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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1. 본보고서는경춘선복선전철사업구간(제4공구)내선로복선화사업에따른가평대성리유적의발굴조사보고서

이다. 보고서는시대순으로작성하 으며, <본문1>, <본문2>, <사진>으로분권하 다.

<<본본문문11>>은ⅠⅠ머머리리말말,, ⅡⅡ유유적적의의 지지형형 및및 고고고고학학적적 환환경경,, ⅢⅢ 조조사사경경과과 및및 방방법법,, ⅣⅣ 조조사사내내용용((청청동동기기시시대대의의

주주거거지지와와 수수혈혈,, 경경작작유유구구,, 원원삼삼국국시시대대의의 주주거거지지)),, <<본본문문22>>는ⅣⅣ 조조사사내내용용((원원삼삼국국시시대대의의 수수혈혈,, 굴굴립립주주,,

구구상상유유구구와와 삼삼국국시시대대 이이후후 기기타타유유구구)),, ⅤⅤ 고고찰찰,, ⅥⅥ 맺맺음음말말,, 부부록록으으로구성되어있다.

2. 도면과 사진의 번호는 연속적으로 부여하 고, <본문1>과 <본문2>의 쪽번호는 연속하지 않고 각각 부여하 다.

3. 본문에 삽입된 지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지도를 이용하 다. 

4. 유구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 다. 

5. 대성리유적에서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27기·수혈 6기·경작유구 1개소,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43기·수혈 56기·굴립주 3기, 구상유구 2기, 삼국시대의 석실묘 2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구들유구 1기 등

이다. 조사는 북쪽의 A지구와 남쪽의 B지구로 나누어 진행하 으며, 유구번호는 각각 시대별로 유구의 집도

가 높은 지역부터 즉, 청동기시대의 유구는 남쪽부터, 원삼국시대의 유구는 북쪽부터 차례로 부여하 다. 

6. 대성리유적에서 중심을 이루는 유구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수혈, 원삼국시대의 주거지와 수혈이다. 보고서

의 차례는 청동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 순으로 배열하여 동일한 시대 내에서 유구의 종류별로 각각 유구번호를

부여하 다. 따라서 각 유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동기시대의 1호 주거지는 청청11호호 주주거거지지, 원삼국시대의

1호 주거지는 원원11호호 주주거거지지로 하 다.

7. 유구 평면도상의 유물번호(①, ②...)는 본문의 유물설명번호(①, ②...)와 일치한다. 

8. 본문 중의 각주번호는 전체를 연속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각 장별로 따로 부여하 다.

유유구구와와 관관련련하하여여

9. 유구도면의 축소비율은 주거지·경작유구·굴립주와 같은 대형유구는 1/40·1/50·1/60로, 수혈·석실·조

선시대 주거지는 1/30, 1/40을 기준으로 하 으며, 각 도면에 축소비율을 표시하 다. 

10. 유구설명 가운데 해발고도는 유구바닥부터 어깨선까지의 해발을 표시하 다. 

11.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제원 설명 가운데 전체깊이는 유구의 어깨선에서 굴광바닥까지의 깊이이고, 상면깊이는

어깨선에서 바닥다짐을 한 상면위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12.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적황색점토 상면부는 평면도와 단면

도에 회색( )으로 표시하 다. 그리고, 원삼국시대의 주거

지에서 점토상면은 평평면면도도에서는 회회색색으로, 단단면면도도에서는

적적색색으로 표현하 고, 단면도에서 두두께께가가 있있는는 점점토토상상면면은은

회회색색으로 표시하 다. 

13. 토층도에서 아라비아 숫자(1,2 ...)는 내부 퇴적층을, 문소

문자(a,b,...)는 정지층을, 로마자(ⅰ,ⅱ...)는 내부시설의 토층을 나타낸다.

14.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평면도와 단면도에서 상상면면하하주주혈혈(또는 가설주, 정지층 조성후 지붕 등의 상부시설을

조성할 때 사용된 받침목시설 등을 세우기 위해 임시로 사용된 주혈)은 적적색색으로 표시하 다. 

15. 원삼국시대 주거지의 토층에서 회색으로 망처리한 부분( )은 주재함몰층을 나타낸다.

16. 유구도면에서 적색으로 망처리한 부분( )은 노지의 소결된 범위를 나타낸다. 



유유물물과과 관관련련하하여여

17. 토기의 색조는 신판토색첩(일본색채연구소, 1997)을 참고로 하 다. 

18. 유물이 1/2 이상 파손되어 구경이나 저경을 도면복원한 경우는 중중심심선선의의 가가운운데데를 점점선선으로 처리하 다. 

19. 유물도면의 축소비율은 토기는 1/3, 석제품과 금속류는 1/2을 원칙으로 하 으나 대형토기는 1/4, 대형 석

기는 1/3, 철경동촉, 관옥 등 소형유물은 실제크기로 하 으며, 각각의 축소비율을 도면에 표시하 다. 

20. 유물 설명에서 토기와 금속류는 한 점씩 개별로 서술하 고, 석제품은 표로 처리하 다. 

21. 석기의 설명 중 도면화한 방향의 위에서 본 면은 상면으로, 바닥에 닿는 부분은 하면으로 기술하 고, 유물의

윗부분은 상부로, 아래부분은 하부로 기술하 다.

22. 주조철기의 단면에서 화살표(→, ←)는 합범흔을 나타낸다. 

23. 유물도면에서 방추차와 같이 평면형태가 둥근 유물의 경우 단면은 중심이 지나도록 잘랐으며, 단면선은 생략

하 다. 

24. 토기도면에서 회색으로 망처리한 부분 ( )은 유기물 탄화흔을 나타낸다.

25. 원삼국시대 토기의 설명가운데 명칭은 기형을 중심으로 명명하 으며, 기형을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중

도식토기, 타날문토기, 낙랑계토기 등 토기의 기종을 명명하여 설명하 다. 중도식토기의 기형은 외반구연옹,

외반구연호, 옹, 내만구연옹, 발 등으로 분류하 으며 대표적인 기형은 아래의 도면과 같다. 

외반구연옹 외반구연호 옹 내만구연옹 유경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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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평 대성리유적 출토 철 관련유물의 금속학적 조사(大澤正己)
3. 가평 대성리유적 출토 토기 부착 탄화물의 탄소14연대측정(이창희)
4. 가평 대성리유적 발굴 출토 식물의 종 동정(박원규·김요정·정아름)
5. 토기내 잔류물(殘留物)의 재질분석(藤根 久)
6. 가평 대성리유적 출토 토기의 태토분석(藤根 久, 長友純子)
7. 가평 대성리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Ⅰ)(Paleo labo)
8. 가평 대성리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Ⅱ)(Paleo labo)
9. 가평 대성리유적 저탄갱 출토 탄화목재의 수종 동정(野村敏江)
10. 식물규산체분석과 화분분석(鈴木 茂)
11. 가평 대성리유적 출토 탄화종실(新山雅廣)
12. 가평 대성리유적 원49호 수혈 출토 동물유존체분석(黑澤一男)
13. 가평 대성리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성형미)
14. 주요유구 3D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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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대성리유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경춘선복선전철 사업구간에 대한 조사과정 중 확인되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3번지, 618-11번지 일대에 해당되며 경도 127°22′31″,

위도 37°40′53″이다. 

유적은 북한강 서안을 따라 남북길이 약 1600m, 동서 폭 약 200m, 해발 35~39m의 세장한 하안충적지

의 자연제방에 위치하고 있다. 1998년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4월 경기대학교 박물관에서 5개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신석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

의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전면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 이에 우리 연구원은 주)삼성엔지니어링

의 조사용역의뢰를 받아 2004년 2월 10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제2004-82)를 얻어 동년 3월 3일에

발굴조사를 착수하 고 2006년 9월 30일에 조사를 완료하 다. 

조사지역은 자연제방 중 남쪽에 해당되는 남북 길이 800m, 동서 폭 30~50m의 범위로 전체면적은

28,943㎡(약 8,755평)이다. 조사는 편의상 대성리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를 경계로 북쪽을 A지구(12,637

㎡), 남쪽을 B지구(16,306㎡)로 나누어 실시하 다. 

발굴조사 과정 중 3차례, 조사완료 시점에 1차례 등 총 4차례의 지도위원회를 개최하 다. 최종 지도위원

회의 결과,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훼손이 극소화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하여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유적의 처리방향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는 한편 한정된 조사범위 밖으로 유적이 연

장되고 있어 조사가 완료된 유적과 연속되어 분포하는 범위 내에 포함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2)

대성리유적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취락이 형성된 복합유적으로 각 시대의 유구가 혼재되어 분포할 뿐 만

아니라 유구의 집도가 높고, 확인된 유구의 유존상태가 양호하며 화재주거지가 많아 조사방법상 많은 시

간을 필요로 하 다. 따라서 발굴조사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2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27기·수혈 6기·경작유구 1기,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43기·수혈

56기·굴립주 3기·구상유구 2기, 삼국시대의 석실묘 2기, 조선시대의 주거지 1기·구들 1기 등 총 142기

의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주로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19

1) 경기대학교박물관, 2003, 『경춘선 복선전철 대성리역 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2) 2009년 3월 현재 본 조사구역 상면으로는 경춘선 복선전철이 가설되어 운행되고 있다. 유적과 유구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복토공

법을 적용하여 원형이 보존된 상태로 철길 아래에 매장되어 있다. 한편 본 조사구간과 연속되는 대성리 역사구간에 대한 시·발
굴조사가 겨레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본 조사구간과 동일한 층위내에서 동일한 시기의 동일한
성격의 유구들이 확인되고 있다.



발굴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조 사 단 장 : 김 성 태(경기문화재연구원3) 조사연구실장) 

지 도 위 원 : 김 정 기(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사연구단장) 

김 동 현(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지 건 길(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장 경 호(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이 종 선(전 경기도박물관장) 

최 병 현(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 홍 식(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노 혁 진(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남 규(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지 현 병(강원고고학연구소장) 

책임조사원 : 김 무 중(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2팀장, 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구실장) 

정 상 석(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조사2팀장, 현 한울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사 원 : 김 일 규(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현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 

심 재 용(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현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사보조원 : 현 덕 만(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현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장 효 성(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현 한빛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도 병 현(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위촉조사원, 현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박 천 택(전 경기문화재연구원 위촉조사원, 현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현장조사는 책임조사원과 조사원의 변동이 있었으나, 김성태의 책임하에 정상석이 총괄하여 진행하 으

며 김일규가 현장실무를 책임지고 현덕만, 장효성, 도병현이 유구의 조사와 현장실측을 담당하 다. 이 외에

동국대학교, 숭실대학교, 상명대학교, 국민대학교, 동양대학교의 고고학전공 학생들이 힘든 현장여건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사된 자료와 출토유물의 정리는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토기류의 복원은 손진옥·이정희·이현경·정

정애·노 순(이상 유물관리팀 보조원)이, 금속류의 과학적 보존처리는 김웅신·이윤정(이상 연구원), 정인

경(위촉연구원)이 담당하 다. 

보고서의 발간은 유물관리팀에서 진행하 으며 김 화(팀장)의 총괄아래 진수정(연구원)이 담당하 다.

유물의 실측과 제도는 김남숙·김유진(이상 위촉연구원)·장효성·이혜림·김 신·백승실(이상 유물관리

팀 보조원)이 작성한 것을 진수정이 검토하여 보완하 다. 유구도면의 전산화 작업은 조은정(연구원)의 주

도 아래 안진희(위촉연구원), 김은 (유물관리팀 보조원)이 담당하 다. 유물사진은 오세윤(사진작가)이 촬

하 다. 도면과 사진 등 전체의 편집은 진수정이 담당하고 이혜림, 김 신이 보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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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원은 2008년 7월 24일자로 기관명칭을 발굴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현재의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변경하 다.



본문의 원고 중 Ⅰ장의 머리말은 김 화, Ⅱ장의 유적의 지형 및 고고학적 환경은 진수정·김일규, Ⅲ장의

조사경과 및 방법은 김일규, Ⅳ장의 조사내용 중 유구는 조사담당자인 김일규·현덕만·도병현이 작성하

는데 청동기시대 유구는 현덕만이, 원삼국시대 유구는 김일규·현덕만·도병현이 분담하여 기술하 기에 말

미에 담당자를 명기하 다. Ⅳ장의 조사내용 중 유물은 진수정이 기술하 다. Ⅴ장의 고찰은 김일규·진수

정·현덕만·정인성( 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이, Ⅵ장의 맺음말은 김성태(조사연구실장)가 기술하

다. 부록으로 금속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내용과 자연과학 분석의 결과물, 중요유구의 3D 스캔도면을 수록

하 다. 

대성리유적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시행하 다. 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조사는

日本 九州테크노리서치의 大澤正己 선생님, 토기에 부착된 탄화물의 탄소연대측정은 日本 國立歷史民俗博物

館에 유학중인 이창희 선생님이, 10호 주거지의 토기내부에서 출토된 식물의 종 동정은 충북대학교 임산공

학과 박원규 선생님이, 유구내부의 소토에 대한 고고지자기의 측정은 동양대학교 성형미 선생님이 담당해

주셨다. 일본의 자연과학분석 전문기관인 Paleo labo에 의뢰하여 10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낙랑계토기내 잔

류물의 재질분석을 비롯하여, 토기의 태토분석, 방사성탄소연대측정, 탄화목재의 수종 동정, 식물규산체와

화분분석, 탄화종실 동정, 동물유존체 분석을 실시하 는데 藤根 久, 長友純子, 野村敏江, 鈴木 茂, 新山雅

廣, 黑澤一男, 공지현 선생님이 담당해 주셨다. 

조사기간 내내 지도위원을 포함하여 이건무(문화재청장), 신경철(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이남규(한

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박순발(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전옥년(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권오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송의정(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 김길식(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손명조

(국립제주박물관장), 이성주(강릉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혜련(부산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주헌(국립가야문

화재연구소 실장), 이한상(대전대학교 사학과 교수), 성정용(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정인성(

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등 국내의 연구자와 木下 亘(艮原考古學硏究所), 深澤芳樹(奈良文化財硏究

所), 柳本照南(NPO 國際文化財調査硏究 Center), 村上恭通(愛媛大學), 武末純一(福岡大學), 宮本一夫(九

州大學), 高久健二(埼玉大學), 東潮(德島大學) 등 국외의 연구자를 비롯하여 일일이 거명하지 못한 많은 분

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언을 주셨다. 

보고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금속유물의 분류 및 기술방법을 조언해 주신 이남규 선생님, 笹田朋孝(愛媛

大學), 석기유물의 암질을 감정해 주신 황창한(울산문화재연구원) 선생님을 비롯하여 김무중, 白雲翔(中國

社會科學院 考古硏究所副所長) 등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부록에 수록된 다양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 특히 어떠한 댓가도 없이 토기에 부착된 탄화물을 분석해 주신 이창희 선생

님, 大澤正己 선생님의 을 번역해 주신 정인성 선생님, Paleo labo의 결과를 번역해 주신 공지현 선생님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여러 차례 조사가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지연되고 진행에 애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

히 현장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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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유적주변 위치도(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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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성리 유적
2 삼회리 유물산포지
3 항사리 유적
4 달전리 유적
5 대곡리 유적
6 마장리 유적
7 이곡리 유적

5

6

7



23

도면 2. 유적 지형도(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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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遺蹟의 地形 및 考古學的 環境

1. 유적의 지형개관

대성리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18-1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경기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가평군은 한반도 중부내륙, 즉 우리나라 중앙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동쪽으로 강원도 화천,

춘천, 홍천군과 서남으로 경기도 포천, 양주, 양평군과 접하고 있다. 가평군의 북쪽에는 광주산맥이 북동에

서 남서방향으로 뻗어있고 남쪽에는 북한강이 동서로 흐른다. 북쪽의 광주산맥에는 화악산(華岳山,

1,468m)을 비롯한 1,000m 내외의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 있으며, 서북쪽으로는 현등산(懸燈山, 936m)이,

중앙으로는 명지산(明智山, 1,267m)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산지의 사면을 따라 흐르는 하천들은 그 주변

에 작은 분지들을 형성하며 북한강으로 흘러든다. 가평과 청평은 북한강과 그 지류가 흐르며 형성해 놓은 대

표적인 충적대지이다. 

가평군의 지질분포는 대부분의 지역을 호상편마암(縞狀片麻巖)이 차지하고 북동부에는 혼성질화강암(混

成質花崗巖), 동부의 춘천시 접경지역에는 화강암질편마암(花崗巖質片麻巖)과 편암(片巖)이 분포하며 설악

면 남단은 대보화강암(大寶花崗巖), 반상변정질화강암(班狀變晶質花崗巖) 및 호상편마암 등이 혼재하고 있

다. 제4기 지층으로는 충적층만이 존재하며, 충적층은 모든 지층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현재 북한강

양안과 이에 유입되는 수많은 지류를 중심으로 그 연변과 산록에 암설(巖屑)로 분포되는 충적층은 礫, 砂,

粘土 등으로 아직 미고결 상태로 놓여있다. 

가평군은 북한강 및 가평천, 조정천 유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악지평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토양발달이 빈약하다. 북한강 및 가평천, 조정천유역의 하성평탄지 토양은 사질 내지 사양질 토양으로써 배

수가 양호하며 토양층의 발달도 잘되어 있고 토양층의 두께는 50~100㎝에 이르고 있다. 논, 밭 등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며 생산력도 높은 편이다.1)

대성리유적은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대의 북한강의 서쪽 강변에 입지한다. 유적의 서쪽에는 깃대봉에서

파위고개로 이어지는 해발 600m정도의 산지에서 북한강 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200m 전후의 봉우리가 형

성되어 있다. 유적은 구운천이 동류하여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지점의 북한강 서쪽강변에 형성된 충적대지상

의 자연제방에 입지하고 있다. 구운천의 합류로 유속이 느려지는 북한강에 의해 현재에도 충적은 계속 진행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조사 범위는 자연제방의 중심부에서 북한강 쪽으로 약간 치우친 사면부분에 해당된다. 대개 자연제방에

형성되는 유적이 제방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견해에서 본다면 현 조사범위는 유적의 중심, 즉 취

락의 중심에서 다소 벗어난 부분에 해당된다.

1) 加平郡誌編纂委員會, 1991, 「加平의 自然環境과 生態界」, 『加平郡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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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학적 환경

가평군의 대성리유적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선사유적들은 대체로 북한강과 그 지류를 따라 형성되었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로 밝혀진 유적은 시기별로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까지의 유적이 확인된다. 그러나

가평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평군에서 구석기 유물이 채집된 예는

가평군 청평리 조종천 부근에서 외날찍개 1점이 발견되었고2), 1989년 강원대학교 유적조사단이 청평댐 지

역을 조사하면서 석 제 찍개 등 여러 점의 석기를 채집하 다. 그리고 1999년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

한 지표조사에서는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에서 찍개, 개, 망치돌을 비롯하여 10여점의 뗀석기가 채집되었

다.3) 외서면 고성리를 비롯하여 북한강 상류인 파로호변에서 조사된 상무룡리4), 인근 강원도 지역인 홍천 하

화계리5), 춘천 한덕리6), 남양주 호평동7) 등지에서 발굴된 유적들로 볼 때, 가평군에서도 구석기시대의 유적

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가평군 내에서 신석기시대 유적 또한 아직까지 조사된 예는 없으나 마장리유적8)과 이곡리유적9)에서 여러

점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으며, 외서면 삼회리10)에서도 빗살무늬토기와 석부가 지표수습되었다.

최근 가평지역 인근에서 발굴조사된 신석기유적으로는 남양주 지새울유적11)이 있는데, 3기의 주거지와 4기

의 야외노지, 4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횡주어골문과 사선문, 점열문이 새겨진 빗살무늬토기와

석 제 석기, 석부, 지석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가평지역에서 청동기유적으로 알려진 것은 1916년에 보고된 북면 석장리 지석묘와 이곡리 고분조사12)에

서 석검이 발견된 예가 있다. 그리고 마장리유적13)과 이곡리유적14)에서도 공렬토기를 비롯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일부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 두 유적은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성격을 보

여주는 유적이라 순수한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아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는 최근 한림대학교 박물관에

서 발굴조사한 달전리유적15)이 대표적이며,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가평지역 인근의 남양주 장현리유

적16)이 있다. 달전리유적에서는 총 34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내부시설로 위석식노지와 무

2) 이융조, 1976, 「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및 구석기 전통 유물의 몇 예」, 『백산학보』20.
3) 강원대학교박물관, 1999,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4) 최복규 외, 1989,『上舞龍里』, 江原大學校博物館.
5) 최복규·김용백·김남돈, 1996, 「홍천 하화계리 중석기시대 유적 발굴조사보고」, 『中央高速道路建設區間內文化遺蹟發掘調査報

告書』.
6) 김남돈, 1998, 「춘천 한덕리 구석기 유적」, 『江原文化硏究』제17집.
7) 홍미 ·김종헌, 2008, 『남양주 호평동 구석기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8) 金元龍, 1971, 「加平馬場里冶鐵住居址」, 『歷史學報』50·51.

韓永熙, 1982, 「馬場里住居址出土遺物-資料紹介」, 『中島』進展報告 Ⅲ, 國立中央博物館.
9) 崔茂藏, 1979, 「加平郡 梨谷里鐵器時代住居址發掘報告書」, 『建國大學校人文科學論叢』12.
10) 강원대학교박물관, 주3)의 보고서.
11) 畿甸文化財硏究院, 2007, 『南楊州 好坪洞 지새울 遺蹟-사능∼호평간 도로개설 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2) 今西龍, 1917,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13) 김원룡, 1971, 주8)의 논문.

한 희, 1982, 주8)의 보고서.
14) 최무장, 1979, 주9)의 보고서.
15) 朴成熙, 2003, 「경춘복선 가평역사부지(달전리) 발굴조사」, 『고구려 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한국고고학대회, 한국고고학회.
16)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 「남양주 장현(5)지구 주택신축부지 내 南陽州 長峴里 遺蹟」, 지도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5차).



시설식노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지내부에 이색점토다짐으로 바닥을 처리한 부분도 확인되었다. 출토유

물로는 무문토기, 공렬토기, 적색마연토기를 비롯하여 마제석기 등이 있다. 장현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1기와 수혈유구 3기가 조사되었으며, 주거지의 바닥 일부를 이색점토다짐을 하여 달전리유적, 대성

리유적 등과 함께 북한강유역의 특징적인 주거양식을 보여준다. 유물은 공렬토기와 홍도, 무문토기 호 등의

토기류와 석부, 석촉, 석도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의 유적은 마장리유적과 이곡리유적이 일찍부터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고려문화재연구원에

서 발굴한 가평 항사리유적에서 대규모 원삼국시대 취락유적이 확인되었다. 마장리유적에서는 야철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외반구연옹과 타날문토기 시루, 토제 송풍관을 비롯하여 鐵滓, 철편, 석촉, 석부, 석도,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이곡리유적은 가평군 북동부에 해당하는 북면에 위치한다. 층위 상으로 청동기시대 말기

에서 원삼국시대의 유적으로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수혈주거지에서는 회청색경질토기, 시루편, 철촉, 석

기, 옥제장식품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대곡리와 외서면 소재의 삼회리유적과 청평리유적에서도 다수의

중도식토기편, 연질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 등이 수습된 바 있으며17) 강원도 중도 유적도 원삼국시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존재한다.18) 

가평 항사리유적에서는 呂·凸자형주거지와 육각형주거지, 방형계주거지와 수혈유구, 구상유구, 굴립주,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공간은 대부분 점토를 다져 생활면으로 사용하 으며, 내부시설로 부뚜막,

노지, 구들, 주혈들이 설치되었다. 유물은 중도식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며, 타날문토기와 철기가 출토되었

다.19) 또한 남양주 장현리유적에서도 원삼국시대의 대규모 취락이 조사되었는데 주거지 85기, 수혈유구 51

기, 구상유구 15기 등 15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凸자형과 (장)방형이 대부분이며, 내부시설은

一 자형 혹은 L자형의 구들시설과 노지, 주혈, 벽구가 설치되었다.20)

가평 달전리에서는 남한 지역에서는 최초로 서북한지역에서 확인되던 낙랑 고조선계 토광묘가 조사되었

다. 매장주체시설로는 목곽을 사용하 으며, 묘광은 단이 지게 굴광하 다. 유물은 화분형토기와 낙랑계 단

경호가 세트로 출토되었으며, 철극, 주조철부, 철겸, 재갈, 철검 등의 철기류가 부장되었다.21)

달전리유적과 마장리·이곡리유적은 북한강의 지류에 해당하는 가평천변에 입지하고 있어 대성리유적과

입지조건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이는 대성리유적과 비교·검토가 가능한 자료이며, 나아가 북한강 일대의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까지의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유적들이다. 

끝으로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이곡리 고분이 있으며, 일제시대에 조사된 것으로 구조가 방형의 壙에 개

석이 있다는 점으로 고구려 석실분과 비슷하다고 보고되었으나22) 현재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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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강원대학교 박물관, 1999, 주3)의 보고서.
18) 강원대학교 박물관, 1984, 『중도유적지표조사보고』, 강원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3집.
19) (재)高麗文化財硏究院, 2006, 「청평-현리간 도로건설공사 예정구간 문화재 발굴조사(B지구)」제1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20)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주16)의 자료.
21) 박성희, 2003, 주15)의 .
22) 今西龍, 1917, 주12)의 보고서.



3. 역사적 배경23)

가평지역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이 지역에서 찾아지는 석기의 발견예로 보아 구석기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만 현재까지 구석기유적이 발굴조사된 예는 없다. 마장리와 이곡리, 대성리 등지에서 빗살무

늬토기편들이 출토되고 있어 신석기시대부터 삶의 터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

대에도 대성리, 마장리, 이곡리, 항사리, 달전리 등지에서 주거유적과 분묘유적이 조사되었으며, 특히 대성

리유적과 달전리유적에서는 낙랑계유물이 출토되어 위만조선이나 낙랑의 향도 유추할 수 있다. 

가평을 중심으로 한 북한강 중류지역은 북으로부터 南下해 오는 예맥세력과 남으로부터 北上하는 辰세력

의 접점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初期國家時代에는 辰國의 역에 속해 있었다. 

삼국시대의 가평지역은 북한강의 중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먼저 한강유역에 건국한 백제의 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권 35 地理志에 의하면

가평은 본래 고구려의 小平郡이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757년(경덕왕 16년)에 가평군(嘉平郡 또는 加平郡)으

로 개칭되었다. 속현으로 조종현(朝宗縣)이 있었는데, 이 속현은 고구려 때에는 심천(沈川), 복사매(伏射買)라 불리었

고, 신라 때에는 준천(浚川)이라 일컬었다. 

가평을 본래 고구려 지역이라고 언급한 것은 신라의 역이 되기 전에는 고구려의 역이었음을 알려준

다. 고구려는 광개토왕대인 396년에 한강유역의 백제성을 정벌하 고, 장수왕대인 475년 한성지역에 있던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유역에 진출하 다. 그리고 449년에 중원지방에 고구려비를 세운 점으로 보아 가평은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역이었다가 5세기경에 고구려의 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진흥왕대에 한강유역

을 차지하게 되는 6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라의 토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신문왕 7년(687)에 9州와 5小京을 설치하 다. 가평은 수약주(首若州)에 속하

으며,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서는 주·군·현의 명칭을 모두 한식으로 바꾸었다. 이때 지금의 가평

지역은 역사상 처음으로 가평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가평이 속한 수약주를 삭주(朔州)로 고쳤다. 

고려시대의 가평은 현종 9년(1018)에 춘주부(春州府)에 예속되었다. 공민왕은 홍건적의 난을 피하기 위

해 가평의 북면 赤木里에 성을 축조하여 피하 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현재‘도성재’라고 하는 곳에 성곽

의 흔적이 있으며, 공민왕이 산 정상에 올라가 개성을 바라보며 몽진(蒙塵)을 탄식했다고 하여 국망봉(國望

峰)이라 부르고 있다. 

가평군 하면 하판리의 현등사 경내에 있는 현등사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63호)은 조계종의 개

조(開祖)인 보조국사 지눌의 사리탑이다. 가평읍 하색리에는 고려의 무신인 이방실(李芳實) 장군묘(경기도

기념물 제 52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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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역사적 배경의 내용은 아래의 들은 요약하여 정리하 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加平郡誌編纂委員會, 1991, 『加平郡誌』.
강원대학교박물관, 1999,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조선시대의 가평은 강원도에 속해 있다가 태종 13년(1413)에 경기좌도에 이관되어 현감을 두었다. 중종

2년(1507)에는 임금의 태(胎)가 봉안된 곳이라 하여 군으로 승격되어 가릉군(嘉陵郡)이라고 하 다. 선조

33년(1599년)에는 명필 한호(한석봉)가 가평군수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시인·묵객과 학자들이 산수

좋은 이곳을 찾아와 학문에 전념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숙종 23년(1697) 이 창(李榮昌) 사건으로 그의

출생지라는 이유만으로 가평현으로 격하되었다가 10년 뒤에 다시 군으로 승격되었다. 

가평군에 있는 현등사의 동종(銅鐘)은 광해군 12년(1619)에 주조되었고, 대표적인 사찰로 현등사와 운

곡암이 있다. 문헌상 최초의 교육기관으로는 태조 7년(1398)에 세운 가평향교가 있고, 1529년에 조광조를

추모하기 위하여 경현단을 건립하고, 그 뒤 1573년에 미원서원이라 일컫고 많은 유생을 교육시켰다. 이 밖

에도 김육을 추모하고 그의 학문을 본받기 위하여 잠곡서원(潛谷書院)을 세웠다. 

경기도 양주목사(楊州牧使)의 관할에 있던 가평은 고종 25년(1888)에 강원도로 재편입되었다. 갑오개혁

이 일어난 이듬해인 1895년에 지방관제의 개편과 함께 다시 한성부 관할 하에 놓여 졌고, 같은 해 다시 포천

군에 편입되었다가 1896년 8월 관제개혁에 의하여 경기도 가평군으로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2년에는 양근군 설악면이 가평군으로 편입되었고, 내서면·남면은 가평면으로 통합되었다. 1973년

에는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가평면이 가평읍으로 승격되었고, 외서면의 입석리·외방리·내방리가 양주군에

편입되었고,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의 일부와 삼회리가 가평군에 편입되었다. 2004년 외서면이 청평면으로

행정구역이 명칭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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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조사지역 근세지도(『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朝鮮總督府, 1918)



30

도면 4. 海東地圖(18세기 전반)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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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경과 및 방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금곡에서 춘천 간 개설되어 있는 70.1㎞의 단선철도를 복선 전철화시켜 급증하

는 교통량에 대처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경춘선복선전철사업을 계획하여 시행 중

이다. 1998년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 4공구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

고,1) 2003년 4월 경기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시굴조사를 통해 이 일대에 전면적인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굴조사를 우리 연구원(당시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

으며, 우리연구원은 2004년 2월 10일 문화재청 허가(제2004-82호)와 동시에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2004

년 3월 2일 발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조사단은 시굴조사 당시 유구가 확인된 3개 구역 28,943㎡(약 8,755평)를 두 지구로 나누어 A지구에 대

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삼국시대 주거지 26동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유구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2004년 12월 1차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 다. 1차 지도위원회의에서는 북한강유역 최대의 원삼

국시대 취락의 조사성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더불어 유적의 보존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는데, 유적

보존의 문제는 차후 미조사지역인 B지구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키로 하 다. 한편 노출된 유구들에 대한

보호와 정 한 발굴조사를 위하여 동절기 조사를 강행하지 않기로 결정하 다.

조사단은 2005년 2월에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발굴조사를 재착수하 으며, 동년 5월 20일, 12월 20일 각

각 2·3차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 다. 두 차례 지도위원회의에서는 대성리유적의 고고학적 중요성에 근거

해 조사단이 정 발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연장할 것과 유적보존과 관련해서는 대성리 신축역사

내에 기념전시관 설치, 유구 훼손을 극소화 할 수 있는 공사공법 시행 등을 의결하 다.

이러한 문화재청 및 지도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행처의 배려 속에 대성리유적의 발굴조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전체 조사지역에서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취락과 삼국시대 석실묘, 조선시대

수혈주거지, 경작유구 등 총 142기에 이르는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 시기에 복선전철사업 설계상의 국민관

광단지 출입구부분 교각화 문제가 발생하여 문화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 연구원은 발굴조사 성

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국민관광단지 출입구부분 문화재조사와 향후 대성리유적의 처리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2006년 9월 19일 4차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 다. 회의결과 대성리유적 전시관의 설치안을 문화

재위원회의에 상정하고 국민관광단지 출입구부분에 대한 추가시굴조사, 기존 철도구간과 현 역사부지 및 광

장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근거하여 조사단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조사가 미진

한 부분을 보충하고 추가시굴을 완료하여 대성리유적에 대한 전체 발굴조사를 완료하게 되었다. 

조사지역의 지형상황을 살펴보면 북한강 방향인 동쪽으로 가면서 고도가 낮아지는데 표고차는 2m 정도

1) 한림대학교박물관·철도건설본부, 1998, 「경춘선(망우-춘천)복선전철 사업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 약보고서」.
2) 경기대학교 박물관, 2003, 「경춘선 복선전철 대성리역 구간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이다. 조사지역 동쪽의 대성리국민관광단지 내의 지형은 과거에 군부대가 입지하고 있었고 민박촌의 형성으

로 형질변경이 심한 상태이다. 유적은 강안과는 단층을 이루는 자연제방 위에 분포하고 있는데, 자연제방이

포함된 충적대지는 동편이 넓은 편으로 현재 대성리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좁아지면서 쇠퇴하여

구운천에서 끝난다.

조사지역의 층위는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된다. 자연제방을 형성한 기반층인 황색사질층, 그 위로 암갈색

사질층, 흑갈색사질층, 갈색사질층의 순서로 퇴적양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퇴적양상은 자연제방의

중심부에는 보이지 않고 강변쪽의 사면부에서 확인된다. 

자연제방의 중심부에서는 표토아래에서 자연제방의 기반층인 황색사질층이 바로 확인되며 상부에 더 이

상의 퇴적은 진행되지 않았다. 기반층인 황색사질층은 강쪽으로 점점 경사져 내려가며 상부에 여러 차례의

퇴적이 진행되어 있다. 조사범위의 횡단면에 나타나는 황색사질층은 5°정도의 경사(조사범위의 횡폭이

30m인데 레벨차이는 2m 이상이다)를 이룬다. 

황색사질층이 경사를 이루면서 낮아지는 부분부터 암갈색사질토와 연이어 흑갈색사질토, 그리고 갈색사

질토가 퇴적되어 충적대지가 점점 확대되는 현상이 토층 상에 나타난다. 

본 대성리 유적은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유구가 확인되는 복합유적이다. 이들

유구들은 시대를 달리하지만 모두 자연제방의 중심부를 이루는 황색사질층을 기반층으로 하고 있다.

대성리유적을 중심으로 북한강의 상·하류역에는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먼저 대성리를 중심으로 북

한강 상류의 경기도 쪽에는 청평리유적, 가평 현리유적과 가평 달전리유적, 가평 마장리유적, 가평 이곡리유

적, 가평 대곡리유적 등이 있으며3) 더욱 상류인 강원도 쪽에는 중도유적, 춘천 천곡리유적 등이 있다. 북한강

하류 쪽에는 양수리유적이 있다. 이들 유적은 대성리유적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걸

친 복합유적들로 유적이 입지한 자연적 환경 또한 대성리유적과 비슷하다. 

조사방법은 조사범위 전체를 전면제토하면서 유구의 윤곽선을 확인하 지만 전반적인 층위조사를 위해

일부분 피트조사도 실시하 다. 또한 남북으로 중앙 지점에 동-서로 토층둑을 남겨두어 기반층부터 표토까

지의 퇴적양상을 확인하며 조사하 다. 유구 내부조사는 변형사분법을 이용하여 규모를 확인한 후, 상면까

지 노출하고 사진촬 과 실측을 통해 기록·보존하 다. 특히 원삼국시대 주거지는 축조방식과 축조과정을

복원하기 위하여 상면층 아래 정지층을 제거하여 최초 굴광면까지 조사하 다. 유적의 기록·보존을 위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공촬 , 현황측량 3회, 3D 스캔을 2회 실시하 다.

32

3) 김남돈, 1999, 「가평군의 선사유적」,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원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1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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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유구배치도(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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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A지구 유구배치도(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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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B지구 유구배치도(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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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유적 층위도(1/80)





Ⅳ. 조사내용

대성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의 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중심을 이루는

유구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수혈, 원삼국시대의 주거지와 수혈이다. 청동기시대의 유구는 주거지 27동,

수혈 6기, 경작유구 1개소가, 원삼국시대의 유구는 주거지 43동, 수혈 56기, 굴립주 3기, 구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주거지와 수혈외에도 삼국시대의 석실묘, 조선시대의 수혈주거지,

구들유구 등 총 142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전기와 원삼국시대 전기의 취락은 주로 B지구에,

청동기시대 조기의 주거지와 원삼국시대 후기의 취락은 주로 A지구에 입지하는 특징이 있다. 

A. 청동기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遺構(도면 9, 사진 4~6) 

1호 주거지는 전체 조사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해발 35.7~36.2m 사이에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4m

떨어진 지점에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53호 수혈이 위치하며 북동쪽으로 5m 떨어진 지점에 2호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12°-E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주거지의 규모는

長 854㎝, 幅 452㎝, 최대깊이 50㎝이며 내부면적은 36.45㎡이다. 

내부퇴적토는 전체 3개 층위로 구분되나 크게 흑갈색사질토, 흑갈색사질토와 적황색점토 혼합층, 암갈색

사질토층으로 나뉘며 단순퇴적층이다. 

주거지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 으며 남쪽 바닥에 적황색점토다짐을 하 다. 적황색점토상면부

는 북한강의 범람에 의해 용해되어 일부분만 남아 있지만 그 범위는 대체로 주거지의 약 1/2인 것으로 판단

된다. 적황색점토다짐을 한 바닥은 토층조사 결과, 황갈색 생토층을 주거지의 다른 바닥보다 깊이 불규칙하

게 굴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굴광면 위에 암갈색사질토(d)로 1회 채운 뒤, 그 위에 흑갈색점토(c)로 얇고 단

단하게 정지하 다. 흑갈색점토층 위의 굴곡이 남아 있는 일부분에 적황색점토를 깔았다. 그 위로 회갈색사

질토와 적황색점토를 혼합하여 상면의 높이에 맞춰 바닥을 조성하 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바닥을 정지하고

마지막으로 적황색점토를 깔아 상면으로 사용하 다. 적황색점토상면부 아래에서도 주혈과 저장공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회갈색사질토와 적황색점토를 혼합하여 바닥을 조성한 단계에서부터 주거지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혈, 노지, 작업공,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평면형태가 대부분 원형이며 주거

지 내부에서 총 12개가 확인되었다. 동벽 안쪽으로 3개, 서벽 안쪽에는 2열로 6개가 설치되었다. 또한 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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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청1호 주거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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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심축선 상에 각 1개가 설치되었으며 남쪽 바닥에서도 1개가 확인되었다. 

안쪽으로 설치된 주혈들은 크기가 직경 16~20㎝이며 깊이는 4~9㎝ 정도이며 120㎝의 간격을 두고 있

다. 남동쪽 모서리에 설치된 주혈은 크기가 직경 30㎝로 크며 깊이는 10㎝이다. 

서벽 안쪽에 설치된 주혈들은 남서쪽 모서리에 설치된 것과 서벽에 가깝게 설치된 것, 서벽에서 약 80㎝

이격되어 일렬로 설치된 것이 있다. 남서쪽 모서리에 설치된 것은 크기가 직경 38㎝이며 깊이는 5~20㎝ 정

도이다. 서벽에 가깝게 설치된 것들은 주거지 중앙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편중되어 약 110㎝ 간격으로 큰 것

과 작은 것이 확인되었다. 큰 것은 크기가 직경 30~37㎝이며 깊이 12㎝ 정도이며, 작은 것은 직경 18㎝의

크기에 깊이 6㎝이다. 서벽과 약 80㎝ 이격되어 일렬로 설치된 주혈들은 남벽에서 210㎝ 떨어진 지점에서

북쪽으로 3개가 연결된다. 크기가 직경 20~28㎝이며 깊이는 6~8㎝ 정도이다. 이 3개의 주혈 중에 남쪽에

위치한 2개는 적황색점토상면부 아래에서 확인된 것으로 점토다짐 부분을 상면으로 사용하기 전 단계에 사

용하 다가 그 후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벽에 설치된 주혈은 크기가 직경 20~24㎝로 깊이는 11㎝이다. 중심축선상에 설치된 주혈은 주거지 중

앙부로부터 북쪽에 설치된 노지와 가깝게 확인되었으며 원래 평면형태는 타원형인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長 40㎝, 短 20㎝이며 깊이는 13㎝이다. 남쪽 바닥에 설치된 주혈은 적황색점토상면부 아래에서 확인되었

으며 크기는 직경 20~24㎝이며 깊이는 4㎝정도로 얕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부에서 큰 것과 작은 것 2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생토층을 2~4㎝

굴착하여설치한무시설식노지이다. 북쪽의큰것의크기는長 60㎝, 短 44㎝이며남쪽의작은것은長 40㎝,

短 28㎝이다.

작업공은 주거지 중심축 상에서 2개가 설치되었다. 중앙부 2기의 노지 사이와 남쪽에 설치된 것으로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다. 노지 사이에 설치된 것은 크기가 長 70㎝, 短 62㎝로 약간 더 크며 깊이는 17㎝이다. 남

쪽에 설치된 것은 크기가 長 62㎝, 短 56㎝이며 깊이는 16㎝이다. 저장공은 크기가 長 40㎝, 短 34㎝, 깊이

는 12㎝인 타원형의 것이 서벽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공렬토기, 호 등의 무문토기와 석촉, 석부, 유

구석부, 석착, 갈돌 등의 석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10-1, 사진 6-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탁적갈색(5YR 4/4)과 흑갈색(7.5YR 3/2)을 띤다. 공렬

은 3개가 남아있으며, 모두 반관통되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목리조정하고 물손질하

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동체부는 내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내·외면에 점토보강흔이 일부

확인된다.  復原口徑 32.6㎝, 現高 20.9㎝

② 壺(도면 10-2, 사진 6-⑥) 

호형토기로 구경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사립과 다량의 운모가 섞여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5YR 4/6)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나 종방향의 목리조정흔

이 잘 남아있다. 경부내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목리조정 후 물손질되었다. 경부와 동체부는 내경접합하

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9.8㎝, 現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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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청1호 주거지 출토유물(1~3:1/3, 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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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底部透孔土器(도면 10-3, 사진 6-⑦) 

저부투공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고, 부분적으로 갈회색(7.5YR 4/1)과 암회황색(2.5Y 5/2)을 띠기도 한다. 외

면은 대부분 박리되어 기면에 석립이 노출되어있다. 내면은 점토보강 후 거칠게 정면되었으며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바닥 가운데에는 직경 1.7㎝ 정도의 원형구멍이 뚫려있다.  現高 7.2㎝, 底徑 10.0㎝

④~⑭ 石器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④ 10-4 7-① 천공구 3.2 0.6 0.5 1.0 석질은 안산암. 약하게 경부 형성됨.
신부단면은 삼각형. 전면 마연됨.

유경식석촉.석질은이암.신부와경부

⑤ 10-5 7-② 석촉 (5.6) 1.7 0.5 5.0 양끝 결실. 신부단면은 능형, 경부
단면은 장방형. 전면이 사방향으로
마연됨.

유경식 석촉. 석질은 이암. 선단부와
⑥ 10-6 7-③ 석촉 (5.2) 1.5 0.6 4.0 말단부 결실. 신부단면은 능형. 경부

단면은 장방형. 전면이 마연됨.

유경식 석촉. 경부 일부 결실. 신부단
⑦ 10-7 7-④ 석촉 (5.9) 1.6 0.8 8.0 면은 능형과 육각형, 경부단면은 장방

형, 전면이 마연됨.

소형 합인석부. 석질은 규질편마암.

⑧ 10-8 7-⑤ 석부 6.7 4.3 1.4 67.0 가장자리는 떼어내기하고, 전체적으로
고타하여 형태를 갖춤. 인부와 신부일
부만 마연됨.

작업공내에서 출토됨. 석질은 안산암

⑨ 10-9 7-⑨ 유구석부 (11.4) 6.2 5.4 472.0 질 응회암. 인부쪽만 잔존. 등면과 홈
은 고타하 으며, 인부와 측면은 치
하게 마연됨.

석질은 안산암질 응회암. 단면은 말각

⑩ 11-1 7-⑥ 용도미상 (8.7) 4.6 2.4 154.0 이등변삼각형에 가까움. 가장자리는
석기 떼어내기하고, 일부 고타함. 신부는

마연됨.

합인석부. 석질은 안산암. 刃部와 頭

⑪ 11-3 7-⑧ 석부 (14.5) 6.6 3.2 567.0 部쪽은 마연. 신부는 고타하여 마무리
함. 인부는 일부 결실되었는데 사용하
면서 깨졌을 가능성도 있음.

석질은 사암 혼펠스. 신부 가장자리는
⑫ 11-2 7-⑦ 석착 10.3 4.4 1.6 130.0 떼어내기하여 형태를 갖추고 인부와

신부가운데는 치 하게 마연함.

석질은흑운모편암. 상면과하면모두
⑬ 11-4 7-⑩ 갈돌 21.1 8.6 2.4 881.0 사용. 전체적으로 고타하여 형태를

갖추고 일부 갈린 흔적 있음.

석질은 안산암질 응회암. 부분적으로
⑭ 11-5 7-⑪ 갈돌 (15.6) 7.5 2.0 422.0 결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가장자

리에는 고타흔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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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2, 사진 8) 

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남동부에 위치하며, 해발 36.0~36.3m에 조성되었다. 남서쪽으로 6m 떨

어진 지점에 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28°-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492㎝, 幅 390㎝, 최대깊이 30㎝이며 내부면적은 17.76㎡이다.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와 갈색점토 혼합층, 흑갈색사질토층, 암갈색사질토층으로 구분되며 단순퇴적

층이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자연제방의 생토층인 황갈색사질토층 위에 퇴적된 흑갈색사질토층을 굴광하여

조성하 다. 상면조사결과 내부시설은 확인된 것이 없었다.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 1점이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無文土器 底部(도면 12-1, 사진 8-⑤)

무문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의 중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0 5 10cm

1

도면 12. 청2호 주거지(1/5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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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고 속심은 갈회색(10YR 4/1)이다. 외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보이고,

내면은 결실되었다.  現高 3.8㎝, 復原底徑 9.1㎝

3) 3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3, 사진 9·10) 

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남서부에 위치하며, 해발 36.4~36.7m 사이에 조성되었다. 남동쪽으로 약

13m 떨어진 지점에 2호 주거지가 위치하며 북쪽으로 약 5m 떨어진 지점에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40호 주

거지가 위치한다. 주거지 서벽이 심하게 삭평되었고 교란갱에 의해 동벽과 남벽 및 바닥 일부분이 파괴되었

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70°-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규모는 長 632㎝, 幅 393㎝,

최대깊이 12㎝이며 내부면적은 24.03㎡이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 는데 서쪽보다 동쪽 바닥을 낮게 굴착하여 조성하 다. 동

쪽 바닥보다 약 16~20㎝ 높게 조성한 서쪽 굴착면에 암갈색사질토와 적황색점토를 혼합하여 얇게 정지(c)

를 하고 그 위에 적황색점토(b)를 단단하게 깔았는데 그 면적은 주거지 전체의 대략 1/4 정도이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주혈과 내부수혈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북벽 쪽과 서벽 쪽에서 대부분 확인되었다. 북

벽 쪽에서 확인된 것은 벽면에 설치된 것과 가까이 연접하여 설치된 것, 북벽에서 대략 60㎝ 이격되어 바닥

에 설치된 것이 있다. 벽면에 설치된 것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크기는 큰 것이 직경 32㎝, 깊이 15㎝이며

작은 것은 직경 22㎝, 깊이는 바닥과 거의 같다. 북벽과 거의 접하게 설치된 주혈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22㎝, 短 18㎝, 깊이는 10㎝이다. 

북벽에서 대략 60㎝ 정도 이격되어 설치된 것은 북동쪽 모서리에서 2개, 북서쪽 바닥에서 1개가 확인되

었다. 북동쪽 모서리의 주혈 간격은 대략 70㎝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각각 직경 20㎝, 22㎝이고

깊이는 17㎝, 30㎝로 깊은 편이다. 북서쪽 바닥에 위치한 주혈은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18㎝,

깊이 5㎝이다. 북서쪽모서리에 설치된 것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으로 크기는長 32㎝, 短 26㎝이며 깊이는 6㎝

정도이다. 

서벽 안쪽으로 설치된 주혈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으로 크기는 長 20㎝, 短 16㎝이다. 남서쪽 모서리에 설

치된 것은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26㎝, 깊이는 9㎝이다. 내부수혈은 동쪽 바닥에서 1개가 확인

되었다. 평면형태는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으며 크기는 최대길이 80㎝, 최대폭 70㎝, 깊이 3~4㎝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발 1점과 지석 2점이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鉢(도면 13-1, 사진 10-⑥)

무문토기 발이며,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5YR 6/6)과 회색(7.5Y 5/1)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4)과 흑색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구연부 일부에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내면에는 사방향과 횡방향

의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도구로 눌러 정면하 다.  復原口徑 16.9㎝, 高 12.7㎝,

復原底徑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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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청3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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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지석

4) 4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4, 사진 11) 

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남부 중앙에 위치하며, 자연제방 동쪽의 완사면인 해발 36.0~36.4m에 조

성되었다. 동쪽으로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49호 수혈이 인접하고 약 4.5m 떨어진 지점에 5호 주거지가 위

치한다. 주거지 동벽에서 서벽까지 좁은 교란갱에 의해 벽과 바닥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서벽 일부와 북서쪽

바닥도 식재에 의한 교란 구덩이가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75°-W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규모는 長 450㎝, 幅 344㎝, 최대깊이 26㎝이며 내부면적은 14.45㎡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 회갈색사질토층으로 구분되며 단순퇴적에 의한 층이다. 주거

지 바닥과 벽은 자연제방의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 는데, 서쪽보다 동쪽 바닥을 약 20㎝ 정도 낮게 굴착하

여 조성하 다. 동쪽의 굴착면에 갈색사질토로 정지를 하고 그 위에 적황색점토를 단단하게 깔았다. 이러한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석질은 유문암. 일부 결실. 3면 마연됨.② 13-2 10-⑦ 지석 (5.6) 4.1 3.2 85.0
상면과 하면은 가운데가 오목하게 갈림.
석질은유문암.일부만남음.상면과측면③ 13-3 10-⑧ 지석 (7.4) (6.3) 1.5 80.0 일부마연.상면은가운데가오목하게갈림. 

도면 14. 청4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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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황색점토상면부는 주거지의 북동쪽 바닥에 치우쳐서 깔려있으며 그 면적은 주거지 전체의 대략 1/4 정도

이다. 상면조사결과 주거지 내부시설은 확인된 것이 없었다. 유물은 발, 무문토기 저부, 적색마연토기 저부

등의 토기와 석착, 지석 등 석기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鉢(도면 15-1, 사진 12-①)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발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

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갈색(7.5YR 4/6)이고,

내면은 탁갈색(7.5YR 5/4)이다. 동체부 외면은 기면의 박락이 심하며, 구연부쪽에는 흑색의 유기물 탄화흔

이 부착되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폭이 좁은 도구로 거칠게

정면하 다.  復原口徑 24.0㎝, 現高 17.6㎝

② 無文土器 底部(도면 15-2, 사진 12-④)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무문토기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2.5YR 4/6)이다. 외면

은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만 희미하게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저부내면에

는 종방향의 목리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고, 바닥에는 매우 거친 도구정면흔이 있다. 굽은 대상의 평저이다.

