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면 9. 2지점 유구배치도(1:800)









도면 11. 2지점 가구역 청동기 1호 주거지 유구













































































































































































































































































도면 84. 2지점 나구역 통일신라 1호 우물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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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9. 3지점 유구배치도(1:800)









도면 161. 3지점 청동기 2호 주거지 유구













도면 164. 3지점 청동기 4호 주거지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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