cm 두께 0.75~0.85cm 

② 소호편(도면 26-1, 사진 27-④) 

뚜껑받침턱이 있는 경질의 소호로 바닥은 편평하며 구연은 안쪽으로 살짝 내경한다. 동체는 바닥에서 약

간 벌어지며 직선으로 올라 오다 견부에서 가장 넓어진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1㎜ 전후의 사립이 약간 첨가

되었다. 소성상태가 양호하며, 외면은 자연유가 형성되었으나 겹쳐진 부분은 자연유가 없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흑색이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잔존 높이 4.9cm 복원구경 6.8cm 

21) 21호 수혈

(1) 유구(도면 27, 사진 28)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48m이며, 남

서쪽으로 20호 수혈유구가 4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

는데, 명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

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회갈색

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되어 중앙에 봉우리를 형성한 후‘U’자형으로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77㎝, 저경 237㎝, 깊

이183㎝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바닥에 가까운 벽면을 따라 2개의 소형 벽공이 나 있는데, 간격이

일정치 않고 깊이도 각기 다르다. 유물은 바닥 위 5~15㎝사이에서 연질의 토기 구연부편 2점을 비롯하여

고배편 1점 등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동이편(도면 27-4, 사진 28-⑦) 

기형상 동이의 바닥쪽으로 보이는 연질의 도기편으로 바닥 안쪽은 결실되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

립을 약간 섞었다. 외면은 격자문을 타날한 후 물손질하여 지웠으며, 내면은 손으로 골이지게 정면하 다.

색조는 단면을 포함하여 모두 황갈색이다.  잔존 높이 8.8cm 

② 동이편(도면 27-3, 사진 28-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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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1구역 21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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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1구역 22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연질의 도기 구연부편이다. 상기한 연질도기편과 같은 개체로 보인다. 일반적 특징은 같으며, 기벽은 바깥

에서 안쪽으로 약간 오므라들다 바로 수평으로 외반한다.  잔존 높이 3.3cm

③ 고배(도면 27-1, 사진 28-④) 

대각과 배신 일부가 결실된 경질의 유개고배로 구연은 낮은 편에 속하겨 뚜껑받침턱과의 연결부위가 각이

져 있다. 턱의 단면은 주판알에 가깝지만 부분적으로 외부에서 회전시켜 깎아 낸 부분도 있다. 굽은 외면은 거

의 직선에 가깝게 벌어지지만 내면은 굽단에서 둥 게 처리되었다. 배신 외면 하단에도 돌려가며 깎은 흔적이

있으나 소성과정에서 기포가 생기면서 상당부분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은 회전물손질하여 마무리하 다. 내면

바닥에는겹쳐구울때바닥에놓은지푸라기흔이남아있다.  높이 6.5cm 구경 13.4cm 복원굽경 9.1cm

④ 시루편(도면 27-2, 사진 28-⑤) 

원형 구멍을 가진 연질의 시루편으로 외면에는 큰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은 무문양이다. 태토는

굵은 모래가 많이 섞인 조질의 점토를 사용하 으며, 색조는 외면 일부가 황갈색인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흑

회색이다. 실측도상에는 구멍 가장자리로부터 5cm 정도 바깥으로 나가 동체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멍의 위치나 토기편의 전반적인 두께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구멍 끝에서 1cm 정도 바깥으로 나온 지

점부터 동체로 둥 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잔존 높이 3cm 복원구멍지름 3cm 전후



22) 22호 수혈

(1) 유구(도면 28, 사진 29)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48m이며, 남

쪽으로 23호 수혈유구가 3.8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

는데, 내부에 명갈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바닥 위로 70㎝까지 적갈색사질점토와 황갈색점토, 갈색사질점토,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되어 봉우리를

형성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170㎝, 저

경 221㎝, 깊이 90㎝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고, 바닥 위 15~25㎝ 사이에 소형 벽공이 7개 나 있다.

유물은 바닥 위 10㎝의 퇴적토 상에서 경질의 토기뚜껑 손잡이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뚜껑 꼭지(도면 28-1, 사진 29-④) 

고배 뚜껑 꼭지로 전체적인 형태는 보주형이지만 상단 일부는 의도적으로 잘라내어 편평하게 하 다. 색

조는 전반적으로 회청색이며, 매우 단단하게 소성되었다.  잔존 높이 2.3cm 

23) 23호 수혈

(1) 유구(도면 29, 사진 30)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49m이며, 북

쪽으로 22호 수혈유구가 3.8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

데, 내부가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

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사질점토가 포함된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된 후‘U’자형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토가 교

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303㎝, 저

경 283㎝, 깊이 191㎝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바닥 위 15~25㎝ 사이에 소형 벽공이 7개 나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24) 24호 수혈

(1) 유구(도면 30, 사진 31)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48m이며, 북

동쪽으로 23호 수혈유구가 3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

는데, 내부는 명황갈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

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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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외부 유입토와 벽면에서 붕괴된 퇴적토가‘U’자형으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

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90㎝, 저경 200㎝, 깊이 90㎝이다. 바닥면은 굴곡이 있고,

벽면도 굴곡이 심하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유물은 1구역의 유구 중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는데 바

닥과 퇴적토 상에서 고르게 출토되었다. 연질토기는 단경호 및 발형토기의 구연부, 동체부와 우각형파수가

도면 29. 1구역 23호수혈 유구



있고 경질토기는 격자문, 조족문, 평행선문이 시문된 단경호, 원저호, 고배 등의 구연부, 동체부 등이 출토되

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31-4, 사진 32-⑧) 

연질 호 구연부편으로 기형 및 구연의 기울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부가 둥 게 돌아나가는 외반구연

호인 것은 분명하다. 사립이 약간 첨가한 고운 점토로 만들었다. 회면은 회색이지만 단면 심부는 황갈색을

띤다.  잔존 높이 3.2cm

② 호편(도면 31-8, 사진 32-⑨) 

69

도면 30. 1구역 24호수혈 유구



회백색의 연질 단경호 구연부편이다. 사립이 거의 없는 매우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 으며 소성온도가 낮

아 태토가 묻어난다.  잔존 높이 2.8cm 

③ 고배편(도면 31-7, 사진 32-⑦) 

고배 배신의 일부로 보이나 세부적인 특징으로 보면 뚜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을 많이 첨가하여 비교적 거친 편이다. 색조는 내외면 및 단면 모두 회백색이다.  잔존 높이 2.55cm

④ 광구소반편(도면 31-11, 사진 32-⑮) 

뚜껑받침이 있는 광구소반으로 삼족기의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으나 전반적인 특징은 반에 가깝다. 바닥

은 평저로 극히 일부만 남아 있다. 동최대경은 견부 바로 아래에 있으며, 구연은 직립한다. 태토는 고운 점토

에 세사립과 굵은 석립을 의도적으로 첨가하 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청색이며, 소성상태는 양호하지만

기벽의 두께는 일정치 않다. 내면은 바닥을 제외하고 회전물손질 하 다.  복원구경 26.25cm 동최대경

27.85cm 복원저경 18.0cm

⑤ 개편(도면 31-10, 사진 32-⑭) 

드림부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뚜껑의 일부로 보인다. 잔존부가 많지 않아 다른 기형의 토기일 가능성도 있

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사립을 약간 첨가하 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내외면 흑회색에 단면 적갈

색이다.  잔존 높이 3.0cm 복원구경 20.2cm 

⑥ 호편(도면 31-2, 사진 32-③) 

경부가 낮은 소형의 호로 보인다. 사립이 많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색조는 회청색이다. 내외면 모두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 다.  잔존 높이 2.6cm 

⑦ 호편(도면 31-1, 사진 32-②) 

연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경부 및 구연 일부만 남아 있다. 고운 점토에 세사립을 약간 첨가하 으며, 낮은

온도에서 산화소성하여 전반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단면은 녹회색이다. 구연은 끝에서 살짝 벌어지며 바로

끝나는 형태이다.  잔존 높이 3.65cm 

⑧ 호편(도면 31-5, 사진 32-⑤) 

연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은 얇고 둥근편이다. 사립이 많이 포함된 조질의 태토를 사용하 으며, 색

조는 내면은 녹회색, 외면은 흑회색이다.  잔존 높이 3.4cm 

⑨ 호편(도면 31-12, 사진 32-⑪) 

원저호 저부편으로 바닥의 접지면 일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외면은 평행선문을 교차타날하 으며,

내면은 손가락으로 물손질하여 마무리하 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잔존 높

이 2.75cm 

⑩ 호편(도면 31-13, 사진 32-⑩) 

경질의 호 동체편으로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수직방향으로 타날되었다. 내면은 무문양이다. 태토는 세사립

이 약간 섞인 고운 점토를 사용하 다. 색조는 회면은 흑색, 내면은 회청색, 단면은 적갈색이다. 소성상태 양

호하다.  잔존 높이 5.45cm 

⑪ 호편(도면 31-3, 사진 32-④) 

연질의 호편으로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백황색의 연질토기로 사립을 많이 첨가하여 태토가 매우 거

칠고 기표면도 거칠다.  잔존 높이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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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1. 1구역 24호수혈 출토유물



⑫ 호편(도면 31-6, 사진 32-⑥) 

외반구연 호 편으로 구연 일부만 남아 있다. 색조는 백황색으로 세사립이 약간 섞인 고운 점토를 사용하

다.  잔존 높이 3.25cm 

⑬ 고배편(도면 31-9, 사진 32-⑬) 

뚜껑받침이 있는 고배 배신으로 대각과 배신 절반 정도가 결실되었다. 소성과정에서 일그러져 용기로 사

용하지 못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면은 깎아서 정면하 으며, 내면은 자연유로 인해 확인할 수 없다. 구

연은 직립에 가깝다.  잔존 높이 4.35cm 복원구경 12.85cm 

⑭ 호편(도면 31-15, 사진 32-⑭)

평행선문이 종방향으로 타날된 경질의 원저호 동체편으로 바닥이 끝나는 지점부터 동체 중앙부까지에 해

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과의 경계부는 교차타날하 다. 내면에는 테쌓기 한 흔적이 보인다.  잔존 높

이 14.2cm 

⑮ 파수편(도면 31-14, 사진 32-⑫)

외면에 승문이 타날된 연질의 파수로 시루의 파수인 것으로 추측된다. 파수는 약간 납작한 우각형 파수이

다. 파수 끝부분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원형의 구멍을 뚫었으나 관통하지는 않았다. 사립이 많이 함유된 조

질의 태토를 사용하 으며 색깔은 전체적으로 회황색이다.  잔존 길이 6.75cm 동체 높이 7.9cm 

25) 25호 수혈

(1) 유구(도면 32, 사진 33)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49m이며, 남

서쪽으로 2호 주거지가 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적황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

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암적갈색사

질점토와 황갈색점토,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역제

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58㎝, 저경 240㎝, 깊이 127㎝이다. 바닥면은 약간 굴곡이 있다. 바닥 위

15~25㎝ 사이에 소형 벽공이 7개 나 있다. 유물은 주로 퇴적토 상에서 백자대접을 비롯하여 경질의 토기

동체편, 저부, 원반형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편(도면 32-4, 사진 34-⑥)

도기 저부편으로 바닥만 남아 있고 동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내면 바닥과 외면은 회전물손질하 다. 사

립이 거의 없는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바닥판은 얇게 결이 져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잔존 높이

2.25cm 복원저경 26.0cm 

② 백자발편(도면 32-5, 사진 34-⑦)

도립삼각굽의 백자발편으로 굽에는 점토받침흔이 남아 있다. 내면에도 점토받침흔이 있으며 원각은 굽외

경보다 약간 넓다. 굽 안쪽에 묵서로 보이는 검은 부분이 보이는데 거의 지워진 상태이다.  높이 9.35cm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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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2. 1구역 25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원구경 17.65cm 복원굽경 6.75cm

③ 도기편(도면 32-2, 사진 34-②)

도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 부분만 남아 있다. 구연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말아 붙인 후 외면을 정리하여 구

연 단면이 수직방향으로 긴 타원형에 가깝게 되었다. 연질로 저온 소성되어 태토가 묻어난다.  잔존 높이

2.7cm  

④ 호편(도면 32-3, 사진 34-③)

경질의 조족문토기 호 동체편으로 외면에 조족문이 선명하게 타날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며, 단

면은 적갈색이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첨가된 고운 점토이다.  잔존 높이 3.25cm

⑤ 원반형토제품(도면 32-6, 사진 34-⑤)

회청색 격자타날문 도기편을 재활용한 것이다. 도기 동체편을 동그랗게 떼어내어 만들었으며 용도는 불명

확하다.  최대지름 3.95cm 두께 0.75cm 

⑥ 뚜껑편(도면 32-1, 사진 34-④)

고배의 뚜껑편으로 보이며 꼭지는 결실되어 접합부가 드러나 있다. 작은 편이라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

다. 단면 적갈색의 경질토기이다.  최대폭 4.4cm  

26) 26호 수혈

(1) 유구(도면 33, 사진 35)

가지능선의 남사면에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2~43m이며, 북동쪽으

로 1호 주거지가 1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갈색사

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

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사질점토가 포함

된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된 후‘U’자형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08㎝, 저경 130㎝, 깊이 103

㎝이다. 바닥면은 중앙부분이 약간 오목하고, 바닥면을 따라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연질

의 격자문 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33-1, 사진 35-④)

외면에 격자타날이 된 호 동체편으로 경부로 올라가지 직전의 견부에 해당한다. 경부는 1cm 정도 남아 있

다. 태토는 고운 편이며 색조는 외변에 흑색 반점이 넓게 분포한다. 단면은 흑색이며, 저온 산화소성되어 태

토가 묻어난다. 잔존 높이 6.3cm 

27) 27호 수혈

(1) 유구(도면 34, 사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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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47m이며, 북

쪽으로 41호 수혈유구가 2.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

데, 갈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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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 1구역 26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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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4. 1구역 27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숯이 포함

된 흑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점토가 교대로 퇴적되어 봉우리를 형성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

형이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93㎝, 저경 334㎝, 깊이 119㎝이다. 바닥면은 비

교적 편평하고, 바닥면의 중앙으로 숯과 재가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바닥 중앙부분이 약

간 우묵하게 반원형의 수혈이 있다. 바닥 위 20~30㎝ 사이의 벽면에 소형 벽공이 6개가 있다. 유물은 경질

의 토기 경부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34-1, 사진 36-④)

경질의 호 경부편으로 동체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외면은 타날흔은 있으나 지워져 분명하지 않

으며, 내면은 손으로 불규칙하게 물손질하 다. 두께와 곡률로 보아 비교적 큰 기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잔존 높이 3.7cm 

28) 28호 수혈

(1) 유구(도면 35, 사진 37)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47m이며, 서