現高 11.4㎝, 底徑 9.5㎝

③ 赤色磨硏土器 底部(도면 15-3, 사진 12-②)

적색마연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

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7/4)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외면에 주칠이 남아있는 곳은 명적갈색(2.5YR

5/8)을 띤다. 내면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現高 3.7㎝, 復原底徑 8.6㎝

④ 土器片(도면 15-5, 사진 12-③)

무문토기 동체부편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갈색

(10YR 4/4)과 흑색(10YR 1.7/1)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이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고,

단면에서 점토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현길이 7.4㎝

⑤ 土器片(도면 15-4, 사진 12-⑤)

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갈색

(7.5YR 5/6)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내면은 횡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현길이 8.0㎝

⑥~⑩ 石器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⑥ 15-6 12-⑥ 석착 7.4 2.0 1.1 26.0 석질은안산암. 전면이치 하게마연됨.

⑦ 15-7 12-⑦ 석착 7.1 3.5 1.0 54.0 석질은 유문암질 응회암. 전면이 마연
되었으며, 모서리 일부는 결실됨.

⑧ 15-8 12-⑧ 석착 8.1 3.7 1.1 63.0 석질은규질편마암. 전면이마연되었으며,
가장자리는일부떼어내기함.

⑨ 15-9 12-⑨ 지석 8.2 4.4 2.0 104.0 석질은 안산암. 上面 일부가 마연됨.

⑩ 15-10 12-⑩ 지석 7.0 7.3 1.3 114.0 석질은 흑운모 편암. 거칠게 마연됨. 
부분적으로 고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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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청4호 주거지 출토유물(1~5:1/3, 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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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6, 사진 13) 

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B구역 남동부에 위치하

고 있으며 해발 35.8~36.0m에 조성되었다. 남쪽으

로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41호 주거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북쪽으로약14m 떨어진지점에6호주거지가

위치한다. 주거지의남쪽으로1/2 이상이교란으로파

괴되었으며남아있는주거지의북쪽도거의바닥만잔

존하는 상태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27°-E로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규모는長673㎝,

幅 262㎝이며잔존최대깊이는6㎝정도이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자연제방의 생토층인 황갈색

사질토층 위에 퇴적된 흑갈색사질층을 굴착하여 조성

하 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북동쪽 모서리에 주혈 1

개만 확인되었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

가직경 30㎝, 깊이 14㎝이다. 출토된유물은없다. 

6) 6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7, 사진 13~15) 

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인 B지구 남부 중앙에 위

치하고 있으며, 해발 36.1~36.5m에 조성되었다.

남동쪽으로는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39호 주거지

가 위치하고 북동쪽으로 약 22m 떨어진 지점에 8호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주거지의 서벽 일부분이 교

란되어 파괴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잔존상태

는 양호한 화재주거지이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주

축방향은 N-68°-W이며 규모는 長 348㎝, 短 328㎝,

최대깊이 24㎝이다. 

내부퇴적토는 4개 층위로 구분되며 최하층인 암

회갈색사질토층이 폐기와 관련된 층위로 판단된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조성

되었으며 서벽과 접하는 바닥에 적황색점토상면부가

일부분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거지 전체에서 볼 때

그 면적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점토다짐 상면처 도면 16. 청5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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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한 타 주거지와 같은 형태의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화재로 인한 목탄은 주거지 전체에서 확인된다. 다만 대부분 바닥에서 약 4~5㎝ 가량 뜬 채로 노출되었

으며, 주거지 바닥이 화재로 인해 소토화된 부분이 없는 점은 주거지가 폐기되고 일정시간 동안 퇴적이 진행

된 후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확인된 것이 없다. 유물은 호, 공렬

토기, 저부투공토기, 저부 등의 무문토기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壺(도면 18-1, 사진 15-③)

호형의 무문토기로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5YR 4/6)과 황갈색(2.5Y 5/3), 암적갈색(2.5YR 3/4)이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8)을 띤다. 외면에는 흑반이 있다. 기면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박리되었다. 외면은 종

도면 17. 청6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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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청6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방향으로 목리조정 한 후 일부만 횡방향으로 다시 목리조정하 다. 내면은 박리되어 도구정면흔이 뚜렷하지

않다.  現高 19.3㎝

② 壺(도면 18-2, 사진 15-⑤)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7/6)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7.5YR 3/1)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대체로 거칠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3.0㎝, 現高 5.9㎝

③ 孔列土器(도면 18-3, 사진 15-④) 

공렬토기로 구연부편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석립이 다량 포함되어있다. 외면의 색

조는 등색(2.5YR 6/8)이나 전체에 흑색의 산화물이 부착되어있다. 내면은 명적갈색(5YR 5/6)이다. 구연

단은 평탄하게 처리하 다. 공렬은 4개가 확인되며 모두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투공의 직경은 0.25㎝

이고, 공렬간 거리는 1.8㎝ 정도이다.  현길이 6.7㎝

④ 鉢形土器 口緣部(도면 18-4, 사진 15-⑦)

무문토기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다량 포함되어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적갈색(5YR 4/4)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외면에는 점토를 얇게 덧대어 보강하 다.

내면에는 점토보강흔이 있고, 내·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길이 12.0㎝

⑤ 無文土器 底部(도면 18-5, 사진 15-⑧)

무문토기 저부로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중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갈색(7.5YR 5/6)이며, 내면은 적갈색(5YR 4/6)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를 눌러서 정

면하 다. 바닥에는 잎맥흔이 남아있다.  現高 4.2㎝, 底徑 9.9㎝

⑥ 無文土器 底部(도면 18-7, 사진 15-⑨)

무문토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전

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갈회색(10YR 5/1)을 띤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바닥은대상의평저이고, 가운데가약간들려있다.  現高 6.7㎝, 底徑 8.7㎝

⑦ 底部透孔土器(도면 18-6, 사진 15-⑥)

저부투공토기로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적갈색(2.5YR 4/6)이다. 바닥에는 직경 2.2㎝ 가량의 원형구멍이 뚫려있

다. 외면은 바닥부터 저부까지 목리조정되었다. 내면은 모두 박리되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2.9㎝, 復

原底徑 8.4㎝

7) 7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9, 사진 16) 

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남부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 36.8~37.2m 사이에 조성되었다. 남동쪽으로

약 4m 떨어진 지점에 8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주거지의 남서쪽 모서리가 교란갱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

태는 방형이며 주축방향은 정축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403㎝, 幅 348㎝, 최대깊이 28.5㎝

로 내부면적은 12.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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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와 황갈색사질토 혼합비율에 따라 총 5개 층위로 구분되며 모

두 단순퇴적층이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 다. 주거지 북동쪽 바닥에 적황색점토를

4~5㎝ 두께로 깔았으며 이는 주거지 전체면적의 1/4 가량에 해당된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1개만 확인되었다. 노지의 위치는 주거지의 중앙부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설치

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20㎝로 상면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무시설식이다. 유물

은 석검 1점이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石劍(도면 19-1, 사진 16-④) 

석검의 신부만 1/2 가량 남아있다. 석질은 흑색이암이다. 신부 단면은 능형이고, 전면이 사방향으로 마연

되었다.  현길이 10.4㎝, 폭 2.8㎝, 두께 0.8㎝, 무게 23.0g 

0 5cm

1

도면 19. 청7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



8) 8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0, 사진 17) 

8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남부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 36.0~36.5m 사이에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9

호 주거지가 가깝게 위치하고, 6호 수혈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주거지 서벽이 경기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

한 시굴피트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주축방향은 N-19°-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680㎝, 幅 388㎝, 최대깊이 36㎝이며 내부면적은 27.66㎡이다. 

주거지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와 갈색사질토로 명도와 점토의 포함비율에 따라 총 6개 층으로 구분

되며 단순퇴적층이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조성되었으며 주거지 북벽으로 갈수록 바닥을 더 깊게 굴

광하 다. 주거지의 남서쪽 바닥에 치우쳐 두께 13㎝ 정도의 적황색점토를 깔았는데 전체면적의 1/3 정도이

다. 적황색점토상면부 아래의 최초 굴착면은 불규칙하고 기복이 심하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확인된 것이 없

다. 유물은 공렬토기, 호, 구연부, 저부 등의 무문토기와 석촉, 격지, 공이와 같은 석기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21-1, 사진 18-①)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갈색(7.5YR 3/3)이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명갈색(7.5YR 5/6)을 띠기

도 한다. 공렬은 3개가 확인되며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반관통되었다. 외면은 전체에 종방향의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구연부 내면은 사방향으로, 동체부 내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는데 뚜렷하게 관찰

된다.  復原口徑 20.9㎝, 現高 14.2㎝

② 孔列土器(도면 21-2, 사진 18-④)

상부1층에서 출토되었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흑갈색(7.5YR 2/2)이다. 공렬은 2개가 확인되며 모두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투공의 직경은 0.3㎝ 정도이다. 외면에는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손으로 길게

누른 후 횡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현길이 9.2㎝

③ 孔列土器(도면 21-3, 사진 18-⑤)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만 남았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적흑색(2.5YR 2/1)이고, 내면은 탁적갈색(5YR 4/3)이다. 공렬은

2개가 확인되며 모두 반관통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내면은 사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현길

이 6.6㎝

④ 壺(도면 21-4, 사진 18-②)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

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중석립 소량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5YR 4/6)과 탁갈색

(7.5YR 5/4)이고, 내면은 회갈색(7.5YR 4/2)이다. 외면은 전체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으며, 구연단

부만 물손질로 지워졌다. 내면은 사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목리조정되었다.  復原口徑 21.1㎝, 現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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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0. 청8호 주거지 및 청6호 수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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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壺(도면 21-5, 사진 18-③)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으며,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적갈색(5YR 4/4)이고, 내면은 탁황등색

(10YR 6/3)과 탁갈색(7.5YR 5/4)이다. 외면은 구연단까지 전체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구연부내

면은 사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으며 동체부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6.7㎝, 現

高 5.6㎝(구연부), 7.5㎝(동체부) 

⑥ 鉢形土器 口緣部(도면 21-6, 사진 18-⑥)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길이 5.0㎝

⑦ 無文土器 底部(도면 21-7, 사진 18-⑦)

무문토기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

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6)이다. 정면상태는 비교적 불량한 편이며,

바닥외면에는 도구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바닥 가장자리는 점토를 보강한 후 도구로 눌러 거칠게 정면

한 흔적이 보인다. 내면은 박리가 심하고, 굽은 축약이 많이 이루어졌다.  現高 4.5㎝, 底徑 7.5㎝

⑧ 無文土器 底部(도면 21-8, 사진 18-⑧)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황갈색(10YR 4/2)이고, 내면은 적갈색(5YR 4/6)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4.8㎝, 復原底徑

9.0㎝

⑨ 無文土器 底部(도면 21-9, 사진 18-⑨)

무문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중석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다. 외면은 박리되어 사립이 돌출해 있다. 저부는 축약이 강

하게 이루어지며, 도구를 눌러 성형하 다. 내면의 바닥은 도구로 거칠게 정면되었다.  現高 3.2㎝, 復原底

徑 9.1㎝

⑩~⑫ 石器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유경식석촉. 석질은 편암. 선단부 결실.

⑩ 21-10 19-① 석촉 (6.0) 0.9 0.5 5.0 신부 단면은 능형, 경부단면은 장방형.

경부는 횡방향으로 마연.

상부1층에서출토됨. 치 하게마연된

⑪ 21-11 19-② 격지 7.1 5.7 1.3 73.0 모암에서 떨어진 격지.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톱니바퀴모양으로마연함.

⑫ 21-12 19-③ 공이 6.4 5.8 1.5 118.0
공이로 추정. 하면은 결실. 가장자리는

고타흔 있고, 상면은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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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청8호 주거지 출토유물(1~9:1/3, 10~12:1/2)



9) 9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2, 사진 19~21)

9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남동부의 동쪽경계선과 인접하여 위치하며 해발 35.3~36.1m 사이에 조

성되었다. 서쪽으로 약 4m 떨어진 지점에 8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주거지 남동쪽 모서리 부분이 교란갱에

의해 크게 파괴되었다. 화재 후 폐기된 주거지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주축방향은 N-15°-E로 등고선 방

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982㎝, 幅 393㎝, 최대깊이 60㎝이며 내부면적은 37.98㎡이다. 

내부퇴적토는 벽체함몰토로 추정되는 층위를 포함하여 5개 층위로 구분된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황갈색

사질토층인 생토층이 그대로 이용되었으며 화재로 인해 주거지 전체 바닥과 벽에 불맞은 흔적이 관찰된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주혈과 노지,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동·서 장벽으로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다. 동장벽에 설치된 주혈은 남동쪽 모서리에서 벽을 따라 4개가 100~120㎝ 간격으로 배치되다

가 중간부분에는 확인되지 않고, 북동쪽 모서리에 1개가 설치되었다. 남동쪽 모서리에 설치된 주혈의 크기는

직경 34㎝, 깊이 18㎝이며, 동벽을 따라 배치된 3개는 직경 10㎝ 정도의 작은 것들이다. 북동쪽 모서리에 설

치된 것은 크기가 직경 18㎝에 깊이 5㎝이다. 서장벽은 남서쪽 모서리가 파괴되어 정확한 주혈의 배치상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가장 남쪽에서 확인된 주혈 2개는 동장벽의 주혈들과 크기와 간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볼 때, 배열구조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서쪽 모서리에는 직경 26㎝, 깊이 10㎝의 주혈이 설치되어 있다.

노지는 주거지의 중심축선상으로 중앙부와 북쪽 바닥에 각각 1개씩 설치되었다. 중앙부에 설치된 노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60㎝이다. 북쪽 바닥에 설치된 노지는 북벽과 약 140㎝ 이격되어 확인되

었고,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42㎝, 短 30㎝이다. 2개 모두 상면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무시설식 노지이다. 

저장공은 중앙부에 설치된 노지에서 남쪽으로 대략 200㎝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

형이며, 크기는 長 86㎝, 短 64㎝, 깊이 9㎝이다. 목탄은 주거지 전면에서 노출되었으나 주거지의 기둥이나

지붕구조를 알 수 있을 만큼 양호하게 남아 있지 않았다. 유물은 공렬토기, 저부 등의 무문토기와 석촉, 석부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23-1, 사진 21-⑧)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공렬토기 구연부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암적갈색(5YR 3/3)이다. 공렬은 투공된 것과 반투공된 것이 섞여

있다. 내면은 사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復原口徑 21.9㎝, 現高 6.0㎝

② 孔列土器(도면 23-3, 사진 21-⑨)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된 공렬토기 구연부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고, 색조는 암적갈색(5YR 3/3)이다. 공렬은 직경 0.5㎝ 정도로 안에서 밖으로 투공되었다. 내면은 종방향

으로 목리조정되었다.  현길이 5.5㎝

③ 土器片(도면 23-2, 사진 21-⑩)

무문토기 동체부편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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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청9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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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청9호 주거지 출토유물(1~6:1/3, 7:1/2)



모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외면에는 흑반이 있다. 내면에는 손으로 눌러 정면

한 흔적이 있고,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11.1㎝

④ 無文土器 底部(도면 23-4, 사진 22-①)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저부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적갈색(5YR 4/4)이고, 외면은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물손질로 깨끗하게 정면되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3.7㎝, 復原底徑 7.5㎝

⑤ 無文土器 底部(도면 23-5, 사진 22-②)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저부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등의 사립과 다량의 운모가 섞여있다. 색조는 갈색(7.5YR 4/3)이다. 외면은 목판정면 후 가죽 등을 이용

하여 종방향으로 물손질하 다. 바닥에는 유기물흔이 있다.  現高 5.9㎝, 復原底徑 8.0㎝

⑥~⑭ 石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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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무경식석촉. 완형. 석질은 이암. 신부
⑥ 24-1 22-③ 석촉 3.3 1.1 0.2 2.0 단면은 편평육각형.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됨.

이단경식 석촉의 경부를 재가공함. 

⑦ 24-2 22-⑦ 석촉 5.3 1.2 0.5 3.0
석질은 이암. 전체적으로 거칠게 마연되
었고, 신부상부는 불에 그을림. 신부
단면은능형, 경부단면은원형에가까움.

이단경식석촉. 석질은이암. 말단부는
⑧ 24-3 22-④ 석촉 (4.4) 1.1 0.5 3.0 결실. 신부단면은 능형, 경부단면은

육각형과 원형.

이단경식 석촉. 석질은 이암. 말단부

⑨ 24-4 22-⑧ 석촉 (6.3) 1.2 0.6 5.0
결실.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되고, 능
과 인부가 날카롭게 형성됨. 신부단
면은 능형. 경부단면은 육각형과 원형.

석제 방추차. 가운데 0.9cm의 구멍이
⑩ 24-5 22-⑩ 방추차 5.3 · 1.0 53.0 뚫려있음. 전면에 마연흔 거칠게 남

음. 일부는 불에 그을린 흔적 있음.

석제 방추차. 가운데 0.9㎝의 구멍이

⑪ 24-6 22-⑪ 방추차 5.2 · 1.0 51.0
뚫려있음. 치 하게 마연되었고, 일부
불에 그을린 흔적 있음. 군데군데
입자가 탈락되어 구멍이 남.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⑫ 24-7 22-⑥ 석부 14.5 7.0 5.5 960.0
양 측면은 고타하 고, 두부와 인부는
마연하여 형태를 갖춤. 인부는 부분적
으로 결실됨. 

석질은 편마암. 부분적으로 고타흔 있
⑬ 23-7 22-⑤ 석부 13.6 5.8 2.9 380.0 고, 인부는 약하게 마연됨. 1면은 불

에 그을림.

⑭ 23-6 22-⑨ 지석 (25.7) 16.0 4.6 2254.0 석질은 석 편암. 부분적으로 불에 그
을려 있고, 상면과 하면은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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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5, 사진 23·24) 

10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남부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 36.2~36.5m 사이에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약 5m 떨어진 지점에 1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주거지 서벽이 교란되어 크게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

이며 주축방향은 N-12°-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504㎝, 幅 420㎝, 최대깊이 32㎝이며 내

부면적은 20.12㎡이다. 

내부퇴적토는암갈색사질토와갈색사질토로명도와경도에의해5개층위로구분되며모두단순퇴적층이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 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북벽으로 갈수록 바닥

을 더 깊게 조성하 다. 반면 남쪽은 두께가 대략 13㎝ 가량 되는 적황색점토를 깔았다. 적황색점토상면부는

거의 주거지전체면적의1/2 정도이다. 점토다짐부분아래의최초굴착면은불규칙하고기복이심하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주혈과 노지,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모두 북벽에서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모

두 원형이다. 북서쪽 모서리에서 북벽 중앙부까지 확인된 2개의 주혈 크기는 직경 18㎝이며 깊이는 5~9㎝

이다. 북동쪽 모서리에 설치된 주혈의 크기는 직경 32㎝에 깊이가 10㎝로 더 크고 깊다. 

노지는 주거지의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32㎝, 短

26㎝로 상면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무시설식이다. 저장공은 남동쪽 모서리에 가까운 동벽에 설치

0 10cm5

1

2
3

4

5 6

7

도면 24. 청9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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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56㎝이고 깊이는 11㎝이다. 유물은 공렬토기, 저부투공토기, 적

색마연토기 저부 등의 무문토기와 석촉, 석부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26-1, 사진 25-①)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으며 태토는 고운편이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7.5YR 2/2)이며, 내면은 탁적갈색

(5YR 4/3)이다. 공렬은 6개가 남아있으며 모두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되었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

하게 보이며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길게 목판정면한 후 구연부는 횡방향으

도면 25. 청10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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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목리조정하 다. 구연부와 동체부의 접합면은 손으로 눌러 정면하 다.  復原口徑 20.8㎝, 現高 13.6㎝

② 無文土器 底部(도면 26-2, 사진 25-④)

무문토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5YR 4/8)과 명적갈색(5YR 5/6)이다. 외면에는 바닥부터 저부까지 종방향으로 목판

정면흔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저부는 목판정면후 물손질로 정면하 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으

며, 바닥은 도구를 눌러 거칠게 정면하 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이며,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7.9㎝,

底徑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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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청10호 주거지 출토유물(1~4:1/3, 5·6:1/2)



③ 底部透孔土器(도면 26-3, 사진 25-⑤)

저부투공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다량의 운모가 섞여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2.5YR 4/6)과 탁황갈색(10YR 5/4)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

다. 저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으며, 저부 외면에는 점토를 접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길게 목판정면하 으며, 저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바닥에는 가운데 직경 3.3㎝ 정도의 구멍을 뚫었

으며, 투공 후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다듬었다.  現高 8.7㎝, 底徑 8.0㎝

④ 赤色磨硏土器 底部(도면 26-4, 사진 25-③)

적색마연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주칠은 거의 탈락되었으며, 일부에만 남아있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적색마연토기로서는 태토가 상당히 거친 편이다. 전반적

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며, 주칠이 남아있는 곳은 적갈색(2.5YR 4/8)을 띠고, 외면의 일부는 적

흑색(2.5YR 1.7/1)이다. 바닥은 굽상의 평저이며, 내측을 얕게 파낸 후 물손질로 정면하 다.  現高 4.1㎝,

底徑 7.3㎝

⑤~⑥ 石器

11) 11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7·28, 사진 26~29) 

1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중앙부 동쪽경계면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주거지가 조성된 해발고도는

35.4~36.1m이다. 북쪽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 13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화재에 의해 폐기된 주거지로

추정되며, 북벽이 조선시대에 조성된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

15°-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주거지의 규모는 長 766㎝, 幅 412㎝, 최대깊이 64㎝이며 내부면적은

30.61㎡이다. 

내부퇴적토는 전체 7개 층위로 구분되는데, 바닥과 가까운 목탄포함층이 주거지 폐기와 관련된 층으로 판

단된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황갈색사질토층인 굴착 면을 사용하 으며 내부시설로는 주혈, 노지,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동벽과 남서쪽 모서리에서 총 4개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이다. 북쪽으로 치우쳐 있

는 2개는 크기가 직경 16㎝ 내외로 깊이는 8~10㎝이다. 동벽 중간에 위치하는 것은 크기가 직경 20㎝에

깊이는 7㎝이다. 남서쪽 모서리에서 확인된 것은 저장공과 일부분이 중복되어 있으며 크기와 깊이는 동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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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유경식 석촉. 석질은 이암. 선단부와
말단부는 결실. 신부 단면은 능형,

⑤ 26-5 25-② 석촉 (6.1) 1.5 0.6 5.0 경부 단면은 장방형. 전면이 마연됨.
경부는거칠게마연됨. 신부와경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

합인석부. 석질은 안산암. 일부결실.
⑥ 26-6 25-⑥ 석부 16.6 6.4 3.6 668.0 신부는 전체에 고타흔이 있고 인부는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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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청11호 주거지 1차(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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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청11호 주거지 2차(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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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비슷하다. 

노지는 주축선상에 2개가 위치하는데, 주거지 중앙부와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무시설식이며 주거지 바닥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중앙부의 노지는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88㎝, 短 58㎝이다. 북쪽의 노지는 북벽과 108㎝ 이격되어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

깝고 크기는 직경 120㎝이다. 이 외에 주거지 외부에도 주혈이 확인되었다. 동벽과 서벽에 인접하여 각각 2

개씩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직경 24~30㎝의 크기에 깊이는 11~12㎝ 정도이다. 

저장공은 주거지 동벽, 서벽과 남서쪽 모서리에서 확인되었다. 동벽에서 확인된 저장공은 3개이다. 이들

중에 가장 큰 저장공 6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50㎝, 깊이 10.5㎝이다. 저장공 바닥에 호형토

기가 정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동벽에 설치된 저장공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저장공 4는 남벽에서

130㎝ 거리를 두고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36㎝, 短 22㎝이다. 두 저장공 사이에 또

하나의 원형 저장공 5가 검출되었는데 호형토기가 정치되어 출토되었으며 크기는 직경 36㎝, 깊이 7.5㎝이

다. 서벽과 남서쪽 모서리에는 총 4개의 저장공이 설치되었다. 서벽에 조성된 저장공은 남벽으로부터 260㎝

이격되어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28㎝, 깊이 13㎝이다. 남서쪽 모서리에는 남벽과 서벽에

가까이 붙여 설치되었다. 남벽에 가까이 설치된 것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으로 크기는 長 42㎝, 短 36㎝이며

깊이는 7㎝이다. 서벽에 인접한 저장공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인 것과 원형인 것이 확인되었다. 평면형태가 타

원형인 것은 크기가 長 52㎝, 短 36㎝이며 깊이는 17㎝이다. 평면형태가 원형인 것은 좀 더 모서리에 가깝

게 설치되었으며 직경 28㎝, 깊이 28㎝이다. 유물은 공렬토기, 호, 완, 저부 등의 무문토기와 석촉, 석도, 석

창, 석착, 석부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29-1, 사진 30-①)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주로 명황등색(10YR 6/6)과 등색(2.5YR 6/8)을 띠나 저부

쪽은 회황색(2.5Y 6/2)을 띠기도 하며, 내면은 등색(2.5YR 6/8)이다. 소성이 불량한 편이며, 구연부의 높

이 차이가 심한 편이다. 공렬은 26개가 확인되며, 3개는 반관통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

었다. 공렬의 직경은 0.5㎝ 정도이며, 공렬간 간격은 2.5~3.0㎝ 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하 고, 저부와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고, 동체부와 구연부쪽은 내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

리되었고, 도구정면흔과 점토보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기 내면은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는

데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된다. 저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뚜렷하다. 굽은 대상의 평저이고, 굽과 바닥의 경계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口徑 30.8㎝, 高 37.5㎝, 底徑 9.5㎝

② 孔列土器(도면 29-2, 사진 30-③)

발형의 공렬토기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서장벽쪽에 도치된 채 출토되었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소량의 석 석립이 섞여있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과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구연부에서 동체부에 걸쳐 외면에는 그을음과 유기물

탄화흔이 있고, 내면에는 각각 다른 높이로 대상의 흑갈색 띠가 나타난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뚫어 관통

하 으며, 투공의 직경은 0.4㎝, 공렬간 거리는 2.0㎝ 내외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으며, 동체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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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동체부 외면에는 타날흔이 남아 있으며, 동체하위의 테쌓기 한 주변에는 폭

0.8㎝의 목판구로 횡방향으로 거칠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동체부 내면은 횡방향으로 손으로 길게 눌러 거

칠게 정면되었고, 동하위 내면에는 손누름흔과 길게 문지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에는 성형시 깔

았던 잎맥흔이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口徑 28.1㎝, 高 33.3㎝, 復原底徑

10.4㎝

③ 孔列土器(도면 30-1, 사진 31-①·②)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의 2/3 정도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을 띠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8)과 갈회색을 띤다. 소성은 보통이

나 정면상태는 거친 편이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되었으나 소수 관통된 것도 있다. 공렬간 거리는

2.5~3.0㎝ 정도이며, 내면의 공렬직경은 0.5㎝이다. 동체는 5차례 이상 접합하여 성형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동체 하위와 저부는 외경접합하 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고, 동 상위에는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목판정면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 외면의 중위와 하위에는 부분적으로 점토보강 후 거칠게 정면

한 흔적이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사방향으로 거칠게 목리조정되었으며, 일부는 손으로 길게 눌러 정면하

기도 했다. 저부내면은 도구끝으로 눌러 정면하 다.  口徑 24.8㎝, 高 28.7㎝, 底徑 7.9㎝

④ 孔列土器(도면 30-4, 사진 30-②)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인 고운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10YR 3/2)과 갈회색(10YR 4/1)을 띠고, 내면은 회색(5Y 4/1)

과 회황색(2.5Y 6/2)을 띤다. 구연부는 약간 일그러져 있고, 소성은 보통이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뚫었

으며, 대체로 관통되었으나 반관통된 것도 있다. 외면은 투공한 후 려난 점토가 그대로 남아있다. 투공의

직경은 0.4㎝이며, 공렬간 거리는 2.5~3.5㎝이다.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외면은 주로 종방향

으로 목판정면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 으며, 구연부는 부분적으로 횡방향으로 정면하기도 했다. 내면의 상

위는 사방향으로 목판정면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있으며, 저부내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내면의 중하위는 도

구정면후 물손질정면하여 희미하게 도구정면흔이 확인된다.  口徑 20.2㎝, 高 21.3㎝, 底徑 8.1㎝

⑤ 孔列土器(도면 30-2, 사진 32-⑥)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명갈색(7.5YR 5/6)이다. 공렬은 직경 0.4~0.5

㎝로 관통되었으며, 안에서 밖으로 뚫었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나 기면이

박리되어 대부분 지워졌다.  復原口徑 23.6㎝, 現高 9.6㎝

⑥ 孔列土器(도면 30-3, 사진 31-③)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 저부일부가 남아 있다.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갈색(2.5Y 5/3)과 흑갈색이

며 흑반이 있다. 소성은 다소 불량한 편이며, 외면은 일부를 제외하고 심하게 박리되었다. 공렬은 36개가 확

인되며 크기가 매우 좁고 불규칙하다. 공렬은 밖에서 안으로 뚫었으며 관통된 것은 10개, 밖에서 안으로 반

관통된 것이 14개, 양쪽에서 뚫었으나 관통되지 않은 것이 8개이며,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확인되지 않는 것

이 4개이다. 토기의 크기에 비하여 기벽의 두께는 상당히 두꺼운 편이다. 기벽은 단면상 3차례 이상 외경접

합하여 성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외경접합한 후 성형하면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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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흔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불규칙한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

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口徑 16.1㎝, 推定高 21.8㎝, 底徑 10.9㎝

⑦ 孔列土器(도면 30-5, 사진 31-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기울기와 구경은 임의로 복원하 다. 태토

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내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등색

(5YR 6/8)이다. 공렬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뚫었으며 관통되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외면에는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6.7㎝

⑧ 孔列土器(도면 31-1, 사진 31-⑥)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색을 띤다. 공렬

은 3개만 남아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뚫었으며 1개는 반관통되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40.9㎝, 現高 16.0㎝

⑨ 孔列土器(도면 31-3, 사진 32-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외

면의 색조는 탁갈색(7.5YR 5/3)이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6), 속심은 갈회색(10YR 4/1)이다. 공렬은

직경 0.4㎝ 정도로 안과 밖에서 동시에 뚫은 것으로 보이며, 관통되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으며, 외

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6.9㎝

⑩ 燔(도면 31-4, 사진 31-④)

1/4 가량 결실된 무문토기 완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소량의 세사립과 다량의 운모가 섞여있다. 기

면의 색조는 명적갈색(2.5YR 5/6)과 갈색(7.5YR 4/3)을 띤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동체부는 외경

접합하여 성형하 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면되었으나 내면에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口徑 11.2㎝, 高 7.2㎝, 底徑 6.6㎝

⑪ 壺(도면 32-1, 사진 32-①)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와 견부는 1/2 정도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중석립이 소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나 구연부와 견부의 외면은 황갈

색(2.5YR 5/4), 동체중위 일부는 명갈색(7.5YR 5/6)을 띠기도 하고, 구경부내면과 동체내부의 일부는 흑

갈색(5YR 2/1)이다. 흑반이 있고, 소성은 불량한 편이다. 경부는 내경하다가 직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동최대경은 동중위에 있고, 동중위에서 경부까지는 둥 게 부풀어 오르고, 동중위에서 저부까지는

직선적으로 내려온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경부와 동상위 일부에 도구정면흔이 희미하

게 관찰된다. 경부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문지른 흔적이 있고, 견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있다. 동체

내면에는 지두흔과 무질서한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동체중위에서 경부까지는 내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으며, 바닥은 가운데가 조금 들려있다. 바닥에는 잎맥흔이 있다.

復原口徑 23.5㎝, 高 60.7㎝, 底徑 12.2㎝

⑫ 壺(도면 33-1, 사진 32-②)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세사립의 운모와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3)과 등색(5YR 6/8),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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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YR 4/3)이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6)과 회백색(2.5Y 7/1)을 띤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으로 전

체적으로 기형이 기울어져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경부는 직립하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약간 외

경한다. 내·외면의 박락이 심한 편이다. 기벽의 성형은 동체부의 최대경을 기점으로 아래로는 외경접합하

고, 위로는 내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외면은 물손질정면되어 도구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견부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문지른 흔적이, 동체부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 있다. 굽은 다소 약하게 축약되었으며, 도구정면

흔이 남아있다.  口徑 19.7㎝, 高 55.3㎝, 底徑 11.5㎝

⑬ 壺(도면 31-2, 사진 32-③)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단과 동체부 1/4 가량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을 띠고, 군데군데 흑반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소성상태나

정면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경부는 직립하고, 동최대경은 동체 중위에 있다. 외면에는 테쌓기한 흔적이 잘

남아있으며, 특히 점토접합부위는 거칠게 정면되었다. 동체 중·상위는 내경접합하 고, 동체 중·하위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바닥은 굽상의 평저이다.  推定口徑 14.3㎝, 現高 38.9㎝, 底徑 9.0㎝

⑭ 壺(도면 31-5, 사진 32-④)

구경부 일부와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은 탁황등색(10YR 6/4)과 흑갈색을 띤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외면에는 목리조정흔

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다. 견부내면에는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목리조정흔이 남아있고, 저부내면에

는 폭이 좁은 도구로 횡방향으로 정면한 후 다시 종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9.1㎝, 高

9.7㎝(口徑部), 8.2㎝(底部), 復原底徑 9.6㎝

⑮ 無文土器 底部(도면 33-2, 사진 32-⑦)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저부내면은 석립이 탈락되어 기면이 거칠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바닥은 평저인데 가장자리가 말각처리되었다.  現高 8.2㎝,

底徑 10.2㎝

⒃~(27) 石器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이단경식석촉. 석질은자색이암. 신부
⒃ 34-1 33-① 석촉 (4.2) 1.3 0.6 3.0 선단부와 경부일부는 결실. 전면이 마

연됨. 신부상부는재가공한흔적이있음.

석질은 흑운모 편암. 일부 결실됨. 회

⒔ 34-4 33-⑤ 석도 (11.0) 4.0 6.5 49.0
흑색. 쪼아내기 후 전면 마연됨. 직경
0.5㎝의 구멍 2개 뚫림. 천공은 양방
향에서 함.

장방형 석도. 석질은 유문암. 전면이

⒕ 34-5 33-⑥ 석도 9.4 4.1 0.6 39.0
마연됨. 직경 0.5㎝의 구멍 2개 있
음. 인부에는 사용흔 있음. 천공은
한방향에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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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호 주거지

(1) 遺構(도면 36, 사진 34~36) 

1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남서부에 위치하며 해발 37.2~37.7m 사이에 조성되었다. 남동쪽으로

13m 떨어진 지점에 1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주거지의 동벽은 식재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북서쪽 모

서리도 교란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주축방향은 N-19°-E로 등고선 방향

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526㎝, 幅 415㎝, 최대깊이 50㎝이며 내부면적은 18.67㎡이다. 

주거지 내부퇴적토는 암회갈색사질점토와 암갈색사질토로 점토의 포함비율에 따라 3개 층으로 구분되며 단

순퇴적층이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 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남

동쪽 바닥에 치우쳐 두께 12㎝ 정도의 적황색점토상면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면적의 1/2정도가 된다. 이

적황색점토상면부는황갈색사질토와암갈색사질토로일정높이로성토한다음그위에조성되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혈과 노지, 저장공이 검출되었다. 주혈은 평면형태가 모두 원형이며 동·서벽과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석질은 편암. 회색. 전면 마연됨. 인부
⒖ 34-7 33-⑦ 석창 16.3 3.8 0.8 60.0 에는일부사용흔있음. 경부에는직경

0.4㎝의 구멍 있음. 투공은 양방향에서 함.

석질은안산암. 부분적으로결실. 가장
⒗ 34-3 33-④ 석착 6.1 4.2 0.9 43.0 자리는 일부 떼어내기 한 흔적 있음.

가운데는 치 하게 마연됨.

(21) 34-2 33-② 석착 5.2 1.2 1.5 21.0
회청색. 석질은 이암 혼펠스.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됨.

석부. 석질은페그마타이트. 인부가불
(22) 35-1 33-⑨ 석부 12.8 6.0 2.4 350.0 확실함. 양측면은 쪼아내기하고, 상면

과 하면은 마연됨.

(23) 34-6 33-③ 지석 9.3 4.0 4.5 249.0 석질은 견운모편암. 1면 마연됨.

(24) 35-3 33-⑧ 지석 17.9 8.0 5.5 956.0
석질은 화강암. 풍화되어 입자가 결실
됨. 상면과 하면은 오목하게 갈림.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손으로 쥐는 곳

(25) 35-2 33-⑪ 망치돌 11.8 10.5 4.5 903.0
은 오목하게 마연하 고, 날부분은 떼
어내기하여 날카롭게 제작. 상면과
하면은 마연됨.

용도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전면과 우측면
(26) 35-4 33-⑩ 미상 11.3 5.4 5.7 603.0 이 주사용면임. 전면은 일부 마연되었

석기 고, 양측면은 쪼기한 흔적 있음.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모루돌로 사용
용도 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상면과 측면

(27) 34-8 33-⑫ 미상 13.7 11.0 11.0 2908.0 일부에찧기한흔적있음. 손으로잡고
석기 사용하기에는 크기나 무게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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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중앙부, 북동쪽 모서리에서 확인되었다. 동·서벽과 주거지 중앙부에 설치된 것은 크기가 각각 직경

20㎝, 30㎝, 26㎝이며 깊이는 22㎝, 11㎝, 30㎝이다. 이 3개의 주혈들은 지붕을 받치는 기능 외에도 적황

색점토다짐부분과 나머지 상면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 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북동쪽 모서리에 설치된 것은

도면 36. 청12호 주거지(1/40)



크기가 직경 32㎝이며 깊이는 16㎝이다. 

노지는 중심축에서 북동쪽으로 치우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58㎝, 短 40㎝로 상

면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무시설식이다. 저장공은 동벽에 위치한 주혈의 북쪽으로 연접하여 설치

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가 50㎝, 깊이가 18㎝이다. 유물은 공렬토기, 발, 호, 저부투공토기, 저부

등의 무문토기와 석촉, 격지, 지석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37-1, 사진 37-①)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된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갈색(7.5YR 3/2)이고, 내면은 암적갈색(5YR 3/6)을 띠기도 한다. 공

렬은 반관통되었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사방향으로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현길이 6.1㎝

② 孔列土器(도면 37-2, 사진 37-③)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적갈색(2.5YR 3/6)이다. 공렬은 4개가 확인되며 모두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단면에서

외경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기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도구정면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현길이 10.6㎝

③ 孔列土器(도면 37-3, 사진 37-②)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갈색(7.5YR 3/1)이고, 내면은 암갈색(7.5YR 3/3)을 띠기도 한다. 공렬은 5개

가 남아있으며 사이간격이 2.0㎝로 일정하고 모두 반관통되었다. 외면은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내

면에는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7.0㎝, 現高 8.3㎝

④ 鉢形土器(도면 37-4, 사진 37-⑤)

발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다량 섞여있고,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

(10YR 5/3)과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암황갈색(10YR 4/2)이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목리조정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 다.  復原口徑 34.0㎝, 現高 15.7㎝

⑤ 壺(도면 37-5, 사진 37-④)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흑색(10YR 2/1)과 암갈색(7.5YR 3/4)이고, 내면은 갈색(7.5YR

4/6)이다. 경부외면에는 외경접합 후 보강된 점토위로 거칠게 도구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동체부 외면에

도 거친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9.0㎝,

現高 16.6㎝

⑥ 底部透孔土器(도면 37-7, 사진 38-②)

무문토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비교적 많이 섞여있다. 외면

의 색조는 황갈색(2.5YR 5/3)이고, 내면은 갈색(10YR 4/6)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도구로 눌러 정형하 다. 내면은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보이며 바닥에는 점토보강흔이 희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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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7. 청12호 주거지 출토유물(1/3)



하게 나타난다. 바닥에는 가운데 직경 2.0㎝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투공후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다듬었다.

現高 5.6㎝, 底徑 9.0㎝

⑦ 底部透孔土器(도면 37-9, 사진 38-①)

무문토기 저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2.5YR 4/6)이고 내면은 황갈색(10YR 5/6)이나, 외면일부는 회황

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바닥에서부터 위로 목리조정한 흔적이 남아있고, 목리조정하면서 저부에 축약이

이루어졌다. 내면은 부분적으로 목리조정한 흔적이 보이며 비교적 깨끗하게 정면되었다. 바닥에는 가운데에

직경 1.9㎝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투공 후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마연하 다. 現高 12.8㎝, 底徑 7.7㎝

⑧ 無文土器 底部(도면 37-6, 사진 37-⑥)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된 무문토기로 바닥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갈색(7.5YR 4/4)이다. 저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

高 3.3㎝, 復原底徑 11.1㎝

⑨ 無文土器 底部(도면 37-8, 사진 37-⑦)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된 무문토기로 바닥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적갈색(5YR 3/6)이다. 외면은 점토보강한

부분이 박락되었다. 내면은 도구정면흔이 울퉁불퉁하게 남아있고, 바닥은 가운데가 많이 들려있다.  現高

3.2㎝, 底徑 9.5㎝

⑩ 土製品(도면 37-10, 사진 37-⑧)

무문토기를 재가공한 토제품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암적갈색(5YR 3/5)을 띤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게 타격하고 가운데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다. 투

공은 양방향에서 하 다.  현길이 6.0㎝

⑪~⒃ 石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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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⑪ 38-2 38-③ 석촉 5.0 1.8 0.3~0.7 5.0
일단경식 석촉. 석질은 안산암. 신부
단면은능형이고경부단면은장방형임.
전면이 거칠게 마연됨.

⑫ 38-3 38-④ 석촉 (5.2) 1.7 0.3~0.6 5.0
일단경식 석촉. 석질은 자색이암. 선단
부 결실. 신부 단면은 능형이고 경부
단면은 장방형임, 전면이 마연됨.

⑬ 38-4 38-⑤ 석촉 (6.4) 1.3 0.3~0.6 7.0

유경식 석촉 미완성품으로 추정됨. 석
질은 편암. 신부와 경부 양 끝 결실.
신부단면은 능형, 경부의 단면은 장방
형임. 전면이 마연됨.

⑭ 38-5 38-⑥ 격지 6.2 6.0 1.0 38.0

주거지내상부퇴적토에서출토됨. 지석
인 모암에서 떨어져 나온 격지편으로
추정. 석질은 안산암. 가장자리는 잔
떼기하여재사용함. 앞면은무질서하게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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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지석인모암에서떨어져나온격지편.

⑮ 38-6 38-⑧ 격지 4.4 8.4 0.7 32.0 석질은 안산암. 뒷면에 타격흔과 패각
상열흔이 있음. 앞면은 치 하게
마연됨.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⒃ 38-1 38-⑦ 지석 20.8 7.1 3.7 900.0 석질은 안산암. 부분적으로 고타흔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마연됨.

0 10c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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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청12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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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호 주거지

(1) 遺構(도면 39, 사진 39~41) 

1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중앙부의 동쪽경계와 연접하며, 해발 35.4~36.4m 사이에 조성되었다.

남쪽으로 11m 떨어진 지점에 1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북벽과 서벽이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38호 주거

지, 원39호 수혈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었다. 특히 원39호 수혈은 서벽 안쪽으로 주거지와 중복되어 있는 상

태이다. 또한 남벽과 남서쪽 모서리에 가까운 서벽도 교란으로 일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다. 화재에 의해 폐

기된 주거지로 판단되며, 평면형태는 주축 상에서 확인된 노지와 서벽과의 거리로 판단하면 세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주축방향은 N-13°-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1,028㎝, 幅 335㎝(잔존), 최대깊

이 94㎝이다. 

주거지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와 흑갈색사질토로 명도와 점토 포함비율에 따라 5개 층으로 구분된

다. 최하층에 해당하는 흑갈색사질토층(목탄포함층)이 주거지 폐기와 관련된 층이다. 주거지의 바닥과 벽은

자연제방의 퇴적층인 흑갈색사질토층 아래의 생토층을 파서 조성하 다. 화재로 인해 주거지 바닥은 부분

소토화 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목탄은 서벽을 따라 노출되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혈과 노지, 저장공이 검출되었다. 주혈은 서벽에 2개, 주거지 중앙부에 1개가 설

치되었다. 서벽에 설치된 것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20㎝, 短 15㎝로 같다. 깊이는 남서쪽 모서

리에 가까운 것이 11㎝이며 먼 것은 9㎝이다. 두 주혈의 간격은 106㎝이다. 주거지 중앙부에 설치된 것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크기가 직경 24㎝, 깊이 12㎝이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부에서 북벽 쪽으로 중심축 상에 3기가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주거지 상면

을 그대로 사용한 무시설식이다. 노지1은 직경 60㎝이며 노지2와 노지3은 직경 51㎝이다. 

저장공은 타원형의 평면형태로 주거지 서벽에서 2개가 확인되었다. 북벽과 가깝게 설치된 것의 크기는 長

42㎝, 短 36㎝, 깊이는 9㎝이며 남벽과 가깝게 설치된 것의 크기는 長 70㎝, 短 42㎝, 깊이는 18㎝이다. 유

물은 공렬토기, 호, 구연부, 저부 등의 무문토기와 석착, 석도, 환형석부, 찰절석기, 지석, 격지 등의 석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40-1, 사진 41-③)

발형의 공렬토기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이 다량 섞

여있고, 소량의 운모세사립도 포함되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갈회색(7.5YR 6/1)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3)과 천황등색(7.5YR 8/6), 갈회색(7.5YR 4/1)을 띤다. 외면과 내면에 흑반이

있다. 소성은 다소 불량하며, 구연부는 일그러져 타원형을 띤다. 공렬은 27개가 확인되며, 대부분 반관통되

었으나 점토덩이가 탈락되어 관통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하 다. 기 외면은 종방

향으로 목리조정된 흔적이 희미하게 보이며 저부에는 지두흔과 도구정면흔이 보인다. 구연부 내면에는 지두

흔과 도구정면흔이 보이며 동체내면은 목리조정되었다.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이다.  口徑 33.5~38.3㎝, 高 43.1㎝, 底徑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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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9. 청13호 주거지(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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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0. 청13호 주거지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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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孔列土器(도면 41-1, 사진 41-④)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과 명적갈색(5YR 5/8)이고, 내면에는 흑반

이 있다. 공렬은 14개가 확인되며 1개는 반관통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관통되었다. 공렬은 주로 안에서 밖으

로 뚫었으나 양방향에서 뚫은 것도 있다. 공렬의 직경은 0.3~0.4㎝이며, 공렬간 거리는 2.0㎝ 정도이다. 구

연단은 도구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처리하 고, 동체상위의 외면에는 점토보강흔이 있다. 외면은 도구정면

후 물손질로 정면하 으며, 내면에는 사방향의 목리조정흔과 지두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復原口徑 18.1㎝,

現高 13.8㎝

③ 孔列土器(도면 40-3, 사진 41-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의 2/3, 동체부의 1/3 가량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과 탁황갈색(10YR 5/4)이

고, 내면은 등색(5YR 6/6)이다. 내면에는 넓게 흑반이 나타난다. 구연단은 대체로 평탄하게 처리되었으며,

동체외면은 박리되었다. 공렬은 25개가 확인되며 3개는 반관통되고, 나머지는 모두 관통되었다. 공렬은 안

에서 밖으로 뚫었다. 공렬의 직경은 0.3㎝이며, 공렬간 간격은 2.5~3.0㎝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사방향으

로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보이며, 내면에는 목리조정흔과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관찰된다. 동체부와 구연부

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24.0㎝, 現高 20.3㎝

④ 孔列土器(도면 40-2, 사진 41-⑥)

발형의 공렬토기로 전체의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

이 섞여 있다. 색조는 전반적으로 암갈색(10YR 3/4)과 흑색(7.5YR 1.7/1)을 띤다. 공렬은 12개가 확인되

며 모두 관통되었다. 공렬간 거리나 공렬의 위치 등은 불규칙한 편이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

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남아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내면에는

손누름흔과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구연부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유기물 탄화흔이 부착되었고, 바닥에는

잎맥흔이 있다.  復原口徑 18.0㎝, 高 26.1㎝, 復原底徑 8.0㎝

⑤ 壺(도면 42-1, 사진 42-⑤)

구순각목문 호형토기이며,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남아 기울기는 임의로 정하여 도면복원하 다. 태토

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갈색(10YR 3/1)이고, 부분적으

로 명황갈색(10YR 6/6)과 황갈색(2.5YR 5/4)을 띤다. 구연단은 대부분 결실되었으며, 일부에서만 구순각

목이 확인되는데 사선방향으로 얕게 그었다. 외면은 물손질정면되어 경부와 동체중위에서만 부분적으로 목

리조정흔이 남아있다. 경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동체부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復原口

徑 25.4㎝, 現高 53.0㎝

⑥ 壺(도면 42-2, 사진 42-③)

호형의 구순각목문토기로 구경부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비교적 고운 점토이며,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내·외면 탁황갈색(10YR 4/3)과 흑색(10YR

1.7/1)이다. 구연단에는 각목문을 띄엄띄엄 얕게 새겼다. 외면은 목리조정되었고,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

다.  復原口徑 20.6㎝, 現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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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無文土器 口緣部(도면 42-3, 사진 42-④)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발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갈색(7.5YR 3/4)이고, 내면의 색조는 흑갈색

(10YR 3/2)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구연부 하단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목

리조정되었다. 단면에서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現高 8.1㎝

⑧ 壺(도면 41-3, 사진 42-②)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⑨번 동체편과 같은 개체일 가능성이 많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기면과 속심 모두 명황갈색(10YR

6/6)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고, 경부하단에는 도구에 눌린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18.9㎝, 現高 7.4㎝

⑨ 無文土器片(도면 41-4, 사진 42-①)

무문토기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⑧번 구경부편과 같은 개체일 가능

성이 많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전체적으로 황갈색(10YR

5/6)과 등색(5YR 6/8)이다. 외면에는 흑반이 있다. 외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솔질로 정면되었으며 내면

은 횡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고, 일부에는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동체부는 내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現

高 28.8㎝

⑩ 無文土器 底部(도면 41-2, 사진 42-⑥)

무문토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으며

태토는 비교적 고운편이다. 외면은 전반적으로 탁황갈색(10YR 4/3)을 띠고, 일부 적갈색(5YR 4/8)을 띠

기도 한다. 내면의 색조는 흑색(10YR 1.7/1)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도구로 눌러 정면하 으며, 바닥

에는 잎맥흔이 있다.  現高 8.9㎝, 底徑 10.5㎝

⑪ 無文土器 底部(도면 42-4, 사진 42-⑦)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저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은 탁황등색(10YR 7/4)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

는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면하 으며, 희미하게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바닥에 목리조정흔

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4.7㎝, 復原底徑 9.1㎝

⑫~(26) 石器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⑫ 43-1 43-① 석착 7.0 4.3 2.0 74.0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석질은 안산
암. 재사용하기 위해 가공. 일부 고타
흔. 인부만 마연됨.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석질은 규질
⑬ 43-2 43-⑤ 석착 9.3 3.6 1.2 73.0 편마암. 인부와 상면, 하면일부 마

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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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⑭ 43-3 43-② 석부 (7.8) 4.6 2.2 139.0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인부는 약하게
형성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결실됨. 가
장자리는 일부 고타하고 마연함.

⑮ 43-4 43-⑥ 석부 8.9 3.7 2.3 121.0

석질은 안산암. 가장자리는 고타하고
떼어내기하여 형태를 갖춤. 상면과
하면은 부분적으로 마연함. 인부는
약하게 형성됨.

⒃ 43-8 43-⑦ 석착 6.9 3.5 0.7~1.8 56.0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전면이 마연되
었으며 인부형성됨. 상부의 양측면은
떼어내기하여 오목하게 들어감.

⒔ 43-5 43-③ 찰절 석기 (3.6) 1.8 0.3 4.0
석질은 이암. 일부만 잔존. 양쪽 측면
에 찰절흔 관찰됨.

⒕ 43-9 43-⑩ 석도 14.0 5.8 0.9 90.0

어형석도. 석질은 유문암질 응회암.
직경0.5㎝의구멍2개를양쪽방향에서
뚫음. 날부분은약간무딤. 부분적으로
불맞은 흔적 있음.