쪽으로 29호 수혈유구가 4.2m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

데, 내부가 암황갈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벽면에서 소량으로 풍화암반이 붕괴되고 외부로부터 토사가 유입되면서 봉우리를 형성한 후 벽면의 붕괴와

토사 유입이 활발해져‘U’자형으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83㎝, 저경 282㎝, 깊이 219㎝로 수혈유구 중 깊이가 가장 깊은 것 중 하나이다. 바닥

면은 약간 굴곡이 있고 바닥면에 1㎝ 내외로 암적색점질토가 퇴적되어 있다. 바닥 위 10~20㎝ 사이 벽면에

소형 벽공이 6개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29) 29호 수혈

(1) 유구(도면 36, 사진 38)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5~46m이며, 북

서쪽으로 30호 수혈유구가 2.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

는데,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벽면에서

소량으로 풍화암반이 붕괴되고 외부로부터 토사가 유입되면서 봉우리를 형성한 후 벽면의 붕괴와 토사 유입

이 활발해져‘U’자형으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310㎝, 저경 298㎝, 깊이 239㎝로 수혈유구 중 가장 깊이가 깊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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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5. 1구역 28호수혈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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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6. 1구역 29호수혈 유구



니질토가 함유된 적황색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유물은 퇴적토 상에서 경질토기 저부편과 연질토기 단경호

구연부편 등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37-3, 사진 38-④)

평저의 경질토기 동체편으로 바닥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곡률로 보아 소형의 기종일 것으로 보인다. 태

토는 점토에 사립을 약간 섞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청색을 띤다.  잔존 높이 4.3cm 

② 연질토기편(도면 37-4, 사진 38-⑥)

기형을 알 수 없는 연질토기편으로 바닥이 평저인 것은 분명하다. 사립이 많이 포함된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저온에서 산화소성되어 황갈색에 태토가 묻어난다.  잔존 높이 3.3cm 

③ 호편(도면 37-1, 사진 38-⑤)

연질의 호 구연부편으로 세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를 사용하 다. 구연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잔존 높이

3.5cm 

④ 고배편(도면 37-2, 사진 38-⑦)

비교적큰기형의무개고배배신인것으로보인다. 대각과구연은모두결실되었다. 구연으로올라가는부분에

침선이돌아가고있다. 전반적으로회색을띠며태토는사립이약간가미된고운점토이다.  잔존높이5.95cm 

⑤ 지석(도면 37-5, 사진 38-⑧) 

운모가 많이 낀 편마암제 지석으로 둘레를 다듬어 모양을 만든후 비교적 거친 재질의 대상물을 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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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7. 1구역 29호수혈 출토유물



보인다. 갈돌일 가능성도 있으나 마모면의 상태로 볼 때 대상물을 올려놓고 갈았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잔존 길이 10.5cm 폭 9.5cm 두께 2.7cm  

30) 30호 수혈

(1) 유구(도면 38, 사진 39)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5~46m이며, 남

동쪽으로 29호 수혈유구가2.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

는데, 명황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

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사

질점토가 포함된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되어 된 후‘U’자형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토가 교대

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24㎝,

저경 268㎝, 깊이 168㎝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바닥 위 10~20㎝ 사이 벽면에 소형 벽공이 4개

가 있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연질의 승문토기 동체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38-1, 사진 39-④)

연질의 장란형 호 기종의 동체편으로 종방향으로 승문이 타날되어 있다. 사립이 많이 포함된 조질의 태토

를 사용하 다. 내면은 회색, 외면은 황갈색이며, 단면 속심은 갈색이다.  잔존 높이 8.1cm 

31) 31호 수혈

(1) 유구(도면 39, 사진 40)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47m이며, 북

동쪽의 33호 수혈유구와 겹쳐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명갈색 및 갈색사

질점토와 풍화암반토가 봉우리 형태를 형성하며 서서히 퇴적된 후‘U’자형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

질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입구에서 중간까지 좁아지다 다시

바닥으로 나발처럼 벌어진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16㎝, 저경 235㎝, 깊이 140㎝이다. 바닥면

은중앙이약간오목하고굴곡이있다. 바닥에서 24㎝위의벽면에소형벽공 3개가있다. 출토유물은없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39-1, 사진 40-④)

호 동체편으로 외면에는 조족문이 타날되어 있다. 사립이 약간 섞인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내외면,

단면 모두 적갈색이다. 잔존 높이 7.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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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1구역 30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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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9. 1구역 31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32) 32호 수혈

(1) 유구(도면 40, 사진 41)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47m이며, 서

쪽으로 33호 수혈유구가 1.4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

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

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사질점토와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되어 전체적으로‘U’자형의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

이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90㎝, 저경 224㎝, 깊이 79㎝이다. 바닥면은 약간 굴곡

이 있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다. 유물은 다른 수혈유구와는 다르게 토기를 비롯하여 석기, 철기유물이

모두 출토되었다. 바닥에 가까운 곳과 퇴적토 상에서 고르게 출토되었다. 토기는 경질의 심발형토기 구연부

와 개배편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석기는 지석 1점과 석촉 2점이 출토되었고 철기는 철부 1점이 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40-2, 사진 42-⑥)

연질의 타날문 호 편으로 타날문은 지워져 승문인지 평행선문인지 확인할 수 없다. 경부로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시루 종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잔존 높이 5.1cm 

② 석촉(도면 40-4, 사진 42-②)

운모가 섞인 편마암제 석촉이다. 봉부는 결실된 상태이며 경부는 일부 결실되었다. 단면 능형이며 능이 경

부까지 내려와서 완만하게 마무리된다.  잔존 길이 7.0cm 

③ 석촉(도면 40-3, 사진 42-③)

쉐일제의 석촉으로 신부 일부만 남아 있다. 단면 능형이다.  잔존 길이 2.15cm 

④ 고배편(도면 40-1, 사진 42-⑤)

고배 배신으로 구연 일부 및 대각 전체가 결실되었다. 대각 접합부에는 접합흔이 남아 있다. 뚜껑받침턱이

아주 넓고 밖으로도 돌출되어 있는 흔치 않은 기형이다. 배신 바닥은 편평하며, 배신도 완만한 곡선을 이루

는 것이 아니라 직각에 가깝게 꺾이는 형태이다. 외면은 깎아낸 후 물손질하 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많이

들어간 고운 점토를 사용하 다.  잔존 높이 4.85cm 구경 11.25cm 

⑤ 지석(도면 40-5, 사진 42-④)

백황색의 니암제 지석으로 상면 1면과 측면 1면이 갈려 있다. 불규칙한 형태이나 현재의 모습이 제작 당

시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길이 11.15cm 폭 4.35cm 두께 2.35cm  

⑥ 철부(도면 40-6, 사진 42-⑦)

단조품으로 세장한 형태이다. 공부와 인부의 폭이 거의 비슷하나 인부가 약간 넓다고 볼 수도 있다. 공부

단면은 타원형이며 인부 횡단면은 세장방형이다. 공부 안쪽에 목질로 보이는 유기물흔이 미세하게 남아 있

다. 공부 일부는 결실되었다.  잔존 길이 10.15cm 인부 폭 5.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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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0. 1구역 32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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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호 수혈

(1) 유구(도면 41, 사진 43)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47m이며, 남

서쪽의 34호 수혈유구와 입구를 맞대고 나란히 조성되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명갈색 및 적갈색 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

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벽면으로부터 붕괴되어 퇴적된 풍화암반토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갈색 또는 적갈색 사질점토가

교대로 퇴적되면서 봉우리 형태를 한 후 벽면의 풍화암반토가 급격히 붕괴되어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

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원통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81㎝, 저경 280㎝, 깊이 160㎝이다. 바닥

면은 중앙부분이 약간 오목하다. 바닥에서 25㎝ 위에 벽면에 소형 벽공이 2개가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34) 34호 수혈

(1) 유구(도면 41, 사진 44)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속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47m이며, 북

서쪽으로 12호 수혈유구가 6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

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벽면

으로부터 붕괴되어 퇴적된 풍화암반토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갈색 또는 적갈색 사질점토가 교대로 퇴적되면

서 봉우리 형태를 한 후 벽면의 풍화암반토가 급격히 붕괴되어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90㎝, 저경 273㎝, 깊이 131㎝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

하다. 바닥 위 10~20㎝ 사이 벽면에 소형 벽공이 2개가 있다. 

35) 35호 수혈

(1) 유구(도면 42, 사진 45)

가지능선의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3~44m이며, 북동쪽으로 38호 수

혈유구가 3m 가량 떨어져 있다. 8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는데, 본 유구가 폐기된 후 주거지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후대에 조성된 8호 주거지를 조사한 후 내부조사를 실시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

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48㎝, 저경 220㎝, 깊이 124㎝이다. 바닥면은 굴곡이 있고 니질토가

소량 함유된 흑갈색점토가 불규칙하게 퇴적되어 있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퇴적토 상에서 경질의 토

기호 저부와 동체편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2) 유물



내 용 누 락
(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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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 1구역 35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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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편(도면 42-1, 사진 45-④)

평저 호의 바닥부분으로 바닥 일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외면에는 평행선문 타날흔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바닥과의 경계부는 돌려 깎았다. 단면과

외면은 적갈색이며, 내면은 흑갈색이다.  잔존 높이 3.35cm  

② 호편(도면 42-2, 사진 45-⑤)

호 동체편으로 외면에는 평행선문이 교차타날되어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청색이다. 태토는 사립을 약

간 섞은 점토를 사용하 다.  잔존 높이 7.3cm 

도면 43. 1구역 36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36) 36호 수혈

(1) 유구(도면 43, 사진 46)

가지능선의 서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1~42m이며, 북쪽으로 37호 수혈

유구가 3.8m 가량 인접해 있다. 유구 윤곽선은 적갈색사질토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약간의

숯이 섞인 황적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

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적갈색점토와 흑갈색점토, 풍화암반토가 교대로 퇴적되면서 봉우리 형태를 형성한 후 벽면이 수차례에 걸쳐

붕괴되면서‘U’자형의 모습을 띤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플라스크형이다. 유구의 크

기는 구경 228㎝, 저경 238㎝, 깊이 120㎝이다. 바닥면은 중앙부분으로 오목하게 기울어져 있다. 내부에 특

별한 시설은 없고 거의 입구에 가까운 퇴적토 상에서 백자제기 1점이 출토되었는데 연접한 주거지로부터 유

입된 유물로 판단된다. 

(2) 유물

① 백자 제기(도면 43-1, 사진 46-④)

9각의 굽을 가진 백자 제기이다. 신부는 옆으로 나가다 중간쯤에서 꺾여 올라간다. 구연은 약간 벌어진 상

태이다. 굽바닥에는 굵은 모래받침흔이 4개소에 남아 있다. 신부 내저에도 동일한 모래받침흔이 남아 있다.

높이 5.7cm 복원구경 12.2cm 최대굽경 6.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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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4. 1구역 37호수혈 유구



37) 37호 수혈

(1) 유구(도면 44, 사진 47)

가지능선의 서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1~42m이며, 남쪽으로 36호 수혈

유구가 3.8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황갈

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

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벽면이 붕괴되면서

풍화암반토가 퇴적된 후 외부로부터 유입된 갈색 또는 황갈색사질점토가 풍화암반토와 교대로 퇴적된 모습

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사면 하단부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보이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

구의 크기는 구경 281㎝, 저경 238㎝, 깊이 22㎝이며 바닥면은 굴곡이 심하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출토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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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5. 1구역 38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38) 38호 수혈

(1) 유구(도면 45, 사진 48)

가지능선의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4~45m이며, 동쪽으로 13호 수혈

유구가 2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과 고토양층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

부가 명황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

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적황색

사질토→갈색사질토→황갈색사질점토→명황갈색사질토 순으로 퇴적되었는데 명황갈색사질토층이 매우 두

껍게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18㎝,

저경 85㎝, 깊이 83㎝이며 입구에서 중간까지 사선으로 내경하다 다시 원형의 수혈이 만들어져 있다. 바닥

에는 동벽에 붙어 20㎝ 내외의 할석 2매가 놓여있고, 중간 벽면에 지름 30~40㎝의 수혈 2개와 10㎝ 미만

의 소형 수혈 2개가 있어 간단한 가구 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퇴적토 상에서 연질의 도기 구

연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편(도면 45-1, 사진 48-④)

구연이 수평으로 벌어지는 황갈색 연질도기편으로 시루나 동이 등의 기종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도기에 흔히 보이는 구연형태이다. 잔존 높이 2.5cm 

39) 39호 수혈

(1) 유구(도면 46, 사진 49)

가지능선의 동쪽 수혈군에 인접한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m이며, 서

쪽으로 10호 수혈유구가 12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과 고토양층에서 장타원형

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황갈색 또는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

정하고 장축방향과 단축방향에 토층 둑을 설치하 다. 층위양상은 남쪽부분은 바닥에서 숯이 포함된 재층이

두껍게 깔려있고 흑갈색사질토가 퇴적되어 있다. 북쪽부분은 바닥에 숯이 포함된 재층이 얇게 깔려있고 적

갈색사질토와 흑갈색사질점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계단형이다. 유

구의 크기는 장축 490㎝, 단축 158㎝, 깊이 50㎝이며 남쪽부분이 기울어져 있고 전체 바닥면은 비교적 편

평하다. 유물은 퇴적토 상에서 도기편의 구연부 및 동체편과 백자발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편(도면 47-1, 사진 50-②)

회색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이 수평으로 처리되었다. 내외면 모두 무문양이나 외면은 돌출된 부분을

수평방향으로 마연하 다.  잔존 높이 3.8cm 

② 도기편(도면 47-2, 사진 5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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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6. 1구역 39호수혈 유구



내면에 큰 격자문이 타날된 도기편으로 기형상 옹의 경부에 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면 경부는 회전물손

질하여 문양을 완전히 지웠다.  잔존 높이 7.45cm

③ 도기편(도면 47-3, 사진 50-④) 

도기 저부편으로 바닥과 연결되는 부분의 표면은 깎아낸 흔적이 있다. 내외면 모두 무문양이며 전반적인

색조는 회청색이며 단면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5.15cm 

④ 도기편(도면 47-4, 사진 50-⑤) 

평저의 고기편으로 내면에는 흑색 슬립이 입혀져 있고 외면은 회색을 띤다.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 으며,

소성상태도 양호하다.  잔존 높이 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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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1구역 39호수혈 출토유물



⑤ 도기편(도면 47-5, 사진 50-③)

구연이 바깥으로 넓게 말려 나가는 옹형의 도기편으로 내외면 모두 흑색의 슬립이 입혀져 있다. 구연단 일

부는 박리되었다. 바닥은 평저에 내외면 모두 슬립이 있고 외면 일부는 마연하 다. 구연과 바닥이 동일개체

로 보인다.  구연 잔존 높이 7.7cm 저부 잔존 높이 1.7cm  

⑥ 백자발편(도면 47-6, 사진 50-⑥)

옅은 회색의 유약이 두텁게 입혀진 백자편으로 바닥과 연결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굽바닥에는 모래받침

흔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3.55cm 복원굽경 5.8cm 

40) 40호 수혈

(1) 유구(도면 48, 사진 50)

가지능선의 남서 사면에서 가장 낮은 곳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38~39m이며,

서쪽으로 10호 주거지가 13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고토양층에서 말각장방형으로 확인되었는

데, 내부가 흑갈색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중간부분에 단축방향으

로 토층 둑을 설치하 다. 층위양상은 바닥으로부터 갈색점토→흑갈색점토로 퇴적되어 있다. 유구의 평면형

태는 말각장방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220㎝, 단축 115㎝, 깊이 5㎝이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출

토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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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1구역 40호수혈 유구



2.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49, 사진 51)

가지능선의 중앙부의 사면지형이 시작되는 곳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m이

며, 북동쪽으로 9호 수혈유구가 3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

되었는데, 내부가 전면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

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

양상은 벽면에 인접하여 국지적으로 풍화암반토가 퇴적되고 수평으로 적갈색 또는 갈색, 명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유구의 크기는 장축 362㎝, 단축 299㎝, 깊이 43㎝이다. 바닥

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되었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서쪽 벽면에 주혈 1개가 있다. 유물은 바닥면

과 퇴적토 상에서 분청사기와 도기가 출토되었는데 분청사기는 발과 뚜껑편 등의 기종이 있고 도기는 저부

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있는 편이다. 

(2) 유물

① 분청사기발편(도면 49-4, 사진 52-⑥)

구연 일부만 남아 있는 편으로 구연의 외반하는 부분 아래쪽에 4줄의 선문을 상감하고 그 아래로 연판문

을 넣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녹회색을 띠며, 단면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3.55cm  

② 분청사기발편(도면 49-2, 사진 52-⑦)

분청사기발 구연편으로 내저면에는 각 4조의 선문을 아래위로 돌리고 그 사이에 원문을 새겨 넣었다. 기

벽에 기포가 생겨 일부분이 배부른 상태이다. 외면은 녹회색이며 단면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6.1cm 

③ 도기편(도면 49-5, 사진 52-③·④)

회색의 연질 도기 저부편으로 바닥판과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동체 내면에는 원점이 두개씩 포함된 타날

판을 사용한 문양을 나탈한 후 굴곡지게 정면하면서 지웠으나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며, 외면은 격자타

날 후 정면하여 지웠다.  잔존 높이 4.3cm 복원저경 17.5cm  

④ 분청사기발편(도면 49-1, 사진 52-⑤)

전체의 1/2 정도가 남아 있다 구연은 넓게 퍼지는 형태이며 바닥 중앙은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다리굽

이며, 외면 구연 쪽에는 한 줄의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색조는 외면이 회황색이며, 내면은 청회색, 단면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7.35cm 복원구경 19.05cm 

⑤ 분청사기 뚜껑편(도면 49-3, 사진 52-②) 

특이한 형태의 분청사기편으로 잔존상태만으로 기형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잔존부의 원형으로 된 가장

자리는 상감을 위해 음각한 원형 선을 따라 깨진 자리이며, 안쪽에는 연판문과 원점열 등이 새겨져 있다. 중

앙부 원은 그 자리에 위로 향하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매우 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기능이 거의

없는 간단하고 약한 구조의 무엇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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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1구역 1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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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1구역 2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0, 사진 53)

가지능선의 중앙부의 수혈군에 인접한 곳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m이며, 남

서쪽으로 6호 주거지가 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

데, 내부가 재가 포함된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

위양상은 숯이 소량 포함된 갈색사질점토와 명갈색, 적갈색사질점토가 교대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

는 타원형이며 유구의 크기는 장축 282㎝, 단축 257㎝, 깊이 62㎝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되

었다. 북쪽부분에 단이 있어 선반 또는 출입구 시설로 추정되며, 북동벽 일부를 파고 아궁이 시설이 조성되

어 있다. 아궁이는 타원형의 수혈형태이다. 유물은 바닥면과 퇴적토 상에서 분청사기와 도기가 출토되었는

데 분청사기는 발과 접시 등이며 도기는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있는 편이다. 

(2) 유물

① 분청사기발편(도면 50-1, 사진 54-④)

전체의 1/2 정도가 남아 있다 구연은 넓게 퍼지는 형태이며 바닥 중앙은 움푹 들어가 있다. 굽은 다리굽

이며, 구연은 구연 근처에서 살짝 외반한다. 색조는 외면이 회황색이며, 내면은 청회색, 단면은 적갈색이다.

잔존 높이 8.4cm 복원구경 19.5cm 복원굽경 4.8cm  

② 분청사기접시편(도면 50-3, 사진 54-②)

소형의 접시로 바닥쪽에서 넓게 퍼지다 구연 아래쪽에서 살짝 꺾여 올라간다. 내저에는 4조의 선문을 두

르고 가운데에 국화문을 넣었다. 굽은 다리굽이다.  높이 3.15cm 복원구경 11.0cm  

③ 분청사기발편(도면 50-2, 사진 54-③)

내저에 4조의 선문 사이로 국화문을 열지어 넣은 분청사기편으로 구연은 중간쯤에서 서서히 벌어지기 시

작한다. 유색은 녹회색이며 단면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5.65cm 복원구경 16.6cm 

④ 도기편(도면 50-4, 사진 54-⑤) 

바닥이 편평한 도기 저부편으로 동체 일부도 남아 있다. 고운 점토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소성하여 내외면

은 회청색, 단면은 적갈색을 띤다. 내외면의 정면기법은 다른 연질도기와 다르지 않다.  잔존 높이 3.0cm

⑤ 도기편(도면 50-5, 사진 54-⑥) 

내외면이 녹회색인 도기 동체편으로 둥근 기형을 가진 기형에서 견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면 속

심은 흑색이다.  잔존 높이 3.9cm 

3) 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1, 사진 55)

가지능선의 말단부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3~44m이며, 동쪽으로 8

호 주거지가 연접해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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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1. 1구역 3호주거지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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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2. 1구역 3호주거지 출토유물



토와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사면 아래 부

분이 소실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425㎝, 단축 350㎝(잔존), 깊이 75㎝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되었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시설과 주혈이 있다. 북벽 일부를 파고 아궁이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연소

실과 배연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소실은 바닥면을‘￢’자형으로 굴광하 으며 배연시설은 벽면을 수직으로

굴광하 다. 주혈은 벽면을 따라 2개가 조성되어 있고 중앙부분에 5개가 만들어져 있다. 유물은 바닥면과 퇴

적토 상에서 분청사기와 도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분청사기는 발과 접시 등이며 도기는 저부와 동체

부, 구연부가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편(도면 52-1, 사진 56-①)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된 도기편으로 기형은 호형일 것으로 판단된다. 견부에 해당하며, 내면은 무문양이

다. 단면 속심은 흑색이다.  잔존 높이 4.8cm 

② 호편(도면 52-2, 사진 56-②)

회백색의 호 동체편으로 경부와의 경계에 해당한다 작은 편이라 전체 기형은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증거

로 보아 백제토기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내외면 모두 무문양이다.  잔존 높이 2.2cm 

③ 도기편(도면 52-5, 사진 56-④) 

회색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동이나 시루 기종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면에는 좁게 굴곡이 져 있으며 외면은

꺾이는 부분이 있다. 단면은 갈색이다.  잔존 높이 5.65cm 

④ 도기편(도면 52-3, 사진 56-③)

소형의 도기호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은 둘 게 말려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고운 사립이 약간 함유된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색조는 내외면 모두 녹색이며, 단면은 명갈색이다.  잔존 높이 2.3cm  

⑤ 분청사기 접시편(도면 52-10, 사진 56-⑩) 

녹청색의 유색을 가진 접시로 바닥은 편평하게 나가다 급격하게 꺾여 구연을 형성하는 기형이다. 굽은 죽

절굽이며 단면은 회백색이다. 문양은 없다.  높이 3.4cm 구경 11.1cm 굽경 4.85cm  

⑥ 도기편(도면 52-4, 사진 56-⑤) 

도기 저부편으로 바닥 일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바닥은 소성 후에 깎아 정면하 다. 내면에는 정면

과정에서 생긴 수평 굴곡흔이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이다.  잔존 높이 2.9cm 

⑦ 분청자기발편(도면 52-11, 사진 56-⑪)

유약이 거의 칠해지지 않은 것으로 내면과 외면 일부에만 희미하게 유약흔이 있다. 몸체는 구형에 가깝게

둥근 편이며, 굽은 죽절굽이다. 내저에는 점토받침흔이 2개소 남아 있다.  잔존 높이 5.3cm 복원굽경

5.0cm 

⑧ 호편(도면 52-7, 사진 56-⑨)

외면에 격자타날된 호 동체편으로 하단에 침선이 돌아 간다. 내면은 동심원이 얕게 새겨진 원형의 타날도

구로 깊게 타날한 자국이 있다. 내외면은 회청색이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⑨ 호편(도면 52-6, 사진 56-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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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에 경계가 있는 평행선문이 타날된 토기로 문양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타날단위로 보아 조족문

토기인것으로판단된다. 내면은무문양이다. 색조는내외면이회청색, 단면이적갈색이다.  잔존높이 6.8cm  

⑩ 분청사기편(도면 52-9, 사진 56-⑫)

작은 편이라 기형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굽은 죽절굽으로 유약이 묻어있지 않다. 유색은 녹청색이며,

내외면에 가는 빙렬이 생성되어 있다. 단면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1.8cm 복원굽경 4.2cm   

⑪ 도기편(도면 52-8, 사진 56-⑦·⑧)

내외면 모두 흑색인 도기편으로 외면에는 겨자타날 후 정면한 흔적이 있으며, 내면에는 문양을 알 수 없는

타날도구로 타날한 후 굴곡지게 정면하 다. 바닥쪽에는 테쌓기 한 흔적이 정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구연이 넓은 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높이 28.8cm  복원저경 22.5cm 

4) 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3, 사진 57)

가지능선의 서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36호 수혈유구와 접해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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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m이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로 채워

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사면 아래 부분이 소실되었다. 유구의 크

기는 장축 247㎝, 단축 227㎝(잔존), 깊이 38㎝이다. 바닥면은 약간 굴곡이 있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시설이

있다. 동벽 에 붙여 아궁이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연소실과 배연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소실은 바닥 일부

를 파고 만들었으며 측면에 할석 5매로 만든 지각을 세웠다. 배연시설은 벽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백자발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발편(도면 53-1, 사진 57-②)

녹회색의 유색을 가진 백자로 단면삼각형의 직립굽을 하고 있다. 내저 원각은 굽보다 미세하게 넓으며, 굽

바닥에는 모래받침흔이 있다. 단면은 회백색이다.  잔존 높이 3.7cm 저경 6.3cm 

5) 5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4, 사진 58)

가지능선의 말단부 중앙에 위치한 수혈군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3~44m이

며, 동쪽으로 30호 수혈유구가 8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

되었는데, 내부가 황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

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219㎝, 단축 184㎝, 깊이 27㎝이다. 바닥면은 약간 굴곡이 있고 남동벽이 약간 단이 져

있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시설이 있는데 동벽에 붙여 만들었다. 연소실 바닥면에는 재가 남아있고 양 측면에

15㎝ 내외의 할석 2매를 세운 지각을 갖추고 있다. 유물은 바닥면과 퇴적토 상에서 도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저부와 동체부, 구연부가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편(도면 54-1, 사진 58-⑤)

갈색의 도기 구연부편으로 구연은 수평에 가깝게 꺾여 있다. 사립이 많이 포함된 비교적 거친 태토를 사용

하 다. 구연단은 말각방형으로 처리되었다.  잔존 높이 3,9cm

② 도기편(도면 54-2, 사진 58-⑥) 

①과 거의 같은 형태이나 기벽만 약간 얇은 형태이다.  잔존 높이 3.7cm 

③ 도기편(도면 54-3, 사진 58-⑦) 

회색의 도기 저부편으로 외면은 격자타날 후 정면하여 지웠으며 내면은 무문양이다.  잔존 높이 4.7cm 

④ 도기편(도면 54-4, 사진 58-⑧)

회색의 도기 동체편으로 바닥도 일부 붙어 있다. 바닥과의 연결부는 깎기로 정면하 다. 사립이 약간 포함

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 다.  잔존 높이 4.05cm 

105



106

도면 54. 1구역 5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107

도면 55. 1구역 6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108

6) 6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5, 사진 59)

가지능선의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47m이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

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와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사면 아래 부분이 소실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303㎝, 단축

280㎝, 깊이 58㎝이다. 바닥면은 굴곡이 심하다. 특별한 내부시설은 없고 바닥 일부에 불뗀자리가 있고 따로

아궁이시설을 만들지 않았다. 유물은 바닥면과 퇴적토 상에서 토기호와 도기편, 원반형석기가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55-1, 사진 59-⑥)

평행선문이 타날된 호 경부편으로 전체가 보이지는 않으나 기형과 타날판의 모양 등을 보면 조족문토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굵은 사립이 많이 함유된 조질의 태토를 사용하 다. 전반적으로 갈색을 띠며, 내면에도

타날 후 정면하 으나 문양은 희미하여 알아볼 수 없다.  잔존 높이 6.0cm 

② 원반형석기(도면 55-3, 사진 59-⑦)

한 쪽 끝이 박락된 원형의 석기로 자갈돌을 그대로 이용하 으며,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쪼은 흔적이 약간

씩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석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박리된 부분은 사용중에 생긴 것일 수도 있지만 후대에

굴러다니다가 떨어져 나간 것일 수도 있다.  최대지름 9.25cm 두께 2.65cm

③ 도기편(도면 55-2, 사진 59-⑤)

회갈색의 도기편으로 저부 일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정면하 으며, 내면은 원판

형의 불규칙한 문양이 새겨진 타날판으로 타날하 다. 내면에는 정면시 만들어진 굴곡이 있다. 단면은 회색

이다.  잔존 높이 9.25cm 복원저경 20.0cm 

7) 7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6, 사진 60)

가지능선의 말단부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3~44m이다. 유구 윤곽선

은 고토양층에서 말각장방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적갈색사질토와 황갈색사질토, 재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사면 아래 부분이 소실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장

축 235㎝, 단축 200㎝(잔존), 깊이 15㎝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되었다. 내부시설은 없고 유물

은 바닥면에서 분청사기와 백자가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편(도면 56-1, 사진 60-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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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 대접편으로 녹회색의 유약이 입혀져 있으며 단면은 회백색이다. 구연 일부만 남아 있다. 외면에는 굴

곡이 있다.  잔존 높이 4.85cm 복원구경 17.65cm

② 백자편(도면 56-3, 사진 60-⑤)

백자 단지의 구연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맑은 백록색의 유약이 입혀져 있으며, 구연은 둥 게 말려

있다. 단면색은 회색과 갈색 등이 두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③ 분청사기 대접편(도면 56-2, 사진 60-④) 

구연이 직립하는 대접으로 구연만 남아 있다. 기형이나 색깔로 봐서는 분청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회백색의 유약이 입혀져 있으며, 외면 유약에는 기포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단면은 적갈색이다.  잔존 높이

4.7cm 

8) 8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7, 사진 61)

가지능선의 말단부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3~44m이며, 35호 수혈유

구의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어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유실이 심하여 알 수 없으며 사면

아래 부분이 소실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430㎝(잔존), 깊이 20㎝이다. 바닥면은 굴곡이 있다. 내부시

설은 주혈이 있다. 주혈은 불규칙하게 7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깊이와 크기가 다양하다. 유물은 바닥면에서

도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편(도면 57-1, 사진 61-⑤) 

도기 저부편으로 바닥과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고온에서 소성되어 내외면 회청색에 단면 적갈색을 띤다.