⒖ 43-10 43-⑪ 석도 (11.2) (5.4) 1.1 82.0

어형석도로 일부 결실됨. 석질은 함석
반점 유문암질 응회암. 직경 0.4~

0.5㎝의 구멍 2개를 양쪽 방향에서
뚫음. 각방향에서 마연됨.

⒗ 43-6 43-⑨ 방추차 5.9 · 0.8 46.0
원형의 석제 방추차. 석질은 편암.
전면이 마연됨. 가운데 직경 0.9㎝의
구멍 뚫림.

(21) 43-7 43-⑫ 환형석부 7.1 · 1.2 77.0

석질은 유문암질 응회암. 가장자리
일부 결실됨. 중앙에 1.2㎝의 구멍을
앞면에서 뚫음. 앞면은 일부 마연흔이
있고, 뒷면은 전면에 마연흔 있음.

(22) 44-3 43-④ 지석 (6.8) 2.4 1.6 44.0
석질은유문암. 일부결실. 상면은가운
데가 오목하게 갈림. 전면이 마연됨.

(23) 44-2 42-⑧ 지석 13.1 5.7 2.8 341.0
석질은 유문암. 주로 상면을 사용하여
가운데가 오목하게 갈림. 측면과 하면
도 부분적으로 마연됨.

(24) 44-5 43-⑧ 격지 6.3 4.8 0.5 25.0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지석인 모암에
서떨어진격지로추정.앞면은마연됨.

(25) 44-1 43-⑬
용도

8.4 8.7 3.0 260.0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석질은 안산암.

미상 상면은 마연되었고, 가장자리는 일부
석기 떼어내기하여 사용함. 

(26) 44-4 43-⑭
용도

16.6 16.5 3.4 1337.0
석질은 흑운모편암. 일부 마연되고, 

미상 가장자리는 떼어내기하여 원형의 형태
석기 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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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호 주거지

(1) 遺構(도면 45, 사진 44·45)

14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중앙부 동쪽경계에 연접하며 해발 35.8~36.7m 사이에 조성되었다. 북

동쪽으로 23m 떨어진 지점에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33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주거지 서벽과 바닥 일부분

도면 45. 청14호 주거지(1/40)



이 중복관계인 원35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25°-E로 등고선 방

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490㎝, 幅 360㎝이며 최대깊이 81㎝이다. 

주거지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로 명도와 점토 포함비율에 따라 5개 층으로 구분되나 모두 단순한 퇴

적층이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 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의 바

닥은 남쪽바닥이 깊게 조성되었으며, 북쪽 바닥에는 두께 14㎝ 정도의 적황색점토를 깔았는데 주거지 전체

면적의 거의 1/2 정도이다. 이 적황색점토상면부는 그 아래에 흑갈색사질토로 1차 정지를 행하고 조성된 것

이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혈과 노지가 확인되었다. 주혈은 북벽 쪽에 적황색점토상면부를 파고 설치되었다.

주혈 3개 모두 원형이며 직경 19~20㎝로 거의 비슷한 크기를 나타낸다. 깊이는 북동쪽부터 북서쪽 모서리

까지 각각 4㎝, 11㎝, 7㎝로 약간의 차이가 난다. 

노지는 주거지 중심축 상에서 약간 동쪽으로 벗어난 남동쪽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60㎝, 短 42㎝로 바닥면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무시설식 노지이다. 유물은 공렬토기, 저

부 등의 무문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46-1, 사진 45-④)

공렬토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명갈색(7.5YR 5/6)이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외면

은 깨끗하게 물손질되었다. 내면은 목리조정하 는데 횡방향으로 먼저 하고, 종방향으로 정면하 다. 공렬

은 모두 반관통되었으며 공렬직경은 0.4㎝, 공렬간 거리는 1.7~2.5㎝이다.  復原口徑 20.4㎝, 現高 5.8㎝

② 孔列土器(도면 46-2, 사진 45-⑤)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탄화되

어 흑갈색을 띠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8), 속심은 황갈색(2.5Y 5/3)이다. 구연부는 평탄하게 처리하

고 밖으로 점토가 일부 려나왔다. 공렬은 2개만 확인되는데 1개는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고, 1개는 반관

통하 으나 외면에 린 점토가 박락되어있다. 내면에는 사방향으로 목리조정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8.0㎝

③ 無文土器 底部(도면 46-3, 사진 45-⑩)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 세사립과 석 , 장석 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

색(5YR 4/6)과 흑갈색을 띤다. 굽은 그다지 축약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만 도구로 정면하여 축약하

다. 외면에는 아래에서 위로 목리조정한 흔적이 뚜렷하며, 내저면에는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하 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4.6㎝, 底徑 7.2㎝

④ 無文土器 底部(도면 46-4, 사진 45-⑨)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갈색(7.5YR 5/4)이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6), 속

심은 암회황색(2.5Y 5/2)이다. 내면은 밑에서 위로 목리조정되었고, 외면은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現高 5.0㎝, 復原底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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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無文土器 底部(도면 46-5, 사진 45-⑦)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명적갈색

(5YR 5/6)이다. 내저면은 횡방향으로, 저부내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내저면에는 점토보강흔이

단면에서 관찰된다.  現高 6.1㎝, 復原底徑 11.7㎝

⑥ 無文土器 底部(도면 46-6, 사진 45-⑥)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세사립과 석 , 장석 등의 중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 탁황갈색(10YR 5/4)을띤다. 굽은두껍게성형되었으며, 저부외면은바닥에서위로끌

어올리면서목판정면하 다. 내저면에는도구에찍힌흔적이뾰족하게남아있다.  現高 7.3㎝, 底徑 9.3㎝

⑦ 無文土器 底部(도면 46-7, 사진 45-⑧)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다량 포함된

고운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부분적으로 흑반이 관찰된다. 바닥은 두껍게 성형되

었으며, 대상의 평저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며, 기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저

부외면은 횡방향으로 깎기조정되었다.  現高 9.1㎝, 底徑 10.5㎝

⑧~⑨ 石器

15) 15호 주거지

(1) 遺構(도면 47, 사진 46) 

1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서부 중앙의 서쪽경계에 연접하고 해발 37.4~38.1m 사이에 조성되었

다. 북동쪽으로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34호 주거지가 인접한다. 조사경계면 바깥쪽 부분은 완전히 조사되

지 못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주축방향은 N-15°-E로 등고선 방향

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612㎝, 幅 276㎝(잔존), 최대깊이 60㎝이다. 

주거지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와 명갈색사질토의 혼합비율과 경도에 따라 6개 층으로 구분되며 모두

단순한 퇴적층이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 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된다. 주

거지바닥은 남벽으로 갈수록 바닥을 더 깊게 조성하 다. 북쪽 바닥에는 두께 3~4㎝ 정도의 적황색점토를

깔았는데 거의 전체면적의 1/3 정도이다. 

내부시설로는 남동쪽 모서리와 바닥에서 주혈이 확인되었다. 남동쪽 모서리에 설치된 주혈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26㎝, 短 20㎝, 깊이 5㎝이다. 남동쪽 바닥에 설치된 주혈은 남벽과 동벽으로부터

104㎝, 80㎝ 이격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직경 18㎝, 깊이 8㎝이다. 유물은 공렬토기 1점과 무문토

기 저부 4점이 출토되었다.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용도 석질은 편암. 하단이 결실되어
⑧ 46-8 45-⑫ 미상 (13.4) 6.6 5.8 785.0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음.  

석기 상면 일부는 쪼아내기하고 마연됨.

⑨ 46-9 45-⑪
미완성

7.4 4.6 0.8 55.0
석질은 혼펠스. 가장자리는 떼어내기

석기 하고 상면과 하면은 치 하게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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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청15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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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청15호 주거지 출토유물(1/3)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48-1, 사진 46-④)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5YR 4/6)과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6)이다. 공렬은 3개가 확인되며 모두 안에서 밖으로 관통하 다. 공렬의 직경은 0.4㎝이고, 공렬간 간격

은 2.5~3.0㎝이다. 구연단은 도구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처리하 으며,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내면

은 사방향의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復原口徑 30.2㎝, 現高 9.1㎝

② 無文土器 底部(도면 48-2, 사진 46-⑤)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과 회갈색(7.5YR 4/2)이고, 내면은

적갈색(5YR 4/6)이다. 저부외면은 종방향의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관찰되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횡방

향으로 도구정면되었다. 저부내면은 무질서한 목리조정흔이 남아있고, 바닥내면은 매우 거칠게 정면되었다.

굽은 대상의 평저이다.  現高 7.8㎝, 底徑 11.2㎝

③ 無文土器 底部(도면 48-3, 사진 46-⑦)

주거지내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갈색(7.5YR 5/4)과 흑색(7.5YR 1.7/1)이고 내면

은 명적갈색(5YR 5/6)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과 목판정면흔이 있다. 내면은 목리조정되었으

며, 바닥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바닥외면에도 도구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現高 3.1㎝, 底徑 7.8㎝

④ 無文土器 底部(도면 48-4, 사진 46-⑧)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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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YR 5/6)이고, 내면은 적갈색(2.5YR 4/6)과 흑색(2.5YR 1.7/1)이다. 외면은 바닥에서부터 종방향으

로 목리조정하 고, 내면도 종방향으로 목리조정하 으나 외면보다 거칠게 정면되었다. 바닥은 평저이며 가

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5.2㎝, 底徑 8.5㎝

⑤ 無文土器 底部(도면 48-5, 사진 46-⑥)

무문토기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

반적인 색조는 명갈색(7.5YR 5/6)과 탁갈색(7.5YR 5/3)을 띠고, 속심은 회갈색이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박리되어 사립이 돌출해 있다. 내면은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보이며 전체적으로 물손질되었다. 저부와 바

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5.3㎝, 底徑 7.2㎝

16) 16호 주거지

(1) 遺構(도면 49, 사진 47) 

16호 주거지는 인접하는 조사지역 B지구 북부 중앙에 위치한다. 주거지가 조성된 해발고도는 36.8

~37.2m이다. 동쪽으로 약 2m 떨어진 지점에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3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동벽 일

부가 후대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주거지의 유존상태는 양호하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18°-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576㎝, 幅 324㎝, 최대깊이 38㎝이며 내부면적은 18.01

㎡이다. 

내부퇴적토는 암갈색, 갈색, 황갈색사질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퇴적층이다. 주거지 바닥은 황갈색사질

의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하 으며 내부시설로는 주혈과 노지, 저장공, 구가 확인되었다. 주혈은 남벽에서 1

개가 확인되었는데 직경 22㎝, 깊이 17.5㎝의 크기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노지는 3개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중앙부와 북쪽 바닥에서 확인된 노지는 중심축 선상에 위치한다. 그러

나 남쪽 바닥에서 확인된 것은 중심축 선상에서 약간 서쪽으로 벗어나 있다. 모두 무시설식이며 주거지 바닥

면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중앙부의 노지는 크기가 직경 54㎝이며 원형이다. 북쪽 노지는 북벽과 120㎝

이격되어 있고 크기가 長 60㎝, 短 42㎝로 타원형이다. 남쪽 노지는 남벽과 90㎝ 떨어져 있고 크기가 직경

40㎝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저장공은 남서쪽 모서리 부분에서 2개가 확인되었다. 저장공1은 크기가 長 42㎝, 短 34㎝의 타원형이며

저장공2는 직경 40㎝의 원형이다. 깊이는 둘 다 17㎝이다. 

구는 동벽에서 1개가 확인되었는데 그 길이가 42㎝로 짧고 깊이도 5㎝ 정도로 얕아서 그 용도를 확실하

게 알 수 없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17) 17호 주거지

(1) 遺構(도면 50, 사진 48~50) 

1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인 B지구 북부 중앙에 위치하며, 해발 36.9~37.7m 사이에 조성되었다. 남쪽과

남동쪽으로 약 8m 떨어진 지점에 각각 16호 주거지와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30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주

거지는 북벽 일부만 후대 교란으로 훼손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남아있다. 화재로 폐기된 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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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청16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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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청17호 주거지(1/40)





추정되며 중앙부와 4면의 벽을 따라 목탄이 노출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15°-E로 등

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696㎝, 幅 342㎝, 최대깊이 56㎝이며 내부면적은 23.83㎡이다.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에 황갈색사질토가 혼합된 비율에 따라 층위가 구분된다. 목탄을 포함하는 최

하층인 갈색사질토층이 주거지 폐기에 관련되는 층위이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화재로 인해 주거지 바닥 전체가 부분적으로 불을 먹은

흔적이 남아있으며, 특히 남쪽 바닥 일부분에 소토화 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

혈과 노지, 저장공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중앙부와 북쪽에 위치한 노지 사이, 중앙부 노지와 서벽 사이에 각각 1개가 확인되었다. 또한 서벽

을 따라 5개, 동벽과 북벽을 따라 각각 1개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벽면 안쪽 바닥을 파서 설치되었으나 남서

벽 모서리에 위치한 것은 벽면을 굴착한 것이다. 

중앙부와 북쪽의 노지 사이에서 확인된 주혈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16㎝, 깊이 9㎝로 작고

얕게 설치되었다. 중앙부의 노지와 서벽 사이에서 확인된 주혈은 평면형태와 크기는 전자와 같으나 깊이가

17㎝로 약간 더 깊다. 

서벽을 따라 설치된 주혈은 주거지 남서쪽 모서리에서 2개, 북쪽 바닥과 벽면에서 3개가 확인되었다. 남

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주혈은 평면형태가 모두 원형이며, 큰 것은 직경 22㎝, 깊이 4.5㎝로 남벽 일부를 굴

착하여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작은 것은 모서리 벽면에 직경 16㎝ 크기로 얕게 확인되었는데 주혈의 바닥이

기울어져 있다. 서벽을 따라 북쪽에서 확인된 주혈은 바닥에 2개, 벽면을 굴착하여 설치된 것 1개가 있다.

바닥에 설치된 것은 크기가 직경 18㎝, 깊이는 10~12㎝이며 124㎝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벽면을

굴착하여 설치된 주혈은 타원형으로 크기가 長 22㎝, 短 16㎝이며 깊이는 24㎝이다. 동벽을 따라 설치된 것

은 중앙부에 직경 11㎝, 깊이 8㎝의 원형주혈 1개가 확인되었다. 북벽을 따라 설치된 주혈은 북동쪽 모서리

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크기는 직경 24㎝로 큰 편이며 깊이는 10㎝이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부와 중심축선 상의 북쪽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모두 원형의 무시설식이며 주거지 바닥

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중앙부의 노지는 크기가 직경 40㎝이며 북쪽 노지는 북벽과 120㎝

떨어져 있고 크기가 직경 66㎝이다. 

저장공은 동벽을 따라 2개가 확인되었다. 저장공2는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직경 40㎝, 깊이 12㎝이다. 저

장공1은 長 40㎝, 短 26㎝, 깊이 8㎝로 얕은 편이다. 

유물은 주거지 바닥 전체에서 출토되었으며 집중도가 높은 곳은 남벽 쪽과 남서쪽 모서리부분이다. 공렬

토기, 호형토기, 무문토기편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석기는 석촉, 석부, 지석, 찰절석기 외에 용도가 불분

명한 몸돌, 반가공된 격지 등 여러 점이 검출되었다. 

공렬토기(①)는 남벽과 가까운 남서쪽 바닥에서 반파되어 노출되었다. 출토상태는 구연부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넘어진 상태이다. 주거지 북서쪽 모서리부분에서도 공렬토기(②)가 출토되었다. 호형토기(③)는 남

벽에서 80㎝ 이격되어 주거지 주축 상의 남쪽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상태는 견부 이상이 파괴되어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무문토기편은 주거지 중앙부와 남서쪽 바닥에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또한 동

벽에 위치하는 저장공 남쪽으로도 무문토기 동체부편이 출토되었다. 

석촉은 주거지 남벽에서 검출되었다. 이단경식석촉으로 주거지 내부토층 중 목탄포함층 상위층에서 출토

되어 본 주거지 유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석부는 주거지 중앙부의 무문토기편 출토지점에서 1점이 출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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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지석은 주거지 남벽과 접한 바닥에서 7점 출토되었으며, 찰절석기는 지석이 출토된 지점 주변 가까

이에서 2점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찍개를 비롯하여 용도미상의 석기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51-1, 사진 51-①)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소성은 보통이며, 구연부의 높낮이 차이가 난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을 띠며, 구연부 일부는 등색(5YR 6/8), 내면은 탁황색(2.5Y 6/4)을 띤다. 외면과 내면에는 흑반이

관찰된다. 공렬은 모두 관통되었으며, 안에서 밖으로 뚫었다. 공렬의 직경은 0.5㎝ 정도이며, 공렬간 간격

은 3~5㎝ 정도이다. 외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되어 도구정면흔이 관찰되지 않으며, 구연부에만 횡

방향의 물손질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口徑 36.4㎝, 高

36.9㎝

② 孔列土器(도면 51-2, 사진 51-②)

발형의 공렬토기로 1/2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

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흑갈색(10YR 3/1)을 띤다. 소성상태나 정면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구연

부는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일그러져 있다. 구연단의 처리도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

로 관통되었으나, 2개는 반관통되었다. 투공한 후 외면의 점토덩이를 깨끗하게 정면하지 않았으며, 공렬의

위치도 일정하지 않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과 물손질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구연부 내면은 손으로

횡방향으로 길게 누르면서 정면하 고, 동체부와 저부내면은 주로 목리조정하 으며, 손누름흔도 있다. 저

부내면과 구연부외면에는 흑색의 유기물 탄화흔이 있다.  口徑 27.8㎝, 現高 37.3㎝

③ 壺(도면 52-1, 사진 51-③)

구연부와 동체부는 1/2 이상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명적갈색(2.5YR 5/8)이다. 동체외면에는 흑반이

있고, 구연부와 견부 일부는 산화되어 회색을 띠기도 한다. 경부는 직립하다가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어 뚜렷한 도구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저부내면에는 손누름

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6.1㎝, 高 33.2㎝, 底徑 9.5㎝

④ 壺(도면 52-2, 사진 51-④)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명적갈색(2.5YR 5/8)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내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復原口徑 16.0㎝, 現高 11.9㎝

⑤ 無文土器(도면 52-5, 사진 51-⑦) 

무문토기로 구연부와 동체상위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색이나 부분적으로 등색(7.5YR 6/6)이다. 동최대경은 동중위에 있고, 바닥은 약하게 굽이 형성되

어있다. 바닥에는 부정형의 구멍이 뚫려있다. 기면은 물손질로 다소 거칠게 정면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

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동체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5.4㎝, 底徑 8.1㎝

⑥ 無文土器 底部(도면 52-3, 사진 51-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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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문토기 저부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갈색(7.5YR 5/6)을 띤다. 내면은 목리조정되었고, 외면은 손으로 눌러 물손질하 다.  現高 4.0㎝, 復原

底徑 6.2㎝

⑦ 無文土器 底部(도면 52-4, 사진 51-⑥)

무문토기 저부로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

는 암갈색(7.5YR 3/3)이고, 내면은 점토보강한 부분이 탈락되어 있다. 바닥에는 잎맥흔이 남아있다.@ 現高

2.2㎝, 底徑 9.3㎝

도면 52. 청17호 주거지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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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27) 石器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주거지 남벽상부 퇴적층에서 출토.

⑧ 53-1 52-① 석촉 5.7 1.5 0.6~0.7 5.0
이단경식 석촉. 석질은 이암.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됨. 신부 단면은 능형,
경부 단면은 육각형.

⑨ 53-4 52-④ 찰절석기 4.7 1.4 0.6 5.0 일부 결실. 석질은 편암. 3면에 찰절
흔 있음.

`
⑩ 53-5 52-⑤ 찰절석기 7.3 3.2 0.6 15.0

석질은 편암. 2면에 찰절흔 있음. 
상면과 하면일부는 마연됨.

인부는 결실.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⑪ 53-6 52-⑩ 석부 (11.6) 6.5 2.9 495.0 전면은 고타한 후 치 하게 마연됨.

頭部는 단면 삼각형상으로 마연됨.

석질은 유문암. 상면과 측면은 치
⑫ 53-7 53-① 지석 7.5 4.7 2.4 90.0 하게 마연되었고, 하면은 떼어내기

한면그대로임. 불에그을린흔적있음.

⑬ 54-4 53-⑤ 지석 7.6 3.4 1.4 70.0
석질은 세립화강암. 가장자리 일부
결실. 전면 마연됨. 

⑭ 54-5 53-④ 지석 7.6 3.0 2.7 75.0
석질은 유문암. 부분적으로 결실. 
4면 마연됨. 불에 그을린 흔적 있음.

⑮ 55-1 52-⑥ 지석 (7.9) 3.1 2.4 55.0
석질은 유문암. 일부 결실. 상면과
측면은 치 하게 마연됨.

⒃ 55-2 53-② 지석 6.3 2.8 1.6 45.0 석질은 세립화강암. 3면 마연됨.

⒔ 55-3 53-③ 지석 (9.7) (2.4) 4.3 115.0
석질은 유문암. 일부만 남아 있음. 
2면 마연됨.

⒕ 55-4 53-⑦ 지석 10.8 5.6 3.6 255.0 석질은 세립화강암. 풍화되어 입자
가 박리됨. 5면 마연됨.

⒖ 53-2 52-② 지석 4.5 1.4 0.3 5.0 석질은 편암. 상면과 하면은 횡방향
으로마연되고, 측면의2면도마연됨.

석질은 편암. 상면과 하면은 몸돌에
⒗ 53-3 52-③

미완성
4.7 3.4 0.4 5.0 서 떨어져 나온 면 그대로이며, 하단

석기
의 측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됨.

석질은 규암. 석부 미완성품일 가능

(21) 53-9 52-⑫ 찍개 10.3 6.3 2.7 320.0 성도 있음. 가장자리를 큰떼기 한 후
쪼으기로 성형함. 암질의 특성상 타
격흔이 명확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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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상면은 자연
면을 그대로 이용하 으며, 하면은

(22) 54-1 52-⑦ 찍개 12.0 8.5 4.4 648.0 큰떼기 하고, 양측면은 떼어내기로
형태를 갖춤. 하단은 날카로워 인부
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음.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석질은 페
그마타이트. 상면과 하면일부는 자

(23) 54-3 52-⑧ 찍개 14.3 8.3 4.4 938.0
연면을 그대로 이용. 양측면은 떼어
내기 후 고타함. 하단은 날카롭게 떼
어내기하여 인부로 활용했을 가능성
도 있음.

용도 석질은 규암. 찍개일 가능성도 있
(24) 53-8 52-⑪ 미상 9.8 5.7 2.5 290.0 음. 전체적으로 큰떼기 후 고타하고

석기 마연함.

용도 석질은 규암. 전체적으로 마연되었
(25) 53-10 53-⑥ 미상 11.8 3.5 1.9 110.0 으며, 양측면은 부분적으로 떼어내

석기 기 함.

용도
석질은 안산암. 가장자리 일부는

(26) 54-2 52-⑨ 미상 (10.5) (9.3) 2.6 286.0
잔떼기함.

석기

석질은 규암. 모루돌로 사용되었을
용도 가능성도 있음. 하면은 편평하게

(27) 55-5 53-⑧ 미상 23.0 11.0 10.2 4435.0 큰떼기를 하고 가장자리를 고타하
석기 여 손질함. 전면과 측면은 마연되었

고, 전면과 측면일부는 고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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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 청17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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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5. 청17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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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호 주거지

(1) 遺構(도면 56, 사진 54~56)

18호 주거지는 B지구 북단에 위치하며, 해발 37.6~38.0m 사이에 조성되었다. 북동쪽으로 6m 떨어진

지점에 19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동쪽으로 6m 떨어진 지점에 원28호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주거지 북

벽, 북동쪽 모서리 부분이 심하게 파괴되었으며, 중앙부 노지 남쪽으로도 바닥과 남·동벽이 교란으로 크게

훼손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24°-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890㎝, 幅

382㎝, 최대깊이 28㎝이며 내부면적은 33.03㎡이다. 

내부퇴적토는 암갈색, 갈색, 황갈색사질토이며, 황갈색·흑갈색사질토가 혼합된 비율에 의해 구분되며 모

두 단순퇴적층이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된다. 주

거지 바닥은 기본적으로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 으나, 주거지 중앙부 노지의 북쪽으로 생토층 바닥에 5㎝

내외의 두께로 적황색점토를 깔았다. 남쪽의 생토층 바닥은 북쪽의 적황색점토상면부보다 낮고 점토다짐은

북벽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적황색점토상면부는 전체 주거지면적에서 1/3 정도에 해당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혈과 노지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남서쪽에서 확인된 1개 외에는 모두

원형이다. 주거지 중심축 상으로 남쪽과 북쪽 바닥에서 2개가 확인되었으며 동서장벽과 남벽 쪽에서도 확인

되었다. 중심축 상으로 위치하는 것은 중앙의 노지와 북벽 사이의 적황색점토상면부를 굴착하여 설치한 것

과 중앙과 남쪽의 노지 사이에 생토층 바닥을 파서 설치한 것이 있다. 적황색점토상면부에 위치한 주혈은 북

벽에서 약 170㎝ 떨어져 설치되었다. 크기는 직경 40㎝이지만 주혈 바닥은 직경 12㎝로 좁다. 주혈은 주거

지 바닥이 교란되어 상면 상에서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주혈 바닥의 크기는 북쪽의 것과 같다. 

동벽 안쪽에 설치된 주혈은 남동쪽 모서리에서 동벽을 따라 북쪽으로 510㎝까지 3개가 확인된다. 그 중

남동쪽 모서리에 설치된 주혈은 직경 34㎝의 크기에 깊이 30㎝이다. 동벽 중간에 설치된 2개는 183㎝ 간격

을 두고 배열되어 있다. 크기는 각각 직경 210㎝, 310㎝이며 깊이는 13㎝ 내외이다. 

서벽 안쪽으로 설치된 주혈은 남서쪽 모서리의 2개와 북벽에서 240㎝ 간격을 두고 설치된 1개가 있다.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것은 원형으로 직경 28㎝, 깊이 20㎝ 것과 타원형으로 장축 38㎝, 단축 24㎝로 70㎝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북벽 쪽에서 가까운 주혈은 적황색점토상면부를 굴착하여 설치되었으며 크기는 직경

24㎝, 깊이 10㎝이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과 주축상 남쪽으로 치우쳐 각각 1개씩 확인되었다. 모두 주거지 바닥을 파서 설치되었

으며타원형이다. 중앙부에설치된노지는축이북동쪽으로약간틀어져있으며크기는장축120㎝, 단축 90㎝

이다. 내부에 입자가 매우 작은 목탄편을 포함한 암갈색사질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바닥에 직경 23㎝의 원형

의 형태로 소토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남쪽에 위치한 노지는 중앙부의 노지와 남벽 사이의 바닥에 장

축 66㎝, 단축 52㎝ 크기로 설치되었다. 중앙부의 노지와의 간격은 260㎝, 남벽과의 간격은 200㎝이다. 

유물은 공렬토기 1개체를 제외하고 무문토기편 대부분은 적황색점토상면부와 그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석기는 대부분 주거지 남쪽 바닥에서 검출되었고, 적황색점토상면부와 북벽사이의 생토층 바닥에서 석추가

1점 출토되었다. 공렬토기는 남벽과 남서쪽 모서리의 주혈 사이에서 1개체가 출토되었고 구연부편 1점이 적

황색점토상면부 중앙에 설치된 주혈의 남동쪽에 인접해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는 저부편이 주거지 중앙부

의 노지 서쪽 바닥과 적황색점토상면부의 남서쪽 끝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나머지 동체부편들은 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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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황색점토상면부의 중앙부와 남쪽에 흩어져서 출토되었다. 적황색점토상면부에서 출토된 저부편은 바

닥에 직경 3.2~3.7㎝의 구멍이 뚫려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57-2, 사진 56-⑥)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과 흑갈색(5YR3/1)이고, 내면은 등색(5YR 6/8)

과 흑갈색을 띤다. 공렬은 3개만 남아 있으며, 모두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되었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

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는데, 구연부는 물손질로 지워졌다. 내면은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목리

조정되었고 부분적으로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9.5㎝, 現高 27.2㎝

② 孔列土器(도면 57-1, 사진 56-⑦)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7.5YR 3/1)과 암갈색(10YR 3/4)이며, 내면의 색조는 탁갈색(7.5YR 5/4)

과 적갈색(5YR 4/8)을 띤다. 공렬은 5개 남아있으며 모두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되었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고, 내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기벽은 외경

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30.0㎝, 現高 10.9㎝

③ 無文土器 底部(도면 57-3, 사진 57-③)

무문토기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소성상태와 정면상태 모두 양호하다. 전체적인 색조는 내·외면 모두 적갈색(2.5YR 4/8)이고, 부분

적으로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바닥까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고, 내면은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이다.  現高 11.7㎝, 復原底徑 9.5㎝

④ 無文土器 底部(도면 57-4, 사진 57-①)

무문토기의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2.5YR 5/8)이고, 외면 일부는 탁황등색(10YR 6/4)을 띠기도 한다. 외면

은 물손질하여 깨끗하게 정면되었으며, 도구에 눌린 흔적이 보인다. 내면과 바닥에는 무질서한 목리조정흔

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現高 5.1㎝, 復原底徑 10.0㎝

⑤ 無文土器 底部(도면 57-5, 사진 57-④)

무문토기의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외면의 색조는 황갈색(10YR 5/8)과 명적갈색(2.5YR 5/8)이며, 내면은 적갈색(2.5YR 4/6)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다. 저부내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하 고, 바닥내면은 횡방향으로 목리조정하 다. 동

체부와 저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굽은 평저이다.  現高 11.7㎝, 復原底徑 10.6㎝

⑥ 無文土器 底部(도면 57-6, 사진 57-②)

무문토기의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명적갈색(5YR 5/8)이다. 외면은 기면이 거칠며 내면 역시 박락이 심하다. 現高

7.2㎝, 復原底徑 11.0㎝

⑦ 底部透孔土器(도면 57-7, 사진 57-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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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투공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2.5YR 4/8)과 명갈색(7.5YR 5/8)이며, 내면은 명적갈색(2.5YR 5/8)

이다. 소성상태와 정면상태 모두 양호하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횡방향으로 목리조정한 후 전체적으로

종방향으로 목리조정하 다. 내면에는 횡방향의 목리조정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투공주위는 손으

로 눌러 정면하 으며 전체적으로 물손질을 하 다. 투공후 가장자리는 비교적 깨끗하게 다듬었다.

現高 11.7㎝, 底徑 8.6㎝

⑧~⑬ 石器

19) 19호 주거지

(1) 遺構(도면 59, 사진 58~61) 

19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 최북단에 위치하며, 해발 37.3~37.6m에 조성되었다. 남서쪽으로 5m

떨어진 지점에 18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남벽과 남동쪽 모서리 부분이 시굴조사 과정에서 트렌치에 의

해 파괴되었으나 바닥은 남아있는 상태이다. 또한 남서쪽 모서리 부분은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27호 주거

지에 의해 파괴되었고 주거지 바닥까지 교란된 부분이 여러 군데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

향은 N-22°-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896㎝, 幅 406㎝, 최대깊이 30㎝이며 내부면적은

32.26㎡(추정)이다. 

내부퇴적토는 크게 암갈색·갈색·흑갈색사질토 3개 층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북쪽 바닥에는 적황색점토를 깔았다. 적황색점토상면

부의 범위는 북벽에서 중앙부 주혈까지이며 주거지 전체에서 볼 때, 약 1/3 정도의 면적에 해당한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혈과 노지, 저탄혈(貯炭穴)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주거지 주축을 따라 중앙부에서

약 1m 떨어진 북쪽으로 1개, 단벽인 남벽 안쪽으로 2개, 장벽인 서벽 안쪽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중앙부에

서 확인된 주혈은 타원형으로 크기는 장축 44㎝, 단축 30㎝이며 깊이는 45㎝이다. 주혈의 내부퇴적토는 암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⑧ 58-1 57-⑥ 격지 3.9 2.7 0.8 10.0 석질은 안산암. 전면은 치 하게 마
연됨.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석부로 추

⑨ 58-2 57-⑨ 석부 (10.1) 5.5 2.0 186.0
정. 석질은 이암 혼펠스. 부분적으로
결실. 가장자리는 떼어내기 하고, 상
면과 하면은 마연됨.

석제 추. 석질은 편마암. 미완성품.
⑩ 58-3 57-⑧ 추 8.4 · 0.9~1.1 144.0 전체에 고타흔과 마연흔 있음. 가운

데직경 0.7㎝의반관통된구멍있음.

⑪ 58-4 57-⑦ 격지 6.8 3.6 1.0 25.0 석질은 안산암. 일부 마연됨.

⑫ 58-5 57-⑩ 격지 8.7 6.3 1.8 128.0 석질은안산암질응회암. 상면은마연됨.

석질은 안산암질 응회암. 일부 결실.
⑬ 58-6 57-⑪ 지석 (11.6) 6.7 3.0~3.4 544.0 양측면은 쪼아내기하고, 상면과 하면

은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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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사질토와 갈색사질토로 구성되어 있다. 암갈색사질토층에 적황색점토 덩어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목탄편은 검출되지 않은 점과 퇴적양상으로 비추어 남쪽에 인접한 저탄갱이 조성되기 전에 사용하다가 폐기

된 것으로 보인다. 남벽쪽 2개의 주혈은 직경 22~24㎝의 원형으로 깊이는 12㎝정도이며 90㎝ 간격으로 배

치되어 있다. 서벽쪽 주혈은 크기가 長 30㎝, 短 22㎝, 깊이 20㎝로 타원형이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부에서 약 2.9m 떨어진 남쪽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크기가 직경

58㎝이며 상면을 그대로 굴착하여 조성한 무시설식 노지이다. 

저탄혈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깝고 주거지 중앙부에 위치하며 장축이 주거지 주축과 거의 직교하게 설

치되어 있다. 서쪽으로 1/2 정도만 벽이 남아있고 나머지 동쪽부분은 거의 바닥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크기

는 길이 230㎝, 폭 180㎝이며 깊이는 10㎝ 정도이다. 가운데 바닥이 좀 더 깊고 내부에 목탄편들이 가득 채

워져 있었다. 

유물은 무문토기편, 석촉, 석창,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무문토기편은 2개체가 작은 조각으로 흩어진 상태

로 중앙부에서 북쪽의 적황색점토상면부에 걸쳐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그 외에 저탄혈의 남편과 남동편으

로 잔편이 소수 출토되었다. 석촉은 저탄혈 바깥으로 남동쪽 바닥에서 이단경식석촉이, 적황색점토상면부

남동쪽 끝부분의 가까이에서 2점 검출되었다. 석창은 저탄혈 남동쪽 모서리에서 남쪽으로 약 110㎝ 떨어진

지점에서 1점 검출되었다. 그 외에 석기를 제조할 때 사용하 던 재료석이 주거지 북쪽 적황색점토상면부에

서 다수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鉢(도면 60-1, 사진 60-④)

발형토기의 무문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외면은 탁적갈색(5YR 4/4)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정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내면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20.0㎝, 現高 7.7㎝

② 壺(도면 60-4, 사진 60-⑦)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

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명갈색(7.5YR 5/6)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일부 묻어있고, 구연단

은 대체로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현길이 4.2㎝

③ 壺(도면 60-5, 사진 60-⑤)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

적갈색(5YR 5/6)이고, 내·외면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현길이 4.8㎝

④ 無文土器(도면 60-6, 사진 60-③)

호형토기로 추정되며, 저부와 동체부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흑색과 탁적갈색(5YR 4/4)을 띠며, 내면은 명적갈색(5YR 5/6)이다. 외면은

대부분 마모되었으며,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뚜렷하다. 정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現高 14.9㎝,

底徑 5.6㎝

⑤ 無文土器(도면 60-2, 사진 6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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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

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기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정면되었고,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

게 남아있다. 저부가 결실되어 확실치 않지만 저부에 투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現高 15.5㎝, 底徑 10.3㎝

⑥ 無文土器 底部(도면 60-3, 사진 60-⑧)

무문토기이며,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등색(5YR 6/6)이다. 내저면에는 도구정면흔이 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

계에도 도구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現高 2.8㎝, 底徑 7.2㎝

⑦ 無文土器(도면 60-7, 사진 60-⑥)

무문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적갈색(2.5YR 4/6)이다. 내·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외면에는 흑반

이 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내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現高 26.3㎝

⑧~⑮ 石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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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이단경식석촉. 석질은이암. 신부일부

⑧ 62-1 61-③ 석촉 6.3 0.7 0.6 4.0 결실. 신부 단면은 능형, 경부 단면은
육각형과 장방형. 경부는 횡방향으로
마연.

유경식 석촉. 석질은 이암. 선단부와

⑨ 62-2 61-④ 석촉 (5.6) 1.4 0.3 3.0 경부 일부는 결실. 전면이 마연됨.
신부단면은 능형과 편평육각형이고
경부단면은 장방형.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무경식 석촉.
⑩ 62-3 61-⑤ 석촉 4.3 1.1 0.2 2.0 완형. 석질은 이암. 단면은 편평 육각

형. 전면에 사방향의 마연흔 있음.

석질은 편암. 선단부와 말단부 결실.
⑪ 62-4 61-⑥ 석창 (7.2) 2.7 0.8 19.0 신부 단면은 볼록렌즈형, 경부단면은

장방형. 일부 사방향으로 마연됨.

석질은 안산암. 일부는 결실. 전체적
으로 쪼기하여 형태를 갖추고, 상면과

⑫ 61-1 61-⑨ 석부 (19.0) 7.7 6.0 1464.0 인부만 마연함. 여러 편으로 출토되어
복원됨. 하면에 타격흔 있는데 사용
중 생긴 것으로 보임.

석질은 안산암. 1/3 정도 결실. 양
⑬ 61-2 61-⑩ 석부 23.7 6.9 7.1 1700.0 측면은 고타하 으며, 상면과 하면은

치 하게 마연됨.

석질은 흑운모편암. 모암에서 떨어져
⑭ 62-6 61-⑧ 격지 9.3 5.8 1.3 102.0 나온 박편으로 재사용한 흔적 있음.

용도 석질은 안산암. 일부만 남음. 2면
⑮ 62-5 61-⑦ 미상 (6.3) 4.9 2.3 114.0 마연됨. 가장자리에 떼어내기 흔적도

석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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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호 주거지

(1) 遺構(도면 63, 사진 62·63) 

20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B지구의 북동부의 동쪽경계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주거지는 자연제방의 완사면

인 해발 36.3~37.0m 사이에 조성되었다. 북서쪽으로 원삼국시대의 원28호 주거지와 중복을 이루고 있어

서벽 일부가 파괴된 상태이다. 주거지의 동쪽은 조사지역 경계면에 해당하나 함몰되면서 일부 벽이 드러나

주거지의 폭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화재 후 폐기된 주거지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

22°-E이다. 규모는 長 722㎝, 幅 430㎝이며 최대깊이는 62㎝이다. 

주거지의 바닥과 벽은 사면의 퇴적층인 흑갈색사질토층 아래 사질점토층까지 굴착하 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 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남쪽바닥이 북쪽보다 깊게 조성되

었다. 북쪽 바닥에는 북서쪽으로 치우치게 두께 5~6㎝ 정도의 적황색점토를 깔았는데, 주거지 전체면적의

1/2 정도이다. 

내부시설로는 주혈과 노지가 확인되었다. 주혈은 사방의 벽을 따라 확인되었으며 서벽에 설치된 것들은

조사가 완결되었지만, 동·남벽과 북벽은 조사경계면에 접해있어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서벽에 설치된 주혈은 총 8개이다. 배열상태를 살펴보면 남서쪽 모서리에 크기가 長 52㎝, 短 36㎝에 깊

이가 16㎝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인 큰 주혈(a)이 설치되어 있다. 이 주혈에서 서벽을 따라 북으로 270㎝ 간

격이 되는 곳에 크기가 長 42㎝, 短 28㎝에 깊이와 형태가 같은 주혈(b)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주혈(b)에

서 서벽을 따라 북쪽으로 260㎝ 간격이 되는 곳에 크기가 長 40㎝, 短 28㎝에 깊이가 25㎝인 타원형의 주혈

(c)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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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 청20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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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크기가 큰 이러한 타원형의 주혈들 사이에 평면이 원형인 작은 주혈이 2개씩 설치되어 있다. 주혈

(a)와 주혈(b) 사이에 설치된 주혈들은 크기가 각각 직경 16㎝, 22㎝이며 깊이는 각각 6㎝, 18㎝이다. 주혈

(b)와 주혈(c) 사이에 설치된 것들은 크기가 각각 26㎝, 30㎝이다. 서벽 끝인 북서쪽 모서리에 설치된 주혈

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크기가 직경 28㎝에 깊이 12㎝이다. 

남벽에서 확인된 주혈은 다른 벽에서 확인된 것들과 달리 벽과 40~60㎝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었다. 먼

저 남서쪽 모서리의 주혈(a)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것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직경 22㎝에 깊이 6㎝이다.

나머지 2개는 동쪽으로 치우쳐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와 크기가 각각 다르다. 평면형태가 타원형인 것은 크

기가 長 40㎝, 短 30㎝, 깊이는 9㎝이며 절반만 노출된 원형의 것은 직경 28㎝, 깊이가 3.5㎝이다. 

북벽에 설치된 2개의 주혈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인 것과 원형인 것이 있다. 타원형의 주혈은 크기 長 24㎝,

短 16㎝, 깊이 8㎝이며 원형의 주혈은 직경 28㎝, 깊이 16㎝이다. 동벽에 설치된 3개의 주혈은 평면형태가

모두 원형이며 크기가 직경 24~30㎝로 깊이는 12~14㎝ 정도이다. 

노지는 주거지의 중심축에서 서쪽으로 약 20㎝ 벗어난 남쪽 바닥에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長 64㎝, 短 52㎝로 바닥면을 그대로 사용한 무시설식 노지이다. 유물은 공렬토기, 호, 발, 저부투공

토기 등의 무문토기와 지석, 용도미상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64-1, 사진 63-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결실되어 완형에 가깝다. 태토는 비교적 고운 점토이며 석 ,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대체로 적갈색(5YR 4/6)을 띠나 부분적으로 흑갈색(5YR

2/1)과 황갈색(10YR 5/6)을 띠기도 한다.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소성은 다소 불량한 편이며

구연부의 높이 차이가 심하다. 공렬은 모두 29개가 확인되며, 관통된 것은 14개, 반관통된 것이 15개이다.

모두 안에서 밖으로 뚫었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어 사립이 돌출되어 있다. 기외면은 전체적으로 물손

질로 정면되어 도구정면흔이 대부분 지워졌으며, 내면은 전체적으로 목리조정되었는데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정면되었다. 바닥에는 직경 5.5㎝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투공후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다듬

었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이다.  口徑 32.0㎝, 高 41.5㎝, 底徑 10.7㎝

② 孔列土器(도면 65-2, 사진 64-①)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을 띠고, 외면은 회갈색(7.5YR 4/2)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

외면 일부와 동체부 내면 일부에는 흑반이 있다. 소성은 보통이며, 구연부가 약간 일그러져 있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바닥은 대상의 평저이다. 공렬은 안에서 밖으로 뚫었으며, 대체로 반관통되었다. 동체

부는 3군데 외경접합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고, 내면은 주로

사방향으로, 저부쪽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구연부에서 동체중위까지 폭 0.6㎝ 가량의 유기물로 감

겨져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口徑 27.4㎝, 高 39.6㎝, 底徑 10.4㎝

③ 孔列土器(도면 65-3, 사진 64-②)

발형의 공렬토기로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다량의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적갈색(5YR 5/6)과 회갈색(7.5YR 4/2)을 띠고, 내면은 탁적갈색(5YR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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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띤다. 공렬은 5개 남아있는데 3개는 관통되었고, 2개는 반관통되었다. 기벽은 5차례 이상 점토를 이어 외

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이며, 저부와 바닥

의 경계는 도구로 정면하 다.  復原口徑 20.3㎝, 高 30.1㎝, 底徑 8.5㎝

④ 孔列土器(도면 65-1, 사진 64-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 동체부 일부, 저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다. 외면의 색조는 명갈색(7.5YR 5/8)이고, 내면은 적갈색(5YR 4/6)과 갈색

(10YR 4/4)이다. 저부외면에는 흑반이 있다. 공렬은 2개가 확인되며 안에서 밖으로 관통되었다.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어 도구정면

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점토보강흔과 도구정면흔

이 있다.  復原口徑 18.0㎝, 現高 6.0㎝(口緣部), 13.0㎝(底部), 底徑 9.5㎝

⑤ 孔列土器(도면 64-2, 사진 63-⑥)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과 흑갈색(5YR 2/1)이고, 내면은 적갈색

(2.5YR 4/6), 속심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공렬은 7개가 확인되며 모두 안에서 밖으로 반관통되었

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기 내·외면은 목리조정되었다. 기벽의 단면에서 외경접합한 흔적이 관

찰된다.  復原口徑 29.0㎝, 現高 13.6㎝

⑥ 孔列土器(도면 66-1, 사진 64-③)

발형의 공렬토기로 저부와 동체하위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

면의 색조는 명적갈색(2.5YR 5/6)과 탁적갈색(5YR 4/3)을 띤다. 공렬은 직경 0.4~0.5㎝이며, 안에서 밖

으로 관통하 다. 투공한 후 밖으로 린 점토가 그대로 남아있다. 동체상위의 외면에는 테쌓기한 후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고, 동체중위에는 종방향의 도구흔이 있다. 내면은 구연부부터 횡방향으로 목리

조정한 후 동체 상위부터는 다시 종방향으로 목리조정하 다.  口徑 31.8㎝, 現高 25.9㎝

⑦ 壺(도면 66-2, 사진 64-④)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와 견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다량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7.5YR 5/4)과 등색(5YR 6/6), 흑갈색(7.5YR 6/6)이고, 내면은 주로 명적

갈색(2.5YR 5/8)을 띤다. 동체상위에서 중위까지는‘X’자형으로 유기물에 감겨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외

면은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희미하게 도구정면흔이 보인다. 내·외면의 동상위 일부는 박리되

었다. 기내면은 대체로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다. 굽은 그다지 축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외면을 깨끗하게 정면하 다.  現高 35.0㎝, 底徑 9.9㎝

⑧ 壺(도면 65-4, 사진 65-①·②)

호형의 무문토기로 2/3 가량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체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3/6)과 적갈색(5YR 4/6)이다. 소성상태와 정면상태 모두 양호한 편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저부 일부에 도구정면흔이 희미하

게 보인다. 동체부 내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口徑 9.1㎝, 高

17.3㎝, 底徑 7.0㎝

⑨ 壺(도면 66-4, 사진 6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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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토기의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5/2)이다. 구연

단은 평탄하게 정면되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희미하게 도구정면흔이 보인다. 구연부 내면은 손

으로 길게 눌러 정면되었고, 견부내면은 목리조정되었다.  復原口徑 17.5㎝, 現高 5.5㎝

⑩ 鉢(도면 65-5, 사진 65-⑤)

무문토기 발로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적갈색(2.5YR 4/6)이고 속심은 회황갈색(10YR 4/2)이다. 기면은 부분적으로 흑

갈색을 띠기도 하고, 내저면에는 흑반이 있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바닥

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보이며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구

연부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하 고, 동체내면은 종방향으로 목판정면한 후 물손질하여 정면흔이 희미하

게 관찰된다.  復原口徑 16.3㎝ 高 10.7㎝, 底徑 7.2㎝

⑪ 無文土器 底部(도면 66-5, 사진 65-③)

무문토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

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며, 내면은 갈색(7.5YR4/6)과 명적갈색(5YR 5/8)이다. 내·외면 모두

박리가 심하게 되었으며, 기벽의 두께는 얇은 편이다. 저부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

에는 도구를 눌러서 정형하 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이다.  現高

6.1㎝, 底徑 6.1㎝

⑫ 無文土器 底部(도면 66-6, 사진 65-⑥)

무문토기 저부만 남았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적갈색

(5YR 4/6)이고, 부분적으로 갈색(7.5YR 4/6)과 명황갈색(10YR 6/6)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바닥에서 저

부로 끌어올리면서 목리조정되었고, 저부는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내면은 주로 종방향으로 목리조정하 으

나 일부 횡방향으로 하기도 했다. 굽은 거의 축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평저이다.  現高 8.2㎝, 底徑 9.0㎝

⑬ 無文土器 底部(도면 67-2, 사진 65-④)

무문토기 저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

다. 외면의 색조는 탁등색(7.5YR 6/4)과 명적갈색(5YR 3/6)이며, 내면은 탁황갈색(10YR 5/4)과 흑색

(10YR 1.7/1)이다.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외면에는 사방향의 목판정면흔이 남아있고, 내면에는 손으로 길

게 누른 흔적이 있다. 저부내면에는 유기물 탄화흔이 부착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

다. 굽은 대상의 평저이며, 일부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12.9㎝, 底徑 8.7㎝

⑭ 無文土器 底部(도면 67-3, 사진 65-⑦)

무문토기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

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2.5YR 5/8)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암적갈색(5YR 3/4)을 띠

기도 한다. 외면에는 목리조정흔이 종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남아있고, 바닥까지 일부 목리조정흔이 남아있

다. 저부외면에는 점토보강흔이 있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목리조정흔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바닥에는 거

칠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現高 11.9㎝, 底徑 9.9㎝

⑮ 底部透孔土器(도면 67-1, 사진 65-⑧)

저부투공토기로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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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중석립이 섞 다. 외면의 색조는 탁갈색(7.5YR 5/4)과 적갈색(5YR 4/8)이고, 내면은 명적갈색

(5YR 5/6)이다. 소성상태와 정면상태 모두 양호한 편이다. 외면에는 목리정면흔이 저부까지 희미하게 종

방향으로 보인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사립이 돌출되었다. 사방향으로 목리흔이 보인다.  現高

14.5㎝, 底徑8.2㎝

⒃ 土製品(도면 66-3, 사진 64-⑦)

무문토기 동체부편을 재가공한 토제품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부분적으로 탁황갈색(10YR 5/3)을 띠기도 한다. 내·외면은 모두 목리조정되었

고, 가장자리를 떼어내기 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가운데 직경 0.7㎝

의 구멍이 뚫려있다. 구멍은 내·외면 양쪽에서 뚫었다. 내면은 점토띠를 접합한 면을 따라 기면이 결실되었

다.  길이 6.5㎝

⒔~⒖ 石器

21) 21호 주거지

(1) 遺構(도면 68, 사진 66~68) 

21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A지구 남쪽부분에 위치하며 해발 37.5~37.8m 사이에 조성되었다. 북서쪽으로

22호 주거지가 가깝게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주축방향은 정북에 가깝다. 주거지 서벽, 북벽 및 내

부바닥 일부가 식재로 인한 교란으로 파괴되었다. 주축방향은 N-11°-W이다. 규모는 長 352㎝, 幅 294㎝,

최대깊이 28㎝로 내부면적은 9.95㎡이다.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명황갈색사질토 혼합층, 암갈색사질토층, 목탄재포함 암갈색사질토층, 명황

갈색사질토층으로 나뉜다. 전체 층에 매우 작은 목탄 알갱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화재로 폐기된 것으로 추

정된다. 

주거지 바닥은 황갈색사질토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 으나, 오랜 시간 침수로 인해 바닥면의 침하현

상이 관찰되고 목탄 알갱이들이 생토층 아래로 침전되어 있다. 다만 중앙부와 남쪽 바닥의 일부분에 적황색

점토층이 남아 있어 1, 2호 주거지와 같이 적황색점토다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확인된

것이 없다. 

목탄은 4면의 벽을 따라 집중적으로 노출되었으나 잔존된 상태로는 어떤 용도로 쓰 는지 확실치 않다.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용도 석질은 규질편마암. 상면은 마연되고,
⒔ 67-4 65-⑨ 미상 7.9 3.9 1.2 55.0 가장자리 일부는 떼어내기 함. 하면은

석기 가공흔적 없음.

용도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전체에 쪼으기로
⒕ 67-5 65-⑩ 미상 10.0 5.2 2.8 260.0 성형을 함. 석부의 형태이나 인부는

석기 형성되지 않음.

석질은 유문암. 일부 결실됨. 앞·뒤로
⒖ 67-6 65-⑪ 지석 9.6 5.6 2.2 140.0 길게 홈이 나있으며 그 안으로 갈린

흔적이 있음. 상면은 마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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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 판재가 아닌 柱材나 서까래로 추정된다. 

유물은 공렬토기 구연부편 1점, 무문토기 동체부편 2점과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동체부편은

주거지 중앙과 동벽 쪽 바닥에서 출토되었고, 석촉은 북벽의 목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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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8. 청21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1/3,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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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68-1, 사진 68-⑤)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

조는 암적갈색(2.5YR 3/3)이고, 내면은 회갈색(5YR 4/2)이다. 공렬은 3개가 확인되는데 1개는 관통 후

안과 밖에서 면을 다듬어 유공문과 유사하며, 2개는 돌뉴문과 유사하다. 기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길

이 7.7㎝

② 無文土器(도면 68-3, 사진 68-⑥)

무문토기 동체부편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 세사립과 석 , 장석 등의 중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내·외면 모두 암적갈색(5YR 3/6)과 흑색(5YR 1.7/1)을 띤다. 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10.0㎝

③ 無文土器(도면 68-2, 사진 68-⑦)

호형의 무문토기로 일부만 남아있다. ②와 같은 편일 가능성도 있다. 태토에는 운모 세사립과 석 , 장석

등의 중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적갈색(2.5YR 3/2)이고, 내면은 황갈색(10YR 4/3)과 흑

갈색(10YR 2/3)이다.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7.5㎝

④ 石鏃(도면 68-4, 사진 68-⑧) 

자색 이암제의 석촉으로 선단부와 경부 단부는 결실되었다. 신부에는 사방향으로 마연흔이 확인되고, 경

부는 횡방향으로 마연하 다. 신부단면은 능형이고, 경부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7.4㎝, 너비 1.5㎝, 두

께 0.3~0.5㎝, 무게 6.0g 

22) 22호 주거지

(1) 遺構(도면 69, 사진 69) 

2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A지구 남서부에 위치하며 해발 37.4~37.5m에 조성되었다. 남동쪽으로 약 8m

떨어진 지점에 2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주거지는 거의 삭평되어 바닥만 남아있으며 23호 주거지까지 연결

된 하수도관에 의해 주거지 중앙의 바닥과 남·북벽이 파괴되었다. 잔존하는 바닥 면으로 볼 때,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다. 주축방향은 N-29°-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잔존) 406㎝, 幅(잔존) 336㎝

로 내부면적은 약 13.06㎡로 추정된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 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은 기복이 심한 편이다. 북서쪽은 굴착 면 바닥 위에 적황색점토를 깔았다. 적황색점토상면부는

타원형으로 잔존하며 크기는 길이 202㎝, 너비 254㎝, 두께 4㎝이다. 

유물은 공렬토기 구연부와 동체부편이 북쪽의 적황색점토상면부와 남쪽 바닥에서 소량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69-1, 사진 69-⑥)

발형의 공렬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2.5YR 4/6)과 적흑색(2.5YR 2/1)이고, 내면은 갈색(7.5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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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9. 청22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0 5 10cm1

4/3)이다. 공렬은 5개가 확인되며, 공렬간 간격이 0.9~1.0㎝로 일정하며 매우 좁은 편이다. 공렬은 모두

반관통되었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로 깨끗하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42.0㎝, 現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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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호 주거지

(1) 遺構(도면 70, 사진 70·71) 

2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A지구 남서부에 위치하며, 자연제방의 완만한 사면에 해당하는 해발 37.6~

37.9m에 조성되었다. 남쪽으로 약 21m 떨어진 지점에 22호 주거지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주거지는 최

근에 설치된 하수도관으로 남벽과 북벽 일부가 파괴되었고 서벽 일부가 교란갱에 의해 훼손되었다. 평면형

태는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9°-E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500㎝, 幅 296㎝, 최대깊이

도면 70. 청23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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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로 내부면적은 14.41㎡이다. 내부 퇴적토는 크게 암갈색·갈색사질토층으로 나뉜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중앙부가 벽 쪽 보

다 깊다. 남서쪽 바닥에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적황색점토를 깔았다. 적황색점토상면부는 타원형으로 잔존

하며 크기는 길이 210㎝, 너비 250㎝이며 두께는 6㎝이다. 

주거지 내부시설로는 주혈과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소형의 수혈이 조사되었으며 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혈은 長壁인 서벽 안쪽으로 중앙에 1개, 북서쪽 모서리에 1개가 확인되었다. 서벽 중앙부의 주혈은 형태가

타원형으로 직경 22~40㎝, 깊이 17㎝이며, 북서쪽 모서리의 것은 원형으로 직경 18㎝, 깊이 20㎝이다. 서

벽 중앙부 주혈의 남쪽에는 타원형의 소형 수혈이 인접해 있는데 직경 42㎝, 깊이 9㎝로 크기나 깊이로 볼

때 저장공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공렬토기 1점과 무문토기 저부 2점이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孔列土器(도면 71-1, 사진 71-⑥)

발형의 공렬토기로 1/3 가량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소성은 불량

한 편으로 구연부의 높이 차가 많이 난다. 전체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구연부쪽은 흑갈색을

띤다. 공렬은 18개 확인되며, 2개는 관통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반관통되었다. 기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정면

되었고, 내면에는 사방향으로 희미하게 정면흔이 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희미하게 도구흔이 있

다.  口徑 21.9㎝, 高 25.1㎝, 底徑 9.3㎝

② 無文土器 底部(도면 71-2, 사진 71-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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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조는 탁적갈색(2.5YR 4/4)과 흑갈색(10YR 3/2)을 띤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1

2

3

도면 71. 청23호 주거지 출토유물(1/3)

0 5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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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2. 청24호 주거지(1/40)

남아있고, 저부내면에는 도구에 길게 찍힌 흔적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現高

11.2㎝, 底徑 9.0㎝

③ 無文土器 底部(도면 71-3, 사진 71-⑧)

1층에서 수습되었다. 무문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등색(7.5YR 6/4)이고, 속심은 회색을 띤다. 저부외면에는 점

토보강흔이 있고, 내면에는 폭이 좁은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저부는 가장자리가 말각으로 처리되었고,

도구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現高 10.1㎝, 復原底徑 15.0㎝

24) 24호 주거지

(1) 遺構(도면 72, 사진 72~74) 

24호 주거지는 23호 주거지 북쪽으로 약 14m 떨어진 해발 37.6~37.9m 사이에 위치한다.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23호 주거지에 의해 북서쪽과 남서쪽 모서리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



17°-E으로등고선방향과평행한다. 규모는長 367㎝, 幅 352㎝, 최대깊이 34㎝로내부면적은10.75㎡이다. 

내부퇴적토는 크게 암갈색사질토층과 갈색사질토·명회갈색사질토 혼합층으로 나뉘며 단순 퇴적층으로

보인다. 주거지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한 부분과 적황색점토를 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남쪽바닥을

약간 더 깊게 굴착하 다. 또한 주거지 북쪽 바닥의 2/3 가량을 적황색점토로 다짐하 다. 남서쪽으로는 주

혈이 위치한 곳까지 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북동쪽은 상태가 양호하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남서쪽 바닥에 주혈 1개가 확인되었다. 주혈은 바닥에 적황색점토를 깔아 상면을 조성

한 후 만든 것이며 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30㎝, 깊이 12㎝이다. 

유물은 무문토기 3점과 석기 7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무문토기저부편 1점과 발형토기 1점은 북서쪽, 남

서쪽의 적황색점토상면부에서 출토되었다. 석기는 남벽 쪽으로 석검편, 석창, 석착이 각각 1점씩 바닥에서

검출되었다. 동벽 쪽으로는 석부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주거지 내부 퇴적층 상층에서 저부를 포함한

무문토기편, 미완성석기 1점 등 다수의 석기가 수습되었다. 

(2) 遺物

① 壺(도면 73-1, 사진 73-⑥)

호형의 무문토기로 구경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적갈색(2.5YR 3/4)과 갈색(7.5YR 4/6)이며, 내면은

적갈색(2.5YR 4/6)이다. 외면은 경부에서 동체부까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으며, 내면은 전체가 횡방

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동체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現高 20.4㎝, 復原口徑 37.2㎝

② 鉢(도면 73-2, 사진 73-⑤)

무문토기 발이며, 구연단 일부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적갈색(2.5YR 4/4)과 적갈색(2.5YR 4/6)을 띠나, 외면은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내면에는 흑반이 있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약간 일그러져

있다. 정면상태나 소성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와 바

닥의 경계에도 도구정면흔이 있다.  口徑 9.2㎝, 高 13.5㎝, 底徑 9.1㎝

③ 無文土器 底部(도면 73-3, 사진 73-⑦)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

조는 탁적갈색(5YR 4/4)과 적갈색(5YR 4/6)을 띤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바닥은

말각평저에 가깝다.  現高 6.9㎝, 底徑 9.5㎝

④~⑪ 石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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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삼각만입형석촉. 석질은이암. 선단부
④ 74-5 74-④ 석촉 (4.1) 1.9 0.3 2.0 결실. 단면은 편평육각형. 사방향의

마연흔 있음.

석질은 안산암. 경부와 신부하위는

⑤ 74-1 74-⑤ 석창 (8.7) 2.8 0.5~1.0 27.0 사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됨. 신부는
종방향으로 마연. 신부단면은 능형.
경부단면은 장방형. 경부끝은 결실됨.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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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3. 청24호 주거지 출토유물(1~3:1/3,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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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4. 청24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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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호 주거지

(1) 遺構(도면 75, 사진 75~77) 

2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중앙부의 동쪽경계면에 연접하여 위치하며 자연제방 완사면의 해발 36.8

~37.7m 사이에 조성되었다.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14호 주거지에 의해 서벽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동벽

쪽은 조사지역 외곽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거지 내부 노지의 위치를 감안하면 평

면형태는 방형으로 판단된다. 주축방향은 N-11°-E이며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규모는 長 1006㎝, 幅

657㎝(잔존), 최대깊이 85㎝이다. 

내부퇴적토는 총 8개 층이 확인되었으며 크게 암갈색사질점토층, 흑갈색사질점토층, 암갈색사질토층으로

구분된다.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며 목탄포함층은 5~7층이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노지를 제외하고 확인된 것이 없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부에서 남벽 쪽으로 1.9m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크기가 長 106㎝,

幅 88㎝인 위석식노지이다. 조성방식은 26호 주거지의 것과 같으나, 다만 내부에 직경 68㎝되는 넓은 원형의

판석 1매를 깔고 동쪽 편으로 작고 납작한 천석을 3개 끼워 빈 공간을 채운 후, 둥근 천석을 주위에 둘 다. 노

지의석재들이대부분붉게변색되어있고, 편평한판석윗면과일부천석에는불을직접땐흔적이남아있다. 

목탄은 대체로 주거지의 모서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 잔존된 상태로는 어떤 용도로 쓰 는지

확실치 않다. 대부분 서까래로 추정되는 탄화목재이며 판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주거지 내부 전체에서 토기편과 석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그 외에도 방추차, 어망추, 수정제 천공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석질은 안산암. 신부만 잔존. 단면은
볼록렌즈형에 가깝다. 전체에 사방향

⑥ 74-2 74-⑦ 석검 (11.5) 3.5 0.8 41.0 의 거친 마연흔 있음. 신부 하위의
가장자리에는 잔손질한흔적이있는데
재가공한 것으로 보임. 

석질은 규질편마암. 인부 모서리는

⑦ 74-3 74-⑧ 석착 9.3 3.4 1.7 86.0 일부 결실됨. 치 하게 마연됨. 가장
자리는 크게 떼어내기 한 후 잔떼기로
성형함.

미완성
석창 미완성품으로 추정. 석질은 안산

⑧ 74-4 74-⑥ 석기 11.3 4.2 1.8 106.0 암. 전체적으로 떼어내기하여 형태를
갖춤. 부분적으로 산화물이 부착됨.

석질은 규질편마암. 전체적으로 쪼아
⑨ 74-6 74-⑩ 석부 17.8 6.9 2.8 505.0 내기하여 형태를 갖추고, 인부는 상면

만 마연됨.

⑩ 73-4 74-⑨ 원반형 14.3 13.1 1.8 654.0 석질은 흑운모 편암. 전체적으로 쪼아
석기 내기하여 형태를 갖춤.

석질은 유문암. 회백색. 일부만 잔존.
⑪ 74-7 74-⑪ 지석 (14.4) (5.1) 6.7 477.0 암질의 결에 따라 켜켜이 갈라짐. 상

면과 하면은 치 하게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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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토기태토 덩어리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로는 옹형 유공토기, 발, 이중구연토기, 적색마연토기, 무문토기편 등이 있다. 먼저 적색마연

토기(⑤)는 구연부가 파괴되었으며 정치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위치는 주축에서 약간 벗어난 북동쪽

바닥이다. 이중구연토기는 남동쪽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목탄 아래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남벽 중앙과 북동

쪽의 바닥에서 구연부 1점이 각각 출토되었다. 옹형의 유공토기(①)는 노지 옆 서편에서 1개체가 출토되었

다. 무문토기편은 대부분 주거지 중앙부와 남·북벽 쪽에서 잔편상태로 여러 점이 출토되었다. 

석기는 석부, 지석, 망치돌, 격지, 갈돌 등이 출토되었다. 석부는 북동쪽과 남서쪽에 목탄이 집중적으로

노출된 곳에서 출토되었다. 그 외에 석기를 제작하기 위해 몸돌과 격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강암석이

주거지 전체에서 여러 점 출토되었다. 

방추차는 모두 토제품으로 노지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2.4m 떨어진 바닥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어망추는

노지 남쪽 편에 붙어서 출토되었고 수정제 천공구는 주거지 동쪽에 노출된 목탄과 동일한 높이로 2점 검출

되었다. 

(2) 遺物

① 有孔土器(도면 76-1, 사진 78-④)

옹형의 유공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5YR 4/6)이나 부분적으로 명갈색(7.5YR 5/6), 올리브갈색(2.5Y 4/3)을

띠기도 한다. 소성은 불량하며, 구연부가 다소 일그러져 있고, 구연부의 높이 차가 많이 난다. 구연은 짧게

외경하며, 내면은‘<’자 형으로 꺽 다. 동최대경은 동상위에 있다. 동체에는 직경 0.5㎝의 구멍이 2개 1조

씩 3군데 남아있다. 동체 상위에는 횡방향으로 나란히 2개, 동체 중·하위에는 종방향으로 나란히 2개, 그리

고 약간 떨어진 곳에 1개의 구멍이 남아있는데 나머지 1개는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투공은 토기 소성 후 행

해진 것으로 보인다. 외면은 일부 박리되었으며, 물손질로 정면되어 도구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구연부 내면

은 손으로 무질서하게 눌러 정면하 으며 동체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동체는 내경접합하

여 성형하 다. 바닥과 저부의 경계는 도구로 눌러 정면하 다.  口徑 19.5㎝, 高 23.8㎝, 底徑 7.2㎝

② 二重口緣土器(도면 77-1, 사진 78-①)

옹형의 이중구연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4/3)과 흑갈색을 띤다. 구연은 이중구연

으로 가늘게 말아 붙 으며, 구연단은 둥 게 처리하 다. 구연부 내면은‘<’자로 꺽 으며 점토를 덧댄 후

손으로 눌러 정형하 다. 기벽은 매우 얇은 편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동체는 5회 이상 내경

접합하여 성형하 다. 동체부 내면에는 지두흔과 점토보강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31.1㎝, 現高 23.2㎝

③ 二重口緣土器(도면 76-3, 사진 78-②)

옹형의 이중구연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갈색(7.5YR 2/2)과 암적갈색(2.5YR 3/4)을 띤다. 구연은

가늘게 접어 말아 붙 으며, 견부와 구연부와의 경계를 도구로 정면하여 구연을 말아 붙인 흔적이 많이 지워

져 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하 다. 구연부 외면은 도구로 거칠게 정면하 다. 기면은 대체로 매끄럽게

물손질정면하 으며, 내면에는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동체부는 내경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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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復原口徑 24.0㎝, 現高 15.7㎝

④ 鉢(도면 76-2, 사진 78-⑧)

발형의 무문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중석립이 소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적갈색(2.5YR 4/6)이고, 내면은 탁적갈색(5YR

4/4)이다. 속심은 부분적으로 흑색을 띤다. 구연단은 비교적 뾰족하게 처리되었으며, 구연부 내면에는 도구

정면흔이 있다. 기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9.4㎝, 現高 10.8㎝

⑤ 赤色磨硏土器 壺(도면 76-8, 사진 78-⑦)

적색마연토기로 기형은 호이다. 구경부와 동체부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과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황갈색

(10YR 5/3)과 명황등색(10YR 6/6)을 띤다. 기벽은 얇은 편이고, 외면은 저부를 제외한 전면이 마연되었

다. 주칠은 대부분 박리되고, 저부와 동체부 중위의 일부에만 남아있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돌려 성형하 다.  現高 9.9㎝, 底徑 6.0㎝

⑥ 壺(도면 77-2, 사진 78-③)

호형의 무문토기로 견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과 중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적갈색(2.5YR 4/4)과 올리브갈색(2.5YR 4/3)을 띠

고, 내면은 암적갈색(5YR 3/6)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고, 목판정면 후 물손질로 정면하 다. 내

면에는 횡방향으로 손으로 문지른 흔적이 남아있다.  現高 16.6㎝

⑦ 鉢(도면 76-4, 사진 78-⑤)

발형의 무문토기로 저부와 동체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운모, 장석 등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적갈색(5YR 4/4)과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외면은 깨끗하

게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내면에는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있다.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저부는

평저이다.  現高 9.0㎝, 復原底徑 8.0㎝

⑧ 無文土器(도면 76-7, 사진 78-⑥)

무문토기로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의 색조는 갈색(7.5YR 4/4)과 암적갈색(5YR 3/2)이고, 내면은 적갈색(2.5YR 4/6)을 띤다. 외면은 물

손질로 정면되었고, 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 종방향으로 희미하게 관찰된다. 외면의 하단에는 침선이 1조 돌

아가는데, 소성 후 새긴 것으로 보인다.  現高 9.6㎝

⑨ 無文土器 底部(도면 76-5, 사진 78-⑨)

무문토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황색(2.5Y 4/2)이고, 부분적으로 명적갈색(5YR 5/8)과 흑색(10YR 1.7/1)을 띤다. 기면은 대

체로 물손질로 깨끗하게 정면하 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5.3㎝, 底徑 8.8㎝

⑩ 無文土器 底部(도면 76-6, 사진 78-⑩)

무문토기로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다량의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황갈색(10YR 5/8)이고, 내면은 적갈색(2.5YR 4/8)이다. 단면에서 바닥원판과 보강토의 경계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바닥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8㎝, 底徑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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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어망추(도면 77-3, 사진 79-⑤)

토제어망추로완형이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있다. 색조는적갈색(2.5YR 4/6)과탁갈색

(7.5YR 5/4)을띤다. 평면형태는타원형이고, 양끝에는홈을팠다.  길이3.6㎝, 폭2.8㎝, 두께1.0㎝, 무게12.0g 

⑫~⑮ 紡錘車

⒃~ 石器37

유물 도면 사진 태 토 색 조
(現) 규격(단위:㎝)

설 명
직경 구멍직경 두께

석 , 장석, 운모 등의 흑갈색, 2.5Y 3/1 가장자리 일부 결실.
⑫ 77-4 79-① 사립이 다량 포함 암적갈색, 5YR 3/6 5.7 1.1 0.8~1.3 손으로 눌러 정면함.

투공 후 린 점토가 남음.

⑬ 77-5 79-② 석 , 장석, 운모 등의 암적갈색, 5YR 3/6 5.9 0.9 0.8~1.1 완형. 평면형태는 타원형.
세사립 소량 포함 갈회색, 10YR 4/2 정면상태 불량.

석 , 장석, 운모 등 황갈색, 10YR 5/6 완형. 정면상태 불량.
⑭ 77-6 79-③ 사립이 소량 포함 갈색, 7.5YR 4/6 6.3 0.9 1.1~1.3 가장자리는 손으로 눌러

흑색, 10YR1.7/1 정면함.

석 , 장석, 운모 등의 흑갈색, 10YR 2/3 완형. 도구정면흔희미하게
⑮ 77-7 79-④ 사립 소량 포함 황갈색, 10YR 5/6 6.4 0.8 0.7~1.0 있음. 정면상태는 보통.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⒃ 78-2 79-⑥ 천공구 (1.7) 0.6 0.2 1.0 석 제 천공구. 일부만 잔존.

⒔ 78-1 79-⑦ 천공구 (1.6) 0.6 0.4 1.0 석 제 천공구. 일부만 잔존.
단면은 육각형에 가까움.

석질은 규암. 상면은 마연되고 하면은
⒕ 78-3 79-⑧ 격지 4.4 4.0 0.6 14.0 모암에서 떨어진 면 그대로임. 가장

자리 일부는 잔떼기로 손질.

석질은 안산암. 상면은 마연되고 하면
⒖ 78-4 79-⑨ 격지 5.1 3.1 0.8 12.0 은모암에서떨어진면그대로임. 가장

자리 일부는 잔떼기 함.

석질은 규암. 인부 중심으로 마연됨.
⒗ 78-6 79-⑪ 석착 6.5 4.0 1.4 59.0 가장자리 일부는 잔떼기하고 고타하

여 전체적인 형태를 갖춤.

합인석부완형. 석질은안산암. 신부와
(21) 78-5 79-⑩ 석부 4.9 2.8 0.9 22.0 인부 모두 치 하게 마연하고, 양측면

은 고타흔 있음.

굴지구로추정됨. 석질은페그마타이트.
(22) 79-2 79-⑬ 석부 (16.4) 8.9 7.3 1995.0 頭部는결실됨. 양측면은고타하 으며, 

인부는약하게마연되었고사용흔있음.

석질은페그마타이트. 양측면은전체적으로
(23) 80-2 79-⑭ 석부 14.7 8.0 6.7 1520.0 고타하 고, 상면과하면은일부가고타됨.

날은 약하게 세움. 굴지구로 추정됨.

(24) 81-3 81-② 석부 (17.0) 6.6 3.9 900.0 석질은 편마암. 인부는 결실. 전체적으로
고타하여 정형함. 부분적으로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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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석질은 안산암. 전면이 갈려있으며,
(25) 80-1 80-② 지석 14.9 7.3 2.8 429.0 갈돌일 가능성도 있음. 부분적으로

떼어내기 함.

(26) 81-1 80-③ 지석 (7.1) 2.5 1.6 47.0 석질은 유문암. 일부 결실됨. 전면
마연됨.

석질은 화강암. 일부 결실됨. 전면
거칠게 마연됨. 상부 표면에 둥근 홈

(27) 82-1 81-③ 지석 (24.0) 16.0 7.0 4090.0 이 2개가 있어 석기 끝을 둥 게 마연
하 던 것으로 보임. 일부에 불에 그
을린 흔적있음.

석질은 규암. 고타하여 전체적인 형태

(28) 79-1 80-① 망치돌 12.2 4.8 3.5 356.0 를갖춤. 하면일부는자연면그대로임.
망치돌로날은안세우고사용한것으로
추정됨. 

석질은페그마타이트. 상면은자연면을

(29) 79-3 80-④ 망치돌 11.6 9.6 6.3 940.0 그대로 이용하 으며, 하면의 상부는
떼어내기하여 손에 잡기 편한 형태를
갖춤. 하단의가장자리에사용흔있음.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하면은 모암에
(30) 79-4 80-⑤ 망치돌 11.6 9.0 3.9 608.0 서분리된면그대로이며, 상면은일부

자연면임. 가장자리에 사용흔 있음.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상면과 하면은
79-5 80-⑥ 망치돌 9.1 6.5 3.3 320.0 자연면을그대로이용하 으며, 하단과

좌측면의 가장자리에 사용흔 있음.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상면은 자연
80-3 80-⑦ 망치돌 12.2 10.1 5.6 1035.0 면을 그대로 사용하 으며, 하단과

우측면의 가장자리에 사용흔이 있음.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상면과 하면은
81-2 80-⑨ 망치돌 8.3 4.4 2.8 145.0 자연면을 이용하 으며, 하단에는

사용흔 있음.

80-4 80-⑧ 용도미상 (11.4) (8.6) 1.4 272.0 석질은 편암.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석기 하단 일부는 마연됨.

78-8 79-⑫ 용도미상 (15.9) 13.7 4.7 1420.0 석질은 화강암. 전면과 후면은 찧은
석기 흔적과 갈린 흔적 있음. 일부는 결실.

상부퇴적토에서 출토됨. 석질은 편암.
78-7 80-⑩ 갈돌 17.5 8.6 2.2 457.0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 찧기한 흔적과

갈린 흔적 있음. 평면형태는 타원형.

석질은 흑운모 화강암. 평면형태는
81-4 81-① 갈돌 34.4 10.7 3.8 2710.0 타원형이며. 주로 사용된 면은 약간

오목하게갈림. 전체에찧은흔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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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9. 청25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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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0. 청25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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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1. 청25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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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2. 청25호 주거지 출토유물(1/2)

26) 26호 주거지

(1) 遺構(도면 83, 사진 81~83) 

2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동부에 치우쳐 위치하며, 자연제방의 완만한 사면 끝에 해당하는 해발

36.9~37.6m에 조성되었다. 남서쪽으로 약 45m에 25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원삼국시대에 조성된 원

10호 주거지에 의해 남서 벽 모서리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주축방향은 동서방향으로 N-

76°-W이며 등고선방향과 직교한다. 규모는 길이 654㎝, 너비 492㎝, 최대깊이 58㎝이며 내부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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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3. 청26호 주거지(1/40)



28.06㎡(추정)이다. 

내부퇴적토는 8개 층으로 나뉘는데, 6~8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목탄포함), 회갈색사질점토층이 주거지

폐기와 관련된 층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바닥과 벽은 기반층인 황갈색사질토의 굴착면을 그대로 이용하 는

데, 노지가 위치한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높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주혈, 노지, 저장공, 내부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북동쪽 모서리에서 2개, 남동

쪽 바닥에서 1개가 확인되었다. 북동쪽 모서리에서 확인된 것들은 크기가 직경 30~38㎝, 깊이 13㎝ 내외

이다. 반면 남동쪽 바닥에서 확인된 것은 크기가 직경 20㎝, 깊이 8㎝ 정도이다. 

노지는 주거지 내부 동서에서 2개가 확인되었다. 서쪽 바닥에서 확인된 노지는 서벽에서 약 40㎝ 가량 떨

어져서 중심축 상에 조성된 위석식노지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남서쪽 모서리는 원10호 주거지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다. 크기는 길이 100㎝, 너비 82㎝이다. 노지 안쪽에 두께 4~5㎝의 편평한 판석 4매를 바닥

에 깔고 빈 공간을 작은 판석으로 채운 뒤, 주위를 둥그스름한 천석으로 돌렸다. 판석의 윗면은 불을 직접 땐

흔적이 확실하게 남아 있으나 주위의 천석에는 안쪽으로만 남아있다. 노지를 조성하기 위해 따로 바닥을 파

낸 흔적은 없다. 다만 바닥을 황갈색사질토층인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부 석재는 바닥면에 심어 고정

하 다. 북서쪽으로 치우친 바닥에서 확인된 노지는 중심축 상에서 벗어나 조성되었다. 수혈식노지로 크기

는 직경 26~29㎝, 깊이 8㎝이며 원형에 가깝다. 

저장공은 남서쪽 모서리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가 길이 74㎝, 너비 34㎝, 깊이는

10㎝내외이다. 내부수혈은 중심축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친 바닥에 조성되었는데,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

깝고 크기가 길이 130㎝, 너비 119㎝이며 깊이는 9㎝이다. 

유물은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과 무문토기편과 석부, 망치돌, 추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무문토기편은

중심축선 상의 남쪽바닥에서 동체부가 1점 출토되었으나 저장혈과 내부수혈 안에서 잔편으로 대부분 출토되

고, 노지 주변에서 석추가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二重口緣土器(도면 84-1, 사진 83-④) 

이중구연토기로 구연부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적갈색(5YR 4/6)이다. 구연부는 점토보강한 후 거칠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3.0㎝, 

現高 4.0㎝

② 二重口緣土器(도면 84-3, 사진 83-③) 

이중구연토기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

는 적갈색(5YR 4/6)과 탁황갈색(10YR 5/4)을 띤다. 기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구연부는 둥 게 점토

보강한 후 비교적 거칠게 정면되었다.  현길이 14.1㎝

③ 無文土器(도면 84-2, 사진 83-②) 

무문토기편으로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고, 기벽이 매우

얇은 편이다. 외면은 탁적갈색(5YR 4/4)이고, 내면은 흑갈색이다. 동체에는 직경 0.5㎝의 구멍이 1개 남아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투공하 으며, 가장자리를 깨끗하게 정면하 다.  현길이 6.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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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4. 청26호 주거지 출토유물(1~3:1/3, 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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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⑦ 石器

27) 27호 주거지

(1) 遺構(도면 85, 사진 83) 

2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해발 37.2m에 조성되었다. 유구 대부분이 삭평되어 노지와

일부 바닥만 잔존한다. 노지의 반 이상과 남쪽 바닥도 삭평되었다. 노지는 원형의 무시설식이며 출토된 유물

은 없다. 잔존하는 규모는 길이 121㎝, 너비 93㎝이고, 주축은 남-북방향으로 추정된다.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인부만 잔존.
④ 84-4 83-⑤ 석부 (5.8) 8.1 2.8 186.0 上面은 고타하고 일부 마연하 으며,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 떼어내기 함.

석질은 페그마타이트. 가장자리와
⑤ 84-5 83-⑥ 망치돌 6.6 6.7 3.2 224.0 上面은 고타하고 마연함. 下面은

자연면 그대로임.

용도 일부만 잔존. 석질은 편마암. 갈돌로
⑥ 84-6 83-⑦ 미상 (9.4) 9.6 7.5 951.0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고타하여

석기 형태를 갖춤.

석질은 흑운모 편암. 평면형태는 원형
⑦ 84-7 83-⑧ 추 7.7 · 2.8 235.0 이고, 가운데 0.8㎝의 구멍이 뚫림.

가장자리는 둥 게 마연함.

도면 85. 청27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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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6. 청1호 수혈(1/40)

2. 수혈

1) 1호 수혈

(1) 遺構(도면 86, 사진 84)

1호 수혈은 조사지역 B지구 중앙부의 동쪽에 치우쳐 위치하며 해발 36.4~37.9m에 조성되었다. 북쪽에

2호 수혈을 파괴하고 들어섰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長 376㎝, 短 360㎝, 깊이 146㎝이다. 황갈색

사질토인 생토층을 그대로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내부에서 확인된 시설은 없다. 단면상 2단으로 보이나 벽

의 중간에서 상단부분이 수혈 내부로 무너진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

흑갈색사질토의 혼합비율에 따라 크게 3개 층으로 나뉜다. 흑갈색사질토 혼합비율이 높은 층위가 함몰된 벽

면으로 추정되며 그 외는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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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호 수혈

(1) 遺構(도면 87, 사진 84) 

2호 수혈은 조사지역 북쪽에 위치한 1호 수혈 북쪽에 중복되어 위치한다. 해발 37.4~37.9m에 조성되었

다. 1호 수혈에 의해 남쪽 벽과 바닥이 일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長 153, 短 126㎝(잔

존), 깊이 54㎝이다.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여 벽과 바닥을 조성하 는데 벽은 거의 수직에 가깝다. 내부에

는 황갈색사질토가 퇴적되었고,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 1점과 석촉 1점이 출토

되었다. 

(2) 遺物

① 無文土器 底部(도면 87-1, 사진 84-④) 

무문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

다. 기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속심은 탁황등색이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외면에 목판

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現高 4.9㎝, 復原底徑 6.2㎝

② 石鏃(도면 87-2, 사진 84-⑤) 

석촉 미완성품으로 석질은 이암이다. 평면형태는 오각형이며, 선단부는 다소 뭉툭하게 잘려있다. 전면에

사방향의 마연흔이 뚜렷하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4.6㎝, 폭 1.3㎝, 두께 0.2㎝, 무게 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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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7. 청2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1/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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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 수혈

(1) 遺構(도면 88, 사진 85) 

3호 수혈은 조사지역 B지구 북서편에 치우쳐 위치하며 해발 37.3~37.7m에 조성되었다. 북쪽으로 약

40m 떨어진 지점에 1호 수혈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17호 주거지가 인접하여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

모는 長 156㎝, 短 151㎝, 깊이 40㎝이다. 

내부퇴적토는 황갈색·암갈색사질토의 혼합비율에 따라 나뉘는데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벽과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 고 내부시설은 주혈 1개가 동쪽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주혈의 형태는 원형으로 크

기가 직경 24㎝이며 깊이는 9.5㎝이다. 유물은 석착 1점이 출토되었다. 

(2) 遺物

① 石鑿(도면 88-1, 사진 85-⑤) 

석착 미완성품으로 석질은 편암이다. 인부만 마연되었고, 신부는 떼어내기하여 형태만 갖추어져 있다.@

길이 7.1㎝, 폭 4.2㎝, 두께 1.8㎝, 무게 8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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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8. 청3호 수혈(1/30) 및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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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수혈

(1) 遺構(도면 89, 사진 86) 

4호수혈은3호수혈남쪽으로8m 떨어진지점에위

치하며 해발 37.1~37.5m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남동쪽 벽의 일부가 교란으로 파괴되었다. 규

모는長162㎝, 短 158㎝이며깊이는40㎝이다. 

내부퇴적토는 갈색사질토와 암갈색사질토에 일부

황갈색사질토가 혼합된 비율에 따라 나뉘는데 단순퇴

적에 의한 것이다. 벽과 바닥은 황갈색사질토층의 굴

착면을 그대로 이용하 고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

으며 출토된 유물은 없다. 

5) 5호 수혈

(1) 遺構(도면 90, 사진 87) 

5호 수혈은 조사지역 B지구 중앙부에 위치하며, 원

35호 주거지가 상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해발

36.7~37.1m 사이에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

며 규모는 長 122㎝, 短 104㎝, 깊이 25㎝이다. 내부

퇴적토는 암갈색사질토 단일층으로 단순퇴적에 의한

것이다. 굴착면 그대로 벽과 바닥을 조성하 고 출토된

유물은없다. 

6) 6호 수혈

(1) 遺構(도면 20, 사진 87)

6호 수혈은 조사지역 남쪽에 위치하며 해발

35.8~36.0m에 조성되었다. 폐기된 후, 상부에 8호

주거지가 조성되어 정확한 깊이는 알 수 없다. 평면형

태는 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19°-E이다. 규모는 長

222㎝, 幅 215㎝이며 잔존 최대깊이는 15㎝이다. 내

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토와 갈색사질토 혼합층으로

곡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벽과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 으며 내부에서 확인된 시설과 출토된

유물은 없다. 

도면 89. 청4호 수혈(1/30)

도면 90. 청5호 수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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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작유구

(1) 遺構(도면 91, 사진 88) 

청동기시대 경작유구로 추정되는 유구로 조사구역중 A지구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 약 21m,

동서 9.6m의 범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해발 37.0~38.0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상에서 경작유구의 형

태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양이 일정하기 않으며 지표에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라 정확한 성격을 알 수는 없

다. 유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식물규산체분석과 화분분석(부록 10 참고)을 실시하 으나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작유구 범위안에서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일부가 원14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된 것

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로 추정된다. 

도면 91. 경작유구(1/60)



B. 원삼국시대

1. 주거지

1) 1호 주거지

(1) 遺構(도면 92·93, 사진 89~91) 

1호 주거지는 A지구의 북쪽 끝에 위치하며 해발 37.4~38.0m에 조성되었다. 서쪽으로 7.6m 떨어진 곳

에 3호 주거지를 비롯해서 2호, 4호, 5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출입구 끝 부분이 삭평되어서 정확한 형

태는 알 수 없다. 다만 노지가 무시설식인 다른 주거지들과 비교하면 원래는‘呂’자형 주거지 을 것으로 추

정된다. 주축방향은 N-57°-W로 출입구는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부는 출입구 쪽 단벽이 돌출한 오각

형인데 동쪽 모서리와 서쪽 모서리 일부가 교란으로 결실되었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길이가 잔존 990㎝, 단

축길이가 638㎝이며, 전체깊이는 46㎝이다. 

토층은 내부퇴적토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는 17개층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암

갈색사질점토와 흑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1㎝ 정도로 깔아서 조성하 으나 부

분적으로 정지층면이 노출되었다. 출입구와 주거지 가장자리는 점토다짐 없이 정지층면을 바닥으로 사용했

다. 출입구 정지층(b층)은 주거부 정지층보다 먼저 조성되었는데 바닥면을 보호하기 위해 사질토에 황색점

토를 섞어서 만들었다. 

출입구는 잔존형태가 장방형으로 끝 부분이 삭평되었다. 단벽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축방향으로 똑바로

뻗어있다. 주거부와는거의수평으로연결되어있다. 출입구규모는잔존길이가180㎝이며폭은116㎝이다. 

출입구에서 6개의 주혈과 2개의 벽구가 확인되었다. 벽구의 크기는 벽구 1이 길이 160㎝, 폭 11㎝, 깊이

12㎝이며 벽구 2가 길이 150㎝, 폭 6㎝, 깊이 7㎝이다. 좌우 벽에 바짝 붙어있으며 양 끝으로 주혈과 중복

되어 있다. 출입구 양쪽에 기둥을 세운 후 나무벽 등을 세운 흔적으로 판단된다. 출입구 정지층에 점토를 섞

은 것은 기둥과 벽시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구 주혈 일부가 서로 중

복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출입구 시설에 한 차례 보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출입구 단벽부분에 황갈색의 점토가 확인되었다. 주거부와 출입구의 높이차이가 크지 않고, 상면위에 얇

게 쌓인 것으로 보아 지붕이나 벽체시설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1호 주거지는 수혈을 굴광한 후 굴광면에 흙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하 다. 이 후 정지층을 되파서 벽주

를 세운 후 점토를 다져서 상면을 조성했다. 상면까지의 깊이는 36㎝이다. 

상면조사 결과 1개의 노지와 9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오벽에서 244㎝ 떨어진 주거부 북쪽에 위

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동쪽 일부가 교란으로 파괴되었다. 무시설식 노지로 정지층을 굴광해서

만들었다. 소토에 목탄이 섞여 있었으며 노지 표면에서 토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 직경은 최대 86㎝이다. 

9개의 주혈은 오벽에 약 2m의 간격으로 3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장벽에 2개, 서장벽에 4개가 위치하고

있다. 서장벽의 주혈 1번과 주혈 9번은 중복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추후에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서장벽의 벽주는 원래 3개 을 것으로 생각되며 동장벽에도 3개의 벽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깊이는 대부분 20㎝ 정도인데 40㎝가 넘는 깊은 주혈도 있다. 벽주는 벽과 인접한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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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2. 원1호 주거지 1차(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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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3. 원1호 주거지 2차(1/60)



데 이는 내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지층은 암갈색사질토의 단일토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면에서 굴착면까지의 깊이는 12㎝로 얕은 편이

다. 정지층 조사결과 5개의 주혈과 용도미상의 내부수혈 1개가 새로 확인되었다. 주혈은 직경 15~25㎝, 깊

이 5~15㎝이다. 출입구 쪽 단벽 동쪽에 1개, 서쪽에 2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장벽에 1개, 북단벽에 1개

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 주혈은 모두 정지층에서 주혈선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상면 조성 전까지만 사용한

임시기둥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토기류로 외반구연옹,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단경호, 동체부 등의 타날문토기와 방추차가 출토

되었으며, 서장벽에서 철겸이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94-5, 사진 92-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 내면은 탁황등색(10YR 7/4)이다. 외

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있고, 동체부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박리되어 정면흔이 확인되지 않으며, 동체상부의 내면에는 외경접합한 후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復原口

徑 24.6㎝, 現高 30.2㎝

② 外反口緣甕(도면 94-1, 사진 92-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외면에는 흑갈색의 그을음이 묻

어있다. 구연은 살짝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외경접합한 후 도구로 거칠게 정면한 흔적이 있고, 부분적으로 마연

되었으나 정면상태는 거친 편이다.  復原口徑 19.0㎝, 現高 17.4㎝

③ 外反口緣甕(도면 94-2, 사진 92-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에는 일부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대체로 정면상태가 양호하며, 동체부에는 종방

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구연부 외면에는 사방향의 도구정면흔과 지두흔이 희미하게 있다. 구연

부 내면은 깎기조정하여‘]’자 형으로 단이 진다. 예새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내면 또한 대체로 깨

끗하게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2.7㎝, 現高 14.2㎝

④ 外反口緣甕(도면 94-3, 사진 92-⑤)

출입구에서 출토된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다.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

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외면에는 흑갈색

의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외면은 마연

도구로 깊게 누르면서 정면하여 기면에 요철이 심하다. 내면은 정면상태가 양호한 편이며,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0.8㎝, 現高 6.7㎝

⑤ 外反口緣甕(도면 94-4, 사진 9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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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4. 원1호 주거지 출토유물(1/3)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

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구연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復原口徑 12.7㎝, 現高 8.6㎝

⑥ 底部(도면 94-6, 사진 92-⑥)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남아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4.3

㎝, 復原底徑 8.4㎝

⑦ 打捺文土器(도면 94-7, 사진 92-⑧)

타날문토기로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거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명회색이다. 외면은 승문타날 후 침선

을 돌렸으나, 기면이 박리되어 타날흔은 부분적으로 지워졌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

다. 바닥은 원저이다.  現高 12.8㎝

⑧ 短頸壺(도면 95-1, 사진 92-⑦)

타날문토기로 추정되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소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회황색(2.5Y 7/2)과 암회색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견부에는 1조의 침선이 남아있고,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8.4㎝, 現高 6.4㎝

⑨ 打捺文土器(도면 95-2, 사진 92-⑨)

타날문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

다. 기면과 속심은 모두 회백색(2.5Y 7/1)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으며, 1조의 침선이 남

아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다.  현길이 11.9㎝

⑩ 打捺文土器(도면 95-3, 사진 92-⑩)

타날문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 세사립 등 소량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외면에는 격자타날이 되었고, 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현길이 11.8㎝

⑪ 紡錘車(도면 95-4, 사진 92-⑪)

토제 방추차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단면은 편평 육각형으로 주판알 모양과 비슷하다. 가장자리에는 6곳에 도구로 누른 흔적이 있다. 상면에는

방사상으로 도구로 그어 문양의 효과를 냈고, 하면에는 손톱흔적이 있다. 가운데는 직경 0.9㎝의 구멍을 뚫

었다.  直徑 4.7㎝, 두께 2.7㎝

⑫ 紡錘車(도면 95-5, 사진 92-⑫)

토제 방추차로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가운데는 직경 0.9㎝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5.0㎝, 두께 1.3㎝

⑬ 紡錘車(도면 95-6, 사진 92-⑬)

토제 방추차로 완형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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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황갈색(10YR 6/6)을 띤다. 상면과 하면에는 도구로 방사상으로 그어 문양의 효과를 냈다. 가운데는

직경 0.8㎝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4.4㎝, 두께 1.1㎝

⑭ 鐵鎌(도면 95-7, 사진 91-⑧)

背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선단부는 크게 彎曲하는 曲刃鎌이다. 신부에는 초본류에 감겨

있던 흔적이 앞·뒷면에 남아있다. 基部는 접혀있지 않고 신부보다 폭이 좁다. 기부와 인부의 경계는 약간

말아 접어 두께가 두껍다. 신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기부의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길이 24.1㎝, 基

部幅 2.5㎝, 身部幅 3.0~3.4㎝, 두께 0.1~0.3㎝, 무게 88.0g 

2) 2호 주거지

(1) 遺構(도면 96·97, 사진 93~95, 97) 

2호 주거지는 A지구의 북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37.8~38.3m에 조성되었다. 남쪽에 3호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5~6m 떨어진 곳에 4호, 5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출입구 끝 부

분이 3호 주거지에 의해 파괴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주축방향은 N-17°-W로 출입구는 남쪽

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부는 출입구 단벽이 돌출한 오각형인데 중앙부분이 186×150㎝의 규모를 가진 교

란구덩이에 의해 파괴되었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길이가 잔존 860㎝, 단축길이가 560㎝이며, 전체깊이는

최대 54㎝이다. 

토층은 내부퇴적토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성된다. 내부퇴적토는 4개의 주요토층으로 구분되는데

거의 수평으로 퇴적되어 있다. 대부분 암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먼저 퇴적된 5층과 7층에는 소토

및 목탄이 섞여있으며 5층과 7층 사이에 암갈색의 소토층(6층)이 확인되었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1㎝정

도로 얇게 깔아서 조성했으나 부분적으로 정지층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출입구와 인접한 주거부 남쪽

에는 5㎝ 정도 두껍게 깔아서 상면점토층을 조성했다. 주거부와 출입구는 평평하게 연결되어 있다.

출입구는 잔존형태가 장방형이나 끝 부분이 파괴되어서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다. 단벽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축방향으로 똑바로 뻗어있다. 점토다짐 없이 굴착면을 바닥으로 사용했다. 출입구 규모는 장축길

이가 잔존 130㎝, 폭이 100㎝이다. 출입구에서 2개의 벽구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벽구의 크기는 벽구 1이

길이 34㎝, 폭 20㎝, 깊이 11㎝이며, 벽구 2는 길이 34㎝, 폭 16㎝, 깊이 20㎝이다. 벽구가 있는 것으로 보

아 출입구에 벽 시설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른 주거지에 비해 벽구 길이가 짧은 것으로 보

아 출입구 일부에만 벽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2호 주거지는 수혈을 굴착한 후 굴착면에 벽주를 세운 후 흙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했다. 이 후 점토를

깔아서 상면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만들었다. 벽면과 접한 주거부 가장자리는 깊게 굴착해서 정지층을 두껍

게 조성한데 비해, 주거부 중앙부분은 굴착을 얕게 해서 정지층이 없이 굴착면에 바로 상면점토를 깔았다.

상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38㎝이다. 

상면조사결과 1개의 노시설과 11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부 북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오

벽과의 거리는 244㎝이다. 현재 평면형태는 반원형이나 교란으로 대부분이 파괴되어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다. 굴착면을 바로 노지로 사용하 으며 잔존직경은 최대 40.1㎝이다. 노지 북쪽에 점토를 반원형으로 돌

려서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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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주는 동장벽에 150~180㎝의 간격으로 4개, 서장벽에 140~186㎝의 간격으로 4개가 위치하고 있으

며 오벽에 1개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구 단벽에 좌,우 하나씩 2개가 위치하고 있다. 상면조사때 벽주

의 주혈선은 벽면과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면과 정지층을 모두 제거하자 굴착면에서 완전한 벽주

의 주혈선이 확인되었다. 즉 벽주는 주거지 굴착 후 조성된 것이며 상면에서 확인된 주혈선은 기둥의 흔적으

로 보인다. 벽주는 벽과 인접한 가장자리에 만들었다. 이는 내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지층은 2개 토층으로 구분되는데 갈색, 암갈색의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주거부 중앙에는 정지층 없

이 굴착면에 바로 점토를 설치해서 상면을 조성했다. 정지층을 모두 제거하면 명황갈색의 굴착면이 나타나

는데 굴곡이 매우 심하다. 상면에서 굴착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20㎝이다. 내부조사 결과 굴착면에서 2개의

주혈이 새로 확인되었다. 모두 굴착면에서 주혈선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상면 조성 전까지만 사용한 임시기

둥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저부, 호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 단경호, 그리고 판상형 철기가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98-1, 사진 96-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소성은

양호하나 성형시 기울기가 다소 기울어져 높이 차이가 많이 난다. 전반적으로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

내면은 탁황등색(10YR 6/3)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

고, 내면에는 일부에 유기물 탄화물이 부착되어있다. 외면에도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횡

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는데 마연흔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

이 있다. 내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정면되었는데,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저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

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가 려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口徑 9.3㎝, 高 14.2㎝, 底徑 4.9㎝

② 外反口緣甕(도면 98-2, 사진 96-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전체의 1/3 가량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흑갈색을, 외면은 명적갈색(5YR 5/8)을 띠기도 한

다. 구연일부에는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일부에서만 종방향의 마연흔이 확인된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과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한 흔적이 있다. 바닥은 평저이며,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口徑 9.7㎝, 高 13.7㎝, 底徑 6.5㎝

③ 外反口緣甕(도면 98-4, 사진 96-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전체의 1/2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5YR 6/8)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암회황색(2.5Y 4/2)을 띠기도 한다. 내·외

면 모두 흑색의 탄화물이 부착되어있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동체부는 다소 기울어져 있다. 외면은

박리되어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타날흔으로 보이는 희미한 흔적도 있다.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바닥은 평저이며, 정면상태는 양호하다.  口徑 16.3㎝, 高 25.1㎝, 底徑 11.2㎝

④ 外反口緣甕(도면 98-3, 사진 96-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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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대부분 심하게 박리되었다. 외면은 암회황색(2.5Y 5/2)과 등색(7.5YR

6/6)을 띠고, 내면은 탁황색(2.5Y 6/4)을 띤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희미하게 마연흔이

남아있고,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2.9㎝, 現高 11.4㎝

⑤ 外反口緣甕(도면 98-7, 사진 96-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의 1/2 정도와 동체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은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동체상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

고, 동체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口徑 15.7㎝, 現高 14.2㎝

⑥ 外反口緣甕(도면 98-8, 사진 96-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의 1/2 정도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R 6/4)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동체부는 폭 0.6㎝ 가량의 도구로 정면하 다. 견부내면에는 점토보

강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5.0㎝, 現高 10.1㎝

⑦ 外反口緣甕(도면 98-9, 사진 96-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은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탁황색(2.5Y 6/4)이다. 외면에는 그

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동체 내·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

었고, 견부내면에는 거칠게 점토보강한 흔적이 있다. 구연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6.0㎝,

現高 7.7㎝

⑧ 底部(도면 98-5, 사진 97-①)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흑갈색을, 내면은 탁황색(2.5Y 6/4)을 띠기

도 한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있다.  現高 9.1㎝, 底徑 8.8㎝

⑨ 底部(도면 98-6, 사진 97-②)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색(2.5Y 6/4)이고, 내면은 황갈색(2.5Y 5/3)이다. 박리된 곳은 등색을 띠고, 부분적으로 그을

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깎기조정되었다. 現高

6.0㎝, 底徑 9.3㎝

⑩ 底部(도면 99-3, 사진 97-⑤)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이다. 내면과 단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에

는 종방향의 도구정면흔이 있고,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있다.  現高 4.8㎝, 復原底徑 9.0㎝

⑪ 底部(도면 99-4, 사진 97-④)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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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으나 내저면에 거친 도구흔이 남아있

다.  現高 5.1㎝, 底徑 8.0㎝

⑫ 底部(도면 99-5, 사진 97-⑥)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

여있다.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고, 내면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現高 4.6㎝, 底徑 6.6㎝

⑬ 底部(도면 99-1, 사진 97-③)

중도식토기로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기형은 유경호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과 흑갈색이고, 내면에는 일부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동체하위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는 횡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내면은 목리조정흔과 희미한 마연

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고, 정면상태가 불량하다.  現高 8.7㎝, 底徑 8.7㎝

⑭ 底部(도면 99-2, 사진 97-⑦)

중도식토기이며, 호의 저부만 남은 것을 일부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흑갈색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외면은 종방

향으로거칠게마연되었고, 내면도매우거칠게정면되었다. 바닥은말각평저이다.  現高 5.3㎝, 底徑 7.0㎝

⑮ 短頸壺(도면 99-6, 사진 97-⑨)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경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탁황등색(10YR 6/4)을 띠기도 한다. 속심은

회황색이다. 경부는 직립하다가 구연에 이르러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견부와 동체부는 격자

타날을 하고 침선을 깊게 돌렸는데 12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구경

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口徑 15.0㎝, 現高 14.5㎝

⒃ 打捺文土器(도면 99-8, 사진 97-⑩)

타날문토기 단경호편으로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

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갈색(2.5Y 5/3)이고, 속심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와질소

성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1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7.8m 

⒔ 打捺文土器(도면 99-7, 사진 97-⑪)

타날문토기편으로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경질이며,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외

면의 색조는 명황색(2.5Y 7/4)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6/2)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10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6.7㎝

⒕ 板狀形鐵器(도면 99-9, 사진 97-⑫)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완만한 만곡도를 보인다. 도면의 상단과 하단이 모두 날카로운 편이나 하단이 더

날카롭다. 신부는 2군데 잘려진 것 같은 흔적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재단한 흔적일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

로 약간의 굴곡선을 이루고 있다. 미완성철기편일 가능성도 있고, 철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

다.  길이 9.4㎝, 두께 0.2㎝, 무게 1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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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00, 사진 98~100) 

3호 주거지는 A지구 북쪽 끝 부분에 위치하는데 해발 37.8~38.3m에 조성되어 있다. 남쪽으로 4호 주거

지, 북쪽으로 2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서쪽으로 2.3m 떨어진 곳에 5호 주거지가 있으며 북동쪽

으로 8.5m에 1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주축방향은 N-68°-W이다. 폭 30㎝의

교란이 주거지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으며 주거지 동쪽단벽 부분은 폭 55㎝의 교란이 주거지를 남북으로 관

통하는 등 교란에 의한 파괴가 심하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길이가 530㎝, 단축길이가 345㎝이며, 전체깊이

는 최대 70㎝이다. 