내면에는 정면에 의한 굴곡이 있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정면하여 문양을 지웠다.  잔존 높이 6.2cm 복원저

경 25.8cm 

9) 9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8, 사진 62)

가지능선의 말단부 남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3~44m이며, 동쪽으로 8

호 주거지가 연접해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

토와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사면 아래 부

분이 소실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425㎝, 단축 350㎝(잔존), 깊이 75㎝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되었다. 내부시설은 아궁이시설과 주혈이 있다. 북벽 일부를 파고 아궁이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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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배연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소실은 바닥면을‘￢’자형으로 굴광하 으며 배연시설은 벽면을 수직으로

굴광하 다. 주혈은 벽면을 따라 2개가 조성되어 있고 중앙부분에 5개가 만들어져 있다. 유물은 바닥면과 퇴

적토 상에서 분청사기와 도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분청사기는 발과 접시 등이며 도기는 저부와 동체

부, 구연부가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58-1, 사진 62-④) 

무문양의 호 구연부편으로 전반적인 색조는 녹회색이지만 당초에는 백황색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립

이 많이 포함된 태토를 사용하 으며 기표면의 자연박리가 심하여 원색을 잃은 상태이다.  잔존 높이

2.35cm 복원구경 18.55cm 

② 호편(도면 58-2, 사진 62-⑤)

외면에 승문타날이 된 연질토기편으로 동체에서 경부로 넘어가는 곳의 편이다. 기형 및 문양으로 보아 장

란형토기의 경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높이 5.1cm

③ 호편(도면 58-3, 사진 62-⑥)

조족문토기호 동체편이다. 외면에는 조족문이 횡방향으로 선명하게 타날되어 있다. 태토는 석립이 거의

없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 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내외면은 회청색이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잔존 높

이 12.1cm 

10) 10호 주거지

(1) 유구(도면 59, 사진 63)

조사지역인 1구역 내에서 가장 동쪽으로, 1구역이 속한 가지능선의 시작부분에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해발고도는 46~47m이며, 북서쪽으로 9호 주거지가 1.5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토 사이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

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

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사질점토가 포함된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된 후‘U’자

형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구경229

㎝, 저경161㎝, 깊이59㎝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되었고, 니질토가 소량 함유된 풍화암반토가 1㎝ 내외로 퇴적되어 있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유구의 서쪽 입구 부분에 반원형의 단이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2) 유물

① 고배편(도면 59-1, 사진 63-④)

고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은 결실되었으며, 배신도 일부만 남아 있다. 구연은 직립하며 뚜껑받침은 작지

만 예리한 편이다. 배신 바닥은 수평에 가깝다.  잔존 높이 2.25cm 

② 호편(도면 59-3, 사진 6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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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9. 1구역 10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광구호 구연과 동체편으로 광구소반일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높이에서 바닥쪽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보아서는 기벽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최대경이 견부 바로 아래에 있

다. 전반적으로 회백색이며 연질이다.  잔존높이 9.45cm 

③ 호편(도면 59-2, 사진 63-⑥)

위의 호편 ②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형이나 같은 편은 아니며, 구연도 약간 더 외반한다.  잔존 높이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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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0. 1구역 탄요 유구



3. 탄요

(1) 유구(도면 60, 사진 64)

조사지역인 1구역 내에서 가장 동쪽으로, 1구역이 속한 가지능선의 시작부분에 단독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해발고도는 46~47m이며, 남동쪽으로 7호 주거지가 14.2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

은 편마암풍화암반토 사이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

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

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갈색사질점토가 포함된 풍화암반토가 서서히 퇴적된 후‘U’

자형으로 흑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구경229

㎝, 저경161㎝, 깊이59㎝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정지되었고, 니질토가 소량 함유된 풍화암반토가 1㎝ 내외로 퇴적되어 있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유구의 서쪽 입구 부분에 반원형의 단이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2) 유물

① 도기편(도면 60-1, 사진 64-④) 

바닥과 동체 일부만 남은 도기편으로 내외면 모두 흑회색이며, 외면은 소성 후 마연하 으며, 내면에는 정

면하면서 생긴 굴곡이 있다.  잔존높이 3.65cm 

4. 지표 수습 유물

① 백자 대접(도면 61-8, 사진 65-⑥)

백자 대접으로 구연부일부가 결실되었다. 속심은 회색이고, 유약의 발색은 백색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

며, 굽은 직립굽이고 잔여물이 묻어 있다.  높이 9.45cm, 구경 15.4cm, 굽경 6.85cm

② 백자 발(도면 61-7, 사진 65-⑩)

백자발로 저부와 동체 및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속심은 회색이고, 유약의 발색은 옅은 푸른빛을 때는

백색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굽은 원형의 단면 삼각형굽이다. 구연이 살짝 바라져있다.  높이 7.8cm, 구

경 11.8cm, 굽경 6.0cm

③ 백자 제기(도면 61-6, 사진 65-⑦)

백자 제기로 구연부분이 1/2가량 결실되었다. 속심은 회색이고, 유약의 발색은 백색이다. 태토는 정선되

었으며, 굽은 원형의 직립굽으로 전체높이의 1/2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동체부의 2/3지점에서 1번 꺾여 올

라가 구연부가 형성되었다. 내부 바닥에도 사립흔이 넓게 보인다.  높이 5.4cm, 구경 11.5cm, 굽경 7.1cm

④ 백자 대접(도면 61-9, 사진 65-⑨)

백자 대접으로 저부와 동체 및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속심은 회색이고, 유약의 발색은 옅은 청백색이

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굽은 원형의 직립굽이다.  높이 8.9cm, 구경 15.2cm, 굽경 6.4cm

⑤ 소호편(도면 61-1, 사진 6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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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1. 1구역 지표 수습유물



회청색 경질 소호의 구연과 동체편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면은 무문양이나 물

손질흔이 보인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석립이 섞 으며, 굵은 석립도 드물게 섞여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

두 회청색이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소성상태가 양호하다.  잔존 높이 5.8cm, 복원구경 9.2cm

⑥ 분청사기 접시편(도면 61-3, 사진 65-⑧)

분청사기 접시의 저부와 동체 및 구연편으로 전체에서 1/3가량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속심은

회색이며, 유약은 산화되어 연노랑색을 띠고 있다. 굽은 원형의 죽절굽으로 비교적 작은 크기이다. 내면의

바닥에서 동체로 약하게 꺽이는 부분에 인화문 꽃무늬가 일렬로 돌아가고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4조의 침선

이 위쪽으로는 3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높이 5.6cm, 복원구경 17.5cm, 굽경 4.5cm

⑦ 분청사기 저부편(도면 61-5, 사진 65-④)

분청사기 접시의 저부편으로 보인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이 남아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속심은 회

색, 유약은 암청색을 띤다. 굽은 원형의 직립굽이다. 내면의 바닥중앙에는 5개의 운두문이 별모양으로 배치

되고 바깥쪽으로 4조의 침선 그리고 그 외곽에 귀갑문이 전체적으로 돌려져 있다. 내면에 3개의 점토받침 흔

적이 있다.  잔존 높이 3.5cm, 굽경 5.8cm 

⑧ 분청사기 대접(도면 61-4, 사진 65-⑤)

진녹색의 분청사기 대접편으로 동체의 2/3 정도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속심은 회색, 유약

은 암청색을 띤다. 굽은 원형의 직립굽이다. 내면에 3개의 점토받침 흔적이 있다. 내면바닥에서 동체부로 꺽

이는 부분에 4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고, 그 위로 운두문이 일렬로 돌려져 있으며, 구연쪽으로 다시 4조의 침

선이 돌려져 있다.  높이 7.8cm, 복원구경 16.7cm, 굽경 5.4cm

⑨ 연질 호 저부편(도면 61-2, 사진 65-②)

연질 호 저부와 동체부의 일부이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연결되는 경계가 거의 없으며 기표면은 육안으로

겨우 확인될 정도의 미세한 타날흔이 일부 관찰된다. 내면은 무문양이나 희미한 접합흔과 손질흔이 보인다.

태토는 손에 뭍어 날 정도로 저화도 소성하 으며 색조는 녹색이 약간 가미된 회색이다.  잔존 높이

14.6cm, 저경 10.0cm, 기벽두께 1.1cm

⑩ 지석편(도면 61-10, 사진 65-③)

사암제 지석의 일부로 보여진다. 파단면과 바닥면을 제외한 상면, 좌·우 측면, 앞면 등 4면이 사용한 흔

적이 확인된다. 앞면은 호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잔존길이 9.2cm, 폭 7.8cm, 두께 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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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 2구역 유구 배치도



나. 2구역

1. 수혈

1) 1호 수혈

(1) 유구(도면 63, 사진 66)

조사지역인 2구역 내의 평탄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9~50m이며, 주

위에 5호 수혈유구가 4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토 사이에서 원형으로 확인

되었는데, 적갈색사질토와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

위양상은 가장자리가 주로 붕괴, 퇴적되어‘U’자형의 모습이다. 바닥에는 암갈색점토층이 1㎝내외로 퇴적

되어 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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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 2구역 1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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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구경 202㎝, 저경 175㎝, 깊이 90㎝이며 바닥면은 중앙으로 약간 오목하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유물은 바닥면으로부터 70㎝ 위의 퇴적토 상에서 승석문토기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장란형토기편(도면 63-1, 사진 67-③)

승문이 타날된 장란형토기 동체편으로 사립이 많이 함유된 거친 태노에 낮은 온도에서 산화소성하여 내외

면 황갈색, 단면 속심은 흑색을 띤다.  잔존 높이 4.6cm 

2) 2호 수혈

도면 64. 2구역 2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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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구(도면 64, 사진 68)

조사지역인 2구역 내의 평탄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9~50m이며, 주

위에 동쪽으로 1호 수혈유구가 28m, 서쪽으로 7호 수혈유구가 26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

암풍화암반 사이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중앙에 약 1m 너비로 숯과 재, 경질토기편이 섞여 노출되었

다. 조사는 유구 중앙 부분에 나타난 재+숯 퇴적층을 먼저 조사하고 굴광면까지 낮추어 내부조사를 실시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

는 구경 300㎝, 저경 213㎝, 깊이 85㎝로, 2구역에서 확인된 수혈 중 큰 규모에 해당된다. 바닥의 중앙에는

지름 117㎝의 타원형 수혈이 있다. 유물은 주로 재+숯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경질토기호의 구연부, 동

체부, 저부 4점과 연질토기발의 구연부, 저부 3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호편(도면 65-2, 사진 69-②) 

원저호의 구연부편으로 구연은 완전히 돌아가지만 동체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구연은 둥 게 외반하

며, 구연단은 홈이 나 있다. 저온 소성되어 무른 편이며 색조는 일부는 회색, 일부는 적갈색을 띤다. 내외면

도면 65. 2구역 2호수혈 출토유물



모두 회전물손질 하 으나 외면에는 평행선문을 타날한 흔적이 매우 희미하게 남아 있다.  잔존 높이 5.4cm

구경 13.7cm  

② 광구소반편(도면 65-4, 사진 69-④)

광구소반으로 판단되며 동체는 원형에 가깝게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은 직립하며 높은 편이다. 바닥은

남아 있지 않아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과 굵은 석립을 의도적으로 첨가하

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청색이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내외면 모두 문양은 없으

며, 회전물손질하여 마무리하 다.  잔존 높이 7.7cm 

③ 호편(도면 65-1, 사진 69-③) 

외면에 평행선문이 타날된 호편으로 동체와 경부 일부가 포함된다. 수비질이 잘 되지 않아 기벽에 기포가

많이 형성되었으며 단면은 적갈색을 띤다. 내면은 무문양이다.  잔존 높이 14.45cm 

④ 호편(도면 65-5, 사진 69-⑥)

연질의 호 구연부 편으로 동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교적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내외면에

슬립이 형성되어 있다.  잔존 높이 2.55cm 

⑤ 호편(도면 65-3, 사진 69-⑦) 

호 구연부편으로 동체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결실되었다. 내외면 모두 흑회색을 띠며, 구연은 둥 게 처리

되었다.  잔존 높이 3.4cm 

⑥ 시루편(도면 65-7, 사진 69-⑤)

외면에 격자타날된 시루편으로 구멍흔적은 일부만 남아 있다. 저부와의 연결부는 둥 게 처리되었다. 외

면은 백황색이며, 내면은 흑회색이다. 

⑦ 호편(도면 65-6, 사진 69-⑧) 

원저호의 동체 및 바닥 부분으로 연질에 가깝다. 외면은 평행선문을 교차타날하 으며, 내면은 물손질하

여 마무리하 다. 저부는 약간 들려 있다. 태토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를 사용하 으며, 내면은 회청색 회

면은 회색, 속심과 표면 사이는 적갈색, 속심을 회색이다.  잔존 높이 6.6cm  

3) 3호 수혈

(1) 유구(도면 66, 사진 70)

평탄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9~50m이며, 동쪽으로 7호 수혈유구가

20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에 흑갈색사질토

와 갈색사질토가 섞여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

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흑갈색점토층이 먼저

퇴적된 후 갈색 또는 적갈색사질점토가‘U’자형으로 서서히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17㎝, 저경 147㎝, 깊이

80㎝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고 2㎝ 내외의 두께로 흑갈색점토층이 깔려 있다. 유물은 바닥면으로부

터 80㎝ 위의 퇴적토 상에서 승문장란형토기호 1점과 무문경질토기 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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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2구역 3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2) 유물

① 호편(도면 66-1, 사진 70-⑥)

기벽이 매우 얇은 호편으로 외면에는 자연유가 형성되었으며, 내면은 비교적 매끄럽다. 단면은 회색이나

기포가 많이 형성된 것이 보인다. 어느 부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잔존 높이 5.4cm 

② 장란형토기(도면 66-1, 사진 70-④·⑤)

연질의 장란형토기 동체로 구연과 바닥을 제외한 상당부분이 남아 있다. 외면에는 승석문이 타날되어 있

다. 내외면 모두 흑색을 띠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박리되어 속심이 드러난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일부에는 원표면이 남아 있다.  잔존 높이 27.55cm 

4) 4호 수혈

(1) 유구(도면 67, 사진 71)

2구역 내의 구릉에서 사면으로 이어지는 곳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49m

이며, 서쪽으로 8호 수혈유구가 16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

는데, 내부에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벽이

주로 붕괴된 후 외부에서 토사가 유입되어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126㎝, 저경 115㎝, 깊이 16㎝이며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출토유물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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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7. 2구역 4호수혈 유구 도면 68. 2구역 5호수혈 유구



5) 5호 수혈

(1) 유구(도면 68, 사진 72)

평탄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9~50m이며, 주위에 동쪽으로 1호 수혈

유구가 4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하단부 일부가

유실되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한 후 20㎝의 둑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

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146㎝, 저경 112㎝, 깊이 15㎝이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출토유물은 없다. 