3호 주거지는 주거지 굴착 후 굴착면에 흙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한 후 점토를 깔아서 상면점토층을 만

들었다. 토층은 내부퇴적토층과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는 주재 함몰층(11번층)을 포

함해서 12개층으로 구분된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1㎝로 깔아 만들었으나 주거부 남동쪽 부분은 최대 6㎝

정도로 두껍게 점토를 깔았다. 상면까지의 깊이는 28㎝이다. 

3호 주거지는 화재주거지로 주거지 전면에 다량의 목탄이 노출되었다. 벽시설이나 지붕시설이 무너진 것

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이 빈약한 것으로 보아서 불을 놓아서 주거지를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상면조사결과 1개의 노시설과 용도미상의 내부수혈이 3개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 원형의 무시설식의 노지로 최대 직경 90㎝이다. 노지주위는 화재로 인해서 소토화되었다. 용

도미상의 수혈은 남쪽 장벽에 1개, 주거지 중앙에 1개, 주거지 서쪽에 1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내부수혈 1은

노지와 붙어있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정지층은 암갈색사질토와 황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정지층을 제거하면 명황갈색사질토의 굴광면이

나타난다. 상면에서 굴착면까지의 깊이는 최소 2㎝에서 최대 36㎝로 굴곡이 매우 심하다. 유물은 내만구연

옹,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지석이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內灣口緣甕(도면 101-1, 사진 100-⑦)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구연부와 동체부의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과 등색(7.5YR 6/8)을 띤다. 구연단

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구연부와 동체상부에만 마연흔이 남아있

다. 전체적으로 정면상태는 불량한 편이고,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復原口

徑 19.4㎝, 現高 30.5㎝

② 底部(도면 101-2, 사진 100-⑧) 

중도식토기저부이다. 태토에는석 , 장석등의중석립과운모가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갈색(7.5YR

5/6)이고, 내면에는그을음이있다. 외면에는종방향의마연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 5.1㎝, 底徑 6.8㎝

③ 지석(도면 101-3, 사진 100-⑨)

일부는 결실되었다. 전체가 마연되었으며, 일부는 쪼기하 다. 부분적으로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다.

현길이 13.6㎝, 현너비 8.8㎝, 두께 5.8㎝, 무게 963.0g 



189

도면 100. 원3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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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02·103, 사진 101~103) 

4호 주거지는 A지구의 북쪽 끝 부분에 위치하며 해발 37.3~38.1m에 조성되어 있다. 남쪽에 3호 수혈,

북쪽에 3호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다. 서쪽에는 5호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다. 평면형태는‘凸’자형

인데 출입구 끝 부분 일부가 3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주축방향은 N-16°-W로 출입구는 남쪽에 위치하

고 있다. 주거부는 출입구 단벽이 돌출한 오각형으로 출입구 단벽이 삭평으로 일부 유실되었으며 오벽은 중

앙부분이 교란으로 파괴되었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길이가 잔존 886㎝이며 단축길이 476㎝, 전체깊이는

70㎝이다.

토층은 내부퇴적토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성된다. 내부퇴적토는 24개의 토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크게 4개 토층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완만하게 퇴적되었으나 북쪽부분은 여러 개의 토층이 급경사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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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1. 원3호 주거지 출토유물(1·2:1/3,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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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2. 원4호 주거지 1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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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3. 원4호 주거지 2차(1/50)



며 퇴적되었다. 내부토는 주로 암갈색사질토와 흑갈색사질점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한

편이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1㎝ 정도로 얇게 깔아서 만들었다. 

출입구는 잔존형태가 장방형으로 다른 주거지의 출입구보다 세장한 것이 특징이다. 끝 부분 일부가 3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다. 단벽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축보다 서쪽으로 뻗어있다. 주거부와는 경사면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데 상면 점토나 정지층 조성 없이 굴착면을 바닥으로 사용했다. 출입구 규모는 길이가

310㎝, 폭 152㎝이다. 

4개의 출입구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동, 서 각각 2개씩 위치하고 있다. 서로 중복인 것으로 보아 전면적인

보수가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호 주거지는 주거지 굴착 후 굴착면에 흙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했다. 이 후 정지층을 되파서 벽주를 세

운 다음 점토를 깔아서 상면을 만들었다. 상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45㎝이다. 상면조사 결과 1개의 노시설과

7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출입구 단벽부분에서 다량의 황색점토가 확인되었다. 인위적인 흔적없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벽이나 지붕시설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노지는 오벽에서 112㎝ 떨어진 주거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정지층을 약간 굴

착해서 만들었다. 막음돌 시설을 한 노지로 북쪽에 점토를 이용해 여러 개의 돌을 쌓았다. 노지규모는 장축

길이가 94㎝, 단축길이는 64㎝이다. 

주혈은 서장벽에 5개가 위치하고 있으나 원래는 3개 던 것을 보수한 것으로 보인다. 동장벽에는 2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주거지 구조상 남동 모서리에도 남서 모서리와 마찬가지로 주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원래는 동,서 장벽에 3개 씩 6개의 벽주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벽주는 벽과 인접한 가장자

리에 만들었다. 이는 내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지층은 6개 토층으로 구분된다. 주로 암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탄알갱이가 부분적으로 섞여

있다. 정지층 조사결과 용도미상의 내부수혈이 1개 확인되었다. 내부수혈은 출입구 단벽쪽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68cm, 깊이 18cm이다. 정지층에서 수혈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면조성 전

까지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상면에서 굴착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34㎝이지만

노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분은 굴착을 얕게 해서 정지층을 얕게 조성했다. 정지층을 모두 제거하면 명황갈

색의 굴착면이 나타나는데 굴곡이 매우 심하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단경호 등의 타날문토기, 부형토기, 낙랑계토기와 갈돌, 도자

가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04-1, 사진 104-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탁황등색(10YR 6/4)을 띠며, 외면은 부

분적으로 그을음이 부착되어 흑갈색을 띤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고, 동체상부에서 저부까지는 종방향으로 길게 도구정면된 흔적이 남아있다.

내면에도 종방향으로 도구정면흔적이 있으나 외면보다 정면상태가 양호하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

정면흔이 깊게 남아있다.  口徑 18.1㎝, 高 32.1㎝, 底徑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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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外反口緣甕(도면 104-2, 사진 104-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회색(5Y 4/1)을 띤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다. 동체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문

지른 흔적이 있다. 견부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흔이 관찰된다.  復原口徑 12.3㎝, 現高 12.4㎝

③ 釜形土器(도면 106-1, 사진 104-③)

구연부와 동체부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

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명황색(2.5Y 7/3)이고, 박리된 곳은 황회색을

띤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토기의 성형은 동체에 위치하는 솥걸이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를 따로 제

작하여 붙 다. 그리고 상부와 하부는 각각 긴 점토판을 붙여서 성형하 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으

나 정면상태가 거친 편이며, 요철이 있다. 기면이 박리되어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으며, 솥걸이 아래에 지

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28.8㎝, 現高 27.2㎝

④ 底部(도면 104-4, 사진 104-②)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 바닥은 회갈색을 띤다. 정면상태는 매우 불량한 편이다. 저부와 바

닥의 경계에는 지두흔과 목판정면흔이 남아있고, 내면에도 무질서한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4.9㎝,

底徑 9.4㎝

⑤ 壺 口緣部(도면 104-3, 사진 104-⑥) 

와질소성의 낙랑계토기 호편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

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이고, 속심은 탁황갈색(10YR 5/4)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경부 외

면은 타날 후 회전물손질정면을 하여 타날흔이 거의 지워졌다.  현길이 4.8㎝

⑥ 短頸壺(도면 105-1, 사진 104-⑦)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경질이며,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내·외면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에는 승

문이 타날되었고, 동체 중·하위는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동체 상위와 중위에는 11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

면은 1/2 정도는 박리되었고, 회전물손질흔이 남아있다.  現高 13.5㎝

⑦ 短頸壺(도면 105-2, 사진 104-⑨)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경질이며 색조는 기면

과 속심 모두 회색(2.5Y 5/1)이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외면은 격자타

날 후 침선을 돌렸는데 9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19.4㎝

⑧ 短頸壺(도면 105-3, 사진 104-⑧)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경질이며,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세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5Y 6/1)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7/2)을 띤다. 외면에는 승문타날 후 침선을 돌렸는데 부분적으로 기면이 박리되어 타날흔은 희미하게 남아

있다. 침선은 19조가 남아있고, 내면은 전반적으로 박리되었다.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흑갈색의 그을음이 남

아있다.  現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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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底部(도면 106-2, 사진 109-⑤)

타날문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

색이고, 속심은 회황색이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와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저부는 원저인데 가운데 폭이 좁고 짧은 굽이 돌출해 있다.  現高 11.9㎝

⑩ 갈돌(도면 104-5, 사진 104-⑩)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되었고, 석질은 백운모 편암이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고, 뒷면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다. 주로 사용된 면은 평평하고, 뒷면은 볼록렌즈처럼 둥 다. 전체적으로 쪼기하고 갈린 흔적이

있다.  현길이 46.9㎝, 폭 14.0㎝, 두께 3.4㎝, 무게 1396.0g 

⑪ 刀子(도면 104-6, 사진 104-④)

철제 도자로 身部의 상당부분과 柄部의 끝은 결실되었다. 인부와 병부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고, 도면상

평면도에서 등면은 직선적이다. 인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상하면의 형

태를 보면 인부와 배부가 약간 굴곡을 이루고 있다. 인부는 어느 정도 연마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제작공정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길이 7.3㎝, 두께 0.2㎝, 무게 8.0g 

5) 5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07·108, 사진 105~108) 

5호 주거지는 A지구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37.4~38.3m에 조성되었다. 북동쪽으로 2호, 3

호, 4호 주거지가 인접하고 있으며, 16m 떨어진 곳에 1호 주거지가 위치한다. 평면형태‘呂’자형의 주거지

로 출입구 동쪽 일부분이 교란으로 파괴되었으며, 주거부 동쪽 장벽은 상부 일부분이 삭평되었다. 주축방향

은 N-7°-W로 출입구는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길이가 925㎝, 단축길이는 잔존한 부

분이 390㎝이고, 전체깊이는 80㎝이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층은 토층 중앙부를 중심으로 크게 6개의

토층으로 구분된다.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퇴적되어 있는데 얇은 토층이 여러 번에 걸쳐서 퇴적되었다. 내

부토는 암갈색사질토와 흑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1㎝ 정도로 깔아서 조성했는데

출입구와 인접한 주거부 남쪽과 출입구 연결부에는 4~5㎝ 정도로 두껍게 깔았다. 

출입구는 방형으로 추정되나 교란으로 동쪽 일부가 파괴되어서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다. 단벽중앙에 위

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축보다 서쪽으로 뻗어있다. 주거부와는 경사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면점토층 없

이 정지층면을 바닥으로 사용했다. 출입구 연결부는 정지층을 매우 두껍게 조성해서 경사면을 만들었다. 출입

구 연결부의 북쪽 끝에는 세장한 강돌이 횡방향으로 놓여있는데 문지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 연

결부 남쪽 끝 부분에는 상면점토층 위에 회갈색사질토가 쌓여있다. 매우 단단하며 인위적으로 쌓은 것으로 보

아 출입구 문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17번 토층). 출입구 규모는 길이가 340㎝, 폭이 152㎝이다.

출입구 주혈은 6개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직경은 30㎝ 내외로 일정하지만 깊이는 최

소 8㎝에서 최대 54㎝로 매우 다양하다. 출입구 연결부에 네 모서리에 하나씩, 그리고 출입구 서쪽에 2개가

위치하고 있다. 출입구 동쪽이 교란으로 파괴된 점을 감안하면 원래는 출입구 모서리에 4개, 출입구 통로에

4개로 총 8개의 주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주거지와 달리 출입구 주혈을 다수 조성하 으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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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7. 원5호 주거지 1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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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8. 원5호 주거지 2차(1/50)



입구 연결부의 정지층과 상면점토층을 두껍게 조성하 다. 따라서 5호 주거지는 잘 갖추어진 출입구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벽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5호 주거지는 화재주거지로 서까래 등의 목탄이 노출되었다. 목탄은 주로 동·서 장벽과 인접한 바닥면에

서 노출되었는데 목탄의 양은 다른 화재주거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주거지 굴착 후 굴착면에 벽주를 조성

하 다. 이 후 굴착면에 흙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 한 후 점토를 깔아서 상면을 만들었다. 상면까지의 깊이

는 최대 51㎝이다. 상면조사결과 1개의 노시설과 6개의 주혈, 2개의 저장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오벽에서의 194㎝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무시설식 노지로 정지층을 약간 굴착해서 만들었

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인데 동쪽 일부가 파괴되었다. 직경은 최대 61㎝이다. 

주혈은 동쪽장벽에 138~162㎝의 간격을 두고 3개, 서쪽장벽에 140여㎝의 간격을 두고 3개가 위치하고

있다. 주혈의 흔적은 상면에서 나타났으나 내부조사결과 굴착면에서 완전한 주혈선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거지 굴착 후 굴착면에 주혈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상면에서 확인되는 주혈선은 목재기둥의 흔적이다.

깊이는 대부분이 40㎝이상이다.

저장혈은 모두 북동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저장혈 1은 직경 15㎝, 깊이 18.5㎝인데 완형의 중도식

토기가 똑바로 놓인 채로 출토되었다. 토기를 묻어놓고 저장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장혈 2는 직경

40㎝, 깊이 27.5㎝로 내부에서 토기가 1점 출토되었다. 

정지층은 벽주를 세운 후에 조성했는데 17개 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토는 갈색, 암갈색, 명갈색의 사질토

로 이루어져 있다. 정지층을 모두 제거하면 명황갈색의 굴착면에 나타나는데 굴곡이 심한 편이다. 상면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깊이는 28㎝이다. 

유물은 토기류로 외반구연옹, 발, 소형토기 등의 중도식토기와 저부, 발 등의 타날문토기, 낙랑계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철기류로는 환형철기, 철기편, 도자가, 이 외에 관옥이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09-2, 사진 109-①)

저장혈 1에서 출토되었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

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흑갈

색을 띠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정면상태나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동최대경은 동

중·상위에 위치한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견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타날흔

이 남아있다. 내면은 지두흔과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나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바닥은 굽상

의 평저로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하여 정면하 다.  口徑 15.3㎝, 高 25.1㎝, 底徑 8.7㎝

② 中島式土器 鉢(도면 109-1, 사진 109-③)

저장혈 2에서 출토되었다. 중도식토기 발이며, 구연부와 동체부는 1/2 가량 남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며, 부분적으로 회갈색

과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기면의 대부분이 박리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된

다. 내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으며,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

토를 보강하여 정면하 다.@ 復原口徑 19.3㎝, 高 15.6㎝, 底徑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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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外反口緣甕(도면 109-5, 사진 109-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전체의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에는 그을음과 광택이 나는 칠이 묻어

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마모되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

계에는 지두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하여 굽상의 저부를 가지며, 굽 내측은 정면상태가 불량하다.  復原口徑 10.2㎝, 高 13.4㎝, 底徑 6.3㎝

④ 外反口緣甕(도면 109-6, 사진 109-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탁황색(2.5Y 6/3)이고, 내·외면에는 그을

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물손질된 흔적과 점토보강흔이 있다.  復原口徑 19.0㎝, 現高 13.8㎝

⑤ 外反口緣甕(도면 109-4, 사진 109-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회황갈색(10YR 4/2)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등색(5YR

6/6)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외면에는 사방향의 마연흔이 희미

하게 관찰된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정면상태가 양호하다.@ 復原口徑 22.3㎝, 現高 6.3㎝

⑥小形土器(도면 109-3, 사진 109-④) 

중도식토기 미니어쳐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상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기형은 鉢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황갈색(2.5Y 5/3)이고, 일부 회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고,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口徑 3.7㎝, 高 5.5㎝, 底徑 1.8㎝

⑦ 打捺文土器 鉢(도면 110-1, 사진 109-⑧) 

발형의 타날문토기이며, 저부는 결실되었다. 구연부와 동체의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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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을 띤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외면은 전체가 격자타날되었으나 구연부쪽은 회전물손질로 타날이 지워졌다. 내면은 마모

되었다.  復原口徑 22.4㎝, 現高 16.5㎝

⑧ 短頸壺(도면 109-7, 사진 109-⑨)

낙랑계토기 단경호편으로 구연과 동체의 2/5 정도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기면의 색조는 흑색이고,

속심은 명황색(2.5Y 7/3)이다.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동체중위와 상위에는 각각 5조와 10

조의 세침선을 돌렸다. 동체 중·하위는 침선을 돌린 후 승문타날하 는데, 종방향으로 한 후 사방향으로 타

날하 다. 내면은 회전물손질정면되었는데 동체하부에는 일부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9.1㎝, 現高 13.0㎝

⑨ 管玉(도면 110-2, 사진 109-⑩)

원통형의 관옥이다. 천하석제이며, 암녹색을 띤다. 가운데는 직경 0.3㎝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양 방향에

서 약간 어긋나게 뚫었다.  길이 2.2㎝, 直徑 1.0㎝, 무게 3.0g 

⑩ 環形鐵器(도면 110-5, 사진 109-⑪)

부분적으로 결실되었고, 부식이 심하다. 양 끝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는 철판을 구부려 붙여서 제작하

다. 반지나 골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直徑 1.9㎝, 두께 0.2㎝, 무게 2.0g 

⑪ 鐵器片(도면 110-4, 사진 109-⑫)

철기편으로 신부일부만 남아 있다. 신부의 단면이나 휘어진 정도로 볼 때 철겸일 가능성도 있다. 신부단면

은 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이 4.5㎝, 너비 1.8㎝, 두께 0.2㎝, 무게 4.0g 

⑫ 刀子(도면 110-3, 사진 109-⑬) 

철제 도자로 병부의 끝과 신부 끝은 결실되었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뚜렷하다. 背部는 마무리작업이 깨

끗하게 되지 않았으며, 다소 비스듬하게 단조되었다. 병부는 약간 휘어져있으나 신부는 직선적이다. 신부단

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7.5㎝, 너비 1.0㎝, 두께 0.2㎝, 무게 7.0g 

6) 6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11, 사진 110·111) 

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북서부 서쪽경계면에 연접하며, 해발 37.6~38.3m 사이에 조성되었다. 조사지역

내에 포함된 주거지의 남서쪽 약 1/2 가량만 노출되었다. 주거지의 출입구쪽에 가까운 주거부 남쪽 바닥과

동벽 일부가 교란갱에 의해 결실되었다. 또한 조사경계면에 해당하는 담장의 기초굴착면 때문에 주거지의

대각선 방향인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상당한 파괴가 진행되어 있다. 주거지 중앙부에는 5호 수혈이 조성되

어 있어 중복관계를 이룬다. 주축방향은 N-11°-W이며, 평면형태는‘凸’자형인 주거지이다. 장축길이는

983㎝이고, 단축길이는 453㎝이며, 깊이는 90㎝이다. 

토층은 내부퇴적토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상면점토층은 정지 후 전면에 점토를 2~8㎝ 정

도 깔아 조성되었다. 정지층은 암갈색사질점토와 명갈색사질토를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겹겹이 구성하 다. 

출입구는 주거지 남쪽에 주거부 보다 10㎝ 높게 설치되었으며 바닥만 잔존한다. 출입구에서 확인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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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동·서벽에 벽구와 각 모서리에 주혈이 있다. 벽구는 출입구 동·서벽의 중간부분에서 주거부와의

경계까지 설치되어 있고, 상면을 조성하기 전에 설치된 것이다. 길이는 100~106㎝, 너비는 주거부의 경계

로 갈수록 15㎝로 넓어진다. 

주거지에서 확인된 주혈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크기는 대체로 직경 20~30㎝이다. 출입구 주혈1, 주혈2

는 깊이가 9~14㎝, 주거부와 출입구의 경계에 설치된 출입구 주혈3, 출입구 주혈4는 깊이가 25~29㎝이

다. 주거부와의 경계에 있는 출입구 주혈들이 크고 깊으며 이미 조성된 상태의 벽구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출입구 연결부는 주거부 상면과 약 25°의 경사도를 나타내며 상면보다 더 두꺼운 점토가 출입구 중간부분

까지 연결된다. 출입구 연결부의 상면 아래에서 길이 90㎝, 너비 30㎝, 깊이 30㎝ 내외의 문지방시설이 확

인되었다. 문지방시설은 출입구와 주거부의 경계에 설치된 벽주혈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부의 평면형태는 배부른 말각장방형이며 중앙부가 약간 더 깊다. 주거부에서 확인된 내부시설은 주혈

과 소형벽구가 있다. 노지는 5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은 동장벽에 7개, 출입구동벽에 1개가 확인되었다. 출입구서장벽은 전체가 조사되지 못하 으나 2개가

확인되었다. 동장벽에서 확인된 주혈들은 남동쪽 모서리와 중앙부에 설치된 2개를 제외하고, 벽면 바깥으로

반원형으로 돌출되게 굴착하고 상면층의 높이보다 높게 설치되었다. 남동쪽 모서리와 중앙부, 북동쪽 모서리

에 가깝게 설치된 3개의 주혈 사이에 2개씩 80~94㎝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남동쪽 모서리에 설치된 주혈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크기가 직경 32~34㎝로 위치가 1회 벽쪽으로 더 깊이 옮겨졌다. 중앙부의 주혈은 크기

가직경 18㎝의원형으로정지층아래에서확인되었다. 정지층을조성하기전에제거된것으로판단된다. 

소형벽구는 북서쪽 모서리에서 190㎝ 이격되어 동장벽에서 확인되었다. 길이는 80㎝, 너비는 북쪽이 약

간 더 넓고 깊이는 10㎝ 내외이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발,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 단경호, 도자, 봉상철편이 출토되었다.

(현덕만)

(2) 遺物

① 小形土器(도면 112-1, 사진 112-②) 

중도식토기 발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

연되었다. 저부는 강하게 축약이 이루어지며, 바닥은 굽상의 평저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

아있다.  復原口徑 8.9㎝, 高 6.9㎝, 底徑 4.8㎝

② 外反口緣甕(도면 112-5, 사진 112-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은 대체로 직립하나 부분적으로 외반하기도 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부분적으로 회갈색과 등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절반가량이 박리되어 사립이 돌출해 있다. 소성은 다소 불량한 편이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

되었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고,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저부는 목판정면흔이

있으며 바닥은 평저이다. 내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마연흔이 확인된다. 저

부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 남아있다.  口徑 15.6㎝, 高 30.6㎝, 底徑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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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外反口緣甕(도면 112-2, 사진 112-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2)과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구연단

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1/2 정도 박리되었으나 횡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0.9㎝, 現高 5.6㎝

④ 外反口緣甕(도면 112-3, 사진 112-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다.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대체로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목리조정

흔과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5.1㎝, 現高 12.0㎝

⑤ 外反口緣甕(도면 112-4, 사진 112-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고, 내면은 천황색(2.5Y 7/4)이다. 외면에

는 흑색의 유기물 탄화물이 부착되어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내·외면은 포를 이용하여

물손질정면하 다. 견부외면에는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21.8㎝, 現高 14.4㎝

⑥ 外反口緣甕(도면 112-6, 사진 112-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나 외면은 일부 등색과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어 일부에서만 희미하게 마연흔이 확인된다.  復原口徑 11.8㎝, 現高 6.4㎝

⑦ 外反口緣甕(도면 112-7, 사진 112-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

에는 흑색의 탄화물이 부착되어있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되었

다. 동체상부의 내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짧게 마연되었고, 동체내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

는 점토보강한 흔적이 남아있고,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4.5㎝, 現高 9.3㎝

⑧ 底部(도면 113-1, 사진 112-⑪)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갈색(7.5YR 5/6),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에 그을음이 묻어

있다. 외면은 동체부에 종방향으로 마연한 후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

흔이 깊게 남아있다. 내면은 외면보다 폭이 넓은 도구로 마연하 다.  現高 10.0㎝, 復原底徑 12.8㎝

⑨ 底部(도면 113-2, 사진 112-⑧)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

색(10YR 6/4)이고, 내면은 갈회색(10YR 4/1)이다. 저부는 강하게 축약되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

두흔과 도구흔이 깊게 남아있다. 내면의 일부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4.8㎝, 底徑 9.5㎝

⑩ 底部(도면 113-3, 사진 112-⑨) 

209



210

0 5 10cm

1

2

3

4

5

6

7

0 10cm5
8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

는 암회색이고, 부분적으로 탁황색(2.5Y 6/3)을 띤다. 외면에는 피열흔이 있고, 피열된 곳은 박리되어 등색

을 띤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現高 3.0㎝, 底徑 8.0㎝

⑪ 底部(도면 113-4, 사진 112-⑩)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

황등색(10YR 6/4)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있고, 내면은 손으로 횡방향으로 문지르면서 정

면하 다.  現高 3.0㎝, 底徑 8.8㎝

⑫ 短頸壺(도면 113-5, 사진 112-⑬)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경부 일부와 견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과 갈

색 토기부스러기가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외면은 암회황색(2.5Y 5/2), 내면은 탁황색(2.5Y

6/4)을 띤다. 견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9.7㎝,

現高 7.4㎝

⑬ 打捺文土器(도면 113-6, 사진 112-⑫) 

경질의 타날문토기편이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외면은 탁황

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6/2)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내면은 회전

도면 113. 원6호 주거지 출토유물(1~6:1/3, 7·8:1/2)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8.1㎝

⑭ 刀子(도면 113-7, 사진 112-⑭) 

柄部는 완전한 상태이나 身部는 상당부분이 결실되었다. 신부의 단면은 세장한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의

단면은 세장한 장방형이다. 병부의 끝은 약간 꺾여 있다. 인부와 배부는 정연한 일직선을 보이고 있어, 마무

리 단조 성형 후 인부의 최종연마 등이 잘 마무리된 제품으로 보인다. 현재 내부금속의 잔존상태도 양호하

다.  현길이 10.0㎝, 너비 1.6㎝, 두께 0.3㎝, 무게 18.0g 

⑮ 棒狀鐵片(도면 113-8, 사진 112-⑮) 

용도미상의 철편이다. 약간 휘어있는 상태이며, 단면은 부분적으로 방형에 가까우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

정형으로 일정하지 않다.  현길이 3.8㎝, 너비 0.5㎝, 두께 0.3㎝, 무게 4.0g 

7) 7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14·115, 사진 113~115) 

7호 주거지는 A지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은 37.5~38.2m이다. 동쪽으로 2.7m 떨어진 곳에 8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10.2m 떨어진 곳에 9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凸’자형인데 주거

부는 방형이다. 주축방향은 N-72°-W인데 출입구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주거지와 달리 강을 바라보고

있는것이특징이다. 주거지규모는장축길이가 748㎝, 단축길이가 501㎝이며, 전체깊이는 70㎝이다. 

내부토층은 내부퇴적토층과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층은 7개층으로 구분되는데 대

부분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내부토는 주로 암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부분적으로 목탄 알갱이가 섞여있으며 2층에는 다량의 곡물이 섞여있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아주 얇게 깔

아서 만들었는데 부분적으로 정지면이 노출되어 있다. 

출입구는 장방형으로 남·북벽이 교란으로 일부 파괴되었다. 단벽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축방향으로

똑바로 뻗어있다. 주거부와 경사면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데 점토다짐 없이 정지층면을 바닥으로 사용했

다. 출입구 규모는 길이가 204㎝, 폭이 140㎝이다. 4개의 출입구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네 모서리에 하나씩

위치한다. 직경 30㎝ 내외로 깊이는 17~34㎝이다. 

7호 주거지는 주거지 굴착 후 굴착면에 흙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했다. 이 후 정지층을 다시 파서 벽주를

세운 후 점토를 다져서 상면을 만들었다. 

상면조사결과 1개의 노시설과 5개의 주혈이 확인되었으며 출입구 단벽에서 다량의 황색점토가 확인되었

다. 황색점토는 다른 주거지들처럼 부채꼴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 단벽 좌우에 일정범위로 쌓여있

다. 특별한 흔적이 없이 점토덩어리들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벽이나 지붕시설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는 주거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벽에서 190㎝떨어진 곳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의 무시설식 노지

로 정지층을 약간 굴광해서 만들었다. 직경은 최대 33㎝이다. 

주혈은 대부분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깊이는 20~30㎝이다. 각각 네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모서리

안쪽으로 주혈을 설치해서 다른 주거지보다 내부 공간이 좁은 편이다. 벽구 등의 벽체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층은 6개층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상면에서 굴착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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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4. 원7호 주거지 1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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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5. 원7호 주거지 2차(1/50)



22㎝이다. 정지층을 모두 제거하면 명황갈색의 굴착면이 나타는데 굴곡이 매우 심하다. 

유물은 토기류로 외반구연옹, 완,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대호, 단경호 등의 타날문토기와 부형토기, 어

망추, 파수가 출토되었으며 철기류로는 봉상철기, 용도미상철기가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16-1, 사진 115-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과 흑갈색을

띤다. 구연단은 약하게 凹面을 이루고,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외면은 사립이 탈락되기도 하고,

정면상태가 매끄럽지 않아 상당히 거칠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

되었으나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다. 내면은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고, 일부에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동체내면의 일부에는 탄화물이 부착되었는데, 남아있는 양상으로 보아 주거지 폐기 이후 화재에 의한 흔적

으로 보인다.  復原口徑 17.0㎝, 현고 11.7㎝

② 外反口緣甕(도면 116-2, 사진 115-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흑갈색(2.5Y 3/1)

을 띤다. 구연부와 견부에는 물손질정면흔이 있고, 동체부는 마연흔이 희미하게 있다. 내면은 전체에 목리조

정흔이 뚜렷하고, 그을음이 묻어있다.  復原口徑 18.1㎝, 現高 6.6㎝

③ 外反口緣甕(도면 116-5, 사진 115-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

다. 구연단은평탄하게처리되었고, 부분적으로凹面을이루기도한다. 구연부는횡방향으로물손질정면되었고,

동체부는종방향으로마연되었다. 내면에는도구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12.9㎝, 現高10.5㎝

④ 外反口緣甕(도면 116-6, 사진 115-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4)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있고, 내면에는 조으기흔이 있

다.  復原口徑 14.5㎝, 現高 6.9㎝

⑤ 外反口緣甕(도면 116-3, 사진 115-④) 

중도식토기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황갈색(10YR 5/6)을 띤다. 기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내면은

손으로 길게 눌러 정면하 다.  復原口徑 14.1㎝, 現高 4.9㎝

⑥ 燔(도면 116-4, 사진 115-⑤)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기형은 완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7/4)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외

면에는 횡방향으로 도구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2.5㎝, 現高 3.9㎝

214



215

0 5 10cm

1

2

3
4

5

6

7

8

9

11

10

도면 116. 원7호 주거지 출토유물(1/3)



⑦ 底部(도면 116-7, 사진 115-⑨)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

갈색(10YR 5/3)이고, 내면에는 일정높이에 띠상으로 탄착흔이 있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동체와 저

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점토 보강 후 거칠게 정면하여 도구정면흔이 무질서

하게 나타난다.  現高 8.7㎝, 底徑 10.0㎝

⑧ 底部(도면 116-8, 사진 115-⑩)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점토 보강

후 횡방향으로 목리조정하 고, 지두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現高 3.7㎝, 復原底徑 10.2㎝

⑨ 底部(도면 116-9, 사진 115-⑪) 

산화염에서 소성되었으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회황색(2.5Y 6/2)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색을

띠고,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경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외면은 대체로 마모되었고, 내면에는 지두

흔이 남아있다.  現高 6.3㎝, 復原底徑 8.8㎝

⑩ 釜形土器(도면 117-2, 사진 116-①)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다

량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3)이다. 일부에 흑반이 있다. 내

면은 박리되었고, 솥걸이를 중심으로 따로 제작하여 붙여 성형하 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도구정면하 고,

솥걸이 주변은 횡방향으로 물손질하 다.  現高 11.8㎝

⑪ 大壺(도면 117-1, 사진 116-②) 

타날문토기 대호로 구경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올리브흑색(5Y 3/1)이고, 속심은 탁황

색(2.5Y 6/4)이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어 거칠고, 울퉁불퉁하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견부부터 동

체부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32.0㎝, 現高

13.7㎝(구연부), 25.3㎝(동체부) 

⑫ 短頸壺(도면 116-10, 사진 116-④) 

와질소성의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다.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

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고,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동체외면은 승문

타날 후 침선을 얕게 돌렸고, 침선 아래로는 격자타날을 하 다. 내면에는 동심원상의 목제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現高 14.1㎝

⑬ 短頸壺(도면 116-11, 사진 116-③)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운모 등의 세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명황색을 띠기도

한다. 동체 중·상위는 승문타날 후 침선을 돌렸고, 동체 중·하위와 저부는 승문을 교차하여 타날하 다.

침선은 8조가 비교적 깊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있다.  現高 23.5㎝

⑭ 漁網錘(도면 117-3, 사진 116-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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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추편으로 1/3 가량 남아있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고, 색조는 흑갈색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가운데는 직경 0.4㎝ 정도의 구멍이 뚫려있다.  推定直徑 3.2㎝

⑮ 把手(도면 117-4, 사진 116-⑥) 

소형의 파수이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고,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

의 색조는 명갈색(7.5YR 5/6)이고, 속심은 회황색이다. 단면은 원형이고, 파수 끝에는 손으로 정면한 흔적

이 있다.  현길이 2.1㎝, 두께 1.5㎝

⒃ 棒狀鐵器(도면 117-5, 사진 116-⑧) 

단면은 세장방형이고, 말단부로 내려오면서 가늘고 날카롭게 제작되었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다.  현

길이 3.2㎝, 너비 0.6㎝, 두께 0.2㎝, 무게 1.0g 

⒔ 棒狀鐵器(도면 117-6, 사진 116-⑨) 

단면은 방형에 가깝고, 말단부로 내려오면서 가늘고 날카롭게 제작되었다.  현길이 3.8㎝, 너비 0.4㎝,

두께 0.4㎝, 무게 1.0g 

⒕ 棒狀鐵器(도면 117-7, 사진 116-⑩) 

단면은방형이고, 평면형태는세장한형태이며, 양끝은결실되었다.  현길이 3.8㎝, 너비 0.5㎝, 두께 0.4㎝,

무게 2.0g 

⒖ 用途未詳鐵器(도면 117-8, 사진 116-⑦) 

주조철기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단면은‘z ’자 형으로 가장자리가 약간 돌출된 형태이다. 한쪽 끝은 약간

구부러져있고, 신부에 비해 폭이 넓다. 부식이 심하다.  현길이 4.8㎝, 너비 1.3~2.0㎝, 두께 0.5㎝, 무게

14.0g 

8) 8호주거지

(1) 遺構(도면 118, 사진 117~119) 

8호 주거지는 A지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7.5~38.1m에 조성되었다. 서쪽으로 6호 수혈과

중복을 이루고 있으며 2.7m떨어진 곳에 7호 주거지, 동쪽으로 1.7m 떨어진 곳에 9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나 교란으로 인해서 동남쪽 모서리를 비롯한 주거지의 절반정도가 파괴되었다. 주

거지 규모는 장축길이 509㎝, 단축길이 490㎝, 깊이 46㎝이고, 주축방향은 거의 남-북방향이다. 

내부퇴적토는 주로 흑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소토와 목탄알갱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8호 주거지는 주거지 굴착 후 정지층조성 없이 굴착면을 바닥으로 사용

하 으며 상면점토도 만들지 않았다. 내부조사 결과 부뚜막이 1개 확인되었다. 

부뚜막은 서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교란으로 인해 아궁이 부분은 파괴된 채 양 측벽만 남아있다. 측

벽은 바닥을 굴광한 다음 납작한 돌을 세로로 세워서 만들었는데 측벽을 고정시키기 위한 점토는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는 갈색사질토로 채워져 있었으며 소토가 섞여있었다. 연도부는 측벽 부근에만 일부 남아있었

는데 무너져서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었다. 배연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외반구연옹, 옹,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단경호 등의 타날문토기가 있고, 연도부를 따라 2개

체의 중도식 토기편이 일렬로 수습되었다. 이 외에 철재와 관옥이 출토되었다. (도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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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19-1, 사진 120-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갈색(10YR 4/2)이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명적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동체부와 저부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기면이 박리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내면은 목리조정되었다.  復原口徑 14.5㎝, 高 21.0㎝, 底徑 9.1㎝

② 外反口緣甕(도면 119-2, 사진 120-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일부와 저부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4)과 탁황갈색(10YR 5/4)을 띠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명적갈색

과 갈회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일부와 동체일부에는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와 견부는 횡방향으로 도구정면되었고, 동체부와 저부는 마연되었다. 저부와 바닥

의 경계는 목판정면하 고,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하여 굽을 만들었다. 구연부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와 저부내면은 사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동체상부의 내면에는 둥근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

다.  口徑 16.0㎝, 高 27.1㎝, 底徑 8.4㎝

③ 鉢(도면 119-3, 사진 120-①) 

중도식토기 발로 동체일부, 저부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명적갈색을 띤다. 구연부 외

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고,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길게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정면하 다. 저부와

바닥은 접합하면서 따로 점토보강을 하지 않아 접합면이 그대로 관찰된다. 동체내면은 횡방향으로 정면한

후 뾰족한 도구로 길게 그었다. 저부내면은 보강한 점토를 정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면이 거칠다.  口徑

14.6㎝, 高 22.3㎝, 底徑 8.6㎝

④ 外反口緣甕(도면 119-4, 사진 120-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다량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외면은 사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復原

口徑 19.1㎝, 現高 7.9㎝

⑤ 外反口緣甕(도면 119-5, 사진 120-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이고, 기면이 박리된 곳은 탁황등색(10YR

6/3)을 띤다. 내면은 명적갈색(5YR 5/6)이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구연내면은 깎기하여‘<’자 형으로

단이진다. 내면은물손질로정면되었으며목판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口徑 12.8㎝, 現高 8.1㎝

⑥ 外反口緣甕(도면 120-1, 사진 120-⑥) 

부뚜막에서 출토된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

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구연부 외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내면에

는 점토보강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4.8㎝

⑦ 短頸壺(도면 120-2, 사진 120-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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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막에서 출토된 단경호의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

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경도는 높은 편이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내·

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외면에는 물레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5.1㎝

⑧ 短頸壺(도면 119-6, 사진 120-⑨)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점토

이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2.5Y 3/1)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6/2)이다. 속심은 가장자리가 회황색을

띠고, 가운데는 흑갈색이다. 동체상부의 외면에는 세승문을 타날하고 침선을 얕게 돌렸는데 5조의 침선이 남

아있다. 경부외면에는 회전목리흔이 남아있다. 견부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7.9㎝, 現高 11.0㎝

⑨ 底部(도면 120-6, 사진 120-⑪) 

중도식토기 저부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

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에는 흑색의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저부에는 점토보

강 후 도구로 문질러 정면하 다.  現高 3.1㎝, 復原底徑 9.2㎝

⑩ 底部(도면 120-5, 사진 120-⑫) 

중도식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탄화물이

확인된다.  現高 3.5㎝, 復原底徑 12.3㎝

⑪ 底部(도면 120-3, 사진 120-⑩)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황갈색(2.5Y 5/3)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4)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

0 5 10cm
0 5cm

0 2cm

1

2

3

4

5

6

7

8

도면 120. 원8호 주거지 출토유물(1~6:1/3, 7:실대, 8:1/2)



223

이 있고, 내면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5.8㎝, 復原底徑 8.4㎝

⑫ 底部(도면 120-4, 사진 120-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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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을 띠고, 내면은 등색(7.5YR 6/8)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

누름흔과 목판정면흔이 남아있고,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5.7㎝, 復原底徑 7.7㎝

⑬ 管玉(도면 120-7, 사진 119-③) 

석제 관옥으로 백색을 띤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통형이고, 양방향에서 천공하 다. 전면이 치 하게 마연

되었다.  길이 2.7㎝, 직경 0.7㎝, 천공직경 0.2~0.3㎝, 무게 2.0g  

⑭ 鐵滓(도면 120-8, 사진 119-④) 

전반적으로 회청색을 띤다. 도면상 上面은 매끄럽고, 下面은 가는 모래에 닿아 거친 상태이다. 내부에는

대소의 기포들이 형성되어있다. 분석이 필요하나 형태나 정황으로 보아 精鍊滓일 가능성이 있다.  길이 6.7㎝,

폭 5.1㎝, 두께 1.8㎝, 무게 98.0g 

9) 9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21, 사진 121~123) 

9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A지구 북동부에 위치하며, 해발 37.5~37.8m 사이에 조성되었다. 서쪽으로 8호

도면 121. 원9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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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가 가깝게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북쪽이 약간 더 넓다. 주축방향은 N-12°-E이며, 규모는

길이 326㎝, 너비 264㎝, 잔존깊이 32㎝이다. 생토층까지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 으며, 바닥에 암갈색점

토를 얇게 깔아 상면으로 이용하 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터널식 부뚜막이 확인되었다. 터널식 부뚜막은 북동쪽 모서리 부분에 화구부를 두고 북

벽에 연도부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도부가 1/2 가량 파괴되어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다. 다만 파괴된

연도부의 자리에 회색의 점토와 소토흔적이 남아있어 그 크기를 북서쪽 모서리 부분까지로 짐작할 수 있다. 회

색의 점토와 소토흔은 부뚜막 외면에 바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된 측부의 석재는 생토층 깊이 뿌리박혀 있고

표면에 붙어있는 재의 흔적을 볼 때, 부뚜막은 상면을 조성한 후에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화구부는 타원형

의형태로상면을 3~5㎝정도굴착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북쪽으로천석을이용하여지각을설치하 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착형철기가 출토되었다. 

(현덕만)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22-1, 사진 123-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동체일부, 저부일부가 각각 남은 것을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탁황갈색

(10YR 5/3)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견부는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고, 동체부와 저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뚜렷하게 남아있

다.  復原口徑 14.6㎝, 推定高 24.6㎝, 復原底徑 8.2㎝

② 外反口緣甕(도면 122-2, 사진 123-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동체부의 2/3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4)과 등색(4YR 6/8)이고, 외면은 그을음이 묻어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견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다. 동체부는 종

방향으로 조 하게 마연되었다. 동체상부의 내면에는 외경접합한 후 거칠게 정면한 흔적이 있고, 동체내면

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되었으나 견부내면은 거친 도구흔이 남아있다.  口徑 15.0㎝, 現高 16.6㎝

③ 外反口緣甕(도면 122-3, 사진 123-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외면은 등색(7.5YR 6/6)을, 내면은 갈

회색(10YR 4/1)을 띠기도 한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상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 한 후 종방향

으로 마연하 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조 하게 마연하 다. 동체상부의 내면에는 테쌓기한 후 점토보강하

고 거칠게 정면한 흔적과, 지두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전반적으로 거칠게 목리조정되었고, 드문드문 마연되

었다.  復原口徑 21.0㎝, 現高 22.0㎝

④ 中島式土器(도면 122-4, 사진 123-⑦) 

중도식토기로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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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외면은 탁황색(2.5Y 6/3)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

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일정간격으로 깊게 남아있다. 내면은 깨끗하게 물손질정

면되었으며,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하여 굽상의 저부

를 가진다.  現高 11.0㎝, 底徑 9.0㎝

⑤ 底部(도면 122-5, 사진 123-⑧)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

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5/2)을 띠기도 한다. 내면과 단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

면은 정면상태가 양호하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다. 내면은 다소 거칠게 정면되었으

도면 122. 원9호 주거지 출토유물(1~5:1/3,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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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많이 들려 굽상의 저부를 가진다.  現高 4.9㎝, 底徑 7.7㎝

⑥ 鑿形鐵器(도면 122-6, 사진 123-⑥) 

목재를 세부적으로 가공하는 소형 철착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철기이다. 아래쪽에는 약간

만곡된 인부가 형성되었으며, 상부는 원래의 형태인지 절단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횡단면은 장방형에

가까운데 가장자리가 약간 돌출해 있다.  현길이 4.3㎝, 폭 0.9㎝, 두께 0.5㎝, 무게 7.0g 

10) 10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23~126, 사진 124~131) 

10호 주거지는 11호 주거지의 동쪽에 위치하며, 해발 36.9~38.0m에 조성되었다. 주축방향은 N-15°-

W이다. 출입구는 교란되어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오벽의 일부와 서장벽 일부도 교란되었다. 동장벽은 청26

호 주거지와 중복되었다. 10호 주거지는 다른 주거지보다 세장한 평면형태를 가지며 출입구벽이 약하게 돌

출한 형태이다. 주거지의 규모는 장축길이 1256㎝, 단축길이 696㎝, 깊이 110㎝이고, 출입구의 길이는

176㎝, 폭 164㎝이다. 출입구는 출입구벽면의 중앙이 아닌 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하는데 교란되어

바닥면을 제외한 상부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점토상면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층은 주재함몰층을 포함해서 5개층으로

대별되는데, 일부 층은 좀 더 세분된다. 내부 퇴적층에서도 토기편을 포함한 유물이 일부 출토되었으며, 패

각이 일부 출토되기도 하 다. 주재함몰층은 점토기가 강하고 소토와 목탄편이 다수 혼입되어 있다. 상면은

점토를 1~5㎝ 두께로 전면에 깔아 조성하 다. 정지층은 3~5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출입구부분이 보다 두

껍고 여러 층으로 세분된다. 

10호 주거지는 화재에 의해 소실된 화재주거지이다. 서까래로 추정되는 탄화된 목재가 벽면에 직교하여

검출되고, 양 장벽에는 도리로 추정되는 직경 10~20㎝, 길이 200㎝ 정도의 통나무상의 탄화 목재가 장벽

에 평행하게 검출되었다. 양 장벽과 출입구벽에 접한 부분에서는 벽면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재상

의 탄화 목재가 검출되어 10호 주거지의 벽체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 목탄의 아래 부분에서 완형의 토기와

철제삽날 등의 유물 및 동포와 같은 위신재로 볼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볼 때 10호 주거지는 화재에

의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면은 유구확인 면에서 75㎝ 정도의 깊이에서 확인되었는데 2~5㎝ 정도의 점토를 전면에 깔아서 조성

하 다. 화재로 인해 일부 상면은 적황색으로 변색되었다. 노지는 출입구벽에서 670㎝, 오벽에서 215㎝ 지

점에 위치하는데 116×102㎝의 크기로 원형이다. 구조는 상면을 10㎝ 정도 굴착한 후 직경 5~10㎝ 내외

의 소형강돌을 부석한 후 강돌 사이에는 점토를 채워 넣어 조성하 다. 노의 가장자리는 적색으로 변색되었

다. 노지에서 동북쪽 20㎝ 정도의 거리를 두고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삼발형태의 구조물이 조성되어있다. 삼

발구조물은 약 30㎝ 간격으로 기다란 강돌 3개를 삼각형 형태로 세운 것으로 높이는 30㎝ 정도이다. 삼발의

가운데 바닥과 돌의 내면은 불을 먹어 적색으로 변색되었다. 북측에 세워진 돌은 내면 전체가 불을 먹어 완

전히 적색으로 변하 고, 좌우의 돌은 북측으로 갈수록 불 먹은 범위가 경사를 이루면서 넓어지는 것에서 삼

발이의 남쪽 부분에서 불을 지펴 넣은 아궁이 구조로 생각된다. 노지와 별도로 취사용 삼발이시설이 확인되

어 주거지에 조성된 노지의 용도는 취사보다는 난방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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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3. 원10호 주거지 1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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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4. 원10호 주거지 2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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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5. 원10호 주거지 3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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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6. 원10호 주거지 4차(1/50)





노지의 서쪽 장벽에 접한 부분에 저장혈로 볼 수 있는 직경 30㎝, 깊이 20㎝ 정도의 원형수혈 2개가 검출되

었다. 저장혈 1에서 중토식토기 3점이 출토되었다(사진 130 참고, 사진 130-⑤는 ⒔유경호, 130-⑥은 (22)중

도식토기, 130-⑦은 (24)저부). 토기의 출토 상태는 동체 상반부를 제거한 후((24)저부) 다른 발형토기((22)중도식

토기)를 뒤집어 덮개로 사용한 것으로 마치 합구옹관의 형태와 유사하다. 이 토기 내부에서는 목피와 비슷한

유기질이검출되었다(부록 4 참고).

출입구서벽의 벽주에 접한 곳에서는 길이 30㎝, 너비 20㎝ 전후의 회색 점토덩이 4개가 출토되었다. 이

점토덩이는 내부에 석 등의 세석립이 혼입되어 있어 토기재료인 태토일 가능성이 높다. 

출입구벽에서380㎝, 오벽에서615㎝지점의주거부주축선상에직경24㎝, 깊이25㎝의주혈이확인되었다.

주혈은 양 장벽에 180~210㎝ 전후의 간격으로 5개가 대칭적으로 배치되고, 오벽에 200~240㎝ 간격으로

3개, 출입구동벽에 140㎝ 간격으로 3개, 출입구서벽에 160㎝의 간격을 두고 2개가 각각 배치되어있다. 주

혈의 설치는 정지면에서 주혈의 유구선이 확인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벽주 주혈의 어깨선이 정지층 아래에

서 확인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정지면 조성과 동시에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점토상면을 제거한 정지면에는 출입구에서 160㎝, 472㎝, 796㎝지점에 각각 300㎝의 간격을 두고 4개

의 중앙주혈이 검출되었다. 중앙주혈은 크기가 각각 70×40×44㎝, 64×44×57㎝, 42×30×40㎝, 40×

40×52㎝이다. 이 중 노지와 중복된 중앙주혈은 재차 중복되어 있는데 중앙주혈 4가 중앙주혈 3보다 후에

조성된 것이다. 중앙주혈의 내부토는 정지층과 유사하지만 보다 생토인 황색 모래가 많이 함유되었으며, 퇴

적양상이 거의 수평에 가깝게 확인되어 인위적으로 채워 넣은 양상으로 판단된다. 중앙주혈은 크기와 위치

상 중앙에 설치된 주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중앙주혈은 점토상면을 제거한 후 정지층에서 굴광선이

확인되고, 그 상부에 점토를 깔아 상면을 조성한 것이 토층상에서 명확하며, 또한 노지도 그 상부에 형성되

는 것에서 10호 주거지의 구조물로 중앙에 설치된 주혈들로는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치상으로 볼 때 지붕구

조를 조성할 당시 임시로 사용된 기둥을 상면조성시 제거하면서 생긴 주혈을 되 메운 흔적 내지는 10호 주거

지를 개축하면서 기존의 기둥을 제거한 흔적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물은 토기류로 외반구연옹, 내만구연옹, 소옹, 발, 완, 소형토기, 유경호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 단

경호, 낙랑계토기, 시루, 파수, 방추차, 흑색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석기로는 찰절석기, 유구석부, 석부, 지

석이, 철기로는 철촉, 철사, 철부, 자귀, 철편, 철제삽날, 도자, 봉상철기가, 청동제로는 청동관, 동포, 팔찌가

있으며 이 외에 관옥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27-1, 사진 132-①) 

중도식토기이며,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체적으로 한쪽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

(10YR 6/4)이고, 내면은 일부 명적갈색(5YR 5/8)을 띠기도 한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흑색의 탄화물이

부착되어있다. 구연부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와 저부는 종방향으로 길게 마

연되었으며, 내면은 전체가 종방향으로 정면되었다.  口徑 17.1㎝, 高 26.5㎝, 底徑 10.0㎝

② 外反口緣甕(도면 127-2, 사진 132-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부와 동체상부는 일부만 남아있다.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

235



236

0 5 10cm

1 2

3 4

도면 127. 원10호 주거지 출토유물(1/3)



237

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

색(5YR 5/8)이고, 저부 외면의 일부와 내면은 흑갈색이다. 외면은 마연흔과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

고, 내면은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저부내면에는 흑색의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復原口徑 16.2㎝, 推定

高 26.5㎝, 底徑 8.7㎝

③ 外反口緣甕(도면 127-3, 사진 132-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부와 구연부는 1/5 가량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10YR 6/4)을 띤다. 구연단

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내·외면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견부와 저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

고, 동체부는 전면이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동체부의 일부는 물손질로 인해 마연흔이 지워지기도 했다. 내

면은 종방향으로 드문드문 마연한 후 도구정면하 으며, 손누름흔도 남아있다. 내면과 외면에는 대칭되는

곳에 흑색의 유기물 탄화흔이 부착되었다. 저부와 동체상위의 내면에는 점토보강 후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

다.  復原口徑 19.6㎝, 高 27.3㎝, 底徑 10.8㎝

④ 外反口緣甕(도면 127-4, 사진 132-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저부가 복원되지 않아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6/8)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10YR 3/1)을

띠기도 한다. 내면은 흑갈색과 탁황등색(10YR 7/4)이다. 동체부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흔이 부착되었다. 구연

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부와 견부의 경계에는 도구로 깊게 눌러 凹凸이 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

었고, 저부와바닥의경계에는손누름흔과도구정면흔이있다.  口徑 16.3㎝, 推定高 28.5㎝, 底徑 9.5㎝

⑤ 外反口緣甕(도면 128-1, 사진 133-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일부와 구연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외면은 일부 등색(7.5YR 6/6)과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흑색의 탄화물이 부분적으로 부착되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는 내·외면 모두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견부와 동체상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하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외면은 절반 가량이 박리되었고, 마연흔이 희

미하게 확인된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하고 일부 종방향으로 성기게 마연하기도 했다. 동체

상부의 내면에는 테쌓기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口徑 13.2㎝, 高 17.7㎝, 底徑 8.9㎝

⑥ 小甕(도면 128-2, 사진 133-⑤) 

중도식토기 소옹으로 구연부와 동체상부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4)이고, 내면과 외면의 일부에는 흑반이 있다. 내면에는 탄화흔

이 남아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마연되었으나 기면이 박리되고

물손질로 정면되어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다. 내면에는 손누름흔과 손톱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口徑 8.3㎝, 高 9.5㎝, 底徑 6.1㎝

⑦ 鉢(도면 128-3, 사진 132-⑤) 

중도식토기 발이며, 완형이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

체적인 색조는 내·외면 모두 탁황갈색(10YR 5/3)이고,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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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연부 아래에는 지두흔이 있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조흔이 관찰된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하 으며, 가운데가 들려있다.  口徑 7.0㎝,

高 8.8㎝, 底徑 6.0㎝

⑧ 燔(도면 128-4, 사진 132-⑥) 

중도식토기 완으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갈회색(10YR 4/1)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으며, 정면상태는

양호하지못하다. 바닥은가장자리에점토를보강하여가운데가들려있다.  口徑 12.8㎝, 高 7.1㎝, 底徑 5.4㎝

⑨ 小形土器(도면 128-5, 사진 132-⑦) 

중도식토기 미니어쳐이며, 기형은 발이다. 구연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다. 전체적으로 손으로 눌러 성형하여

지두흔이 남아있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마연한 흔적이 있으나 지두흔에 의해 대부분 지워지고, 정면이 매끄

럽지 않아 기면이 거칠고 균열이 나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口徑 6.1㎝, 高 4.7㎝, 底徑 2.8㎝

⑩ 外反口緣甕(도면 128-8, 사진 133-③)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만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부분적으로 회황갈색(10YR 5/2)을 띠기

도 한다. 구연은 약하게 외경하며,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復原口徑 12.4㎝, 現高 3.7㎝

⑪ 外反口緣甕(도면 128-6, 사진 133-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황회색(2.5YR 4/1)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4/2)이다. 외면에는 흑갈색의 탄화물이 부착되었

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견부외면에는 횡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확인되고, 내면은 정면상태가

불량하다.  復原口徑 14.7㎝, 現高 7.7㎝

⑫ 外反口緣甕(도면 128-7, 사진 133-⑦) 

중도식토기외반구연옹으로구연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속심은명황갈색(10YR 6/6)을띤다. 구연부는외반하고구연단은평평하게처리되었다. 견부

는횡방향으로, 동체부는종방향으로마연되었다. 내면에는지두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11.6㎝,現高6.2㎝

⑬ 內灣口緣甕(도면 129-1, 사진 133-②)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

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탁갈색(7.5YR 5/4)과 명적갈색(2.5YR 5/6)이고, 내

면은 흑갈색(5YR 3/1)을 띤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내면은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

徑 12.5㎝, 現高 5.9㎝

⑭ 外反口緣甕(도면 129-2, 사진 133-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적갈색(5YR 5/8)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있다.  현길이 11.6㎝

⑮ 中島式土器(도면 129-3, 사진 133-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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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로 구연부는 모두 결실되었으나 외반구연옹으로 추정된다. 동체부와 저부도 1/2 가량 결실되

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

(5YR 5/6)과 탁황색(2.5Y 6/3)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2.5Y 3/1)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유기물 탄화

흔도 부착되어있다. 동체부는 내·외면 모두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동

체부내면은 주로 종방향으로 마연한 후 일부 횡방향으로 하기도 했다. 동체부내면에는 도구에 패인 흔적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난다. 現高 47.0㎝, 底徑 13.3㎝

⒃ 有頸壺(도면 128-9, 사진 133-⑨) 

연질의 유경호로 구경부와 동체일부, 저부일부만 남은 것을 높이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경부는 직

립하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마연되었으나 기면이 박리되어 희

미하게 관찰된다. 경부와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 중·상위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

다.  口徑 17.7㎝, 推定高 39.9㎝, 底徑 14.0㎝

⒔ 有頸壺(도면 129-4, 사진 134-①)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소성은 보통이며, 동체가 약간 기울어져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에는

흑갈색의 띠가 있다. 경부는 직립하다가 구연에 이르러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된 부분도 있으나 대

체로 평탄한 면을 가진다. 경부는 횡방향으로, 견부와 동체상부는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

었다. 동체하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는 횡방향으로 깎기하고 마연하 다. 내면은 대체로 횡방향

으로 마연되었고, 일부 종방향으로 마연된 곳도 있다. 경부내면과 동체내면에는 테쌓기흔이 확인되고, 견부

내면과 동체 내면에 지두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口徑 11.0㎝, 高 20.5㎝, 底徑 9.3㎝

⒕ 有頸壺(도면 130-2, 사진 134-②) 

중도식토기 유경호로 동체부 일부와 구경부의 1/2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천황색(2.5Y 7/4)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

단은 결실되었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으며, 바닥은 평저이다.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어 마연흔이 희미하게 관

찰된다. 구경부와 견부, 저부는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횡방향으로마연된듯하나동체부쪽은박리되어희미하게관찰된다.  現高 22.1㎝, 底徑 10.5㎝

⒖ 有頸壺(도면 130-1, 사진 134-③) 

중도식토기이며, 구경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10YR 3/1)이고, 기면이 박리된 곳과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기벽은얇은편이다. 경부는외경하고, 구연단은평탄면을이룬다. 경부와견부는횡방향으로마연되었고, 동체

부는주로종방향으로마연되었으나기면박리가심해일부에서만확인된다.  復原口徑19.7㎝, 現高 22.8㎝

⒗ 黑色磨硏土器(도면 129-5, 사진 134-④) 

흑색마연토기이며,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외면은 회흑색, 내면은 황회색(2.5Y 4/1)이나, 부분적으로 탁황등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흑색슬립이 남아있고, 마연흔이 있으나 대부분은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13.8㎝, 底徑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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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中島式土器(도면 130-3, 사진 134-⑤) 

중도식토기로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물이 일정

높이에 띠상으로 부착되었다.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외면은 손으로 길게 문지르기도 하고

폭 0.7㎝ 정도의 도구로 기한 흔적도 있다. 바닥은 한쪽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고, 정면상태도 매우 불량하

다. 도구흔이 많이 남아있으며, 바닥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목판정면흔이 남

아있다.  現高 18.4㎝, 底徑 10.5㎝

(22) 中島式土器(도면 130-4, 사진 134-⑥) 

중도식토기로 저부와 동체 중·하위만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인 비

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7/6)과 탁황색(2.5Y 6/3)을 띠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갈

회색(10YR 4/1)을 띠기도 한다. 동체부 외면은 종방향으로,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내면은 외면

보다 거칠게 마연되었다. 저부와 동체부는 5차례 이상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이며,

바닥외면에도 마연흔적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22.6㎝, 底徑 8.4㎝

(23) 底部(도면 130-5, 사진 134-⑦) 

중도식토기 저부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

(10YR 5/4)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이다. 저부외면에는 타날흔이 남아있고, 동체외면은 타날 후 종

방향으로 마연하 다. 내면은 손으로 길게 누르면서 정면하 고, 저부내면은 점토보강 후 정면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 기면이 거칠다. 저부와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

高 7.4㎝, 底徑 12.0㎝

(24) 底部(도면131-1, 사진 135-①)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하위만 남아있다. 출토당시 내면에 열매 껍질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유기물이

담겨져 있었다(부록 4 참고).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과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에는 흑반이 있다. 기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

은 종방향으로, 내면은 사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는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바닥은 평저

이며, 가장자리는 점토를 보강하여 정면하 다.  現高 9.2㎝, 底徑 11.8㎝

(25) 底部(도면 131-2, 사진 134-⑧)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내면은 넓게 그을음이 묻어

흑색을 띠기도 한다. 동체외면은 종방향의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

게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있다.  現高 10.0㎝, 復原底徑 10.0㎝

(26) 底部(도면 131-3, 사진 135-②)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색조는명적갈색(5YR 5/6)과탁갈색(7.5YR 5/4)이고, 내면에는유기물탄화흔이있다. 외

면은종방향으로마연되었고, 저부와바닥의경계는횡방향으로깎기조정되었다.  現高9.4㎝, 復原底徑6.4㎝

(27) 底部(도면 131-4, 사진 135-③)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일부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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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5YR 7/8)과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황등색(7.5YR 7/8)과 탁

황등색(10YR 6/4)이다. 정면상태와 소성상태 모두 불량한 편이다. 외면은 절반 이상이 박리되었으며, 종방

향으로 마연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다. 내면도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하 으며, 가운데

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9.9㎝, 底徑 8.6㎝

(28) 底部(도면 132-1, 사진 13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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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

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정면상태가 고르지 못하며, 도구흔과 손누름흔이 무

질서하게 남아있다.  現高 7.0㎝, 底徑 9.1㎝

(29) 底部(도면 132-2, 사진 135-⑦)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 소량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외면은 정면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바닥의 내면

은 도구에 찍힌 흔적이 다수 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린 평저이다.  現高 5.4㎝, 底徑 6.8㎝

(30) 底部(도면 132-4, 사진 135-⑥) 

중도식토기저부이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섞여있다. 외면의색조는탁황등색(10YR 6/4)

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내·외면에는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

흔이있다. 저부와동체부는외경접합하여성형하 고, 바닥은가운데가들려있다.  現高4.9㎝, 底徑7.2㎝

底部(도면 132-5, 사진 135-⑨)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3)과 회색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2)을 띤다.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흔

이 두껍게 부착되었고,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있고, 바

닥은 평저이다.  現高 4.5㎝, 復原底徑 8.2㎝

底部(도면 131-5, 사진 135-⑤)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기형은 호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흑색이고, 내면은 황갈색(10YR 5/3)이다. 동체하위는 종방향으로 마연되

었고, 저부는횡방향으로마연되었다. 내면과바닥은무질서하게마연되었다.  現高 2.7㎝, 復原底徑 6.5㎝

底部(도면 131-7, 사진 135-⑧) 

중도식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기형은 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등색(7.5YR 6/4)이고, 속심은 흑색을 띤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외저면과 내저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동체부는 외경접합

하여 성형하 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現高 9.4㎝, 復原底徑 8.4㎝

底部(도면 131-6, 사진 136-①) 

호의 저부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환원염에서 소성되었으며, 와질소성이다. 경도는 다소 높은

편이나,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색조는 회황색

(2.5Y 6/2)이다. 외면은 물손질정면되었고,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現高

34

33

32

31



246

0 5 10cm

1

6

2

3

4

5

8

7

9

도면 132. 원10호 주거지 출토유물(1/3)



4.5㎝, 底徑 6.5㎝

底部(도면 132-3, 사진 136-②) 

저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는석 , 장석, 운모등소량의세사립이섞인정선된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색조는 회황색(2.5Y 6/2)을 띤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저부는 점토보강 후 회전

깎기하 다. 바닥은평저이고, 바닥외면에미세한포흔과지두흔이남아있다.  現高 5.0㎝, 復原底徑10.7㎝

短頸壺(도면 131-8, 사진 136-④~⑥) 

낙랑계토기 타날문 단경호이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고

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흑반이 있다. 소성은 보통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

연단은 凹面을 이룬다. 경부에는 1차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견부부터 동체중위까지는 승문을 타날한

후 11조의 침선을 돌렸고, 침선 아래로는 바닥까지 승문을 교차하여 타날하 다. 구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

질로 정면되었으며, 내면의 바닥에는 목리조정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저부외면과 경부내면에는 테쌓기

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원저에 가깝다.  口徑 12.0㎝, 高 20.0㎝

短頸壺(도면 131-9, 사진 136-⑦~⑨) 

낙랑계토기 평저단경호로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운모 등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소성은 양호하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에는 일부 흑반이 있다. 속심은

명황갈색과 회색을 띤다. 동체부 중위에는 일부 피열흔이 관찰되며, 내면은 띠상으로 흑갈색으로 변색된 부위

에 옻칠로 추정되는 물질이 남아있다. 경부와 동체부의 외면에도 부분적으로 유기물 탄화흔이 부착되었다. 기

면은 종방향의 승문타날을 한 후 회전물손질하여 경부와 견부에는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하부와

저부에는 세승문타날을 사방향으로 교차하여 시문하 다. 외면의 경부와 동체부에는 예새 등의 도구로 강한

고속회전조정을 하여 침선의 효과를 냈다. 내면의 저부와 동체하위에는 종방향의 물손질을 하 고 나머지 부

분에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다. 저부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口徑 12.2㎝, 高 15.1㎝, 底徑 7.0㎝

短頸壺(도면 132-6, 사진 137-④)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경부와 동체상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과 속

심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경질이다. 경부는 직립하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

탄면을 이룬다. 견부와 동체부는 승문타날 후 침선을 돌렸으며, 10조의 침선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내박자흔

이 남아있다. 내면과 구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口徑 17.0㎝, 現高 21.5㎝

短頸壺(도면 132-7, 사진 137-⑤) 

타날문토기이며, 기형은 단경호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

인 색조는 회흑색과 명황갈색(10YR 7/6)이다. 외면은 승문이 깊게 타날되었고, 동체 중·하위에는 2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지두흔과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내면

에는 점토보강흔이 있다.  現高 18.1㎝

短頸壺(도면 133-1, 사진 137-①)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저부와 동체일부, 구연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

량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7/2)이고, 일부 등색(7.5YR 7/6)과 회색

(2.5Y 7/1)을 띤다. 견부부터 저부까지 승문을 타날하 는데 견부에는 폭 2.0㎝ 정도의 타날판 흔적이 뚜렷

하다. 동체 상위와 중위까지는 타날 후 15조의 침선을 돌렸고, 동체하위와 저부는 승문을 교차하여 타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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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부내면은 종방향으로 목판정면한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다.  口徑 17.2㎝, 現高 31.2㎝

短頸壺(도면 133-2, 사진 137-③) 

타날문토기이며, 동체상부와 경부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

량 섞인 고운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이고, 와질소성이다. 동체는 승문타날을 하고, 침선을 돌

렸는데 19조의 침선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

면되었다.  現高 17.3㎝

短頸壺(도면 133-4, 사진 137-②)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고,

와질소성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경부는 외경한다. 견부부터 저부까지는 격자타날되었고, 동체 중위와 상위에는 12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구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일부에 도구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원저이

다.  復原口徑 11.8㎝, 高 19.3㎝

打捺文土器(도면 132-8, 사진 136-③) 

타날문토기이며,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

선된 점토이고, 색조는 회황색(2.5Y 7/2)이다. 기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승문타날한

후 침선을 돌렸는데 견부에는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5.0㎝

시루(도면 132-9, 사진 137-⑦) 

시루편으로 바닥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황회

색(2.5Y 4/1)이고, 내면은 등색(7.5YR 7/6)이다. 바닥에는 직경 1.2㎝ 정도의 구멍이 조 하게 뚫려 있는

데, 시루공은 밖에서 안으로 투공하 다.  현길이 6.6㎝

把手(도면 133-3, 사진 137-⑥) 

파수만 남아있으며, 색조는 탁황등색(10YR 7/6)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고, 동체부와 접합하면서 점토보강한 흔적이 남아있다. 단면은 원형이다.  현길이

5.3㎝, 두께 3.5㎝

紡錘車(도면 133-5, 사진 138-①) 

토제 방추차로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흑갈색(10YR 3/1)이다. 가운데에 0.7~0.9㎝ 크기

의 구멍이 있으며, 양쪽에서 투공하 다. 전체적으로 물손질정면되었다.  直徑 4.6㎝, 두께 1.8㎝

紡錘車(도면 133-6, 사진 138-②) 

토제 방추차로 완형이다. 태토는 운모 등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흑갈색(2.5Y

3/1)과 탁황갈색(10YR 5/4)이고, 산화염으로 소성되었다. 가장자리는 둥 게 처리되었고, 정면상태나 소

성은 양호한 편이다. 가운데는 직경 0.8㎝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4.3㎝, 두께 1.8㎝

紡錘車(도면 133-7, 사진 138-③) 

토제 방추차로 완형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

이고, 연질이다. 가운데는 직경 0.8㎝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4.1㎝, 두께 1.7㎝

紡錘車(도면 133-8, 사진 138-④) 4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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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날문토기의 동체편을 재가공한 방추차로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과 운모 세사

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고, 와질소성이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4)이고, 내면은 황회색(2.5Y

4/1)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일부는 승문타날이 교차되어있기도 하다. 중앙에서 약간 치우쳐 직

경 0.6㎝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6.3㎝, 두께 0.7~1.0㎝

~ 관옥

~ 石器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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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직경 천공직경 무게

천하석제. 원통형. 색조는 회올리브색
134-1 138-⑤ 관옥 2.5 1.0 0.2~0.3 4.0 (2.5GY 4/1). 전면 마연됨. 천공은

양방향에서 함.

134-2 138-⑥ 관옥 1.7 0.9 0.3~0.4 2.0 천하석제. 원통형. 색조는 암회황색
(2.5Y 4/2). 천공은 양방향에서 함.

원통형. 색조는 백색. 조개나 뼈를
134-3 138-⑦ 관옥 1.9 0.8 0.3 1.0 가공하여 제작. 전면이 치 하게 마연

됨. 천공은 양방향에서 함.

천하석제. 원통형. 가장자리 일부는
134-4 138-⑧ 관옥 1.5 0.9 0.3 2.0 결실됨. 색조는 회올리브색 (2.5GY

4/1). 천공은 양방향에서 함.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수정제 장식품으로 퇴적토 상부에서

134-5 138-⑨ 수정 (1.2) 1.2 0.7 1.0 수습됨. 상부는 각을 만들면서 마연
하 으나 하부는 결실되어 가공 중
깨진 박편일 가능성이 큼.

자색 이암제의 찰절석기. 색조는 암적

134-7 138-⑫ 찰절석기 6.8 2.1 0.7 20.0 갈색을띠고, 평면형태는장방형. 양측
면과 하단에 찰절흔이 있고,나머지
면은 모두 치 하게 마연됨.

석질은 안산암. 가장자리 일부는 고타
134-8 138-⑮ 석부 17.9 5.4 2.6 453.0 하고,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됨. 인부는

매우 날카롭고 사용흔 있음.

석질은 안산암. 1/2 가량 결실됨. 측
134-9 138-⑪ 유구석부 (13.5) 3.0 3.8 206.0 면 일부는 고타흔 있음.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됨.

용도 형태는 석검의 병부와 유사한 용도

134-6 138-⑩ 미상 (5.0) 2.5 1.6 33.0 미상의석기. 석질은이암혼펠스. 양쪽

석기 끝부분은 결실. 단면은 타원형이고,
전체적으로 마연됨.

용도 석질은 안산암. 두부와 인부 일부가
135-1 138-⑬ 미상 (13.7) 5.9 3.5~4.0 517.0 결실됨.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되고,

석기 인부와 가장자리 일부는 떼어내기 함.

135-2 138-⑭ 지석 16.3 (12.0) 7.1 1289.0 석질은 유문암. 일부는 결실. 1면만
마연됨. 다른 면은 가공흔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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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銅管

원통형의 청동관 3점이다. 2점은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고, 1점은 1/2 이상이 결실

되었다. 자세한 속성은 아래와 같다.

銅泡(도면 136-4, 사진 139-④) 

청동제의 銅泡로 周緣의 일부와 횡축의 일부는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한 쪽 끝에 직경 0.3㎝

정도의 구멍이 뚫려있다. 내면에는 2군데 횡축이 가로지른다. 횡축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2.5㎝, 폭 1.6㎝,

높이 0.8㎝, 두께 0.2㎝, 무게 4.0g 

청동제 팔찌(도면 136-5, 사진 139-⑤) 

청동제로 팔찌로 일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반원형이고, 표면에는 기포가 있다.  현길이 3.3㎝, 폭 0.3㎝,

두께 0.2㎝, 무게 1.0g 

鐵鏃(도면 136-6, 사진 139-⑦) 

鍛造製의 逆刺式 無莖鏃이다. 한쪽 刺의 끝은 약간 휘어져 있고, 완형이다. 신부 상·하면의 아래쪽에 종방

향의 목질이 부착되었고, 신부 단면은 편평육각형에 가까우나 상·하면의 가장자리를 모두 연마하 는지는 불

확실하다. 신부의한쪽측면만편인으로갈았을가능성도있다.  길이 4.8㎝, 폭 1.5㎝, 두께 0.2㎝, 무게 5.0g 

鐵鏃(도면 136-7, 사진 139-⑧) 

鍛造製의 逆刺式 無莖鏃이다. 刺의 하나는 결실되었고, 나머지도 끝부분은 결실되었다. 신부단면은 편평

육각형에 가까우나 상·하면의 가장자리를 모두 연마하 는지는 불확실하다. 표면은 심하게 부식되었다.

현길이 6.3㎝, 폭 2.4㎝, 두께 0.2㎝, 무게 11.0g 

鐵蠣(도면 136-8, 사진 139-⑥) 

신부는‘U’자 형으로 휘어지게 단조하 다. 병부와 신부의 길이는 거의 비슷하다. 신부 上面에는 전체에

걸쳐 약하게 능이 형성되었고, 양쪽에 날을 만들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에 가깝고, 병부단면은 장방

형이다. 목재품 내부를 파내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길이 11.7㎝, 신부길이 7.7㎝, 병부길이

8.1㎝, 폭 1.5㎝, 두께 0.2~0.5㎝, 무게 20.0g 

鐵斧(도면 136-17, 사진 140-①) 

二條線突帶 鑄造鐵斧로 尻部의 下面 일부는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梯形에 가깝다. 한쪽 측면에 주조시

의 합범흔이 중앙부에 돌출되어 쌍합범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측면에서는 합범흔이 뚜렷하게 관

찰되지 않는다. 刃部의 양쪽에는 肩部가 형성되어 있는데 가열처리하여 접어 올려 인부의 횡단면이‘˘’자

를 이룬다. 공부의 단면은 한쪽 측면의 중앙이 약간 돌출한 세장방형이다. 측면 형태는 가열단조에 의해 인

부로 가면서 약간 만곡되어있다. 성형후 마지막으로 연마하여 날카로운 날을 세웠다. 길이 10.2㎝, 공부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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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136-1 139-② 2.2 1.3 0.2 5.0 양끝일부결실. 양끝폭은약간좁아짐.
보존상태 양호한 편.

136-2 139-① 2.1 1.3 0.1 4.0 가장자리 일부 결실. 양 끝 폭이 약간 좁
아짐. 표면은 심하게 부식됨.

136-3 139-③ 2.2 1.3 0.2 2.0 1/2 이상 결실. 표면은 부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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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尻部幅 7.8㎝, 刃部幅 9.0㎝, 무게 340.0g 

자귀(도면 136-18, 사진 140-②) 

鍛造製 자귀로 인부는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공부는 양쪽에서 가운데로 말려 단면

타원형에가깝다. 잔존한인부로볼때편인으로판단된다.  현길이6.5㎝, 너비 2.4㎝, 두께 0.4㎝, 무게 32.0g 

철제삽날(도면 135-3, 사진 140-③) 

상부가 좌우로 약간 벌어진 U자형 삽날로 평면이 약간 휘어있다. 완형에 가까우나 목재 병의 목판 삽입부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어있다. 하단의 중앙에는 날을 세웠으며, 좌·우측은 단조로만 마무리하 다. 목판삽입부에

는부분적으로목질이남아있다.  길이 15.3㎝, 폭 22.0㎝, 삽날폭3.1~3.7㎝, 두께 0.2~1.1㎝, 무게 246.0g 

刀子(도면 136-9, 사진 139-⑬) 

철제 도자로 신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부분적으로 심하게 수화되었다.  현길이 6.4㎝,

폭 1.1㎝, 두께 0.3㎝, 무게 7.0g 

板狀形鐵器(도면 136-10, 사진 139-⑭) 

신부의 곡선은 철겸과 유사하나 기부와 배부가 형성되지 않았다. 철겸으로 사용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도면상 상단부분도 날카롭게 제작되었으나 아래쪽의 인부처럼 날카롭지는 않다. 단면은 세장한

타원형이다.  길이 8.0㎝, 폭 1.3~1.8㎝, 두께 0.1㎝, 무게 5.0g 

板狀形鐵器(도면 136-13, 사진 139-⑨)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표면은 심하게 부식되었고, 단면은 세장방형에 가깝다. 얇은 판상형의 철기로 인부

는 형성되지 않았다.  현길이 3.5㎝, 너비 1.0㎝, 두께 0.1㎝, 무게 2.0g 

板狀形鐵器(도면 136-14, 사진 139-⑩) 

용도미상의 철판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가장자리 일부는‘ㄱ’자 형으로 휘어졌

다.  현길이 3.8㎝, 폭 1.9㎝, 두께 0.1㎝, 무게 4.0g 

鐵片(도면 136-11, 사진 139-⑮)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철편으로 한쪽 끝이 휘어졌다. 도면상 상단의 좌측 일부는 철판이‘ㄱ’자 형으로

잘려있고,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타원형이다. 철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철편일 가능성이 있

다.  현길이 8.3㎝, 폭 1.5㎝, 두께 0.2㎝, 무게 7.0g 

鐵片(도면 136-12, 사진 139-⒃) 

평면형태가 부정형인 철편이다. 가장자리의 형태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았고, 상단부는 목병의 목판을

삽입하는 철제삽날처럼 두갈래로 벌어져있다. 철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철편일 가능성도 있다.  현길이 7.5㎝,

폭 2.0㎝, 두께 0.2㎝, 무게 11.0g 

鐵片(도면 136-15, 사진 139-⑪) 

일부만 남아있으며, 철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 두드려 휘어져

있다.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타원형이다.  현길이 3.4㎝, 폭 1.3㎝, 두께 0.2㎝, 무게 2.0g 

鐵片(도면 136-16, 사진 139-⑫) 

철편으로 양 끝은 결실되었다. 가운데는 약하게 능이 형성되었다. 가장자리는 두드려 휘어지기도 하고, 일

정 간격으로 약간 잘라내어 물결모양을 이룬다. 단면은 능형에 가깝다. 철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

이 있다.  현길이 4.5㎝, 폭 1.1㎝, 두께 0.2㎝, 무게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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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針(도면 136-19, 사진 139-⒔) 

대형의 철침으로 완형이다. 선단부는 납작하게 처리하 으며, 하부에는 종방향과 횡방향의 목질이 남아

있다. 바늘귀는 직경 0.3㎝의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 바늘귀 쪽의 단면은 장방형이고, 신부단면은 전체적

으로 방형에 가깝다. 작살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길이 32.6㎝, 폭 0.4~1.2㎝, 두께 0.3~0.6㎝,

무게 71.0g 

~ 棒狀鐵器

단조제의 철기로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철침이나 공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신부는 세장한

형태이며, 말단부는 다소 날카롭게 제작되었다. 부분적으로 휘어진 것도 있고, 단면은 방형과 장방형이다.

같은 개체의 유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속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11) 11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37~140, 사진 141~146) 

11호 주거지는 12호 주거지와 10호 주거지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해발 37.0~38.0m에 조성되었다. 주축

방향은 N-21°-W이다. 11호 주거지는 평면형태가‘凸’자형이며, 주거부는 출입구벽이 돌출한 오각형인데 오

벽보다 출입구벽 쪽의 너비가 약간 넓은 형태이다. 출입구의 극히 일부가 탐색트렌치에 의해 결실되었으며,

서장벽의 일부는 교란에 의해 결실되었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1170㎝, 너비 756㎝, 전체깊이 106㎝ 이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점토상면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층은 주재 함몰층을 포함하여 6개 층으로

나눠진다. 주재 함몰층은 목탄과 소토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히 출입구 연결부와 출입구벽에는 서까래 목

탄과 함께 주재 또는 벽체토로 보이는 소결된 점토덩이가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정지층은 주거부 쪽이 1~4

개 층, 출입구 쪽이 4~6개 층인데 주거부에서도 출입구와 연결되는 지점이 보다 두껍게 조성되어 있다. 

11호 주거지는 화재에 의해 폐기된 화재주거지로 서까래와 벽주시설 등의 탄화된 목재구조물이 양호하게

검출되었다. 서까래로 추정되는 목재는 출입구벽과 오벽 쪽에서 양호한데 길이 100㎝ 이상의 목탄이 벽면에

직교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상면은 유구 확인 면에서 70~80㎝ 정도 깊이에서 확인되는데 주거부 전면을 2~5㎝ 두께로 점토를 깔아

조성하 다. 점토상면은 주거부는 물론 주거부와 연결되는 출입구 일부까지 연결되어 조성되어 있다.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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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135-4 140-④ (14.8) 0.5 0.3 10.0 선단부와 말단부는 결실. 단면은 방형.

135-5 140-⑤ (5.7) 0.5 0.3 3.0 신부일부만 잔존. 단면은 장방형. 부분적
으로 부식됨.

135-6 140-⑥ (4.5) 0.3 0.3 3.0 신부일부 잔존. 단면은 방형.

135-7 140-⑦ (4.9) 0.3 0.3 1.0 상부는 결실됨. 단면은 방형.

135-8 140-⑧ (5.4) 0.3 0.4 4.0 신부일부 잔존. 약간 휘어짐. 단면은 방형.

135-9 140-⑨ (7.0) 0.3 0.3 4.0 말단부와신부일부잔존. 말단부는인부가
형성됨. 끝이 약간 휘어짐.

135-10 140-⑩ (3.0) 0.4 0.3 1.0 신부일부만 잔존. 단면은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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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7. 원11호 주거지 1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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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8. 원11호 주거지 2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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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9. 원11호 주거지 3차(1/50)





263

도면 140. 원11호 주거지 4차(1/50)





상면은 화재로 인해 전체적으로 연한 적황색으로 변색된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 노지는 출입구벽에서 600㎝,

오벽에서 200㎝ 지점에 위치하는데 84×76㎝의 크기로 원형이다. 구조는 상면을 10㎝ 정도 굴착한 후 직경

5~7㎝ 내외의 소형강돌을 깔고, 강돌 사이에는 점토를 채워 넣었다. 오벽 쪽의 노지 가장자리에는 길이 42

㎝, 두께 14㎝, 너비 25㎝의 강돌을 가로로 세우고 점토를 덧발라 막음시설을 하여 노지를 완성하 는데 막

음시설을 합하면 길이는 104㎝이다. 상면에는 양 장벽 쪽과 오벽 쪽에 연하여 벽면에서 80~100㎝의 간격

을 두고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동장벽 쪽에는 4개, 서장벽 쪽에는 2개, 오벽 쪽에 2개가 확인되었는데 좌우

대칭을 이루지는 않는다. 

벽주는 양 장벽에 160~200㎝ 간격으로 5개, 오벽에 170~200㎝ 간격으로 3개, 출입구벽에 160~200㎝

간격으로 2개가 배치되어있다. 벽주 탄화목은 직경이 10~12㎝ 내외이며 벽면에 수직으로 서 있는데, 일부

목재가 벽주에 직교되게 가로 걸친 상태로 검출되어 벽체조성구조를 일부 추정할 수 있다. 양 장벽에는 벽구

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장벽 벽구 내에는 4개, 서장벽 벽구 내에는 3개의 소형 주공이 70~100㎝ 간격으로

확인된다. 벽구는 서장벽 쪽이 길이 300㎝, 너비 32㎝, 깊이 10㎝, 동장벽 쪽은 길이 350㎝, 너비 32㎝, 깊

이 10㎝정도이다. 출입구 연결모서리에 위치한 출입구주혈은 62㎝의 간격을 가지는데 이 두 주혈 사이에는

너비 10㎝, 깊이 20㎝의 홈이 확인된다. 이 홈은 출입구와 주거부의 경계를 나누는 문지방시설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출입구주혈 사이에 횡목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부의 중앙 출입구에서 480㎝, 오벽에

서 400㎝ 지점에 직경 24㎝의 주공이 확인된다(중앙주혈1). 그런데 이 주공은 상면에서 확인되는 직경과 점

토상면을 제거한 후 정지면에서 확인되는 직경이 차이가 난다. 이는 토층상에서는 정지면에서 주혈을 굴착

하여 기둥을 세우고 흙을 채워 보강한 후 기둥부분을 제외한 보강면에도 점토를 깔아 상면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출입구는 입구가 벌어지는 제형의 형태이며, 깊이는 10~15㎝ 정도로 주거부 쪽으로 향할수록 깊어지는

데 주거부 상면과 출입구 상면은 20~30㎝ 정도의 깊이차이가 난다. 출입구 길이는 214㎝, 너비 190㎝이며

깊이는 20㎝이다. 

유물은 토기류로 외반구연옹, 소옹, 저부 등 중도식토기와 타날문 단경호, 파수, 호, 토제품이 출토되었

다. 석기는 용도미상석기가, 철기로는 철촉, 도자, 철겸, 철편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41-1, 사진 147-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갈회색(10YR 4/1)을 띤다. 외면은 폭이

0.5~0.7㎝ 가량 되는 도구를 이용하여 동체부 전면을 종방향으로 마연하 다. 경부는 포를 이용하여 횡방

향으로 물손질정면하 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저부에는 점토보강 후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

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동체상부의 내면에만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한 흔적이 있다. 동체부는 외

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5.1㎝, 高 31.7㎝, 底徑 9.5㎝

② 小甕(도면 141-3, 사진 147-②) 

중도식토기 옹이며, 구연부와 동체부는 대부분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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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구연부와 동체일부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외면은 박

리되어 마연흔이 희미하게 확인되고, 내면에는 지두흔과 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8.0㎝, 高 9.7㎝, 底徑 7.4㎝

③ 外反口緣甕(도면 141-4, 사진 147-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동체상부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흑색이고, 일부는 황갈색(2.5Y 5/3)을 띠기도 한다. 전체

적으로 정면상태와 소성은 불량한 편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손으로 길게 누르면서 정

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매끄럽지 못하고, 균열이 많다.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1.7㎝, 現高 7.2㎝

④ 外反口緣甕(도면 141-2, 사진 147-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등색(10YR 6/6)이고, 외면에는 흑반이 있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견부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復原口徑

11.7㎝, 現高 10.2㎝

⑤ 外反口緣甕(도면 141-5, 사진 147-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흑갈색과 탁갈색(7.5YR 5/4)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으나 일부 목판정면흔이 남아있고,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5.6㎝, 現高 7.6㎝

⑥ 壺(도면 141-6, 사진 147-④) 

연질의 호이며, 저부와 동체하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

다. 색조는 명적갈색(5YR 5/6)과 탁황색(2.5Y 6/3)을 띤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으나 경도는 다소 높은

편이다. 외면은 1/2 정도 박리되었으며, 손으로 누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물손질

하 으며, 지두흔이 뚜렷하다. 대체로 정면상태는 거친 편이다.  口徑 10.0㎝, 現高 16.1㎝

⑦ 中島式土器(도면 141-7, 사진 148-①) 

산화염에서 소성되었으며, 저부와 동체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갈회색(10YR 4/1)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정면되었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목리조정되었다.

바닥에는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한 후 손으로 누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現高 14.0㎝, 底徑 11.1㎝

⑧ 中島式土器(도면 142-1, 사진 147-⑨) 

중도식토기이며 동체부와 저부는 2/3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갈색(7.5YR 3/1)이고, 부분적으로 등색(2.5YR 6/8)과 명적갈색(10YR

5/8)을 띠기도 한다. 동체부는 외경접합하 는데 윤적법으로 성형한 흔적이 뚜렷하다. 바닥은 성형 후 저부

와 접합하면서 별도의 점토로 보강하지 않고 거칠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바닥과 저부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고, 내면에도 접합면이 그대로 남아있다. 외면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사방향으로 불규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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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었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목리조정하 는데 기면이 상당히 거칠다.  現高 17.5㎝, 底徑 9.8㎝

⑨ 中島式土器(도면 142-2, 사진 147-⑦)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부의 2/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황갈색(7.5YR 5/8)과 흑갈색(7.5YR 3/1)을 띠며, 내면은 흑갈색이다. 외면은 일

부 박리되었으며, 저부에는 목판정면하면서 석립이 힌 흔적이 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뚜렷하고, 바닥은 굽상의 평저로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14.6㎝, 底

徑 7.2㎝

⑩ 底部(도면 142-3, 사진 148-⑦)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갈색(7.5YR 5/6)과 탁황색(2.5Y 6/3)을 띤다. 외면은 박리되어 손이나 목판같

은 도구로 길게 문지르면서 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저

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8.2㎝, 底徑 8.1㎝

⑪ 底部(도면 142-4, 사진 147-⑧)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다

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일부 암회황색(2.5Y 5/2)을 띠기도 한다. 외

면은 정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손으로 물손질정면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

는 지두흔이 남아있고, 바닥은 가운데가 많이 들려있다.  現高 8.9㎝, 底徑 6.8㎝

⑫ 底部(도면 142-5, 사진 148-⑥)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에는 일정 높이에 탄착흔이 묻어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

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바닥은 굽상의 저부를 가진다.  現高 4.2㎝, 復原底徑 9.0㎝

⑬ 底部(도면 142-6, 사진 148-⑧)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

적인 색조는 회황갈색(10YR 4/2)과 황갈색(10YR 5/6)이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6)을 띠기도 한다.

바닥과 저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면서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뚜렷하다. 기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으며, 내면에는 일부 도구흔이 남아있기도

하다.  現高 7.4㎝, 底徑 8.2㎝

⑭ 中島式土器(도면 142-7, 사진 148-③)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

다. 전체적인 색조는 탁갈색(7.5YR 5/4)과 탁황갈색(10YR 5/3)이며, 내면에는 흑반이 있다. 외면은 대부

분 박리되었으며, 내·외면은 손이나 도구로 길게 누르면서 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

의 경계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現高 10.5㎝, 底徑 6.8㎝

⑮ 底部(도면 142-8, 사진 148-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으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다량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과 회황갈색(10YR 5/2)을 띠고, 일부는 등색(2.5YR 6/6)

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었고, 외면에는 손이나 도구로 길게 문지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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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現高 6.1㎝, 復原底徑 9.4㎝

⒃ 底部(도면 142-9, 사진 148-②)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등색(5YR 6/6)과 탁황갈색(10YR 5/3)이고, 바닥은 회흑색을 띤다. 외면은 1/2 이상 박리되었으며, 손으

로 길게 누르면서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다. 내면은 매우

거칠게 정면되었으며, 기면의 요철이 심하다. 외면과 단면에는 외경접합한 흔적이 뚜렷하다.  現高 6.0㎝,

底徑 9.3㎝

⒔ 底部(도면 142-10, 사진 148-④)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흑갈색과 암회황색(2.5Y 5/3)을 띤다. 외면은 대체로 정면상태가 양호하나 부분적으로 도

구흔이 남아있고,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바닥은 평저이나 면이 고르지 못하다.  現高 4.8㎝, 底徑 9.3㎝

⒕ 短頸壺(도면 142-11, 사진 148-⑨)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고, 경

질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5Y 5/1)이고, 속심은 담황색(5Y 7/3)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으나 약

하게 凹面을 이루고, 견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4.8㎝,

現高 5.8㎝

⒖ 短頸壺(도면 142-12, 사진 148-⑩)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경부일부와 견부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흑색을 주로 띠

며, 내면은 갈색(7.5YR 4/4)을 띠기도 한다. 견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4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現高 7.1㎝

⒗ 把手(도면 143-1, 사진 149-①) 

와질소성의 파수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

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5/1)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외면에는 지두흔과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남아있고, 동체부와 접합하기 위한 점토보강흔도 보인다. 단면은 원형이다.  파수길이 5.3㎝, 파수두께 3.4㎝

(21)土製品(도면 143-2, 사진 149-②) 

타날문토기의 동체편을 재가공한 토제품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가장자리는 갈아서 형태를 갖추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고, 와질소성이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5Y 5/1)이고, 내면

과 속심은 회백색(5Y 7/1)이다. 외면에는 승문타날 후 침선을 돌렸다.  直徑 6.8㎝, 두께 0.9㎝

(22)~(23) 石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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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22) 143-11 149-③ 용도미상 9.5 3.5 1.2 57.0 석질은 안산암. 上面은 천석의 자연면
석기 이며, 가장자리와 下面은 떼어내기 함.

용도미상 석질은 안산암. 上面은 천석의 자연면
(23) 143-12 149-④ 석기 (10.0) (8.2) 3.5 330.0 그대로이며, 가장자리 일부는 떼어내

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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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鐵鏃(도면 143-3, 사진 149-⑥) 

鍛造製의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선단부 일부는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刺는 양쪽이 비대칭으로 제작

되었고, 자의 내측에는 제작시 끌로 재단한 흔적이 남아있다. 刺部의 내측 단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신부의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 연마하여 인부를 형성한 것이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신

부단면은 편평육각형에 가깝다.  길이 4.9㎝, 폭 2.5㎝, 두께 0.3㎝, 무게 9.0g 

(25) 鐵鏃(도면 143-4, 사진 149-⑤) 

有莖式 철촉으로 경부의 끝부분과 신부의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되었다. 촉신의 형태는 삼각형을 띤다. 신

부의 上面 가장자리는 재단한 후 연마하여 단면이 제형을 띤다. 경부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3.8㎝, 폭

1.8㎝, 두께 0.2㎝, 무게 5.0g 

(26) 刀子(도면 143-5, 사진 149-⑩) 

철제 도자로 병부만 남아있다. 병부의 말단부는 도면상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고, 신부쪽으로 갈수록 병부

의 폭은 넓어진다.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6.1㎝, 폭 0.8~1.3㎝, 두께 0.3㎝, 무게 8.0g 

(27) 刀子(도면 143-6, 사진 149-⑪) 

철제 도자로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배부는 다소 얇게 제작되어 신부단면이 세장한 이등변삼각형을 띤다.

현길이 3.8㎝, 폭 1.6㎝, 두께 0.2㎝, 무게 3.0g 

(28) 鐵鎌(도면 143-7, 사진 149-⑧) 

철겸편으로 겸신부만 남아있다. 인부는 배부보다는 얇게 제작되었으나, 인부가 날카롭게 형성되지 않았

다. 신부단면은세장한제형에가깝다. 철겸의미완성품으로추정된다.  현길이 12.2㎝, 폭 2.8㎝, 두께 0.4㎝,

무게 66.0g 

(29) 鐵鎌(도면 143-8, 사진 149-⑦)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철겸으로, 기부는‘ㄴ’자 형태로 철판을 안으로 말아 접어서 제작하 다. 따로 병부

를 착장하지 않고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에도 용이하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인부와 배부는 직선

적이며, 인부는 비교적 날카롭게 마무리되었다.  현길이 8.7㎝, 폭 3.2㎝, 두께 0.1㎝, 무게 21.0g 

(30) 鐵鎌(도면 143-9, 사진 149-⑨) 

철겸으로 신부의 끝부분은 결실되었다. 겸신은 호상을 이룬다. 기부는 철판을 재단한 형태 그대로이며, 별

도의 가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배부는 일반적인 철겸에 비하면 얇게 제작되었고, 인부는 배부에

비하면 얇은 편이지만 마무리공정을 행하지 않아 날카롭게 날이 서있는 상태는 아니다. 신부단면은 타원형

에 가까운 이등변삼각형이다. 철겸의 미완성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길이 11.0㎝, 폭 2.5㎝, 두께

0.2㎝, 무게 18.0g 

板狀形鐵片(도면 143-10, 사진 149-⑫) 

판상형의 철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철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철편일 가능성도 있다.

현길이 4.9㎝, 폭 2.9㎝, 두께 0.3㎝, 무게 16.0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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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44·145, 사진 150~153) 

12호 주거지는 11호 주거지의 서쪽 2m 정도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7.0~38.0m에 조성되었다. 주축방

향은 N-16°-W이다. 출입구부분은 제토과정에서 결실되고, 오벽과 서장벽모서리부분과 출입구서벽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지만‘呂’자형주거지로 추정된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982㎝, 너비 610㎝이며 깊이는

100㎝이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점토상면층, 정지층으로 나눠진다. 내부퇴적층은 주재 함몰층을 포함하여 19개 층으

로 세분되지만 크게 5층으로 구분된다. 퇴적층에서 곡물이 검출되었다. 주거부의 정지는 1~3겹의 층이 확

인되지만, 출입구 연결부에는 6~7겹의 10개 이상의 토층으로 구분되며 정지층의 두께도 두껍다. 주거부가

출입구보다 30㎝ 정도 깊게 굴착 되어있었다. 

상면은 유구 확인 면에서 약 80㎝ 깊이에서 확인되는데 주거부 전면에 1~3㎝ 정도 두께의 점토를 깔아

조성하 다. 출입구서벽 주변 상면은 다른 부분과 차이가 나는 황색의 점토가 깔려있어 상면보수의 가능성

이 제기된다. 출입구 연결부에 황색의 점토를 돋우어 경사면의 출입구시설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황색점

토 면에서 출토된 鐵辯片과 출입구 동장벽 부근의 상면에서 출토된 철복편이 한 개체로 접합되어 출입구 상

면의 기능을 하 음을 알 수 있다. 

노지는 무시설로 상면을 그대로 이용하 는데, 출입구에서 440㎝, 오벽에서 220㎝ 지점의 주축선상에 위

치하며 크기는 90×75㎝로 타원형에 가깝다. 

본 유적의 다른‘呂·凸’자형주거지와 달리 12호 주거지는 벽주가 정형적이지 않다. 벽주는 오벽에 260㎝

간격을 두고 2개, 동장벽과 출입구동벽이 접하는 모서리를 제외한 각모서리부분에 1개 혹은 2개가 배치되어

있다. 

동장벽 중앙부분에 접한 상면에서는 지석의 사용에 따른 파생물로 보이는 석분이 많이 검출되었다. 석분

이외에 주거지 바닥에서 대석으로 사용된 듯한 직경 20~30㎝ 정도의 강돌과 철편들이 다수 출토되어 12호

주거지에서 철기 가공이 행해졌음이 추정된다. 출입구 길이 200㎝, 너비 140㎝, 깊이 26㎝이다. 

유물은 토기류로 소형토기, 외반구연옹, 구연부,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단경호, 파수 등의 타날문토기,

방추차가 출토되었으며 철기류로 철복, 철촉, 철편, 철겸, 철사, 도자, 철착, 봉상철기가, 이 외에 유리제 구

슬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小形土器(도면 147-3, 사진 154-⑦) 

중도식토기 미니어쳐로, 三足土器이다. 1/3 정도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여있고, 전

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으며,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기면전체

에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외저면에는 단면이 원형인 짧은 대각을 붙이고, 대각사이에 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3.8㎝, 高 5.6㎝

② 外反口緣甕(도면 146-1, 사진 153-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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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있다. 외면은 탁황색(2.5Y 6/3)과 암회황색(2.5Y 4/2)을 띠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구연

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있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동체상위는 횡방향으로, 동체 중·하위

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테쌓기흔과 점토보강흔이 일정 간격으로 남아있고, 도구로 정면한 흔

적이 있다. 내면은 동체상위를 사방향으로 먼저 정면한 후, 동체 중·하위를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하 다. 동

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21.0㎝, 現高 26.9㎝

③ 外反口緣甕(도면 146-2, 사진 153-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외면에는 일부

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있

고,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8.1㎝, 現高 7.4㎝

④ 外反口緣甕(도면 146-3, 사진 154-②)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외면에는 일부에 피열흔이 보이고,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

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기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6.7㎝,

現高 6.2㎝

⑤ 外反口緣甕(도면 146-4, 사진 154-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동체상부의 2/3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5YR 6/6)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

되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있고, 내면에는 목리

조정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口徑 13.8㎝, 現高 11.8㎝

⑥ 外反口緣甕(도면 146-5, 사진 153-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동체부의 2/3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3)과 흑갈색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3)과 황회색(2.5Y

4/1)을 띤다. 외면에는 전체적으로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외면에는 지

두흔이 있다. 구연부와 견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동중위에 테쌓기흔이 있고,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口徑 12.4㎝, 現高 19.0㎝

⑦ 外反口緣甕(도면 146-6, 사진 153-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갈색(2.5Y 3/1)이고,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

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내면에는 마연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復原口徑 14.5㎝, 現高 5.7㎝

⑧ 外反口緣甕(도면 146-7, 사진 153-⑪)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이다. 외면에는 그

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동체 상위는 횡방향으로, 동 중위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으며, 외

면의 마연도구보다 폭이 넓은 도구로 정면하 다.  復原口徑 13.4㎝, 現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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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外反口緣甕(도면 146-8, 사진 154-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대부분 흑갈색을 띤다. 내면

과 단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대부분 마모되었다. 외면도 마모되었으며, 내

면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5.3㎝, 現高 8.1㎝

⑩ 外反口緣甕(도면 146-9, 사진 154-④)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탁황갈색(10YR 5/3)이다. 내·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

다. 구연부에는 지두흔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동체부에는 마연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내면에는 길게 문지른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13.8㎝, 現高 5.3㎝

⑪ 外反口緣甕(도면 147-1, 사진 154-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황갈색(10YR 4/2)이고, 박리된 곳은 등색(7.5YR 6/6)을 띤다.