6) 6호 수혈

(1) 유구(도면 69, 사진 73)

평탄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9~50m이며, 주위에 5호 수혈유구가

1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적갈색사질토와 갈색사

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가장자리가 주로 붕괴, 퇴

적되어‘U’자형을 이룬 후, 외부로부터 토사가 유입되어 중앙부분에 봉우리가 형성되어‘∧’자형 모습을 띠

고 있다. 바닥에는 암갈색점토층이 1㎝ 내외로 퇴적되어 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

에서 입구로 나팔처럼 약간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345㎝, 저경 244㎝, 깊이 195㎝로 2구

역에서 확인된 수혈유구 중 규모가 큰 편이다. 바닥면은 편평한데, 중앙에 타원형으로 약간 오목하다. 유물

은 바닥면으로부터 50㎝ 위의 퇴적토 상에서 회색 연질토기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연질토기편(도면 69-1, 사진 73-④)

회백색의 연질토기의 동체편으로 기형을 알 수 없다. 내외면 모두 심하게 마모되었다.  잔존 높이 4.3cm 

7) 7호 수혈

(1) 유구(도면 70, 사진 74)

평탄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9m이며, 서쪽으로 3호 수혈유구

가 2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적갈색사질토와 흑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20㎝의 둑을 만들어 토층조사를

하는 동시에 내부조사를 실시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수차례에 걸쳐 벽면이 붕괴, 퇴적

되고 사이사이 흑갈색사질점토가 교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

에서 입구로 나팔처럼 약간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20㎝, 저경 170㎝, 깊이 24㎝이다. 바

닥면은 약간 굴곡이 있고, 사면 위쪽으로 오목하다. 출토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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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9. 2구역 6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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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0. 2구역 7호수혈 유구

도면 71. 2구역 8호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내 용 누 락
(p.129~130)



8) 8호 수혈

(1) 유구(도면 71, 사진 75)

구릉에서 사면으로 연결되는 곳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49m 사이에 위치

하고 있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반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적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사면 하단부는 바닥면만 남아있다. 바닥면은 굴곡이 있으며 유구에서 30㎝ 떨어져

2개의 주혈이 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203㎝, 잔존단축 83㎝, 깊이 10㎝이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

고, 내부조사 시 15㎝ 내외의 할석 4매가 남쪽 벽면에 가깝게 놓여있었다. 유물은 유구 중앙부분의 바닥면에

서 백자대접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발편(도면 71-1, 사진 75-③)

회백색의 유약이 입혀진 백자발로 굽은 죽절굽에 굽다리부분에 점토받침을 한 흔적이 있으며, 내저에도

점토받침흔이 한 곳 있다. 유약이 비교적 두터워 내외면에 빙열이 생겼다.  잔존 높이 4.8cm 

9) 9호 수혈

(1) 유구(도면 72, 사진 76)

평탄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50m이며, 2구역의 유구들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반토 사이에서 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적갈색사질토

와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가장자리가 주로

붕괴, 퇴적되어‘U’자형의 모습이다. 바닥에는 암갈색점토층이 1㎝내외로 퇴적되어 있다. 유구의 평면형태

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02㎝, 저경

175㎝, 깊이 90㎝이며 바닥면은 중앙으로 약간 오목하다. 내부에 특별한 시설은 없고, 유물은 바닥면으로부

터 70㎝ 위의 퇴적토 상에서 승석문토기동체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두형토기편(도면 72-1, 사진 76-⑤)

두형토기의 몸체와 대각의 연결부로 극히 일부만 남아 있는 편이다. 사립이 약간 섞인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내외면은 흑색, 단면은 회색을 띤다. 잔존 높이 2.65cm 

② 두형토기편(도면 72-2, 사진 76-⑤)

두형토기대각편으로일부만남았다. 내면에는주름진표면이남아있는것으로보아상기토기편과바로연결

되지는않지만같은개체의편인것으로판단된다. 외면은종방향으로쓸어내린흔적이있다. 잔존높이4.65cm

③ 호편(도면 72-3, 사진 76-⑥) 

함께 출토된 두형토기와 색조 및 태토 소성상태 등이 거의 비슷한 토기로 경부 아래는 모두 결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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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높이 3.3cm 

10) 10호 수혈

(1) 유구(도면 73, 사진 77)

평탄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9m이며, 9호 수혈유구

와 약 10m 가량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편

마암풍화암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

가 명황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

분을 조사하 다. 토층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

상은‘U’자형으로 서서히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

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

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119㎝, 저경 101㎝, 깊이 20㎝이며 바닥면

은 굴곡이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11) 11호 수혈

(1) 유구(도면 74, 사진 77-②)

평탄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m이며, 12, 13호 수혈유구와 연

접해 서로 연관된 시설로 추정된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황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

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

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122㎝, 저경 90㎝, 깊이 25㎝이며 바닥면은 굴곡이

있다. 유물은 백자발과 백자접시가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백자발편(도면 74-1, 사진 78-③)

죽절굽의 백자발로 내저에는 원각이 깊게 돌아가고 있다. 굽바닥은 점토물에 끝부분만 살짝 담그었으며,

모래받침흔은 보이지 않는다. 내저에는 모래받침흔이 돌아가며 남아 있다. 유색은 회백색이며 단면은 회백

색이다.  잔존 높이 3.8cm 굽경 6.4cm 

② 백자 접시편(도면 74-2, 사진 78-④)

도립삼각굽의 백자접시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저원각이 있으며, 내저와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이 선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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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다. 유색은 회백색이며, 단면도 회백색이다.  잔존 높이 2.5cm 복원굽경 6.5cm 

③ 백자발편(도면 74-3, 사진 78-⑤)

굽부분만 남아 있는 백자편으로 굽단면은 안굽 형태이며 굽바닥 및 내저에 모래받침흔이 남아 있다. 굽 주

변을 고르게 떼어낸 것으로 보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잔존 높이 1.8cm 굽경 4.35cm  

12) 12호 수혈

(1) 유구(도면 73, 사진 77)

평탄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m이며, 11, 13호 수혈유구와 연

접해 서로 연관된 시설로 추정된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황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

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왼쪽에 지름 80㎝의 수

혈이 있고, 오른쪽에 주혈로 생각되는 지름 45㎝의 소형 수혈이 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155㎝, 단축 65

㎝, 깊이 60㎝이며 바닥면은 굴곡이 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3) 13호 수혈

(1) 유구(도면 74, 사진 77)

평탄한 구릉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8m이며, 11, 12호 수혈유구와 연

접해 서로 연관된 시설로 추정된다. 유구 윤곽선은 편마암풍화암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황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

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바닥에서 입

구로 나팔처럼 벌어진 역제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구경 206㎝, 저경 96㎝, 깊이 45㎝이며 바닥면은 굴곡이

있고 바닥층을 다시 굴광하여 수혈을 만들었다. 유물은 백자접시와 도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편(도면 74-4, 사진 78-⑥)

시루 내지 동이의 손잡이가 달린 도기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외부에는 대상파수 접합부가 남아 있으며

동체에는 침선이 세줄 돌아가고 있다. 내면은 타날 후 물손질로 타날흔을 지웠다. 소성상태가 양호하여 경질

이며, 내외면은 회청색, 단면은 적갈색이다.  잔존 높이 16.6cm 

② 백자접시편(도면 74-6, 사진 78-⑧) 

안굽을 가진 백자 접시로 내저에 원각이 있으며, 내저와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이 남아 있다. 유약은 회백색

이며, 단면 역시 회백색이다.  잔존 높이 3.8cm 굽경 5.0cm 

③ 도기편(도면 74-5, 사진 78-⑦)

도기 저부편으로 바닥 가운데는 결실되었다. 비교적 고운 태토를 사용하 으나 낮은 온도에서 산화소성되

어 내외면 모두 회갈색을 띤다.  잔존 높이 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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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4. 2구역 11·12·13수혈 유구 및 출토유물



내 용 누 락
(p.135~136)



2.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유구(도면 75, 사진 79)

평탄한 구릉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m이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

반층에서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적갈색 또는 명갈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

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먼저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

사하 다. 층위양상은 벽면이 붕괴되어 풍화암반토가 퇴적되고 황갈색사질점토와 적갈색사질점토가 차례로

퇴적되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사면 하단부가 유실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875㎝, 단축

330㎝(잔존), 깊이 72㎝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되었다. 특별한 내부시설은 없다. 바닥면에 불

규칙하게 5~20㎝ 크기의 할석이 산포되어 있다. 

(2) 유물

① 파수편(도면 76-4, 사진 80-③)

도기 대상파수편으로 동체는 남아 있지 않다. 동이나 시루 종류의 파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고운

태토를 사용하 으며 소성상태도 양호하다. 전반적으로 회색을 띠며, 잔존부위의 상태로 보아 동체 기벽이

매우 얇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길이 11.85cm

② 도기편(도면 76-3, 사진 80-①)

도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이 좌우로 폭넓게 펼쳐진 형태이다. 동체는 구연에서 바로 이어지는 형태이나

중간에 꺾임이 있어 경부로 판단할 수도 있다. 경질로 소성되었다.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며, 단면은 회색이

다.  잔존 높이 3.4cm 

③ 도기편(도면 76-5, 사진 80-②)

동이류의 파수로 판단되며, 사립이 거의 없는 매우 고운 점토를 태토로 사용하 다. 내외면은 녹회색이며

단면은 갈색이다.  상하폭 3.4cm

④ 백자접시편(도면 76-1, 사진 80-⑤)

안굽의 백자 접시로 일부만 결실되었다. 굽바닥에는 모래받침흔이 있으며, 내저에도 모래받침흔이 있다.

회백색의 유약을 사용하 으나 엷은 부분은 유백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단면은 회백색이다.  높이 3.6cm 굽

경 4.95cm 구경 14.3cm 

⑤ 백자발편(도면 76-2, 사진 80-⑥)

안굽의 백자발로 판단되며, 잔존기형으로 보아 접시 보다는 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내저와 굽바닥

에 모래받침흔이 있으며, 내저에는 원각이 돌아가고 있다. 유색은 회백색이며 단면도 회색에 가깝다.  잔존

높이 3.7cm 굽경 5.4cm  

⑥ 수키와(도면 76-6, 사진 80-④) 

집선문이 상면에 타날된 수키와로 타날흔은 거의 지워진 상태이다. 내면은 포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일부는 손으로 정면한 흔적이 나타난다.  잔존길이 19.35cm 폭 15.0cm 두께 2.15cm 

137



138

2) 2호 주거지

(1) 유구(도면 77, 사진 81·82)

평탄한 구릉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3m이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

도면 76. 2구역 1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반층에서 부정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적갈색 또는 명갈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다. 층위양상은 바닥에

풍화암반토가 퇴적되고 황갈색사질토와 적갈색사질토가 차례로 퇴적되었다. 유수 흔적이 남아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유구의 대부분이 유수에 의해 소실되었다. 잔존한 유구의 크기는 장축 180㎝, 단축

155㎝(잔존), 깊이 20㎝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되었다. 바닥면에 불규칙하게 5~20㎝ 크기의

할석이 18개 산포되어 있는데, 구들시설 또는 적심 등의 구조물이 유실되어 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

물은 없다.

3) 3호 주거지

(1) 유구(도면 78, 사진 83·84)

평탄한 구릉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6m이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

반층에서 장방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명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장축, 단축으로 토층둑을 설치하고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사면 하단부가 유실되었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305㎝, 단축 243㎝(잔

존), 깊이 23㎝이다. 바닥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되었다. 남동쪽 벽에 아궁이 1기가 설치되었는데, 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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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배연시설과 연소실을 가지고 있다. 연소실은 15㎝ 내외의 할석으로 지각을 세우고 상면이 편평한 덮개

돌을 올려놓았다. 

도면 78. 2구역 3호주거지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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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9. 2구역 3호주거지 출토유물



(2) 유물

① 수키와(도면 79-5, 사진 84-⑦)

집선문이 상면에 타날된 수키와로 타날흔은 거의 지워진 상태이다. 내편은 포흔이 완전히 지워진 상태이

며, 일부는 손으로 정면한 흔적이 확연히 나타난다.  잔존길이 18.0cm 폭 16.7cm 최대 두께 2.7cm 

② 도기편(도면 79-2, 사진 84-⑤)

평저의 동이 내지 단지로 보이는 도기편으로 전체적으로 갈색의 색조를 띠며, 단면은 적갈색이다. 내외면

모두 타날흔이 희미하게 보이나 대부분 지워진 상태이다.  잔존 높이 10.65cm 

③ 원반형석기(도면 79-4, 사진 84-⑥) 

둥 고 납작한 편마암재질의 석기로 원래 자갈의 형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희미

하게 사용흔이 남아 있다.  지름 11.0cm 두께 2.65cm  

④ 도기편(도면 79-1, 사진 84-④) 

도기 구연부편으로 동체 상단에서 약간 안으로 오므라들다가 다시 바깥으로 수평에 가깝게 꺾인다. 구연

은 방향은 수평이면서 상면과 끝부분 모두 둥 게 처리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에 가깝다.  잔존 높이

6.7cm 

⑤ 도기편(도면 79-3, 사진 84-③)

동이 종류의 기형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도기 대상파수편으로 파수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사

립이 약간 함유된 고운 점토를 사용하 으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을 띠고 있다.  파수 폭 2.75cm  

4) 4호 주거지

(1) 유구(도면 80, 사진 85·86)

평탄한 구릉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m이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

반층에서 부정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풍화암반토와 갈색점토로 채워져 있다. 조사는 유구 윤곽선에서

중간점을 설정하고 절반 부분만 먼저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토층기록 작업 후 나머지 부분을 조사하 다. 유

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360㎝(잔존), 단축 180㎝(잔존), 깊이 13㎝이다. 바닥

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정지되었다. 내부시설은 구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궁이는 남쪽에 있고, 주거지

의 장벽과 나란하게 적석 4열, 3줄 고래 형태로 설치되었다. 10~20m 내외의 할석을 편평한 면이 위로 오

도록 배열하 다. 아궁이는 바닥면을 타원형으로 굴광하고 수혈을 만들었다. 유물은 석기와 백자 등이 출토

되었다. 

(2) 유물

① 봉상 석기(도면 80-3, 사진 86-③) 

단면 타원형에 가까운 석기로 원석을 단면 타원형의 봉상으로 만든 후 끝부분을 사용하 다. 3개 면이 곱

게 갈려 있기는 하나 형태를 만들기 위한 공정에서 갈린 것이다. 좁은 쪽 끝부분에 쪼은 흔적이 있으나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잔존 길이 8.75cm 단축 두께 5.85cm   

② 백자접시편(도면 80-2, 사진 8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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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백색의 백자 접시편으로 안굽에 내저원각이 있다. 굽바닥과 내저에 모래받침흔이 있다. 단면은 특이하

게 갈색을 띠고 있다.  잔존 높이 3.15cm 굽경 5.3cm 

③ 백자접시편(도면 80-1, 사진 86-④)

안굽의 백자 접시편으로 유색은 회색을 띠고 있다. 굽바닥과 내저에 모래받침흔이 있으며 단면은 회색이

다.  잔존 높이 2.85cm 복원굽경 5.2cm

도면 80. 2구역 4호주거지 유구 및 출토유물



3. 적심

(1) 유구(도면 81, 사진 87-①~③)

평탄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48m이며, 동쪽으로 4호 주거지가

10m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반층에서 확인되었는데, 동서방향으로 놓여 있다. 적심은 2개만 남

아있는데, 적심 간의 거리는 115㎝이며 각 적심의 크기는 각각 65㎝와 60㎝이다. 적심의 축조는 반타원형으

로 수혈을 판 다음, 5~20㎝ 크기의 할석, 18매와 15매를 2단으로 쌓아 만들었다. 두 적심간의 고도 차이는

10㎝이다. 출토유물은 없다.

4. 굴립주

(1) 유구(도면 82, 사진 87-④)

평탄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7~48m이며, 서쪽으로 4호 주거지가

4m 떨어져 있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반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장축이 남북방향으로 놓여 있다. 주혈은 4개

가 남아있어 정면, 측면 각 1칸의 굴립주 건물지로 추정된다. 주혈 간 거리는 장축 175㎝, 단축 143㎝이며,

각 주혈의 크기는 35㎝, 50㎝, 48㎝, 35㎝(시계방향)이다. 출토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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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요

1) 1호 탄요

(1) 유구(도면 83, 사진 88·89)

평탄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5~46m이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반

에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흑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점토로 채워져 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사두형으로 1

구역의 탄요와 2구역의 2호와 형태상 동일하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290㎝(잔존), 단축 192㎝, 깊이 26㎝

이다. 연도부와 소성실이 남아있는데, 연도부의 규모는 70㎝이며 소성실은 220㎝(잔존)의 크기이다. 연도

부와 소성실 사이는 소성실 벽면의 일부에 지각과 덮개돌을 조합하여‘ㅠ’형으로 만들어 소성실에서 발생하

는 연기를 배출토록 하 다. 연도부는 풍화암반을 소성실에서 돌출하게 벽면을 수직으로 굴광하고 조성하

다. 연도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바닥은 반원형으로 굴광하여 배연이 잘 되도록 하 다. 연도부 최대

깊이는 61㎝이다. 소성실은 바닥면이 편평하고 소결층이 0.5㎝ 내외이다. 

145

도면 82. 2구역 굴립주



2) 2호 탄요

(1) 유구(도면 84, 사진 90·91)

평탄한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1~42m이다. 유구 윤곽선은 풍화암반

에서 확인되었는데, 내부가 흑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점토로 채워져 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사두형으로 1

구역의 탄요와 2구역의 1호와 형태상 동일하다. 유구의 크기는 장축 545㎝, 단축 175㎝, 깊이 30㎝이다.

연도부와 소성실, 연소실(회구부)이 모두 양호하게 남아있는데, 각 부분의 규모는 연도부 60㎝, 소성실은

305㎝, 연소실 180㎝이다. 연도부와 소성실 사이는 소성실 벽면의 일부에 지각과 덮개돌을 조합하여‘ㅠ’

형으로 만들어 소성실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토록 하 다. 연도부는 풍화암반을 소성실에서 돌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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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4. 2구역 2호탄요



벽면을 수직으로 굴광하고 조성하 다. 연도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바닥은 반원형으로 굴광하여 배연이

잘 되도록 하 다. 연도부 최대 깊이는 61㎝이다. 소성실은 바닥면이 편평하고 소결층이 0.5㎝ 내외이다.

연소실과 소성실 사이에는 15㎝ 내외의 할석 7매가 불규칙하게 놓여있다. . 

6. 구상유구

(1) 유구(도면 85, 사진 92)

평탄한 구릉에서 북사면으로 연결되는 곳에 동서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구가 위치한 곳의 해발고도는

42~43m이다. 단면에서 확인되는 층위양상은 유수의 향으로 태사질토와 적갈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가 교

대로 퇴적된 모습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바닥면은 굴곡이 심하고 물이 고인 자국이 남아있다.

유구의크기는장축 630㎝, 단축 110㎝, 최대깊이 20㎝이다. 유물은바닥면과퇴적토상에서출토되었다.

(2) 유물

① 도기편(도면 85-2, 사진 92-④) 

회청색의 도기 저부편으로 바닥 일부와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바닥은 내저에 격자타날되어 있으며, 외면

의 바닥과 동체 경계면은 깎기로 다듬었다. 동체벽은 내면은 격자타날 후 손으로 눌러 회전물손질하여 굴곡

이 생겼으나 타날흔이 일부 남아 있다. 외면 역시 타날 후 정면하 으나 문양은 거의 지워지고 없어진 상태

이다.  잔존 높이 4.85cm 복원저경 28.0cm

② 도기편(도면 85-2, 사진 92-⑤)

회색의 도기 저부편으로 바닥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동체 내면에는 정면과정에서

생긴 굴곡이 남아 있다. 전반적으로 회색조를 띠고 있다.  잔존 높이 5.4cm 복원저경 20.6cm 

③ 도기편(도면 85-1, 사진 92-⑥)

회백색의 도기편으로 구연 일부와 동체 일부 바닥 일부가 남아 있다. 그다지 높지 않은 기형으로 내면에는

정면에의한굴곡이있으며외면은매끈하다.  상부편높이6.3cm 하부편높이17.2cm 추정복원높이26.7cm

7. 지표 수습 유물

① 뚜껑 꼭지(도면 86-2, 사진 93-③)

회청색 연질 토기 뚜껑의 꼭지만 남아 있다. 원형의 꼭지에 완만한 호형을 그리는 단면으로 속은 비어 있

다. 내외면 모두 무문양이나 외면의 중앙부에 회전 마무리한 흔적이 보인다. 태토는 손에 뭍어날 정도로 저

화도로 소성되었으며, 색조는 회청색을 띠며 속심은 회색이다.  현재 높이 2.8cm, 꼭지 경 7.0cm

② 소호편(도면 86-5, 사진 93-⑦)

회청색 경질 소호의 구연과 동체편이다. 동체부 내외면 모두 무문양이나 물손질흔이 보인다. 구연은 짧고

외반되어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굵은 석립이 드물게 섞여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청색이며 단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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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6. 2구역 지표 수습유물



회색이다. 소성상태가 양호하다.  잔존 높이 7.6cm, 복원구경 14.0cm, 기벽두께 0.6cm

③ 도기 구연부편(도면 86-6, 사진 93-⑥ )

외면에 정면 굴곡흔이 뚜렷이 나타나는 도기 구연편으로 색조는 회백색이다. 구연부 일부만이 남아 있어

그 기형을 알기 어려우며, 다만 구연은 직립으로 1cm 정도로 두껍게 만들어졌다.  잔존 높이 5.8cm, 복원

구경 23.20cm, 기벽두께 0.6cm

④ 고배편(도면 86-3, 사진 93-②)

회청색의 고배 구연편으로 대각 전체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고운 점토로 세사립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소성상태가 매우 좋다. 구연은 직립에서 약간 안쪽으로 기운 느낌이 있다. 받침턱은 단면이 주판알 모양이

다.  잔존 높이 4.0cm 복원구경 10.12cm 

⑤ 호편(도면 86-7, 사진 93-④)

호 구연부편으로 일부 남아 있는 동체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은 무문양이다. 태토는 사

립이 섞인 비교적 거친 점토를 사용하 다. 내외면 모두 회색이다.  잔존높이 4.9cm 

⑥ 파수편(도면 86-4, 사진 93-⑤)

연질의 우각형파수로 같이 연결된 동체 일부에는 평행선문이 타날된 후 지워진 흔적이 있다. 태토는 고운

점토에 세사립을 약간 섞었다. 색조는 외면은 회황색, 단면은 회색이다.  잔존길이 6.4cm 

⑦ 반월형석도(도면 86-1, 사진 93-①)

운모가 많이 함유된 편암제 석도로 구멍을 중심으로 한쪽편이 결실된 상태이다. 사용흔으로 보아 현재의

형태가 원형태라기 보다는 지속적인 사용으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편인으로 상면 일부는 박리되었다.

두께 0.6cm 잔존폭 7.0cm 

⑧ 백자종지(도면 87-2, 사진 93-⑫)

회백색의 유색을 가진 백자 종지로 굽은 다리굽 형태이다. 내저 원각이 끝나는 지점부터 구연쪽으로 꺾여

올라가며, 구연단에서 살짝 외반한다. 굽바닥에는 점토받침이 2개 붙어 있다. 단면은 회백색이다.  높이

4.4cm 구경 10.2cm 굽경 4.3cm 

⑨ 백자종지(도면 87-3, 사진 93-⑬)

회백색 유색의 백자 종지로 굽은 안굽이다. 굽에서부터 둥 게 올라가며, 구연은 결실되어 형태를 알 수

없다. 내저와 굽바닥에는 모래받침흔이 남아 있다. 단면은 백색이다.  잔존 높이 4.1cm 굽경 4.7cm 

⑩ 분청사기접시편(도면 87-4, 사진 93-⑩)

1/3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굽은 온전히 남아 있다. 내저에는 나선형의 선문이 굽범위 정도로 있으며 기벽

에는 문양이 없다. 굽은 다리굽이다.  높이 4.5cm 구경 10.6cm 굽경 4.4cm 

⑪ 백자종지편(도면 87-1, 사진 93-⑪)

1/2 정도 남아 있다. 유색은 밝은 회백색이며 몸체는 반구형에 가깝다. 내저와 굽바닥에 모래받침흔이 남

아 있다. 단면은 회백색이며, 굽은 안굽이다.  높이 5.8cm 복원구경 8.6cm 굽경 4.7cm 

⑫ 분청사기접시편(도면 87-5, 사진 93-⑨)

바닥부분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지만 접시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면에는 귀얄질한 흔적

이 있으며, 내저에는 중앙에 국화문을 하나 두고 주위로 점열문을 두른 다음 그 바깥으로 4조의 선문을 돌렸

다. 굽은 죽절굽이다. 기표면의 유색은 녹회색을 띠고, 단면은 회색이다.  잔존 높이 2cm 굽경 4.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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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백자발편(도면 87-7, 사진 93-⑮)

1/2 정도 남아 있는 백자발편이다. 내저의 기벽이 상당히 두텁고 기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라간다.  굽

안쪽 바닥은 굽높이보다 깊이 들어가 있으며, 외면에는 초문이 하나 청화로 그려져 있으며 구연단 바로 아래

에는 횡선이 하나 돌아간다. 내저에는 알 수 없는 씨가 쓰여 있다.  높이 8cm 구경 15.6cm 굽경 7.6cm 

⑭ 백자발편(도면 87-6, 사진 93-⑭) 

1/2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전반적인 특징은 위의 ⑬과 동일하다. 다만 내저에 2조의 선문을 씨 주변에 두

르고, 기벽에도 점이 2개 있지만 기벽의 점은 의도적으로 그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높이 8.4cm 복

원구경 13.8cm 굽경 7.2cm  

⑮ 도기편(도면 86-8, 사진 93-⑧)

동이나 시루 종류의 도기편으로 동체 상단부 일부와 파수가 남아 있다 기형은 동체 중상부에서 약간 내경

하며, 구연은 안쪽으로 살짝 꺾 다가 수평에 가깝게 밖으로 꺾인 후 끝단이 둥 게 처리된 형태이다. 파수

는 대상파수이다. 색조는 회황색이나 외면 일부는 흑색이다. 단면은 황갈색이다.  북원구경 38.6cm 잔존 높

이 16.6cm 파수 상하폭 3.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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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유구

발굴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유구는 백제시기의 수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주거지, 탄요 등이 소수 확인되었

다. 수혈유구 가운데는 백제시기의 것이 아닌 것도 있지만 중대형의 것은 모두 백제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소형의 수혈 가운데는 성격이 불분명한 것도 많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구들이 있는 비교적 큰규모의

것과 단순한 부뚜막시설이 있는 것, 아무 시설이 없는 것 등 다양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시기차이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수혈

수혈은 모두 53기가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이형의 수혈과 일부 소규모의 수혈은 백제시기의 것이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백제시기의 수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형 혹은 타원형의 수혈유구는 청동기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지만 속반달이유적에서 확인된 수혈과 같

은 것은 주로 서울·경기·충청지역과 전라도지역 등지에서 주로 조사되었다. 

속반달이유적의 수혈은 형태면에서는 평면 원형과 타원형의 두가지가 있으며, 단면은 플라스크형, 원통

형, 역제형 등으로 구분된다. 단면 형태는 수혈을 이루고 있는 토질의 성격상 붕괴되기 쉬운 구조인 경우 초

축 당시의 형태와 폐기시의 형태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부 퇴적층에 대해서 검토 후 원형태를 추

정하 다. 

수혈의 내부시설로는 바닥 쪽 벽면의 구멍과 수혈 바닥의 또다른 수혈 등 주로 두가지 형태의 시설이 존재

한다. 