내면은 탁황등색(10YR 6/3)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마연흔이 남아있고, 구연부에는 지두흔이 있다. 내면

에도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31.3㎝, 現高 11.3㎝

⑫ 外反口緣甕(도면 148-1, 사진 154-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5/2)을 띠기도 한

다. 구연단은 대체로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기면은 심하게 마모되었다. 내면에는 손으로 누르면서 정면한 흔

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35.0㎝, 現高 10.3㎝

⑬ 口緣部(도면 147-4, 사진 154-⑥)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일부 등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외면은 박리되었다.  復原口徑 13.3㎝,

現高 6.2㎝

⑭ 底部(도면 147-5, 사진 154-⑨) 

중도식토기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

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박리된 곳은 등색(5YR 6/8)이다. 내면은 명황색(2.5Y 7/4)이고, 흑갈색의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외면은 일부 박리되었으나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는 약하게 축

약되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8.4㎝, 底徑 6.6㎝

⑮ 底部(도면 147-6, 사진 154-⑩)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기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에

눌린 흔적이 있다.  現高 4.6㎝, 復原底徑 8.8㎝

⒃ 底部(도면 147-7, 사진 155-①)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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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암회황색(2.5Y 6/2)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내면에

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단면에는 외경접합한 흔적이 뚜렷하며, 저부와 바닥의 경

계에는 점토접합흔이 남아있다.  現高 7.8㎝, 底徑 8.8㎝

⒔ 底部(도면 148-2, 사진 155-④)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황회색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2)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내

면은 거칠게 정면되었고,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5.0㎝, 底徑 9.0㎝

⒕ 底部(도면 148-3, 사진 154-⑪)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과 흑갈색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

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現高 5.9㎝, 底徑 9.4㎝

⒖ 底部(도면 148-4, 사진 15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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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

고, 내면은 물손질정면되었다.  現高 5.1㎝, 底徑 6.2㎝

⒗ 底部(도면 148-5, 사진 155-③)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이다. 내면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부분적

으로 박리되었고, 피열흔이 있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4.4㎝, 底徑 6.4㎝

(21) 中島式土器(도면 148-6, 사진 155-⑦)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종방

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마모되었다.  現高 13.3㎝

(22) 시루(도면 147-2, 사진 155-⑨) 

와질소성의 시루로 구연일부, 동체일부, 저부일부가 남아 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7/2, 6/2)이고, 내면에는 흑색의 그을

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약하게 凹面을 이루고, 외면에는 테쌓기흔이 남아있다. 테쌓기한 후 주변을 목판정

면하 는데, 기면이 고르지 못하다. 바닥에는 직경 0.8㎝ 정도의 원형 시루공이 다수 뚫려있다. 내면은 일부

박리되었으며, 토기를 회전하면서 손으로 깊게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28.2㎝, 推定高 28.0㎝

(23) 短頸壺(도면 148-7, 사진 155-⑧) 

타날문토기 원저단경호로 동체부의 1/3 정도와 구경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7/2)이고, 부분적으로 등색(7.5YR 7/6)과 회색을 띠기도 한다.

동체부 내·외면에는 일부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견부부터 바닥까지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동체

중위와 상위에는 10조의 침선을 돌렸다. 타날흔은 기면이 박리되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흔과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27.0㎝

(24) 短頸壺(도면 149-1, 사진 156-①) 

280



281

0 5 10cm

1

2

3

6

4

5

7

도면 148. 원12호 주거지 출토유물(1/3)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

선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6/2)과 탁황색(2.5Y 6/3)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부분적으로 凹面을 이루는 곳도 있다. 견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구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

되었다. 정면상태는 양호하다.  口徑 24.4㎝, 現高 11.6㎝

(25) 短頸壺(도면 149-3, 사진 156-③)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

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황회색(2.5Y 5/1)이고, 기벽이 매우 얇은 편이다. 와질소성이고, 기면이 손에 묻어

난다. 구연단은 凹面을 이루고, 견부와 동체부는 격자타날되었다.  復原口徑 13.2㎝, 現高 16.8㎝

(26) 短頸壺(도면 149-4, 사진 155-⑤)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연일부와 견부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

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황회색(2.5Y 5/1)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경부는 약간 외경하

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견부부터 사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2.6㎝, 現高 5.1㎝

(27) 口緣部(도면 149-2, 사진 156-④) 

연질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5/2)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내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현길이 11.1㎝

(28) 短頸壺(도면 149-5, 사진 155-⑥) 

중도식토기 소성의 타날문 단경호이며,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인 거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과 등색(7.5YR 6/8)이다. 외면에는 승문을 타날하

고, 침선을 얕게 돌렸는데 8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면은 마모되었다.  현길이 11.0㎝

(29) 把手(도면 149-6, 사진 156-②) 

타날문토기이며, 파수만 2개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고, 색조는 황회색이다. 와질소

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파수단면은 말각장방형이고,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다. 파수와 동체부를

접합하면서 도구로 누른 흔적이 있고,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파수길이 3.0㎝, 파수두께 1.9㎝

(30) 紡錘車(도면 149-7, 사진 156-⑤) 

토제 방추차이며, 완형이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탁황

갈색(10YR 5/4)이고,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가운데는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양쪽에서 뚫은

것으로 보인다. 정면상태는 양호하다.  直徑 4.8㎝, 두께 1.0㎝

紡錘車(도면 149-8, 사진 156-⑥) 

토제 방추차이며, 완형이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색

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가운데는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고, 정면상태

는 양호하다.  直徑 3.5㎝, 두께 2.1㎝

紡錘車(도면 149-9, 사진 156-⑦) 

토제 방추차이며, 1/2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명황갈색

(10YR 6/6)이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가운데는 직경 0.6㎝ 정도의 구멍이 뚫려있고, 구멍 주위로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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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문이 시문되었다.  直徑 5.3㎝, 두께 1.0㎝

紡錘車(도면 149-10, 사진 156-⑧) 

토제 방추차이며, 1/2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

(10YR 6/4)과 암회색을 띤다. 앞면에는 점열문을 깊게 시문하 다.  直徑 5.3㎝, 두께 1.1㎝

구슬(도면 149-11, 사진 156-⑨) 

평면형태 원형의 유리제 구슬로 완형이다. 남청색이고, 가운데는 0.2㎝ 정도의 구멍이 뚫려있다.  직경

0.6㎝, 두께 0.4㎝

鐵辯(도면 150-1, 사진 156-⑪) 

鑄造製 鐵辯편이다. 구연과 동체의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구연은 약하게 내경하듯 직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동체부는 橫長楕圓形 내지는 算盤形으로 추정된다.  복원구경 17.4㎝, 현고 7.3㎝,

무게 161.0g 

鐵鏃(도면 150-2, 사진 157-①)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刺는 1개만 남아있다. 신부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으로 재단하 고, 촉선단부는 날카

롭게 연마되었다. 촉신일부에는 초본류와 같은 유기물흔이 남아있다.  길이 5.5㎝, 폭 2.2㎝, 두께 0.2㎝, 무

게 8.0g 

鐵鏃(도면 150-3, 사진 157-②)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완형이다. 신부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이고, 刺는 비대칭으로 한쪽이 약간 더 길다. 신

부에는 초본류로 추정되는 흔적이 부분적으로 묻어있다.  길이 3.4㎝, 폭 1.2㎝, 두께 0.1㎝, 무게 1.0g 

鐵鏃(도면 150-4, 사진 157-③)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刺의 끝부분은 결실되었다. 신부의 평면형태는 오각형으로 재단하 고, 신부단면은

세장한 타원형에 가깝다. 신부의 형태나 가장자리에 연마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완성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길이 2.8㎝, 폭 2.1㎝, 두께 0.1㎝, 무게 3.0g 

菱形鐵片(도면 150-5, 사진 157-④) 

능형철편으로 완형이다. 표면은 기포가 심하다. 上面의 가장자리에만 재단한 흔적이 있어 단면은 梯形에

가깝다.  길이 4.9㎝, 폭 2.3㎝, 두께 0.2㎝, 무게 6.0g 

鐵鎌(도면 150-6, 사진 157-⑤) 

완형의 철겸이다. 기부는 도면상 오른쪽에‘┘’자 형태로 말아 접어서 제작하 다. 배부와 인부는 정연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단조 성형후 인부연마 등의 마무리공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목병을 착장하

지 않고 손으로 쥐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길이 8.4㎝, 폭 1.5~3.0㎝,

두께 0.1㎝, 무게 20.0g 

鐵絲(도면 150-7, 사진 157-⑫) 

평면형태는 세장하고, 말단부는 비교적 뾰족하게 제작되었다. 단면은 방형이고, 신부의 가운데가 2차례

휘어져 있다.  길이 2.9㎝, 폭 0.3㎝, 두께 0.2㎝, 무게 2.0g 

刀子(도면 150-8, 사진 157-⑥) 

철제 도자로 병부는 일부 결실되었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병부는 상단과 하단을 두드

려 철판이 안으로 약간 말려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자 형태이다. 배부와 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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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마무리 단조 성형이 잘 이루어진 제품으로 보인다.  현길이 9.8㎝, 폭 1.4㎝,

0.2㎝, 무게 13.0g 

刀子(도면 150-9, 사진 156-⑩) 

철제 도자로 완형에 가깝다. 병부의 말단부는‘ㄴ’자 형으로 휘어졌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

한 편이고, 병부의 일부는 상단과 하단을 두드려 병부단면이‘]’자 형태이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신부의 선단부쪽이 약간 휘어진 상태이나 대체로 배부와 인부는 곧은 편이다.  길이 15.6㎝, 폭 0.9~1.3㎝,

두께 0.3㎝, 무게 16.0g 

刀子(도면 150-10, 사진 157-⑧) 

철제 도자로 일부만 남아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도면상 우측의 상단은 결실된 것인지 원형

인지 파악하기 힘드나 부분적으로 재단한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모양 그대로 제작했을 가능성

도 크다. 양 끝이 약간 휘어졌으며, 인부는 비교적 날카롭게 단조되었으나 전체적인 형태나 휘어진 모양으로

볼 때 단조 성형 후 마무리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으로 볼 수 있다.  현길이 6.6㎝, 폭 1.7㎝, 두께

0.2㎝, 무게 7.0g 

棒狀鐵器(도면 150-11, 사진 157-⑩) 

주조제의 봉상철기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단면은 梯形을 띠는데 합범흔이 돌출되어 있다. 端部는 날카롭

게 제작되었다. 전체적으로 변형되어 곡선상으로 휘어져있고, 기면에 기포형성이 심하다.  현길이 11.1㎝,

폭 2.0㎝, 두께 1.0㎝, 무게 78.0g 

鐵鑿(도면 150-12, 사진 157-⑪) 

鍛造製의 鐵鑿으로 완형이다. 단립부가 인부의 측면부에 형성되어 있다. 인부는 재단 후 단타하여 측면부

가 약하게 돌출되어 凹面을 이룬다. 신부와 공부의 접합부는 2.0㎝ 간격을 두고 공부쪽이 폭이 넓어져 부풀

려져 있다. 제작시 내부에 型木이나 型鐵棒을 넣은 경계로 추정된다. 신부단면은 방형에 가깝고, 공부단면은

약간 각진 원형이다.  길이 21.0㎝, 공부폭 2.9㎝, 신부폭 1.6㎝, 신부두께 1.5㎝, 인부길이 2.4㎝, 인부폭

1.7㎝, 무게 254.0g 

板狀形鐵器(도면 150-13, 사진 157-⑦)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인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도자나 철겸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부는 약하게 호상을 이루고, 인부는‘八’자 형으로 벌어진다. 배부에는 1곳에 재단한 흔

적이 남아있고, 앞·뒷면에 부분적으로 목질이 부착되었다. 가장자리가 대체로 얇은 편이나 인부는 더 날카

롭게 제작되었다. 신부단면은 인부쪽이 더 얇은 볼록렌즈형에 가깝다.  현길이 8.5㎝, 너비 1.7~2.8㎝, 두

께 0.2㎝, 무게 14.0g 

用途未詳鐵器(도면 150-14, 사진 157-⑨) 

주조제 철기로 일부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있다. 한 쪽 모서리는 인부

처럼 날카롭게 제작되었다.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에 가깝다.  현길이 3.8㎝, 폭 2.5㎝, 두께 0.2~0.6㎝, 무

게 2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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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51, 사진 158) 

1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A지구 중앙부 서쪽경계면에 연접해 위치하며 일부분만이 조사되었다. 해발

38.2~38.3m 상에 10㎝ 미만의 깊이로 잔존한다. 조사된 유구의 상태로 볼 때, 대부분 삭평되어 상면 아래

굴착면과 정지층만 얕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 출토되었다. (현덕만)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51-1, 사진 158-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외면에는 흑색의 그을음이

묻어있다. 견부외면은 횡방향으로,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기면이 마모되어 마연도구의 단위

는 확실치 않다. 내면은 목리조정 후 물손질하 으며,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推定高 20.9㎝

0 5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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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1. 원13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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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52~154, 사진 158~165) 

14호 주거지는 A지구 조사구역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이는 취락 내에서도 거의 중앙부에 해당된다. 강 쪽

의 동쪽장벽은 청25호 주거지의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장축은 N-4°-W이며, 해발 37.0~37.8m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呂’자형인데 출입구는 남쪽으로 향한다. 북쪽 단벽부분은 제토 시 탐색트렌치에 의

해 파괴되었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1315㎝, 너비 786㎝, 깊이 114㎝이다. 

내부토층은 바닥인 점토상면층과 계단조성점토층, 15개의 내부퇴적층 및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토층에서

주거지상부의 벽체인 주재와 주거부에서 출입구의 사이에 계단구조가 조성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주거지는 주거부와 출입구 그리고 출입구 연결부로 구성된다. 출입구는 장축에 직교되는 횡장방형으로 출

입구 벽의 서쪽으로 치우쳐서 아주 얕게 굴착되어 조성되었다. 출입구의 중앙에는 횡으로 너비 35㎝, 높이

2~6㎝ 정도의 턱이 확인되는데 조사 시의 부주의로 절반정도는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단은 방

수시설 내지는 문턱시설로 볼 수 있는데 5호 주거지와 32호 주거지에서도 확인된다. 

출입구 연결부는 출입구에서 경사를 이루어 주거부로 연결된다. 주거부는 출입구 쪽 단변이 돌출한 5각형

의 평면형태를 띤다. 주거지 조성은 수혈을 굴착 후 굴착한 흙을 이용하여 바닥을 돋우어 정지하 는데, 주

거지 벽면에 접한 부분이 주변보다 깊게 굴착되고 정지층 또한 더욱 두껍다. 그리고 정지층은 부분적으로는

판축상의 형태와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출입구 연결부의 계단구조가 조성된 부분에서 뚜렷하다. 

주거지 벽면과 정지층을 되 파고 벽주가 조성되어 있는데 110㎝~145㎝ 정도로 등 간격으로 배치되어있

다. 벽주는 서장벽 6개, 동장벽은 일부가 파괴되어 4개가 잔존하고, 오벽 또한 파괴되어 1개만 잔존한다. 출

입구벽의 벽주는 출입구를 경계로 양쪽에 각각 2개가 거의 등 간격으로 대칭되게 확인된다. 양 장벽에 접하

여 일부분 벽구가 조성되었는데 서장벽의 벽구는 길이 576㎝, 폭 36~60㎝, 깊이 175㎝이며, 벽구 내에는

5개의 주혈이 확인된다. 

주혈은 160㎝ 간격을 두고 주거지 주축의 중앙부분에서 2개가, 서장벽과 나란히 4개가 배치되고, 동장벽

과 나란히 2개가 잔존한다. 오벽 쪽에는 평행하게 2개의 주혈이 잔존하지만 트렌치로 파괴되어 나머지 양상

은 알 수 없다. 벽주와 벽구, 그리고 벽구 내 주혈의 존재와 토층의 양상에서 주재를 갖춘 벽체시설이 조성되

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주거지는 외부 골조구조가 완성된 후 정지된 바닥에 점토를 2~5㎝ 정도 두께로 깔아 상면을 조성하고,

길이 110㎝, 폭 80㎝ 정도의 타원상의 노지와 출입구 연결부에 계단시설을 설치하 다. 노지는 출입구 연결

부에서 600㎝ 지점 즉 주축 상에서 오벽쪽으로 2/3지점에 위치하는데 가장자리에 약하게 점토둑을 두른 흔

적이 일부 잔존할 뿐 거의 무시설식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입구로 이어지는 출입구 연결부분에는 주거지

상면에서 출입구 상면까지 경사를 이루는 점토가 두껍게 확인되는데 이는 출구로 연결되는 계단구조로 볼

수 있다. 이 계단구조로 추정되는 점토 아래에도 점토 상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과 달리 색깔이 밝

은 황색을 이루고 깨끗하다. 이러한 양상은 상면조성 직후 바로 계단구조를 설치하여 이 부분은 전혀 밟히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출입구서벽에서 50㎝ 정도의 간격을 두고 길이 122㎝, 너비 60㎝의 장방형의 소형수혈이 존재한다. 수혈

은 내부에 목탄이 가득 채워져 저탄장으로 추정된다. 14호 주거지는 내부에서 단야구인 鐵蓀과 함께 노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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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2. 원14호 주거지 1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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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3. 원14호 주거지 2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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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4. 원14호 주거지 3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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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석으로 사용된 석기가 출토되고, 이러한 저탄장을 수반하는 것에서 간단한 철기제작을 행한 공방의

기능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다. 

출입구는 길이가 248㎝, 너비가 312㎝, 깊이가 36㎝이며 출입구 연결부는 길이 122㎝, 너비 130㎝, 깊

이 36㎝이다. 

유물은 토기류로 외반구연옹, 옹, 발, 유경호, 소형토기, 저부, 파수 등의 중도식토기와 호, 타날문 단경

호, 낙랑계토기, 흑색마연토기, 시루, 파수, 방추차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발화석, 지석, 모루돌 등의 석기와

철촉, 철편, 철참, 철착, 자귀, 철부, 도자, 철겸, 교구, 낚시바늘, 철괴, 철재 등의 철기와 철소재, 또는 철기

제작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편들이, 이 외에 수정제 장식품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55-1, 사진 166-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전체의 1/5 가량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립과 운모 세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나 그을음이 있는 곳은 흑갈색(10YR 3/1)이다. 내면

은 명황갈색(10YR 6/6)을 띤다. 경부는 매우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대체로 평탄하다. 기벽과 바닥은 매

우 얇은 편이다. 동체부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목판조정한 흔적이 희미하

게 있다. 내면은 대체로 정면상태가 양호하며, 사방향으로 희미하게 도구흔이 관찰된다.  口徑 10.3㎝, 高

17.4㎝, 底徑 9.9㎝

② 外反口緣甕(도면 155-2, 사진 166-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동체 상부는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경부는 짧게 외경하고, 경부외면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동체외면은 전체가 종방향으로 마연되

었으나, 동체 중·하위는 박리되어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은 기면이 거칠게 정면되었으며, 견부내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9.9㎝, 高 11.8㎝, 底徑 4.9㎝

③ 甕(도면 155-3, 사진 166-③) 

중도식토기 옹으로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구연은 약간 축약하면서 직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정면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며, 구연부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로 저

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復原口徑 9.0㎝, 高 11.2㎝, 復原底徑 5.8㎝

④ 外反口緣甕(도면 155-4, 사진 166-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외면에는 물손질정면흔이

있다.  復原口徑 12.8㎝, 現高 4.8㎝

⑤ 外反口緣甕(도면 155-5, 사진 166-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은 도구로 길게 문지르면서 정면

하 고, 내면은 목리조정흔과 지두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5.1㎝, 現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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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外反口緣甕(도면 155-6, 사진 166-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

으로 마연되었다. 견부 내면은 횡방향으로 문지른 흔적이 있고, 동체내면에는 도구정면흔과 점토띠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4.7㎝

⑦ 外反口緣甕(도면 155-7, 사진 166-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이다. 내·외면에

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고, 견부 내면에는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

다. 내면의 정면상태는 불량하다.  復原口徑 9.0㎝, 現高 9.8㎝

⑧ 外反口緣甕(도면 155-8, 사진 166-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7/4)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외면은 심

하게 박리되었고,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지두흔과 횡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

口徑 9.4㎝, 現高 6.3㎝

⑨ 外反口緣甕(도면 155-9, 사진 166-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견부의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1)을 띤다. 구연

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나 부분적으로 흑갈색의 탄화흔이 관찰된다. 단면에는

점토를 길게 보강한 흔적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8.9㎝, 現高 4.5㎝

⑩ 外反口緣甕(도면 155-10, 사진 166-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5/4)과 흑갈색을 띤다. 구연은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경부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도구정면흔이 있다.

단면에는 점토보강흔이 관찰된다.  復原口徑 12.0㎝, 現高 5.5㎝

⑪ 外反口緣甕(도면 155-11, 사진 167-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상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5YR 6/6)이고, 내면은 갈회색(10YR 4/1)을 띤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기면은 대체로 거칠게 정면되었고,

외면에는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6.5㎝, 現高 5.7㎝

⑫ 外反口緣甕(도면 155-12, 사진 167-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일부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다. 외

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고,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7.3㎝, 現高 8.1㎝

⑬ 外反口緣甕(도면 156-1, 사진 167-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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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중석립이 소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구연부 내면은 탁황갈색(10YR

4/3)을 띤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한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단면에는 길게 외경접합

한 흔적이 관찰된다.  復原口徑 11.7㎝, 現高 7.8㎝

⑭ 外反口緣甕(도면 156-2, 사진 167-③)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고, 동체외면은마연되었으나흔적만남아있다. 내면은물손질로정면되었다.  復原口徑14.8㎝, 現高8.7㎝

⑮ 外反口緣甕(도면 156-3, 사진 167-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상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외면은 흑갈색을 띠기도 한

다. 내면에는 흑반이 관찰된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경부 외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는데 희미하게 흔적이 남아있고, 내면에는 길게 외경접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復原口

徑 13.3㎝, 現高 7.3㎝

⒃ 外反口緣甕(도면 156-4, 사진 167-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고, 내면은 황회색(2.5Y 4/1)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경부에는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지고, 구연부는 짧게

외경한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구연부는 길게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4.5㎝, 現高 6.9㎝

⒔ 外反口緣甕(도면 156-5, 사진 167-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일정간격으로 남아있고, 타날

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기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9.2㎝, 現高 5.2㎝

⒕ 外反口緣甕(도면 156-6, 사진 167-⑪)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4/2)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8.0㎝, 現高 4.8㎝

⒖ 外反口緣甕(도면 156-7, 사진 167-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의 중석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박리된 곳은 등색(7.5YR 6/6)을 띤다. 내

면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손누름

흔과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단면에는 점토를 덧대어 보강한 흔적이 관찰된다.  復原口徑 14.5㎝,

現高 8.7㎝

⒗ 外反口緣甕(도면 156-8, 사진 167-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과 회황갈색(1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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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을 띤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동체외면은 마모

되어 종방향의 마연흔이 흔적만 남아있다.  復原口徑 13.8㎝, 現高 10.6㎝

(21) 外反口緣甕(도면 156-9, 사진 167-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저부와 동체 중·하위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외면은대부분박리되었다. 색조는탁황갈색(10YR 4/3), 명적갈색(5YR 5/8)과흑색을띤다. 내면

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대체로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지고, 횡방향으

로물손질되었다. 동체내면은포를이용하여손으로길게문지르면서정면하 다.  口徑 10.6㎝, 現高 9.7㎝

(22) 外反口緣甕(도면 157-1, 사진 168-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1)이다. 외면에는 폭 0.5㎝

내외의도구로길게누르면서정면한흔적이있고, 내면에는부분적으로마연흔이남아있다.  復原口徑 15.4㎝,

現高 7.8㎝

(23) 外反口緣甕(도면 157-2, 사진 168-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명회색을 띤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경부와 견부 외면에는 점토를 덧대어 보강하 다.  復原口徑 13.5㎝, 現高 7.0㎝

(24) 甕(도면 157-4, 사진 168-⑦) 

중도식토기 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 내면은 암회황색(2.5YR 5/2), 속심은 암회색이다.

내·외면에는 그을음이 넓게 묻어있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희

미하게 남아있다. 견부내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復原口徑 19.7㎝, 現高 11.7㎝

(25) 外反口緣甕(도면 157-8, 사진 168-⑤)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일부 탁황갈색(10YR 5/3)을 띠기도 한다. 경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경부외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내면에는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7.3㎝, 現高 6.3㎝

(26) 外反口緣甕(도면 157-9, 사진 168-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4)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구연부는 길게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8.7㎝,

現高 5.3㎝

(27) 外反口緣甕(도면 157-3, 사진 168-⑥)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은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 외면은 목판으로

정면되었고, 동체외면은 사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되었다. 구연부는 길게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

徑 15.8㎝, 現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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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外反口緣甕(도면 157-5, 사진 168-⑨)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

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다.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지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

었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0.7㎝,

現高 6.4㎝

(29) 鉢(도면 156-10, 사진 168-①) 

중도식토기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에는 목판정면흔이 있고, 내면은 손으로 길게

문지른 흔적이 있다. 단면에는 길게 외경접합한 흔적이 뚜렷하다.  復原口徑 13.2㎝, 現高 6.7㎝(구연부),

11.4㎝(동체부) 

(30) 外反口緣壺(도면 157-6, 사진 168-④) 

중도식토기이며 구경부와 견부의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출토맥락으로 보아 저부와 같은

개체일 가능성도 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과 명적갈색(5YR 5/8)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7/4)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경부는

외경한다. 외면에는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22.4㎝, 現高 9.8㎝

外反口緣壺(도면 157-7, 사진 168-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호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등색(7.5YR 6/4)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3)이다. 경부외면에

는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구연부는 길게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3.6㎝, 現高 5.6㎝

有頸壺(도면 160-2, 사진 169-⑦)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구경부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연질이나 소성도는 다소 높은 편이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3)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구연단은 뚜렷하게 凹面을 이룬다. 경부와 견부의 경계에는 내·외면에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2.5㎝, 現高 6.7㎝

有頸壺(도면 158-3, 사진169-③)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구경부와 동체상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을 띠며, 외면의 박리된 곳은 명적갈색(5YR

5/6)을 띤다. 외면은 일부 피열된 흔적이 있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견

부내면에는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1.2㎝, 現高 10.2㎝

甕(도면 158-1, 사진 169-①) 

중도식토기 옹이며,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뚜렷

하게 남아있다. 외면에는 점토띠흔과 횡방향으로 문지른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13.6㎝, 現高 6.3㎝

甕(도면 158-4, 사진 169-⑤) 

중도식토기 옹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이다. 외면에는 지두흔이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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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고, 부분적으로 거칠게 마연되었다. 내면도 거칠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5.8㎝, 現高 5.3㎝

甕(도면 158-2, 사진 169-②)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색조는 갈회색(10YR 4/1)과 회황갈색(10YR 4/2)을 띠고,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구연단은 평평

하게 처리되었고,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5.6㎝, 現高 4.8㎝

有頸壺(도면 158-5, 사진 169-⑥) 

중도식토기 유경호의 구경부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

황갈색(10YR 4/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 속심은 올리브흑색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

었고,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정면상태는 양호하다.  현길이 5.3㎝

小形土器(도면 163-3, 사진 174-④) 

중도식토기 미니어쳐이며, 기형은 鉢이다.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

(10YR 6/4)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지두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4.5㎝, 現高 5.7㎝

小形土器(도면 163-4, 사진 174-⑧) 

중도식토기 미니어쳐이며, 기형은 완이다. 바닥에는 얕은 굽이 부착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는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고,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

(10YR 6/4)이다. 구연단은 대부분 마모되었으나 둥 게 처리된 것으로 추측된다. 바닥에는 굽 부착한 후

손누름한 흔적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8.5㎝, 高 3.9㎝, 底徑 4.0㎝

小形土器(도면 163-5, 사진 174-⑤) 

중도식토기 미니어쳐로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은 회황색(2.5Y 6/2)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기면에는 지두흔이 남

아있고, 전체적으로 정면상태나 소성은 불량한 편이다.  現高 2.9㎝, 底徑 1.9㎝

中島式土器(도면 157-10, 사진 168-⑪) 

동체부만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전반적

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7/4, 10YR 6/4)이다.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된 것

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마모되어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손으로 길게 문지르면서 정면하 다. 단

면에는 저부와 동체부를 외경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확인된다.  現高 15.8㎝

黑色磨硏土器(도면 158-6, 사진 170-②) 

흑색마연토기 호이며, 구경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정선된 니질점토이다. 기면은 흑

색이고, 속심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경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

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목리조정되거나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3.5㎝, 現高 4.2㎝

短頸壺(도면 158-8, 사진 169-⑩) 

낙랑계토기 단경호이며, 구경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경질이다. 구연단은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경부외면은 1차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 으며, 타날흔은 지워져 희미하게 남아있고, 물레흔은 뚜렷하게 남아

있다. 동체외면은 회전물손질 후 평행타날을 하고 침선을 돌렸다.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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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압문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7.6㎝, 現高 7.7㎝

短頸壺(도면 158-9, 사진 170-①) 

낙랑계토기이며, 단경호의 구경부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은 암회색이다. 경질이나 소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경부 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뚜

렷하게 남아있고, 경부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다.  復原口徑 17.5㎝, 現高 5.1㎝

短頸壺(도면 158-11, 사진 170-⑤) 

낙랑계토기 단경호편이며,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고, 기면과 속심은 회백색(2.5Y 7/1)이다.

기면은 심하게 마모되었고, 경부 외면에는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7.0㎝, 現高 6.4㎝

短頸壺(도면 158-12, 사진 169-⑫) 

낙랑계토기이며, 출입구에서 출토되었다. 호의 구경부만 일부 남아있다. 경질소성이나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외면에는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회전물레흔이 뚜렷하게 남아 요철이 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

아있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길이 9.5㎝

土器片(도면 158-13, 사진 169-⑨) 

낙랑계토기이며 호의 경부로 추정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탁

황색(2.5Y 6/3)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을 띤다. 외면에는 돌대가 약하게 돌아가고, 내면은 회전물

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길이 3.4㎝

土器片(도면 158-14, 사진 169-⑧) 

낙랑계토기편으로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5/2)이다. 외면에는 세침선이 돌아가고,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현길이 4.6㎝

壺(도면 158-7, 사진 169-④) 

타날문토기 호이며, 구경부와 견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와질소성

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기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과 등색(7.5YR 6/8)이고, 속심은 황회색

(2.5Y 5/1)이다. 경부는 직립하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외반한다. 경부에는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있고, 견

부는 격자타날되었다. 동상위의 내면에는 흑색이물질이 부착되었다.  口徑 13.2㎝, 現高 10.5㎝

短頸壺(도면 158-10, 사진 169-⑪)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의 1/2 정도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석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경도는 다소 높은 편이다. 기

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구경부는 회전물손

질로 정면하 다. 경부의 하단에는 회전물손질 후 목판으로 정면하 다. 동체부는 승문을 타날하고 침선을

돌렸으며, 경부와 동체의 경계에는 압문이 있다. 동체부와 경부는 내경접합하여 성형하 으며, 내면에는 성

형 후 소성 시 발생한 균열이 있다.  復原口徑 20.0㎝, 現高 8.1㎝

短頸壺(도면 159-1, 사진 170-③) 

타날문토기로 구연부와 동체상부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이 외의 다른편도 다수 잔존하나

복원되지는 않는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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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색조는 천황색(2.5Y 7/3)과 황회색(2.5Y 5/1)이다. 구경부는 직립하다가 약간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견부부터 동체부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과 구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경

부외면에는 부분적으로 피열된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33.5㎝, 現高 26.0㎝

短頸壺(도면 159-3, 사진 170-④)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의 1/2 가량과 동체상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은 단단한 편이다. 외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5/1)이

고, 내면은 회황색(2.5Y 7/2)이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견부와

동체부는 전면에 사격자문이 타날되었고, 타날 후 얕게 침선을 돌렸는데 10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구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7.5㎝, 現高 16.4㎝

短頸壺(도면 159-2, 사진 170-⑥)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경부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경부외면은 박

리되었고, 동체외면은 승문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지두흔과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1.6㎝

短頸壺(도면 160-1, 사진 171-②)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

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황색(2.5Y 7/2)이다. 구연단은 凹面을 이루고,

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5.2㎝, 現高 5.0㎝

短頸壺(도면 160-3, 사진 171-①)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일부와 견부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색(2.5Y 7/4)이고, 부분적으로 회색(5Y 5/1)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격자

타날을 하고 침선을 돌렸는데, 2조의 침선만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2.0㎝,

現高 6.3㎝

打捺文土器(도면 159-4, 사진 170-⑦)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추정되며,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외

면은 격자타날을 하고 침선을 돌렸으며, 침선 아래로는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침선은 9조가 남아있

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12.9㎝

短頸壺(도면 160-4, 사진 171-③) 

경질의 타날문토기로 저부일부와 동체하위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색(5Y 4/1)이고, 외면일부는 탁황색(2.5Y 6/3)을 띤다.

외면은 승문을 타날한 후 침선을 돌렸고, 저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원저에 가깝다.  現高

16.0㎝

短頸壺(도면 160-6, 사진 171-④)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저부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운모 등 세사립이 섞

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명회색이다. 와질소성이다. 외면은 동체부에 승문을

타날하고 침선을 돌린 후 저부에 격자문을 타날하 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現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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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頸壺(도면 160-5, 사진 171-⑤) 

타날문토기의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색(2.5Y 7/3)과 황회색

(10YR 6/1)을 띤다. 외면은 격자타날을 하고, 침선을 돌렸다. 내면은 회전물손질한 후 손으로 길게 문지르

면서 정면하 고, 지두흔도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現高 14.5㎝

底部(도면 160-7, 사진 171-⑦)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거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7/2)이고, 속심은 황회색(2.5Y 6/1)이다. 저부외면에는 점토보강흔

이 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5.7㎝, 底徑 8.7㎝

底部(도면 160-8, 사진 172-⑦)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황회색(2.5Y 4/1)을 띤다. 기면은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

면되었고,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現高 6.9㎝, 復原底徑 9.1㎝

中島式土器(도면 161-1, 사진 171-⑨) 

중도식토기로 저부와 동체부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2.5YR 6/6)과 흑갈색을 띠고, 내면은 황회색(2.5Y 4/1)과 탁황색(2.5Y 6/3)

을 띤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

이다.  現高 16.5㎝, 復原底徑 13.0㎝

底部(도면 161-2, 사진 172-①)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4)과 등색(10YR 6/6)이다. 외면은 목판정면하 고, 내

면은 박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現高 10.4㎝, 底徑 12.0㎝

底部(도면 161-3, 사진 17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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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길게

목판정면되었고,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있다. 내저면에는 점토보강한 흔적이 거칠게 남아있고,

손톱자국도 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現高 9.4㎝, 底徑 10.9㎝

底部(도면 161-4, 사진 172-③)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흑갈색을 띤다. 내

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

이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흔과 지두흔이 있다.  現高 9.8㎝, 復原底徑 9.9㎝

底部(도면 161-5, 사진 172-⑥)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

색(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색(2.5YR 6/3)이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

는 점토보강 후 횡방향으로 마연하 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마연되었고, 바닥의 외면도 무질서하게 마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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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단면에는 길게 외경접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現高 7.7㎝, 底徑 9.6㎝

底部(도면 161-6, 사진 174-①)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

(10YR 7/6)이고, 내면은 갈회색(10YR 4/1)과 회황색(2.5Y 6/2)을 띤다. 외면은 폭 0.5㎝ 가량의 도구를

이용하여 거칠게 마연하 고, 내면은 포를 이용한 물손질흔과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평

저이다.  現高 5.3㎝, 底徑 13.3㎝

底部(도면 161-7, 사진 172-④)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과 탁황갈색(10YR 5/3)이다. 외면은 종방향과 횡방향으

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무질서하게 도구로 정면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8.7㎝, 底徑 12.9㎝

底部(도면 161-8, 사진 174-②) 

중도식토기 호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으로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과 명황등색(10YR 8/4)이다.

외면은 바닥까지 종방향으로 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목리조정되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

다.  現高 5.5㎝, 底徑 7.4㎝

底部(도면 161-9, 사진 172-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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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은 폭이 넓은 도구를 이용

하여 종방향으로 마연하 고, 내면은 횡방향으로 정면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現高 5.5㎝, 復原底徑 11.3㎝

底部(도면 161-10, 사진171-⑩) 

소형의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

량 섞인 거친 점토이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저부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2.8㎝, 復原底徑 5.1㎝

底部(도면 161-11, 사진 171-⑪)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

(10YR 5/4)과 흑갈색이고, 내면은 흑색을 띤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고, 내면에는 도구

정면흔이 있다.  現高 3.4㎝, 底徑 6.2㎝

底部(도면 161-12, 사진 171-⑫) 

중도식토기 저부이며,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갈색(7.5YR 5/4)이고, 내면과 속심은 황회색(2.5Y 4/1)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지두흔이 희미하

게 남아있고,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하여 굽상의 저부를 가진다.  現高 2.9㎝, 底徑 8.9㎝

底部(도면 161-13, 사진 171-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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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황회색(2.5Y 4/1)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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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흔이 있고, 바닥외면의 가장자리는 점토를 얇게 보강한 흔적이 있다. 내면에도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

게 남아있다.  現高 3.4㎝, 復原底徑 7.4㎝

底部(도면 161-14, 사진 172-⑩)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바닥은 암회황색(2.5Y 5/2)을 띤다. 기면에는 무질

서한 정면흔적이 남아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3.9㎝, 復原底徑 9.2㎝

底部(도면 161-15, 사진 172-⑪)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

황등색(10YR 6/4)과 명황갈색(10YR 6/6)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단면과 내면일부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외면에는 피열흔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

은 무질서하게 정면되었다. 단면에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있다.  現高 4.8㎝, 底徑 7.7㎝

中島式土器(도면 161-16, 사진 172-⑨) 

저부와 동체부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다. 저부는 축약이 이

루어져 대상의 평저이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흑갈색의 유기

물 탄화흔이 부착되어있다.  現高 11.4㎝, 底徑 6.7㎝

底部(도면 162-1, 사진 172-⑫)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등색(5YR 6/8)을 띠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동체

외면은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에는 지두흔이 있다.  現高 7.6㎝, 復原底徑 12.9㎝

底部(도면 162-2, 사진 172-⑤)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흑갈색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

며,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깎기조정되었다. 내면은 거친 지두흔과 도구정

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現高 8.2㎝, 底徑 9.3㎝

底部(도면 162-3, 사진 172-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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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은 회황색(2.5Y 6/2)이고, 내면은 등색(7.5YR 7/6)이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마모되었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일부에 묻어있다.  現高 4.3㎝, 復原底徑 8.7㎝

底部(도면 162-4, 사진 172-⑭)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

(10YR 5/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회색을 띤다. 외면은 폭 0.7㎝의 도구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면서 정면하 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5.3㎝, 底徑 9.2㎝

底部(도면 162-5, 사진 172-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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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갈색(10YR 5/2)이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現高 4.3㎝, 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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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底徑 7.6㎝

底部(도면 162-6, 사진 173-①)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과 흑갈색이며, 내저면에는 탄화흔이 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고, 내면에는 지두흔과 거친 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3.9㎝, 復原底徑 9.3㎝

無文土器 底部(도면 162-7, 사진 173-⑤) 

주거지 상부 퇴적층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

다. 내면에는 흑갈색의 유기물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4.2㎝, 復原底徑 7.6㎝

底部(도면 162-8, 사진 17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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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은 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이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3.6㎝, 復原底徑 7.2㎝

底部(도면 162-9, 사진 173-③)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

(10YR 5/3)과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과 흑갈색을 띤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박리되어 목판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있고, 마연흔도 관찰된다.  現高 4.1㎝, 底徑 6.1㎝

底部(도면 162-10, 사진 173-④)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

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에는 일정 높이에 대상의 탄화흔이 묻어있다. 외면에는 사방향의 도구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도구로 문지른 흔적이 종방향으로 나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점토보강흔이

있다.  現高 5.7㎝, 底徑 7.4㎝

底部(도면 162-11, 사진 173-⑦)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갈회색(10YR 4/1)을 띤다. 바닥에는 얕은 굽이

부착되었다.  現高 4.2㎝, 復原底徑 6.5㎝

底部(도면 162-12, 사진 173-⑧) 

중도식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5/2)이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단면에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뚜렷하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고,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

있다.  現高 5.2㎝, 底徑 9.9㎝

底部(도면 162-13, 사진 173-⑨) 

중도식토기 저부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흔이 묻어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다.  現高 4.7㎝, 底徑 8.4㎝

底部(도면 162-14, 사진 173-⑩)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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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

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도구로 문지르면서 정면한 흔적이 있다.  現高 4.5㎝, 復原底徑 11.0㎝

底部(도면 162-15, 사진 173-⑪)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

(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외면에는 도구

로 정면한 흔적이 있고, 내저면은 지두흔이 있다.  現高 4.0㎝, 底徑 8.6㎝

底部(도면 162-16, 사진 173-⑫) 

중도식토기 저부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소량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을 띤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

아있다.  現高 3.5㎝, 復原底徑 8.0㎝

底部(도면 162-17, 사진 173-⑮)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

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갈회색(10YR 4/1)을 띤다. 외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정

면되었고, 내면에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도구정면한 흔적이 있다. 바닥은 평저이고, 바닥외면의 가장자

리에는 점토보강한 흔적이 있다.  現高 6.5㎝, 底徑 11.1㎝

底部(도면 162-18, 사진 173-⒃)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

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외면은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무

질서하게 마연되었고, 내면에는 탄착흔이 있다. 바닥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現高 6.1㎝, 底徑 6.6㎝

底部(도면 162-19, 사진 173-⒔)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

다. 외면은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외면은 바닥까지 깨끗하게 정면되었

으며, 내면에는 점토보강흔이 있다.  現高 5.4㎝, 復原底徑 8.1㎝

底部(도면 162-20, 사진 173-⒕) 

중도식토기 저부이며,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바닥은 평저이고, 가운데

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3.6㎝, 底徑 8.5㎝

底部(도면 162-21, 사진 173-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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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흑갈색이다. 내면에는 탄화물이 묻어있다. 저부는 강하게 축

약이 이루어지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매우 깊게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많이 들려있

으며, 굽상의 저부를 가진다.  現高 4.6㎝, 底徑 7.6㎝

底部(도면 162-22, 사진 173-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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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색조는암회황색(2.5Y 5/2)을띤다. 외면은물손질로정면되었고, 바닥은가운데가들려있다.  現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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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原底徑 8.8㎝

底部(도면 162-23, 사진 173-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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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등색(5YR 6/6)과 황회색(2.5Y 4/1)을 띤다. 바닥은 가

운데가 약간 들린 평저이다.  現高 3.4㎝, 復原底徑 9.1㎝

底部(도면 163-2, 사진 173-⑭)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사립과 소량의 운모가 섞여

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사방향의 마연흔이 남

아있으나, 대부분은 박리되어 확인하기 힘들다. 내저면에도 희미하게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8.8㎝,

復原底徑 11.7㎝

打捺文土器 底部(도면 160-9, 사진 171-⑥) 

와질소성의 타날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7/2)이며, 속심은 회색을 띤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침선을 돌렸고,

내면에는 무질서한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現高 4.3㎝, 復原底徑 9.0㎝

打捺文土器 底部(도면 160-10, 사진 171-⑧) 

타날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5Y 6/1)이고, 속심은 회백색(5Y 7/2)이다. 와질소성이며, 기

면이 손에 묻어난다. 외면에는 전체에 승문이 타날되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現高 5.3㎝, 底徑 8.4㎝

시루(도면 163-1, 사진 174-③) 

연질의 시루로 저부일부와 동체부 중·하위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비

교적 고운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5Y 4/1)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 고,

내면은 도구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내면의 중위는 횡방향으로, 하위에는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도구흔이 있고, 지두흔도 남아있다. 바닥에는 장방형의 시루공이 뚫려있다. 바닥은 원저이다.  現高 21.0㎝

시루편(도면 163-7, 사진 174-⑨) 

시루편으로 바닥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암회황색

(2.5Y 5/2)과 회색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외면은 매우 거칠게 정면되었고, 직경 1.0㎝의

원형구멍이 뚫려있다.  현길이 5.2㎝

把手(도면 163-6, 사진 174-⑦) 

산화염에서 소성된 파수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색

(10YR 6/6)과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단면은 원형이고, 기면에 지두흔이 있다. 파수길이 2.3㎝, 파

수두께 1.5㎝

把手(도면 163-8, 사진 174-⑥) 

중도식토기 파수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고,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

(10YR 6/4)이다. 단면은 원형이고, 동체외면에는 파수 부착 후 점토로 보강한 흔적이 뚜렷하다. 파수길이

3.5㎝, 파수두께 3.8㎝

土製品(도면 163-16, 사진 175-④)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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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태 원형의 토제품으로 타날문토기를 재가공하여 제작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되었다. 直徑

4.7㎝, 두께 1.1㎝

~ 紡錘車

紡錘車(도면 164-3, 사진 175-⑤) 

석제 방추차로 1/2은 결실되었다. 색조는 암회색이고, 석재에 구멍이 있다. 표면은 여러 방향으로 거칠게

마연한 흔적이 남아있고, 구멍은 양방향에서 뚫었다.  직경 5.8㎝, 두께 0.9㎝, 구멍직경 1.1㎝, 무게 27.0g 

水晶(도면 164-1, 사진 175-⑥) 

상부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수정제 장식품이며,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양끝은 가공되지 않았다. 가운

데는 면을 형성하여 마연하 으나 마연과정이 끝나지 않아 단면이 불규칙하고, 부분적으로 면이 거칠다. 색

조는 백색이며, 불투명하다.  길이 5.7㎝, 폭 1.6㎝, 두께 1.7㎝, 무게 22.0g 

水晶(도면 164-2, 사진 175-⑦) 

수정제 장식품이며, 부분적으로 가공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끝은 뾰족하게 마연되었고, 가운데

의 단면은 육각형이다. 부분적으로 떼어내기한 흔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투명도가 높은 편이다.  길이 4.4㎝,

폭 1.9㎝, 두께 1.6㎝, 무게 1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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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現)규격(㎝, g)

색조 설 명
직경 두께 구멍직경

163-9 174-⑩ 5.3 1.6 0.8 탁황색(2.5Y 6/3) 기면 마모가 심함.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인 거친 점토.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 산화염에서 소성.
163-10 174-⑪ 4.6 1.9 0.8 탁황갈색(10YR 5/4)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포함. 上面에 방사상으로 침선문 새김. 

가장자리일부결실. 태토에는석 , 장석,
163-11 174-⑫ 5.5 1.6 0.9 회황갈색(10YR 5/2) 운모등의사립포함. 단면은편평팔각형.

양방향에서 투공함.

탁황등색(10YR 6/4) 下面은 대부분 박리됨. 산화염에서 소성.
163-12 174-⑬ 4.5 1.5 0.9 회황갈색(10YR 5/2)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 투공 후 정면상태 양호.

163-13 175-② 5.4 1.4 0.9 회황색(2.5Y 6/2) 와질소성. 기면이 손에 묻어남. 투공 후
` 정면상태 양호.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 산화염에서 소성.
163-14 175-① 4.5 1.7 0.9 탁황등색(10YR 6/4)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사립 포함.

투공 후 정면상태 양호.

회황색(2.5Y 7/2)
타날문토기 재가공품. 와질소성. 태토는

163-15 175-③ 6.4 1.2 0.8
회색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 외면은 격자
타날됨. 가장자리는마연하여형태를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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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기

鐵鏃(도면 167-1, 사진 177-①) 

鍛造製의 無莖式 逆刺鐵鏃이다. 刺의 한쪽은 반 이상이, 다른 한쪽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기면에 녹이 심

하지만 대체적으로 표면에 약하게 굴곡이 있다. 신부의 가장자리에 인부가 형성되었으나 좌우가 비대칭이고,

화살대에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2개 뚫려있다. 신부단면은 편평육각형에 가깝고, 刺의 단면은 렌즈형이다. 철

판을 蓀과 같은 도구로 재단하고 세부적으로 鍛打한 후 구멍을 뚫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석에 연마하여 날을

세웠다.  현길이 7.3㎝, 폭 1.5㎝, 두께 0.25㎝, 무게 8.0g 

鐵鏃(도면 167-2, 사진 177-③) 

鍛造製의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전체적으로 휘어져있다. 화살대 고정을 위한 구멍이 거의 鋒部의 끝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때 봉부가 결실된 철촉을 재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刺의 말단부도 뭉툭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재가공품일 가능성이 있다. 身部와 刺部의 연결부분은 둔각으로 휘어져있다. 신부단면은

편평육각형에 가깝다. 길이 4.2㎝, 폭 1.9㎝, 두께 0.2㎝, 무게 4.0g 

鐵鏃(도면 167-3, 사진 177-②) 

鍛造製의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刺는 휘어져있다. 신부 가운데는 살대내 고정을 위한 혁뉴공이 뚫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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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164-5 175-⑧ 발화석 13.8 9.8 8.8 1575.0 석질은 화강암. 풍화되어 입자가 탈락
됨. 상면에 2군데 발화공 있음.

164-4 175-⑨ 지석 16.6 8.2 5.5 1142.0 석질은 화강암. 평면형태 타원형의 지
석. 전체적으로 고타하고 마연함.

하단은 결실. 석질은 유문암. 색조는
164-6 175-⑫ 지석 (5.3) 2.5 0.6 17.0 회황색을 띰. 상면과 측면은 치 하게

마연됨.

164-7 176-④ 지석 (4.0) (3.6) 1.8 39.0 석질은 유문암. 일부만 잔존. 색조는
황갈색. 상면과 하면 마연됨.

일부만 잔존. 석질은 규암. 상면과
165-1 176-② 모루돌 (14.3) (8.0) 5.6 1056.0 하면 마연됨. 상면이 주사용면으로 더

치 하게 고타한 후 마연됨.

일부만 잔존. 석질은 유문암. 색조는
166-2 176-③ 지석 (5.1) (5.4) 4.3 167.0 명황갈색. 상면과 하면은 치 하게

마연됨. 측면은 거칠게 마연됨.

일부만잔존. 석질은유문암. 좌측면을
166-3 175-⑩ 지석 (14.5) (12.8) 10.7 1875.0 제외한 3面이 마연됨. 부분적으로 마

연흔이 거칠게 남아있음.

석질은편암. 下面은결실됨. 평면형태
165-2 176-① 모루돌 (19.5) (16.5) 14.3 7680.0 는 말각방형이고 상면과 그 가장자리

에 사용흔 있음.