규모면에서는 깊이와 넓이가 3m를 넘는 것부터 1m 내외의 소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수혈의 성격은 지금까지 비교적 큰 규모의 수혈을 중심으로 주거용인가 아니면 저장용인가, 아니

면 또다른 특수한 용도가 있었는가 등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해 일률적인 해석 보다는 보다 다

양한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거지로 보는 견해에 있어서 공주 장선리에서와 같이 상부에 장방형의 수혈이 있고, 그 아래로 다시 토굴

형의 수혈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는 저장

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부 구조 및 입지, 내부시설물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속반달이유적의 경우 단면 형태에 상관없이 바닥과 벽에 시설이 있는 것은 벽공과 바닥수혈의 두가지 종

류만 확인되며, 양자의 조합관계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수혈의 경우에는 집수를

통해 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닥

수혈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이용 효율을 생각하면 바닥수혈을 포함한 전체 공간에 나무판자나 가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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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벽에 난 구멍들인

데 이러한 구멍은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질 가능성도 많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무 등의 바닥시설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칭적 구조

를 보이는 것에 대해 양쪽에 나뭇가지를 끼워서 고정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 구멍 깊이를 포함한 나무 길이가

바닥 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로 양쪽에 걸쳐 끼우는 것은 불가능하 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형

태의 연결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수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저장물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결과, 바닥에서 토기가 대량으로 출토되는 경우는 모두 별도의 바닥수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바닥수혈이 있

는 경우에는 습기의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한 바닥시설을 따로 하고 그 위에 저장물을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발굴조사시 유구 바닥면에 대한 면 한 관찰과 토양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자료는 축적되어 있지 못하며, 그 이유는 저장물이 유기

물일 경우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잘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벽공은 나뭇가지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지름 10cm 전후의 크기가 대부분인데, 이와 다른 경우 분묘의 감

실처럼 벽 일부를 완전히 도려낸 경우도 있다. 단순히 현상만을 받아들이자면, 이 경우에도 별도의 저장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자료로 확인된 것은 없다. 

수혈의 단면형태와 용도와의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데, 속반달이유적의 경우 원통형을 제외하

고 플라스크형과 역제형의 경우 축조 당시부터 모양을 달리하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역제형

의 경우 흔히 생각하는 우묵한 구덩이로 생각하면 되지만 내부 바닥에 수혈이 또 있는 경우에는 용도가 완전

히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미사리의 경우 계단식으로 수혈을 판 것 가운데에는 바닥과 벽

에 점토를 바른 것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유구가 모래땅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 벽에서 쉽게 스며드는 습기

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강우시 일시적으로 흐르는 물을 가두기 위한 시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토층상에 물흐른 흔적 내지 반복적 침전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따로 바닥에 수혈을 파는 이유도 분

명치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수의 용도로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혈유구의성격과관련하여또한가지고려해야할사항은수혈의물리적존속시간과사용시기이다. 물리적

존속시간은 주로 플라스크형에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이 암반풍화토를 굴토하여 조성한 것이라 구조상 오래가

기힘든것은자명한사실이다. 따라서계절적사용제한이있을것이라는추측이설득력이있는것으로보인다. 

수혈유구의 분포와 관련하여서는 속반달이유적에서는 중복관계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유구의 존속시간이 아주 짧다고 가정하 을 경우 중복을 피하기위해서는 공

간 자체를 달리하여 조성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것을 피해 조성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공간을 달

리하는 경우는 연접하여 확장하는 경우와 전혀 다른지역에 다시 조성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어느 경우도 내

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이 분석가능한 정도가 아닌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혈 사이에 끼워넣기식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유구의 특성상 단단한 토질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

에 폐기시 어떠한 표시를 해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수혈 가운데 재와 목탄 유물 등을 집중적으

로 쓸어 넣은 층이 존재하는 경우와 완전 매립 후 상단에 불을 지펴 목탄과 토기, 재 등을 만들어 넣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몇 몇 유적에서 확인되기는 하나 일부 연구자는 폐기과정의 의례행위 등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두가지 가능성 모두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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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유적명 유구명 제원(㎝) 단면형태 내부시설 출토유물
구경 저경 깊이

1 1호수혈 236 269 168 플라스크형 벽공 9개
2 2호수혈 240 287 180 플라스크형 벽공 6개
3 3호수혈 155 144 30 원통형
4 4호수혈 237 291 165 플라스크형 벽공 6개 평행선문토기호편
5 5호수혈 243 198 76 역제형 내부수혈 원저호편, 고배편, 파수편,대옹편
6 6호수혈 171 146 61 역제형 평행선문토기호편
7 7호수혈 234 260 184 플라스크형 벽공 3개
8 8호수혈 163 148 69 역제형 심발형토기편

9 9호수혈 265 185 143 역제형 벽공 2개 고배편, 승문장란형토기편, 단경호편,
심발형토기편, 원저호편, 조족문토기

10 10호수혈 229 161 59 역제형
11 11호수혈 122 112 22 반타원형 격자문단경호편
12 12호수혈 251 224 213 플라스크형 벽공 1개 분청사기편, 회색연질도기편
13 13호수혈 341 309 141 역제형 벽공 2개 평행선문토기호편
14 14호수혈 255 183 83 역제형 토기호편, 외반구연호편, 지석
15 15호수혈 324 330 199 플라스크형 벽공 1개 외반구연호편, 조족문토기호, 병편
16 16호수혈 193 164 21 반타원형 내부수혈 원저호편, 시루편, 연질토기호편
17 17호수혈 314 241 94 역제형 내부수혈 외반구연토기호편, 점토대토기편
18 18호수혈 240 268 143 플라스크형 격자문토기호편
19 19호수혈 275 221 64 역제형 벽공 3개 고배편, 도기편

20 20호수혈 183 246 112 플라스크형 벽공 1개, 
내부수혈 연질토기호편, 소호편

21 21호수혈 277 237 183 플라스크형 벽공 2개 고배편, 동이편, 시루편
22 22호수혈 170 221 90 플라스크형 벽공 7개 고배개 꼭지
23 23호수혈 303 283 191 역제형 벽공 7개

24 24호수혈 290 200 90 역제형 단경호편, 고배편, 광구소반편, 개편, 
외반구연호편, 파수편 등

25 25호수혈 258 240 127 역제형 벽공 7개 고배개편, 조족문토기호편, 도기편, 
백자편, 원반형토제품편

26 26호수혈 208 130 103 역제형 내부수혈 격자문토기호편

27 27호수혈 293 334 119 플라스크형 벽공 6개, 
내부수혈 경질토기호편

28 28호수혈 283 282 219 원통형 벽공 6개
29 29호수혈 310 298 239 원통형 평저호편, 고배편, 지석
30 30호수혈 224 268 168 플라스크형 벽공 4개 승문장란형토기호
31 31호수혈 216 235 140 플라스크형벽공 3개, 내부수혈 조족문토기호편
32 32호수혈 296 224 79 역제형 토기호, 고배편, 석촉, 지석, 철부
33 33호수혈 281 280 160 플라스크형 벽공 2개
34 34호수혈 290 273 131 역제형 벽공 2개
35 35호수혈 248 220 124 평저호편, 평행선문토기호편
36 36호수혈 228 238 120 플라스크형 내부수혈 백자제기
37 37호수혈 281 238 22 역제형
38 38호수혈 218 85 83 역제형 벽공 4개 도기편
39 39호수혈 490 158 50 도기편, 백자발편
40 40호수혈 220 115 5

1구역

표 1) 1구역 수혈유구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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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유적명 유구명 제원(㎝) 단면형태 내부시설 출토유물
구경 저경 깊이

1 1호수혈 202 175 90 역제형 내부수혈 승문장란형토기편
2 2호수혈 300 213 85 역제형 내부수혈 원저호편, 광구소반편, 시루편, 

연질토기호편, 평행선문토기호편
3 3호수혈 217 147 80 역제형 장란형토기호편, 토기호편
4 4호수혈 126 115 16 역제형
5 5호수혈 146 112 15 반타원형
6 6호수혈 345 244 195 역제형 내부수혈 연질토기호편
7 7호수혈 220 170 24 역제형
8 8호수혈 203 83 10 역제형 할석4매 백자발
9 9호수혈 202 175 90 역제형 내부수혈 두형토기편, 토기호편
10 10호수혈 119 101 20 역제형
11 11호수혈 122 90 25 역제형 백자발, 백자접시
12 12호수혈 155 65 60 역제형 내부수혈 2개
13 13호수혈 206 96 45 역제형 내부수혈 도기편, 백자접시편

2구역

2) 주거지

주거지는 모두 조선시대 주거지로 판단되며,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전체적인 정황상 모두 조

선시대의 주거지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주거지의 구조나 개별적 특징은 흔히 보이는 조선시대 수혈주거

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해당유구에 대한 별도의 고찰 없이 도면과 사진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3) 기타

수혈과 주거지 외에 탄요와 적심 구상유구 굴립주 등의 유구도 확인되었는데, 탄요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두가지 형태의 흑탄요이며, 적심은 1칸짜리 건물일 수도 있지만 주변이 삭평되어 연결된 다른 부분이 결실되

었을 수도 있다. 굴립주는 자리만 분명할 뿐 연관시켜 볼 만한 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은 후에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상유구는 등고선과 평행하여 나타나고 있고, 내부에 별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뒤편 배수로의 일부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유물

이 번 발굴조사에서 유물은 유구 수에 비해 극히 적은 양이 출토되어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

분이 많다. 특히 백제 수혈유구는 유물이 한 점도 나오지 않은 것이 많으며, 출토되더라도 한 두 점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출토유물 가운데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것은 1구역 17호 수혈과 2구역 9호 수혈에서 출토

된 점토대토기 및 두형토기로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에 걸치는 유물이지만 해당 유구와 직접 연관시

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의 관련 유구가 파괴되면서 흘러들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2구역 수혈유구 일람표



백제시기의 유물은 고배와 조족문토기, 장란형토기, 호, 반,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고 있지만 대부분 편

으로 출토되어 전체적인 기형은 알 수 없다.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유물은 단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으며, 고려시대도 도기 몇 점만이 출토되고, 청자 등

의 연대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종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유물은 도기와 자기가 주류를 이루며, 자기의 경우 일부 분청사기를 제외하고는 15세기대의 유

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대에 해당한다. 18세기 유물로는 제

기가 있으며, 19세기의 자기는 지표수습된 백자발이 전형적인 19세기 백자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유물들

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백제시기

백제시기의 토기는 고배, 호, 광구소반, 장란형토기, 시루, 발, 조족문 호 등 다양한 기종이 출토되며, 대

부분 편으로 출토되어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고배의 경우 뚜껑받침턱의 모양으로 보면, 둥근형, 각진형, 돌출형으로 나눌 수 있고, 구연의 높이도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배 굽은 작고 긴 투창이 형식적으로 뚫린 것이 한 점 있으며,

대각은 대부분 바깥쪽이 직선으로 뻗는 것이다. 대각의 높이는 아주 낮은 것과 아주 높은 형태의 것은 없고

중간 높이의 것만 확인되었다. 

호류는 대부분이 원저호로 외면의 문양은 승석문, 평행선문, 승문, 격자문 등으로 다양하다. 전체 기형이

복원되는 것이 없어 변화양상을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호 가운데 일부는 조족문이 타날된 것이 있

는데, 조족문의 형태는 하나의 타날판 단위로 문양이 새겨진 것이 대부분이며, 조족문 자체는 선명하게 타날

이 되어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고 대부분이 가운데 구분선 정도만 확인되고, 그 주위의 선문 간격이나 타

날기법 등으로 조족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조족문토기는 호형토기가 가장 많지만 병이나

기타 다른 다양한 기형의 토기에도 조족문이 별도로 새겨지지도 하기 때문에 조족문토기가 문양과 기형이

합쳐진 유물단위로는 인식하기 힘들다. 이번 발굴조사지역에서 출토된 조족문토기는 기형으로 보아 모두 호

형토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족문토기의 분포는 현재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등 백제 권역에서 주로 확인

되며, 조족문토기의 시간적 변화에 있어서는 보다 복잡한 형태의 조족문이 시기적으로 늦은 단계에 속하고,

그 분포범위도 사비기 백제의 역과 대략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적 분포와 백제 역의

변화만으로 보아도 조족문토기의 문양 개념 자체는 상당한 시기폭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대략 웅진기에 정

형화되어 사비기에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유행하다 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배와 조족문토기를 제외한 나머지 토기들은 현재 출토유물로는 대략적인 변화양상도 파악할 수 없어 추

후 다른 유적의 토기와 비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속반달이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연대는 고배로 보면 몽촌토성의 한성백제 2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

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기종의 구성으로 보더라도 기종이 다양해지지는 하나 이 유적의 여러 가지 고고학

적 환경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기종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적의 연대는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까지로도 볼 수 있지만 중심시기는 4세기 중반부터 5세기 중반까지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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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조선시대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은 주로 도기와 자기가 출토되었으며, 기종 면에서는 이 시대의 다양한 기종 중 일

정 기종에 한정되어 출토되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 도·토기 및 고려시대 청자 등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도

기 역시 출토빈도가 매우 낮다. 기종은 고려시대 도기 가운데서도 호 종류보다는 동이나 시루 등의 기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려시대 도기의 연대는 기형이 완전히 복원되는 것이 없고, 공반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시기를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선시대 유물은 분청사기나 백자, 도기 등이 있으나 자기류를 중심으로 보면, 분청사기의 경우 상감분청

과 인화분청이 같이 출토되고 있으며, 문양면에서는 연판문, 국화문, 나선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기형상

으로는 죽절굽내지 다리굽을 가진 발과 절요접시 등을 중심으로 출토되었고, 병이나 기타 다른 기종의 자기

는 출토되지 않았다.

조선백자에 있어서는 발과 접시 등에 있어 내저원각과 도립삼각굽, 죽절굽 등 이른시기 자기의 특징을 가

지는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모래받침에 내저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안굽인 것 등 16~17세기대 자기

의 특징을 가진 것이 많으나 17세기대의 것이 수적으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18세기대의 자기는

제기가 대표적인데 9각의 대각을 가진 제기이다. 19세기에 해당하는 유물로는 지표채집된 발 3점이 대표적

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발은 거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립에 가까운 기벽과 상대적으로 두터워진 바

닥, 굽보다 높아진 굽안바닥, 구연직하의 청화로 된 횡선, 기벽의 간단한 초문 등은 전형적인 19세기 자기의

특징들이다.

이와 같이 조선 자기는 비록 수량이 많지 않으나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유물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

며, 그 가운데 17세기의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17세기의 일정 시기에만 이 지역이 점유

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른 시기에는 매우 산발적으로 주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토기류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1구역 17호 수혈과 2구역 9호 수혈에서 출토된 된 점토대토기와 두형토

기이다. 이들 토기는 모두 잔편으로 출토되어 기형은 알 수 없었지만 부분적인 특징들을 모아 보면 점토대토

기와 두형토기가 분명하며, 비록 유구 내에서 출토되기는 하 지만 다른 공반유물과 함께 보면 주변에서 혹

은 유구 조성과정에서 다른 유구를 파괴하면서 들어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접하여 이어지는

동일 구릉상의 용인 서천지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점토대토기 관련 유구도

확인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관련 유구나 포함층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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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속반달이유적은 그동안 경기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대규모의 수혈군이 조사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수혈군은 플라스크형으로 한정하지만 않는다면 청동기시에에서 통일신라에 이르

기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백제로 시기를 한정하면 몽촌토성을 비롯하여, 경기도 지역의 산성 및 생활

유적 등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되었고, 일부 개발지역에서도 군집을 이루어 나타나는 것이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대규모 수혈군이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장선리와 같이

수혈의 성격이 완전히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형태면에서도 평면 원형 이외에 장방형이 중심인 지

역도 있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형태의 유구에 대해서 학계에서 이루어진 주된 논의는 유구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거시설인

가 아니면 저장시설인가 하는 두가지 관점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자료가 계속 증가하면서 보다 다양한 시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속반달이유적도 그러한 측면에서 일정부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속반달이유적의 수혈유구는 단면 형태에서 플라스크형과 원통형, 역제형으로 대별되나 기능적인 면에서

는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판단된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거의 없어 축조시기를 가늠하

기 힘들지만 중심시기는 대략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대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주거유적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추후 조사에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한정된 유구 종류와 유물 등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논하기 어렵지만 고

려시대에는 이번 조사지역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며, 조선시대에는 자기 편년만으로 보면 대부

분 17세기에 집중되고 전후시기에는 거의 점유가 없다가 19세기에 일부 다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구와 유물의 집중도에서 보면 연접한 지역인 용인 서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상당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

어, 지형적으로 산으로 둘러쌓인 평지 가운데로 돌출한 구릉인 이번 조사지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려·조

선시대에는 주거용지로 그다지 선호되었던 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발굴조사는 일정 구릉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시행한 관계로 백제시기 수혈유구의 성격규명에 비교

적 확실한 몇가지 근거를 제공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와의 공간적 배치관계 등을

고려한 당시의 생활패턴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

성을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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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반월리 속반달이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성 형 미*

1. 머리말

흙에 포함된 주된 磁性鑛物(자석이 될 수 있는 광물)은 磁鐵鑛(magnetite, Fe3O4)이나 赤鐵鑛

(hematite, Fe2O3)등의 철산화물이다. 흙이 구워져 고온까지 가열되면 이들 자성광물은 각 광물이 가지는

고유의 온도에서 磁性(자석이 되는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반대로 고온에서 식혀져 가열의 과정에서 자

성을 잃어버렸던 온도까지 내려가면 거듭 자성을 되찾아 자석이 되려고 한다. 이 고유의 온도를 퀴리점이라

고 하며 자철광에서는 578℃, 적철광에서는 675℃이다. 퀴리점 이상의 고온의 상태로부터 磁場 中에서 냉

각되면 작용하고 있는 외부자장의 방향으로 磁化된다. 요지나 노지등의 유구에 남겨진 소토는 지구자장 안

에서 가열되어 냉각되기 때문에, 자성을 되찾았을 당시의 지구자장 방향의 자화를 획득한다. 이와 같은 자

화를 熱殘留磁化(thermoremanent magnetization, TRM)라고 한다. 열잔류자화는 常溫에서는 자기적으

로 상당히 안정된 것이 많으며 수백만 년이 지나도 잔류자화의 방향이나 세기는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따

라서 소토는 구워진 당시, 그 장소의 지자기 방향이나 강도를 열잔류자기의 형태로서 기억하는 것이 된다.

熱殘留磁化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지자기를 기록하고 있는‘地磁氣의 化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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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자장은 지구상의 지점마다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地磁氣 永年變化(g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불리는 상당히 느릿한 변동을 하고 있다. 지자기를 직접 관측하여 지구자장의 방향

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국 런던에서 16세기 후반에 시작된 연속적 관측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그것에

서도 명확하게 지자기 년변화가 보여진다. 그러나 그 이후 400년 이상의 관측결과를 가지고 볼 때는 그

변동은 그것 이상의 긴 주기인 모양으로 변동주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지자기의 직접관측이 아닌 고고지자기학적 측정에 의해 구해진 년변화를 고고지자기 년변화

(archeomagnetic secular variation)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北陸·東海지방에서 九州북부에 걸치는 서남

일본의 각지에 분포하는 유적으로부터 채취한 소토시료에 대해 고고지자기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과거

2000년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한 고고지자기 년변화곡선이 구해져 있다(Hirooka 1971; 廣岡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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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년변화곡선이 과거의 지자기변동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소성연대를 알 수 없는 소토의

잔류자기 방향을 측정하여 년변화곡선과 照合하는 것에 의해, 고고지자기학적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고고지자기 연대추정법이다.

지구자장의 방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고지자기 년변화곡선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년변화곡선

을 어쩔 수 없이 準用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성형미 2005)에서 볼

때, 일부의 시대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체적으로 서남일본의 지자기 년변화

와 거의 같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시료의 채취와 자화측정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해진다.

우선 유구 바닥의 잘 구워진 부분을 골라서 소토를 고고지자기 시료채취용 칼로 깎은 다음 18㎜×18㎜

×25㎜정도 크기의 기둥모양으로 잘라낸다. 이 때 기둥모양의 소토가 부러지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소토의

뿌리 부분이 유구에 붙어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한다.

다음은 물에 갠 석고를 넣은 시료채취용의 24㎜×24㎜×24㎜플라스틱 케이스 (plastic cube라고 부른

다)를 위에서부터 기둥모양 소토에 뒤집어 씌운다. 

석고가 굳어지면 플라스틱 큐브 背面(상자의 底面)의 최대 경사선의 방위(이것을 pitch라고 한다)와 그

경사각(dip)을 고고지자기용의 특제 클리노미터(Hirooka 1971)로 측정하여 야장에 기록한다. 이 때 pitch

의 방위는 클리노미터의 자침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북을 기준으로 한 방위이며 유적조사 현장에서 자북

이 진북과 이루는 각도(현재의 편각)만큼 어긋난 방위가 된다. 화성시 신 통 유적에 대한 편각의 보정 값

(Dp)으로써 2만 5천분의 1 지형도「水原」에 기재되어 있는 西偏 7.46°의 값을 이용하 다. 큐브의 背面에

는 그 면의 走向(strike)을 나타내는 선과 시료의 번호를 적은 후 유구로부터 시료를 떼내어 비닐봉투에 넣

어 봉한다. 보통 한기의 유구로부터 이와 같은 시료를 15개 전후로 채취하여 연구실로 가지고 간다. 화성

시 신 통 유적에서는 3기의 탄요로부터 38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

잔류자화의 측정에는 夏原技硏製의 ring core type spinner magnetometer를 사용하 다. 측정시료는

여러 가지 자기특성을 가지는 자성광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에는 자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

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화 성분에는 최종소성이 이루어져 열잔류자화를 획

득한 당시 이후부터 현재가 되기 까지 지구자장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후세의 지구자장의 향

을 받아서 자화방향을 바꿔버린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화성분은 소성당시의 지자기의 화석이라

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여 최종소성 당시의 지자기의 방향을 충실히 기록하

고 있는 안정된 자화성분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소성온도가 충분히 상승되지 않았던 경우에

불안정한 성분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자화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실험적인 수

단으로 시료를 交番磁場中에 두어 자기적으로 흔든다고 하는 交流消磁실험이 고안되어 있다.

자화측정의 순서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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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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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도를 통해 동일한 유구 내에서 채취한 시료의 자화방위의 분산정도를 검토한다. 다음에는 소성 이후에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2차자화성분을 없애기 위한 교류소자실험을 한다. 각 단계마다 자화강

도의 감소상태와 자화방위의 분산정도를 조사하여 자화의 방위가 가장 잘 집중된 단계를 선택한다. 교류소

자는 夏原技硏製의 교류소자장치를 이용하 다. 각 단계마다 소자실험이 끝나면 잔류자화를 측정하여 자화

방향의 분산 정도나 자화 강도의 감소 정도를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불안정한 잔류자화성분을 제거할

수 있었던 단계(최적소자단계)를 판정한다.

3. 잔류자화의 측정결과

표2~4에는 신 통 유적의 탄요 3기에 대한 최적소자단계의 자화측정결과를 정리하 다. 표에 *印이 붙

은 시료는 집중된 자화방향을 나타내는 시료로부터 벗어난 방향을 가지는 시료를 나타내며, 평균 자화방향

을 구하는 통계계산 때에는 이들 시료는 제외하 다.  평균 자화방향을 구하는 통계처리에는 Fisher의 통계

법(Fisher 1953)을 이용하 다. 각 단계마다 평균편각(D), 평균복각(I), Fisher의 신뢰각(α95), Fisher

의 精度係數(K)를 계산한다. 단계마다 통계계산에 사용한 시료의 개수(채택시료 개수: n)와 측정시료 개수

(채취시료 개수: N)를 덧붙여 그 결과는 표 5에 나타내고 있다.

α95는 측정데이터로부터 생각될 수 있는 진실의 자화방향이 95%의 확률로 존재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

이므로, 그 범위는 계산에 의해 얻어진 평균자화방향을 중심으로 그 주변 ±α95의 각도내인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각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자화의 집중정도가 좋은 것을 의미하며, 소성상태가 좋아 자화방향의 집

중도가 좋은 요지의 경우에는 α95의 값이 3°보다 작아 진다. K는 시료 하나하나의 자화의 분산정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값이 크면 클수록 자화방향의 분산이 적은 것을 말하며, 요지의 경우는 보통 500이상의 값이

된다.

각 소자단계에서 자화의 강도나 자화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과거의 지자기기록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시

료를 제외하고, D, I, α95, K를 계산하여 α95가 가장 작고 K가 가장 큰 단계를 최적소자단계로 결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고고지자기 데이터로서 채용한다.

4.고고지자기년대의 추정

앞에서도 설명하 듯 지자기방위의 지역차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변동은 일본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상세한 고고지자기 년변화곡선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서남일본의 년변화곡선(Hirooka 1971; 廣岡 1977)을 準用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표5의 최적소자단계에 대한 결과를 일본의 년변화곡선에 plot하면 도1과 같이 된다. 검은 점이 각 유

구의 평균자화방향을 표시하며 α95(Fisher의 95%레벨의 신뢰각)는 검은 점을 둘러싼 원으로 표시되어 있

다. 이 년변화곡선이 화성시 신 통 유적 부근의 과거 지자기변동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면,

검은 점에서 가장 가까운 년변화곡선의 연대가 고고지자기학적으로 추정되는 유구의 연대가 된다. 또한

이 추정연대의 폭(오차)은 α95의 원에 덮이는 곡선의 선분의 길이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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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에서 추정되는 화성 반월리 속반달이유적의 고고지자기 연대는,

1구역 1호 탄요 : A.D. 1190 ± 40년 또는 A.D. 160 ± 40년

2구역 1호 탄요 : A.D. 1125 ± 35년 또는 A.D. 115 ± 15년 또는 1860년 이후

2구역 2호 탄요 : 1830년 이후 또는 A.D. 85 ± 15년 또는 A.D. 1065 ± 35년

이 된다.

지자기의 년변화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변동하고 있는 모양으로 시대는 달라도 지자기의 방위가 비슷한

경우가 자주 있다. 때문에 고고지자기학적으로 복수의 추정연대값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고학적인 견해에 맞는 연대를 채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화성 반월리 속반달이유적의 고고지자기시료 채취와 측정의 기회를 주신 기전문화재연구원

의 발굴조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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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화성 반월리 속반달이유적의 고고지자기 시료번호

유구명 개수 시료번호

1구역 1호 탄요 12        YT 01~12

2구역 1호 탄요 13        YT 13~25

2구역 2호 탄요 13        YT 26~38

Ｄp = -7.46。(水原, 1/25000)

표2) 1구역 1호 탄요의 NRM의 자화측정결과

시료번호 편각 복각 자화강도

（ 。Ｅ） （ 。） （ ×10-3 Am2）

YT 1    -1.8    57.5       5.40

*    2   -29.4    71.4       5.42

*    3   -23.8    46.2       0.274

*    4    -1.3    44.5       5.12

5    -5.2    59.5       1.12

6    -5.9    56.6       4.34

7     6.4    52.8       4.40

*    8   -49.1    22.9       0.321

9     6.7    58.5       0.442

10    -6.5    62.9       0.410

11     5.4    52.3       0.279

*   12   150.5    45.1       0.210

*：통계계산시 제외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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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구역 1호 탄요의 10.0 mT소자후의 자화측정결과

시료번호 편각 복각 자화강도
（ ×10-3 Am2）

*YT 13    62.9    26.1       0.117

*   14    -2.2    38.6       0.336

*   15    31.4    -5.5       0.281

16    -3.3    53.3       0.827

*   17    83.6    76.0       0.530

*   18     3.9    46.2       7.43

19    -4.0    50.8       7.04

20    -4.1    54.0       1.70

21    -0.7    49.8       4.14

22    -6.2    53.5       2.95

*   23    -6.3    61.7       0.209

24    -2.1    55.8       1.76

*   25   -12.3    54.5       1.01

*：통계계산시 제외된 시료.

표4) 2구역 2호 탄요의 10.0 mT소자후의 자화측정결과

시료번호 편각 복각 자화강도
（ ×10-3 Am2）

*YT 26   -14.6    51.2       0.372

27    -6.1    50.6       0.468

28    -9.1    46.7       0.606

29    -3.6    51.5       1.93

30     2.0    47.9       0.949

31    -2.1    47.3       0.151

*   32     8.1    48.7       0.212

33    -5.0    47.4       1.73

34    -7.0    49.9       0.540

35    -6.4    47.2       0.585

36    -0.1    49.7       0.668

*   37     6.2    44.6       0.473

*   38     0.0    56.0       0.525

*：통계계산시 제외된 시료.

（ 。Ｅ） （ 。）

（ 。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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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화성 반월리 속반달이유적 탄요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유구명 소자단계 n/Ｎ Ｄ　 Ｉ α95 Ｋ

1구역 1호 탄요 ［ NRM      7/12        0.2      57.3      3.7       266.2    ］

10.0mT      6/12       -2.7      53.0      4.9       189.3

2구역 1호 탄요 NRM      9/13       -2.6      50.8      2.8       345.0

［ 10.0mT      6/13       -3.4      52.9      2.0      1069.7 ］

2구역 2호 탄요 NRM     10/13       -4.7      49.6      2.5       362.9

［ 10.0mT      9/13       -4.2      48.7      1.9       7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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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지자

기 측정결과로 채택한 데이터(최적소자단계)．

도1. 서남일본의 고고지자기 년변화곡선(廣岡 1977)과 화성 반월리 속반달이유적의 고고지자기 측정결과
A: 1구역 1호 탄요, B: 2구역 1호 탄요, C: 2구역 2호 탄요.

（ 。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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