용도 석질은 데이사이트질 응회암. 가장자

166-1 175-⑪ 미상 7.5 9.5 3.8 383.0 리는 큰떼기 하고. 하단은 잔떼기하여

석기 재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상면과 하면
은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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刺는 재단한 흔적이 뚜렷하고, 신부단면은 편평육각형이다.  길이 6.3㎝, 폭 2.5㎝, 두께 0.25㎝, 무게

14.0g 

鐵鏃(도면 167-4, 사진 177-④) 

鍛造製의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도면상 우측 자의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촉신의 가장자리도 부분적으로 결

실되었다. 자의 내측에는 재단한 흔적이 뚜렷하고, 신부의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 결실되거나 심하게 수화

되었다. 신부단면은 세장한 타원형이다.  길이 4.7㎝, 폭 2.5㎝, 두께 0.2㎝, 무게 9.0g 

鐵鏃(도면 167-5, 사진 177-⑤) 

鍛造製의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刺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단면은 세장한 타원형인데 가장자리는 대체로 날

카롭게 처리되었다. 자는 외반하게 제작되었다. 신부의 상부는 평면형태가 삼각형을 띤다.  현길이 3.8㎝,

폭 2.3㎝, 두께 0.2㎝, 무게 3.0g 

鐵鏃(도면 167-6, 사진 177-⑥)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신부는 일부만 남아있고 도면상 왼쪽의 자는 1/3가량이 결실되었다. 刺는 비대칭이

며 전체적으로 휘어졌다. 오른쪽 刺의 내측 가장자리에는 재단한 흔적이 있고, 부분적으로 초본류와 같은 유

기물흔적이 남아있다.  현길이 4.7㎝, 폭 3.9㎝, 두께 0.2㎝, 무게 8.0g 

用途未詳鐵器(도면 167-7, 사진 177-⑦) 

평면형태는 유경식 철촉과 유사하나 하부의 단면이 너무 얇고, 하면은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선

단부는 심하게 휘어졌다. 전체적으로 수화되었고, 형태가 뒤틀려있다.  길이 3.5㎝, 폭 1.9㎝, 두께 0.2㎝,

무게 2.0g 

半圓形鐵片(도면 167-8, 사진 177-⑭) 

완형으로 양 끝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평면형태는 눈썹모양에 가깝다. 마름모형 철편의 예처럼 철기제

작과정에서 도출된 편으로 추정된다.  길이 2.8㎝, 폭 0.6㎝, 두께 0.1㎝, 무게 1.0g 

菱形鐵片(도면 167-9, 사진 177-⑫) 

마름모상의 철판으로 단조제이다.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가장자리에는 대칭되는 2곳에 재단흔이 남아있

다. 鐵蓀과같은공구로한쪽면을타격한후부러뜨렸을가능성이높다.  현길이 4.5㎝, 폭 1.7㎝, 두께 0.15㎝,

무게 2.0g 

菱形鐵片(도면 167-10, 사진 177-⑨) 

평면형태가 마름모인 판상의 철편이다. 上面의 상부 양쪽 가장자리와 下面의 하부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鐵蓀과 같은 도구로 재단한 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5.0㎝, 폭 5.0㎝, 두께 0.2㎝, 무게 3.7g 

菱形鐵片(도면 167-11, 사진 177-⑩) 

평면형태가 마름모인 판상의 철편으로 좌·우는 약간 비대칭이다. 上面의 상부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재단

한 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5.0㎝, 폭 1.8㎝, 두께 0.2㎝, 무게 3.0g 

菱形鐵片(도면 167-12, 사진 177-⑪) 

평면형태가 마름모형인 철판으로 한쪽 끝부분은 결실되었다. 단조제이며, 기면에 기포가 형성되었다. 상

부의 양 가장자리는 날카롭게 처리되었는데, 선단부의 형태로 보아 재단 후 연마하 다.  현길이 4.4㎝, 폭

1.9㎝, 두께 0.2㎝, 무게 3.0g 

菱形鐵片(도면 167-13, 사진 177-⑬)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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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분석시료 3번이다. 하단부는 결실된 마름모형 철편이다. 상부의 가장자리에는 재단한 흔적이 있다.  현

길이 4.8㎝, 폭 1.8㎝, 두께 0.2㎝, 무게 3.0g 

未完成鐵鏃(도면 167-14, 사진 177-⑧) 

평면형태 오각형의 철편으로 철촉을 제작하기 위해 재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상부의 좌·우 가장자리

와 하부의 왼쪽 가장자리에는 재단한 흔적이 있다.  길이 5.3㎝, 폭 2.7㎝, 두께 0.25㎝, 무게 13.0g 

鐵蓀(도면 167-15, 사진 176-⑧) 

단조제의 鐵蓀으로 刃部의 일부와 頭部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두부에는 망치의 타격흔이 확인되는데 가운

데가 약간 들어가 있다. 인부는 철기제작시의 향으로 약하게 말려있다. 두부는 타격으로‘ㄱ’자 상으로 휘

어져 있고, 타격에 의하여 튀어나온 부분을 재차 타격하여 둥 게 만들었다. 인부는 타격으로 인하여 약하게

휘어졌고, 신부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10.5㎝, 폭 2.3~3.0㎝, 두께 1.2㎝, 무게 163.0g 

鐵鑿(도면 167-16, 사진 176-⑨) 

선단부는‘ㄱ’자 형으로 휘어졌다. 인부는 단면 방형의 신부를 단타하여 폭이 넓어지고 납작하게 제작되

었다. 부분적으로 기포가 형성되었다.  현길이 8.3㎝, 폭 0.8㎝, 두께 0.5㎝, 무게 13.0g 

자귀(도면 167-17, 사진 176-⑩) 

단조제의 자귀이다. 공부는 단립되지 않고 벌어지게 제작되었다. 신부의 양쪽 측면을 공부의 접합부와 반

대방향으로 접어올렸다. 신부의 횡단면은‘凹’자 형이다. 기면은 산화되어 심하게 박리되었다.  길이 7.3㎝,

인부폭 3.3㎝, 공부폭 2.4㎝, 무게 50.0g 

鐵斧(도면 167-18, 사진 176-⑤) 

二條線突帶 주조철부편으로 공부의 일부와 신부의 上面 일부만 남아있다. 측면에는 합범흔이 있어 쌍합범

으로 주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면은 부식이 심하다.  현길이 6.1㎝, 폭 8.4㎝, 두께 2.1㎝, 무게 77.0g 

鐵斧(도면 167-19, 사진 178-(22)) 

철기 분석시료 2번이다. 주조철부의 인부 파손품으로 파손된 인부를 재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손에

의한 신부의 절단면에는 타격흔이 확인된다. 측면과 전체 철기의 상태로 볼 때 쌍합범으로 제작된 주조품인

데 재사용시의 타격흔이 잔존하는 것과 표면이 켜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때 주조후 장시간 脫炭처리한 可鍛

鑄造品으로 판단된다. 인부는 연마한 흔적이 있고, 양쪽 단부에 타격흔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양쪽 단부의 인

부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현길이 2.1㎝, 인부 폭 7.1㎝, 두께 1.0㎝, 무게 39.9g 

鐵斧(도면 167-20, 사진 176-⑥) 

주조철부의 인부편으로 모서리부분 일부만 남아있다. 기면에는 녹이 있다. 인부는 주조 후 단타하여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현길이 2.2㎝, 폭 2.7㎝, 두께 0.8㎝, 무게 10.0g 

鐵斧(도면 167-21, 사진 176-⑦) 

주조철부로 신부일부와 한쪽 측면만 남아있다. 측면에 합범흔 있는 것으로 보아 쌍합범으로 제작된 것이

다. 단면은대체로장방형이지만합범흔을경계로약하게돌출되어있다.  현길이 7.4㎝, 폭 2.4㎝, 두께 2.3㎝,

무게 42.0g 

刀子(도면 168-1, 사진 177-⒃) 

철제 도자로 병부의 끝부분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다. 신부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배부는 신부와 직각을 이루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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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그러나 인부와 배부가 정연하게 일직선을 이루고, 인부는 날카롭게 날을 세운 것으로 보아 단조성

형 후 인부의 연마 등 마무리공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길이 15.0㎝, 폭 1.7㎝, 두께 0.3㎝,

무게 13.0g 

刀子(도면 168-2, 사진 178-①) 

철제 도자로 병부는 1/2 가량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식되었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배부는 신부와 직각을 이루고, 인부와 배

부가 일직선으로 정연한 점으로 보아 마무리 단조 성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길이 10.8㎝,

폭 1.6㎝, 두께 0.25㎝, 무게 13.0g 

刀子(도면 168-3, 사진 177-⒔) 

철제 도자로 신부의 선단부과 병부의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짧게 잘라내어 직각을

이루며, 뚜렷하게 구분된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배부와 인부는 일직선

으로 정연하며, 마무리 단조 성형 후 인부를 연마하여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현길이 13.0㎝, 폭 1.3㎝, 두

께 0.25㎝, 무게 16.0g 

刀子1(도면 168-4, 사진 178-③) 

철제 도자로 병부와 신부의 일부만 남아있다. 병부의 말단부는‘ㄱ’자 형으로 말려있고, 보존상태는 양호

한 편이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병부는 일직선으로 정연한 점으로 보아

마무리 단조성형이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현길이 6.9㎝, 폭 1.2㎝, 두께 0.3㎝, 무게 8.0g 

刀子(도면 168-5, 사진 178-②) 

철제 도자로 신부의 일부와 병부의 끝부분은 결실되었다. 인부와 병부의 하단은 곡선을 이룬다. 신부단면

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도면상 병부의 下面은 부분적으로 가장자리가 약간 뭉툭하게

접혀있다. 배부와 인부는 일직선으로 정연하며, 인부는 단조 성형 후 인부를 연마하여 날카롭게 날을 세웠

다.  현길이 10.2㎝, 폭 1.8㎝, 두께 0.2㎝, 무게 9.0g 

刀子(도면 168-6, 사진 177-⒕) 

철제 도자로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1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도자들 중 신부가 결실된 것과 같은 편일 가

능성도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배부와 인부는 일직선

으로 정연하고, 날은 날카롭게 세워진 것으로 보아 단조성형 후 인부의 연마 등 마무리 공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길이 3.5㎝, 폭 1.3㎝, 두께 0.2㎝, 무게 5.0g 

刀子(도면 168-7, 사진 178-④) 

철제 도자로 병부와 신부일부가 남아있다. 병부의 말단부는‘ㄴ’자형으로 말려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

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전체적으로 신부와 병부는 정연하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단조성형 후

마무리 공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길이 7.5㎝, 폭 7.5㎝, 두께 0.25㎝, 무게 10.0g 

刀子(도면 168-8, 사진 178-⑦) 

철제 도자로 신부의 일부와 병부의 1/2 이상이 남아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상단

이 비스듬하게 재단되어 제형에 가깝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다소 뚜렷하지 않은 편이며, 두께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 병부의 상단이 비스듬하게 재단되었으나 단조성형 후 마무리 공정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현길이 6.8㎝, 폭 1.3㎝, 두께 0.2㎝, 무게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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刀子(도면 168-9, 사진 178-⑥) 

철제 도자로 신부만 남아있다. 신부의 선단부는 결실되었고,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신부는 완만한 곡

선을 이루며, 배부와 인부는 정연하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단조성형 후 마무리 공정이 잘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현길이 5.6㎝, 폭 1.3㎝, 두께 0.15㎝, 무게 5.0g 

刀子(도면 168-10, 사진 178-⑤) 

철제 도자로 선단부와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

다. 인부는 앞쪽에만 부분적으로 형성되었고, 인부전체를 모두 연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부의 상태

또한 마무리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길이 8.2㎝, 폭 1.3㎝, 두께 0.2㎝, 무게 5.0g 

刀子(도면 168-11, 사진 178-⑧) 

철제 도자로 신부만 남아있다. 신부의 선단부는 결실되었고, 인부도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단면은 이등

변삼각형이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나 단조성형 후 마무리공정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길이

6.0㎝, 폭 1.2 ㎝, 두께 0.1㎝, 무게 4.0g 

刀子(도면 168-12, 사진 177-⒖) 

철제 도자로 신부일부만 남아있고, 인부도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현길

이 4.0㎝, 폭 1.1㎝, 두께 0.15㎝, 무게 2.0g 

鐵鎌(도면 168-13, 사진 178-⒗) 

기부는 결실되었다. 겸신은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며, 배부도 매우 날카롭게 성형되었다. 신부

단면은 세장한 타원형에 가깝다.  현길이 12.0㎝, 폭 3.3㎝, 두께 0.2㎝, 무게 31.0g 

鐵鎌(도면 168-14, 사진 178-(21)) 

鐵鎌片으로 신부 일부가 남아있다. 겸신은 선단부쪽으로 갈수록 안으로 彎曲하는 형태이다. 선단부는 일

부를‘八’자 형으로 잘라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에 가깝다.  현길이 9.6㎝, 폭 2.6㎝, 두께 0.2㎝, 무

게 19.0g 

沽具(도면 168-15, 사진 178-⒕) 

철제 교구이다. 테두리는 평면형태가 말각제형에 가깝고, 양 끝을 납작하게 두드린 단면 방형의 철대를 구

부려서 만들었다. 철대는 1.5㎝ 가량 서로 겹치게 구부렸고, 걸쇠의 끝을 굴대에 한바퀴 돌려 감아 고정시켰

다. 걸쇠의 단면은 방형이다.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길이 4.0㎝, 폭 2.6㎝, 두께 0.3㎝, 무게 10.0g 

낚시바늘(도면 168-16, 사진 177-⑮) 

철제 낚시바늘로 선단부는 결실되었다. 단면은 방형이다.  현길이 3.8㎝, 폭 0.3㎝, 두께 0.2㎝, 무게

2.0g 

用途未詳鐵器(도면 168-19, 사진 178-⑩) 

용도미상의 단조제 철기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한쪽 끝은 말각으로 처리되었고, 한쪽 끝은 비스듬하

게 잘라냈다.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좁아지는 장타원형이다. 철기제작과정에서 도출된 편일 가능성이

있다.  길이 2.1㎝, 폭 1.75㎝, 두께 0.15㎝, 무게 2.0g 

用途未詳鐵器(도면 168-20, 사진 178-⑨) 

용도미상의 단조제 철기이다. 한쪽 끝은 말각으로 처리되었고, 한쪽 끝은 비스듬하게 절단하 다.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좁아지는 장타원형이다. 철기제작과정에서 도출된 편일 가능성이 있다.  길이 2.0㎝,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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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두께 0.15㎝, 무게 3.0g 

板狀形鐵片(도면 168-21, 사진 178-⑪)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운 판상의 철편으로 단조제이다.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장타원

형이고, 도면상 왼쪽의 하단은 약간 휘어졌다. 전체적으로 약간 굴곡이 있고, 가장자리 일부에는 아주 미세

한 구멍이 있다.  길이 7.3㎝, 폭 1.9㎝, 두께 0.2㎝, 무게 8.0g 

板狀形鐵片(도면 168-22, 사진 178-⑮) 

판상형의 단조제 철편로 일부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약간 굴곡이 있다.  현길이 4.1㎝, 폭 1.7㎝, 두께

0.1㎝, 무게 2.0g 

板狀形鐵片(도면 168-23, 사진 178-⑬) 

판상의 단조제 철편으로 양 끝은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얇아지

는 장타원형이다. 도면상 하단은 상단보다 약간 날카롭게 제작되었고, 부분적으로 약하게 능이 형성되었다.

현길이 4.4㎝, 폭 1.4㎝, 두께 0.1㎝, 무게 4.0g 

鐵片(도면 168-24, 사진 178-⑭) 

단조제 철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도면상 상단과 하단은 약간 비스듬하게 재단되어 단면은 제형이다. 전

체적으로약간굴곡이진다. 철소재로이용하기위한것으로추정된다.  현길이 4.0㎝, 폭 1.3㎝, 두께 0.35㎝,

무게 8.0g 

鐵片(도면 168-25, 사진 178-⑫) 

단조제 철편으로 평면형태는 도면상 왼쪽으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

다. 도면상 오른쪽은‘八’자형으로 잘려졌으며, 일부는 끝부분이 약간 말려있다. 뒷면은 종방향으로 가운데

가 약간 들어가 있다. 철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다.  길이 7.0㎝, 폭 2.4㎝, 두께 0.3㎝, 무게

9.0g 

鐵片(도면 168-26, 사진 178-⒖) 

철제용기나 주조철부의 편으로 추정된다. 표면에는 기포가 있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전체적으로 곡률이

거의없어주조철부의편일가능성이높다. 철소재로재사용하기위한용도로추정된다.  길이 4.5㎝, 폭 4.1㎝,

두께 0.6㎝, 무게 30.0g 

鐵片(도면 168-17, 사진 178-⒔) 

철 분석시료 1번이다. 평면형태는 단부쪽으로 약간 만곡하는 편평한 봉상철편이다. 거의 녹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단타에 의해 성형되었다.  길이 9.2㎝, 폭 2.1㎝, 두께 0.9㎝, 무게 39.9g 

鐵滓(도면168-18, 사진 178-⒃) 

철 분석시료 6번이다. 평면형태가 부정형인 장방형을 띠는 철찌꺼기이다. 하면에는 고운 재질의 노바닥점

토가 관찰되어 燔形滓의 小片으로 추정된다. 단면에는 작고 미세한 기공이 있고, 유리질화된 것으로 보인다.

길이 2.4㎝, 폭 1.7㎝, 두께 0.6㎝, 무게 3.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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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69, 사진 179) 

15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A지구 중앙부에 위치하며, 해발 37.7~38.0m 사이에 조성되었다. 북동쪽과 남

서쪽으로 약 4m 떨어진 지점에 14호·16호 주거지가 자리 잡고 있다. 주거지의 남서쪽 모서리와 남·서벽

쪽으로 일부분이 교란갱에 의해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주축방향은 N-10°-E이다. 규모는 길이

388㎝, 너비 386㎝, 최대깊이 25㎝이다. 

생토층까지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 으며, 암갈색점토를 얇게 깔아 상면으로 이용하 다. 주거지 내부에

는 어둡고 점성이 강한 암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노시설이 1개 확인되었다. 노시설은 하부구조(측부)만 남아있으

며 남벽까지 一자로 설치되었다. 상면을 조성한 후에 회색점토를 사용하여 설치한 것으로 크기는 길이 80㎝,

너비 56㎝, 잔존높이 8㎝이다. 유물은 중도식토기 옹이 출토되었다. (현덕만)

(2) 遺物

① 甕(도면 169-1, 사진 179-③) 

중도식토기이며, 전체의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에 피열되어 박리된 곳은 등색을 띤다. 내면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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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직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정면상태는 거친 편이다. 동체부

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남

아있다. 내면에는 무질서한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1.5㎝, 高 18.7㎝, 底徑 7.7㎝

16) 16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70·171, 사진 180~186) 

16호 주거지는 14호 주거지의 남서쪽 14m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7.0~38.1m에 조성되었다. 주축방향

은 N-21°-W이다. 평면형태는‘呂’자형이며 출입구는 탐색트렌치에 의해 파괴되어 바닥부분의 흔적만 일부

잔존한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970㎝, 너비 634㎝, 깊이 108㎝이다. 16호 주거지는 화재주거지이지만, 소

실되었기보다는 목탄과 소토의 형성된 위치와 상태로 볼 때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천정과 벽체가 무너져 내

린 후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토층은 상면과 11개층의 상면 상부층, 5개의 상면 하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출입구는 일부 잔존상태로 볼 때 방형으로 추정되며 출입구서벽쪽으로 치우쳐 있다. 출입구 연결부에서 주

거부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약 15㎝ 정도 단이 조성되어있다. 출입구 연결부와 주거부는 경사지게 연결하지

않고 이처럼 단이지게 조성한 후 점토상면을 조성하여 계단상의 구조를 조성하 다. 출입구 연결부의 서벽에

접하여 길이 112㎝, 너비 26㎝, 깊이 11㎝ 정도의 벽구가 위치한다. 주거부는 출입구 쪽 단벽이 돌출하여 평

면형이 오각형을 이룬다. 주거부는 수혈을 굴착한 후 굴광면에 흙을 돋우어 정지한 후 벽체를 조성하 다. 

주거지 조성은 굴광면에 파낸 흙을 채워 넣어 정지면을 조성한다. 정지면을 조성하고 벽주를 설치하여 주

재를 갖춘 벽체를 설치한다. 이후 점토를 1~3㎝ 정도 깔아 상면을 조성한다. 상면조성 후 출입구벽에서

400㎝ 지점에 길이 86㎝, 너비 62㎝ 정도의 타원상의 노지를 설치하 다. 노지는 아무런 시설 없이 상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중앙 주축상에는 출입구 연결부에서 170㎝, 오벽에서 310㎝ 지점에 각각 1개씩 중앙 주혈이 굴착면에서

확인되었다. 이 두 주혈은 상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위치상 오벽 쪽으로 치우친 주혈은 노지와 맞

물려서 접하므로 주거지의 주주혈로 볼 수 없다. 이 2개의 주혈은 지붕 조성 등 상부구조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둥흔적으로 추정된다. 대신 오벽에서 360㎝ 정도 지점의 중앙부에 직경 20㎝ 정도의 주혈 2개가

횡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각각 동장벽에서 140㎝, 서장벽에서 90㎝, 주혈간의 간격은 256㎝이다. 

벽면에는 벽주가 확인되는데 양 장벽에 150~160㎝ 간격으로 각각 4개, 오벽에는 170~200㎝ 간격으로

3개, 출입구의 동벽에는 180㎝, 서벽에는 170㎝의 간격을 두고 각각 2개가 좌우 대칭을 이루고 배치되어있

다. 오벽과장벽에접하여출토된목탄중판재가확인되어판재를이용하여벽면을조성한것으로볼수있다. 

동장벽과 출입구동벽 사이의 모서리 부분에는 길이 150㎝, 너비 54㎝, 깊이 42㎝의 장방형의 저장공으로

볼 수 있는 내부수혈이 있다. 동장벽의 중앙부분에는 벽면에 접하여 직경 20㎝, 깊이 6㎝ 정도 수혈이 확인

되는데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토기로 외반구연옹, 외반구연호, 옹, 유경호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 단경호, 분형토기, 낙랑계

토기 등이 출토되었고, 지석과 용도미상석기 등의 석기와 철촉, 철편, 철부, 도자, 봉상철기, 철괴 등의 철소

재와 철기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 수정제 장신구와 노벽 1점(사진 186-⑤)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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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72-1, 사진 186-⑥) 

중도식토기로 동체일부와 구연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과 명갈색(7.5YR 5/6)을 띠며, 흑반이 일부 관찰된다. 견부에는 부

분적으로 탄화물이 부착되어 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동최대경은 중·상위에 있다. 동체 외면은 상위

에서 저부까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동체상위는 일부 횡방향으로 정면한 후 종방향으로 마연하

다. 바닥은 굽상의 평저이나 퇴화기미가 강하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로 조 하게 눌러 정면하 다.

口徑 16.4㎝, 高 26.5㎝, 底徑 8.4㎝

② 外反口緣甕(도면 172-2, 사진 187-③) 

중도식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회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

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경부에는 지두흔이 있다. 동체외면의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

연되었고,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5.2㎝, 現高 11.6㎝

③ 外反口緣甕(도면 172-4, 사진 187-①)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기형은 외반구연옹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황갈색(2.5Y 5/3)이고, 내면은 흑갈색(2.5Y 3/1)이다. 연

질이나 단단한 편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마연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외

면에도 도구정면흔이 있으나 희미하다.  復原口徑 27.4㎝, 現高 8.0㎝

④ 甕(도면 172-6, 사진 187-⑦)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이 섞여있다. 외

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타날흔이 있고, 내면에는 지두흔과 거친 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3.8㎝, 現高 8.4㎝

⑤ 外反口緣壺(도면 172-5, 사진 187-②) 

중도식토기로 구연부 일부와 견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과 중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갈색(10YR 5/2)을 띠며, 부분적으로 외면은 갈회색

(10YR 4/1)을, 내면은 명갈색(7.5YR 5/6)을 띠기도 한다. 내면에는 흑반이 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

었고, 기면은 대체로 거칠게 정면되었다. 경부와 동체부는 외경접합하 다. 외면에는 횡방향으로 무질서하

게 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경부내면은 횡방향으로, 견부내면은 종방향으로 거칠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7.6㎝, 現高 13.7㎝

⑥ 外反口緣壺(도면 172-9, 사진 187-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호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과 탁황갈색(10YR 5/3)이다. 기면에는 부

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점토를 보강하여 성형하 고, 경부는 짧게 직립한다. 경부외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고, 동체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지두흔과 목판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0.8㎝, 現高 9.1㎝

⑦ 有頸壺(도면 172-8, 사진 186-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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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0. 원16호 주거지 1·2차(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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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1. 원16호 주거지 3·4차(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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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 유경호로 동체일부와 구경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과 흑갈색을 띤다. 견부는 횡방향으

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견부내면과 저부내면에는 점토접합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

이다.  現高 12.7㎝, 底徑 7.5㎝

⑧ 中島式土器(도면 172-3, 사진 187-④) 

중도식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일부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폭이 넓은 도구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現高 16.6㎝

⑨ 底部(도면 172-10, 사진 187-⑩)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과 흑갈색을 띤다. 내면과 단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저부와 바닥

의 경계는 점토를 보강하 고,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現高 3.9㎝, 復原底徑 10.2㎝

⑩ 底部(도면 173-7, 사진 187-⑫) 

중도식토기로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갈색(10YR 4/2)이고,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내면은 정면상태가 불량하며, 기면을 도구로 문지르며 정

면하 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3.0㎝, 底徑 15.5㎝

⑪ 底部(도면 173-9, 사진 187-⑪)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3)이다. 속심은 부분적으로 황회색을 띤다. 저부

와 바닥의 경계는 점토를 보강하고, 목판정면하 다.  現高 5.2㎝, 底徑 10.1㎝

⑫ 底部(도면 173-10, 사진 187-⑨) 

중도식토기로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정면되었고,

내면에는 무질서한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7.7㎝, 底徑 9.2㎝

⑬ 底部(도면 173-11, 사진 187-⑬)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저부외면은 명적갈색

(5YR 5/6)이고, 내면과 바닥, 그리고 외면의 박리된 곳은 흑갈색을 띤다. 외면은 점토띠를 붙이기 전 1차

성형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現高 3.5㎝, 底徑 8.4㎝

⑭ 中島式土器(도면 173-12, 사진 187-⑧) 

중도식토기로 저부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4)과 명적갈색을 띠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과 흑갈색을 띤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8.1㎝, 復原底徑 7.2㎝

⑮ 短頸壺(도면 173-1, 사진 188-①)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와 동체부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7/2)이고, 외면은 일부 탁황색(2.5Y

6/3)을 띠기도 한다. 경부는 거의 직립하다가 구연에 이르러 외반하고,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다. 구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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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견부부터 동중위까지는 승문타날을 하고 13조의 침선을 돌렸으며, 침선 아래로는 교

차승문이 타날되어있다. 구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口徑 11.5㎝, 現高 22.0㎝

⒃ 短頸壺(도면 173-4, 사진 188-②) 

와질소성의 타날문토기로 구경부일부와 견부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견부에

는 승문타날을 한 후 약하게 누른 침선상의 흔적이 4조 돌아간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8.8㎝, 現高 10.9㎝

⒔ 短頸壺(도면 173-2, 사진 188-④) 

낙랑계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다. 와질소성이며,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

이 포함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은 암회색이고, 내면과 속심은 명회색이다. 내면에는 테쌓기한 흔적

이 있고, 기면은 구연단 아래까지 타날을 하고,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다.  復原口徑 20.1㎝, 現高 6.5㎝

⒕ 盆形土器(도면 173-8, 사진 188-⑤) 

분형토기이며, 구연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이고,

와질소성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는데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외면은 구

연단 아래까지 승문타날이 되어있다.  현길이 6.0㎝

⒖ 短頸壺(도면 173-3, 사진 188-⑥) 

단경호의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고, 경질이다. 기면의 색조

는 황회색(2.5Y 5/1)이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회갈색을 띤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기면은 회전

물손질로 정면한 후 부분적으로 물손질 한 흔적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1.6㎝, 現高 6.5㎝

⒗ 打捺文土器(도면 173-6, 사진 188-③) 

회색 경질의 타날문토기로 견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과 중석립이 섞여

있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기면에는 회전물손질정면흔

이 남아있다.  현길이 7.0㎝

(21) 打捺文土器(도면 173-5, 사진 188-⑦) 

타날문토기로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암회황색

(2.5Y 4/2)이고, 와질소성이다. 외면은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고,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있다.

현길이 15.4㎝

(22) 시루편(도면 172-7, 사진 187-⑤) 

와질의 시루이며, 저부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회황색(2.5Y

7/2)과 암회황색(2.5Y 5/2)을 띤다. 바닥에는 직경 0.8㎝ 가량의 시루공이 3개 확인된다.  現高 3.3㎝

(23) 紡錘車(도면 173-13, 사진 188-⑧) 

토제 방추차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색

(10YR 6/6)이고,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가장자리는 다소 마모되었고, 가운데에는 직경 0.8㎝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4.5~4.7㎝, 두께 1.6㎝

(24) 土製品(도면 173-14, 사진 188-⑨) 

타날문토기를 재가공한 토제품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이고, 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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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회색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외면은 격자문을 타날한 후 침선을 돌렸고, 3조의 침

선이 남아있다.  直徑 5.0~5.2㎝, 두께 0.9㎝

(25) 裝身具(도면 174-5, 사진 189-②) 

장식품으로 추정되며, 석질은 아마존스톤이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색조는 녹색이다. 상부에는

직경 0.2㎝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양방향에서 뚫었다. 전면이 마연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마모되었다.

길이 1.8㎝, 너비 0.8㎝, 두께 0.6㎝,  무게 1.0g 

(26) 水晶(도면 174-4, 사진 189-①) 

수정제이며 장식품으로 추정된다. 미완성품으로 상부는 결실되었다. 단면은 육각형이고, 말단부는 뾰족하

게 마연되었다. 상부는 마연작업 과정에서 중단되었다.  현길이 2.2㎝, 폭 0.8㎝, 두께 0.7㎝, 무게 2.0g 

(27)~(29) 石器

(30) 鐵鏃(도면 174-7, 사진 189-⑨) 

無莖式 逆刺鐵鏃이다. 신부와 刺는 한쪽이 짧아 좌·우가 비대칭이다. 표면은 산화되어 기포가 많이 형성

되었다. 가장자리는 기포가 많아 연마를 하 는지 불확실하나 선단부쪽은 연마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얇아지는 장타원형이다.  길이 4.4㎝, 폭 1.9㎝, 두께 0.1㎝, 무게 4.0g 

三角形鐵片(도면 174-6, 사진 189-⒃) 

주거지내 상부 퇴적토에서 수습된 삼각형철편이다. 철 분석시료 9번이며, 두께가 매우 얇다. 철촉 제작과

정에서 도출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길이 2.0㎝, 폭 1.7㎝, 두께 0.26㎝, 무게 1.3g 

鐵斧(도면 174-11, 사진 189-⑪) 

주조철부편으로 인부와 신부의 하부만 남아있다. 양 측면에는 합범흔이 있어 쌍합범으로 주조했음을 알

수 있다.  현길이 5.3㎝, 폭 5.9㎝, 두께 0.3㎝, 무게 70.0g 

鐵斧(도면 174-12, 사진 189-⑩) 

주조철부편으로측면일부만남아있다. 측면에합범흔은관찰되지않는다. 공부는흘러내린주물을깨끗하게

마무리하지않아면이고르지않다.  현길이4.9㎝, 폭 1.1㎝, 측면부폭1.5~2.7㎝, 두께0.25㎝, 무게17.0g 

鐵斧(도면 174-13, 사진 189-⑬) 

주거지내 상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二條線突帶 鑄造鐵斧片으로 공부일부와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尻

部에는 2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돌대는 철녹이 붙어 희미하게 경계만 확인된다. 신부는 약간 굴곡이 있다.

34

33

3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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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용도
석질은 흑운모 편암. 평면형태는 말각

(27) 174-1 189-③ 미상 17.2 5.3 2.6 409.0
장방형. 전체적으로 고타하고 마연함.

석기
앞면과뒷면에는부분적으로오목하게
쪼은 흔적이 있음.

(28) 174-2 189-④ 지석 (5.9) (5.6) 1.4 64.0
석질은 안산암. 일부만 잔존. 상면과
하면은 마연됨.

용도 석질은안산암. 일부만잔존하여전체적인
(29) 174-3 189-⑤ 미상 5.9 3.4 1.6 35.0 형태를알기힘들다. 상면과하면은마연

석기 되었고, 인부도형성된것으로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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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4. 원16호 주거지 출토유물(1~4, 6~19:1/2, 5:실대)



현길이 6.7㎝, 폭 4.8㎝, 두께 0.3㎝, 무게 35.0g 

鐵斧(도면 174-18, 사진 189-⑭) 

주거지내 상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二條線突帶 주조철부의 공부편으로 모서리 일부만 남아있다. 2조

의 突線이 돌아간다. 도면상 하단은 재가공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현길이 2.0㎝, 너비 3.5㎝,

두께 0.5㎝, 무게 18.0g 

鐵斧 再加工品(도면 174-14, 사진 189-⑫) 

二條線突帶 주조철부편이다. 공부의 일부를 재가공하여 사용하 을 가능성이 크다. 2조의 돌대가 돌아가

고, 도면상 왼쪽 측면의 가장자리는 단타하여 얇게 재가공하 다.  현길이 4.9㎝, 폭 4.3㎝, 두께 0.45㎝, 무

게 26.0g 

刀子形鐵器(도면 174-10, 사진 189-⒕) 

판상형의 철기로 평면형태는 도자와 유사하다. 신부의 선단부는‘>’자 형으로 잘려있는데, 사용 중 부러져

재가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나, 배부와 인부의 두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신부와 병부의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얇아지는 장타원형이다. 신부와 병부의 가장자리는 대체

로 울퉁불퉁하게 마무리되었으며, 약간의 굴곡이 있다.  현길이 14.7㎝, 폭 3.1㎝, 두께 0.25㎝, 무게 41.0g 

刀子(도면 174-15, 사진 189-⑮) 

철제 도자로 신부의 일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표면은 수화되었다. 인부는 연마되어 날

카롭게 제작되었다.  현길이 4.1㎝, 폭 1.4㎝, 두께 0.1㎝, 무게 3.0g 

刀子(도면 174-16, 사진 189-⒔) 

철 분석시료 11번이다. 신부일부만 남은 철제 도자로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인부는 완만한 만곡

도를 보이고, 양인이다.  현길이 3.5㎝, 폭 1.35㎝, 두께 0.3㎝, 무게 4.7g 

板狀形鐵片(도면 174-17, 사진 189-⑧) 

주거지내 상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양쪽은 모두 결실되고 일부만

남아있다. 가장자리는 부분적으로 안으로 접혀있고, 단면은 장방형에 가깝다.  현길이 2.4㎝, 폭 1.3㎝, 두께

0.2㎝, 무게 4.0g 

棒狀鐵器(도면 174-8, 사진 189-⑥)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철기로 일부만 남아있다. 소형 철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선단부는 결

실된 면인지, 원상 그대로인지 판단하기 힘들다. 하부는 결실되었고, 상부로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 신부단

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4.4㎝, 폭 0.8㎝, 두께 0.5㎝, 무게 9.0g 

板狀形鐵片(도면 174-9, 사진 189-⑦) 

주거지내 상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인 판상의 철편이다. 부분적으로 가장자리가

‘ㄱ’자 형으로 접혀있고,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어 단조성형 후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길이 4.6㎝, 폭 0.6㎝, 두께 0.1㎝, 무게 1.0g 

철괴(도면 174-19, 사진 189-⒖) 

철 분석시료 10번이다. 평면형태가 부정형한 장방형이고 다소 두께가 있다. 상면은 비교적 평평하여 본래

의 면일 가능성이 있다. 양쪽 측면과 하면은 요철이 있다. 주조품으로 보이며, 철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

로 판단된다.  길이 6.3㎝, 폭 2.2㎝, 두께 1.1㎝, 무게 38.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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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75, 사진 190·191) 

1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A지구 중앙부에 위치하며, 해발 37.4~37.9m 사이에 조성되어 있다. 서쪽으로

16호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한다. 주거지의 남벽과 서벽은 시굴당시 설치한 트렌치와 근대의 교란갱으로 파

괴되었다. 

잔존하는 바닥과 서쪽의 16호 주거지와의 중복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평면형태는 방형으

로 추정된다. 주축방향은 N-27°-E이며 규모는 길이 280㎝, 너비 266㎝, 잔존깊이 32㎝이다. 생토층까지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 으며, 바닥에 암갈색점토를 얇게 깔아 상면으로 이용하 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터널식의 노지가 확인되었다. 터널식 노지는 상면을 조성한 후에 주거지 남벽과 동벽

에 점토를 이용하여‘ㄴ’자형으로 설치되었다. 화구부는 주거지 남벽에 동쪽 방향으로 설치되었으며 동벽을

따라 연도를 만들었다. 배연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구부

는 상면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 으며 소토범위가 길이 82㎝, 폭 42㎝의 타원형으로 확인되었다.

연도에 사용된 점토의 색조는 명홍색이며 굵은 석립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 으며

연도부의 표면에만 4~5㎝ 두께로 사용되었다. 유물은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과 철괴가 출토되었다. 

(현덕만)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75-1, 사진 191-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소성상태와 정면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

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날카로운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18.4㎝, 現高 14.0㎝

② 外反口緣甕(도면 175-2, 사진 191-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5/4)과 암회황색(2.5Y 5/2)이고, 내면은 탁황등색

(10YR 7/4)이다. 외면에는 전체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

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외면은 마연된 듯 하나 거의 지워져 잘 보이지 않는다. 내면은 무질

서하게 도구로 정면되었고, 견부내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復原口徑 18.4㎝, 現高 19.0㎝

③ 철괴(도면 175-3, 사진 191-⑦) 

평면형태 부정형의 철괴이다. 철소재로 사용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길이 4.0㎝, 폭 2.0㎝, 두께

1.5㎝, 무게 29.0g 

④ 철괴(도면 175-4, 사진 191-⑥) 

평면형태 부정형의 철괴로 횡단면은 능형에 가깝다. 철소재로 사용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길이

3.9㎝, 폭 1.8㎝, 두께 0.7㎝, 무게 1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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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5. 원17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1/3, 3·4:1/2)



18) 18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76·177, 사진 192~197) 

18호 주거지는 A지구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7.2~38.2m에 조성되었다. 남동쪽으로 4m 떨어진

곳에 19호·20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17m 떨어진 곳에 23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凸’자형으로 주거부는 출입구 단벽이 돌출한 오각형이다. 주축방향은 N-33°-W로 출입구는 남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길이 1153㎝, 단축길이 746㎝이고, 전체깊이는 94㎝이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층은 주재함몰층을 포함해서 15개의 토

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토는 주로 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목탄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분적

으로 소토가 섞여있다. 중앙부분은 수평에 가깝게 완만하게 퇴적되어 있으나 벽과 가까운 가장자리에는 여

러 개의 벽체토가 경사를 이루며 퇴적되었다. 북쪽토층 모서리의 3번 토층에서는 지붕부재로 보이는 목탄덩

어리가 확인되었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2~3㎝ 다져서 만들었다. 출입구 단벽에서 노지 사이의 주거부는

최대 6㎝로 상면을 두껍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지 북쪽부분과 주거부 가장자리에는 상면을 얇게 조성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정지층면을 바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실생활 공간에만 상면점토층을 두껍게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 계단과 바닥에도 2㎝ 정도의 상면점토층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18호 주거지는 화재주거지로 탄화된 목재시설이 양호한 상태로 노출되었다. 목탄 사이사이로 중도식 토

기가 출토되었으며 바닥에 목탄흔과 소토가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서 폐기된 것으로 추정

된다. 목탄들은 주로 벽 근처의 주거지 가장자리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원형의 목재인 것으로 보아

벽시설보다는 지붕시설이나 기둥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7개의 벽주에서는 탄화된 목재기둥이 노출되었

다. 모두 원형기둥으로 직경은 10~14㎝이다. 바닥면에서 수직으로 새워진 채로 노출되었다. 주거부 북쪽에

는 서까래로 추정되는 목재가 오벽과 평행하게 검출되었다. 

출입구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인데 동북쪽 모서리 일부가 삭평되었다. 단벽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축보

다 동쪽을 향해서 뻗어있다. 출입구와 주거부는 계단시설로 연결되어 있다. 계단시설은 정지층을 조성할 때

12㎝의 단을 하나 만든 후 상면점토를 깔아서 완성한 것이다. 다른 주거지와 달리 출입구 점토시설은 확인되

지 않았다. 출입구 규모는 길이가 194㎝, 폭이 140㎝이다. 

출입구에서는 벽구시설과 출입구 주혈이 2개 확인되었다. 벽구는 길이 130㎝ 폭 21㎝, 깊이 12.5㎝로 출

입구 서쪽벽에서 확인되었다. 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출입구 동쪽에도 벽구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출입구 주혈은 출입구에서 192~228㎝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서쪽에 하나씩 존재하는데 각

각의 규모는 42×30×46㎝, 74×29×43㎝이다. 평면형태가 벽구처럼 장타원형인데 특히 출입구 주혈 2번

의 경우 이단굴광을 해서 벽주를 설치했다. 때문에 출입구 주혈이 있는 부분에도 출입구 벽시설이 설치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18호 주거지는 주거지 굴착 후 파낸 흙으로 굴착면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했다. 이 후 정지층을 다시 파

서 벽주를 세운 후 점토를 깔아서 상면을 완성했다. 상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68㎝이다. 상면조사결과 1개의

노시설과 17개의 주혈과 1개의 벽구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오벽에서 304㎝ 떨어진 주거부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서쪽 부분이 볼록

하게 튀어나와 있다. 직경은 최대 1m이다. 정지층을 약간 굴광해서 만들었는데 노지 북쪽으로 15~20㎝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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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6. 원18호 주거지 1차(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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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7. 원18호 주거지 2·3차(1/60)





어진 곳에 점토와 돌을 쌓아서 막음돌 시설을 설치했다. 내부토는 소토에 암갈색사질토가 소량 섞여있다. 

벽주는 동장벽에 150~174㎝의 간격으로 4개, 서장벽에 180~192㎝의 간격으로 4개가 위치하며 중간

중간에 보조주혈들이 존재하고 있다. 오벽에는 150~192㎝의 간격으로 3개, 출입구 단벽에 2개가 위치하고

있다. 벽주는 벽면과 인접한 바닥면을 함께 굴착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벽주를 가장자리에 조성한 이유는

내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쪽 장벽에 폭 5~8㎝의 벽구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판자벽을 세운 흔적으로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벽구가 목재기둥 보다 바깥에 위치하는데 기둥을 안쪽에 세워서 벽이 무너지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판자벽과 주거지 벽 사이의 공간에는 흙을 채워서 보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

축토층의 6번 토층부터 6-4번 토층은 판자벽이 무너지면서 이곳의 흙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짧은 벽구가

여러 개 이어진 것으로 보아 판자벽을 세로로 세웠을 가능성도 있으나 남아있는 벽구가 일부분에 지나지 않

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정지층은 크게 8개로 구분된다. 내부토는 주로 갈색, 황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굴착면과 거의 비슷

한 것으로 보아 파낸 흙을 다시 채운 것으로 보인다. 정지층을 모두 제거하면 명황갈색의 굴광면이 나타나는데

굴곡이 매우 심하다. 상면에서 굴착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32㎝이다. 정지층 조사결과 굴착면에서 내부주혈 7

개, 용도미상의 내부수혈 2개가 새로 확인되었다. 내부주혈은 다른 주거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중 중앙의

주혈 3개는 주축을 따라서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정지층에서 주혈선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상면이 조성되기

전까지사용한임시기둥으로추정된다. 주거지굴착후지붕구조물을만들때사용된기둥으로추정된다. 

용도미상의 내부 수혈은 출입구 남서단벽에 1개, 주거지 북동쪽에 1개가 위치하고 있다. 상면이 조성되기

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출토유물은 내만구연옹, 외반구연옹, 옹, 파수부옹, 유경호, 저부, 봉상파수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 단

경호, 토제품, 방추차, 지석과 철호, 철부, 도자, 철겸, 철편 등이 있다.                                    (도병현)

(2) 遺物

① 內灣口緣甕(도면 178-1, 사진 198-①)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으로 동체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갈회색(10YR 5/1)과 흑갈색을 띠

기도 한다. 구연부는 내경하다가 구연단에 이르러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내면

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동체상부와 저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저부와 바닥

의 경계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규칙적으로 남아있다. 내면도 전체적으로 마연되었으며, 저부내면은 횡방

향으로 마연되었으나 구연부와 동체부의 마연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바닥은 가장자리를 점토로 보강하여 가

운데가 들려있다.  口徑 16.8㎝, 高 26.9㎝, 底徑 8.8㎝

② 內灣口緣甕(도면 178-2, 사진 198-②)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으로 전체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7/4)과 등색(7.5YR 6/6)을 띠고,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정면상태와 소성은 양호한 편이다.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구연부와 견부,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저부내면은 횡

351



352

1

2

4

53

0 5 10cm

도면 178. 원18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내면은 목리조정후 부분적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손누름흔도 희미하게 확인

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점토보강흔이 있고,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口徑 15.7㎝, 高 25.0㎝,

底徑 10.3㎝

③ 內灣口緣甕(도면 180-3, 사진 198-⑥)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구연부와 동체부는 1/5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흑갈색이고, 부분적으로 명적갈색을

띠기도 한다. 내면은 천황색(2.5Y 7/4)이다. 구연은 내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외면은 전체적으

로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기면이 박리되어 희미하게 관찰된다. 구연부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동체부와 저부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일부에

남아있다. 저부는 약하게 축약이 이루어지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4.4㎝, 高 26.2㎝, 底徑 8.5㎝

④ 內灣口緣甕(도면 179-1, 사진 198-③)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구연부와 동체부는 1/4 가량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는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며, 외면은 부분적으로 흑갈

색을 띤다. 구연은 내경하며,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구연부와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도 외면과 같은 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口徑 13.8㎝, 高 23.6㎝, 底徑 10.2㎝

⑤ 內灣口緣甕(도면 179-2, 사진 198-④)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전체의 1/2 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외면의 박리된 곳은 명적갈색을, 내면은 일부 회황갈색

(10YR 4/2)을 띤다.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지고,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와 저부

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조잡하게 마연되

었으며, 군데군데 지두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口徑 15.2㎝, 高

20.3㎝, 底徑 9.9㎝

⑥ 內灣口緣甕(도면 178-4, 사진 197-⑧)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을 띠기도 한다. 기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견부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하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하 다. 구연부

와 동체의 내면은 횡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하 다.  口徑 11.6㎝, 高 16.2㎝, 底徑 7.4㎝

⑦ 外反口緣甕(도면 178-5, 사진 197-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과 탁황등색(10YR 6/3)이고, 외면의 박리된 곳은 등

색(7.5YR 6/6)을 띤다. 구연부의 높낮이 차이는 있으나 소성과 정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내면에

는 흑반이 있고, 동체상부 일부와 내저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은 짧게 외경한다. 구연외면은 손으로

눌러 정면하고, 횡방향으로 물손질하 다. 견부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후 물손질하 고, 동체부는 종방향으

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고, 견부와 구연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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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口徑 10.5㎝, 高 15.3㎝, 底徑 4.2㎝

⑧ 外反口緣甕(도면 179-4, 사진 197-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상부 일부와 구연부의 대부분은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동체상부 일부와 구연부는 화재로 인하여 박리되었다. 전반적인 색조

는 명황갈색(10YR 6/6)과 등색(7.5YR 6/6)을 띤다. 소성은 다소 불량한 편이다. 동최대경은 중위에 있고,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보강을 하여 요면을 이룬다. 동체부 외면은 주로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쪽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도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동체 중상부에는 손누름흔이 무질서

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復原口徑 13.7㎝, 高 21.5㎝, 底徑 8.2㎝

⑨ 內灣口緣甕(도면 180-4, 사진 198-⑦)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과 명황갈색(10YR 6/6),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내·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사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횡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8.0㎝, 現高 10.6㎝

⑩ 內灣口緣甕(도면 180-5, 사진 198-⑧)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외면에 그을음이 있다. 구연부는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마연

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20.0㎝, 現高 10.0㎝

⑪ 內灣口緣甕(도면 180-6, 사진 198-⑨)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⑩번과 같은 개체일 가능성도 있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일부 명황갈색(10YR 6/6)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횡방향과 사방

향으로 조잡하게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21.0㎝, 現高 5.4㎝

⑫ 甕(도면 182-1, 사진 199-⑥) 

중도식토기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7/4)이고, 외면은 일부 탁황갈색(10YR 4/3)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 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횡방향과 사방

향으로 마연되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손누름흔도 확인된다.  復原口徑 18.0㎝, 現高 18.7㎝

⑬ 外反口緣甕(도면 179-3, 사진 198-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동체부와 구연부는 1/3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은 명적갈색(5YR 5/6)과 갈색(7.5YR 4/3)을 띠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

과 탁황등색(10YR 6/4)이다. 내면에는 흑반이 있고, 외면은 상당부분 박리되었다. 경부는 약간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는 높이차이가 나며 소성이 다소 불량한 편이다. 외면은 구연부는 횡

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와 저부는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되었다. 견부에는 횡방향의 목리조정흔이 남

아있기도 하다. 내면은 목리조정 후 부분적으로만 마연을 했다. 구연부와 동체상부의 내면은 횡방향과 사방

향으로 목리조정되었고, 동체하부와 저부내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동체부 외면에는 점토보강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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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고,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復原口徑 13.4㎝, 高 24.3㎝, 底徑 8.4㎝

⑭ 把手部甕(도면 178-3, 사진 199-①) 

중도식토기 파수부옹이며, 전체의 1/3 정도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명적갈

색(5YR 5/8)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둥 게 처

리되었다. 동체 중위에는 단면 원형의 파수가 부착되었고, 파수 끝은 뭉툭하게 깎았다. 구연부와 동체상위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중위와 저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파수 부착 후 점토보강한 부분도 마연

으로 정면하 다. 내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다소 무질서하게 마연되었고, 일부에 지두흔이 남아있다. 바

닥과 저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口徑 22.5㎝, 高 34.0㎝, 底徑 11.7㎝

⑮ 有頸壺(도면 180-1, 사진 199-②)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전체의 1/4 정도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

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탁황색(2.5Y 6/3)이고, 2차 변색되어 명적갈색과 회황

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흑갈색의 그을음이 넓게 퍼져있다. 소성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부는 외반한다. 경부와 견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과 사방향으

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지두흔이 남아있다.  口徑 21.8㎝, 高 35.0㎝,

底徑 10.7㎝

⒃ 有頸壺(도면 180-2, 사진 199-③)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저부와 동체하위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천황색(2.5Y 7/3)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2.5Y 3/1)과 명적갈색(5YR 5/8)을 띤다.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부는 외경한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경부

는 내·외면 모두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동체부 내면은 횡방향으

로 마연되었으나 물손질로 정면되어 희미하게 관찰되고,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口徑 19.4㎝, 高 24.3㎝

⒔ 有頸壺(도면 179-5, 사진 199-⑤) 

중도식토기 유경호로 구경부와 동체상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회황갈색(10YR 5/2)과 흑갈색을 띠기도 한

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부는 외경한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경부와 견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

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는데, 종방향으로 마연한 후 횡방향으로 하 다. 내면에는 도구정면 후

마연하 는데 외면만큼 치 하지 못하고, 견부내면에는 손누름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口徑 14.6㎝, 現

高 9.8㎝

⒕ 中島式土器(도면 181-1, 사진 199-④)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와 동체상위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는

데, 운모는 비교적 적은 양이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다. 외면의 동체중위에

는 그을음이 부분적으로 묻어있다. 내면은 전반적으로 심하게 박리되었으며, 외면도 상당부분이 박리되었

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깨끗하게 정면되었다. 바닥에는 저부원판 옆에 점토띠를 붙인 흔적이 뚜렷하다.  現高 39.4㎝,

底徑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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⒖ 底部(도면 181-2, 사진 200-④)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

의 색조는 등색(5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3)을 띤다. 저부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바닥은 내·외면 모두 마연되었다.  現高 5.2㎝, 底徑 11.5㎝

⒗ 底部(도면 181-3, 사진 20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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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

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바닥내면에도 손누름흔이 있고, 바닥에는

뾰족한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現高 6.8㎝, 底徑 10.5㎝

(21) 底部(도면 181-5, 사진 200-⑤)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

(10YR 7/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7/4)이다. 외면은 목판정면 후 횡방향으로 거칠게 마연하 고,

저부의 상위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바닥내면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도 있다.  現高 5.4㎝, 底

徑 12.5㎝

(22) 底部(도면 182-2, 사진 200-②) 

주거지내 상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을 띤다.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흔이 부착되었다. 저부내면과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일정간격

으로 남아있고, 바닥에도 가장자리에 점토보강 후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現高 7.4㎝, 底徑 9.2㎝

(23) 中島式土器(도면 182-3, 사진 200-①) 

중도식토기로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

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명적갈색을 띠기도 한다. 내면은 탁황색(2.5Y 6/3)과 명황갈색

(2.5Y 6/6)을 띤다. 소성상태와 내·외면의 정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한 후

저부쪽은 횡방향으로 마연하 으며, 내면은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하 다. 저부외면에는 손누름흔도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으며,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한 후 마연하여 정면하 다.  現高

13.6㎝, 底徑 10.9㎝

(24) 短頸壺(도면 179-6, 사진 199-⑦)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

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천황색(2.5Y 7/3)이다. 기면은 전

반적으로 박리되어 천황색을 띠고 있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凹面을 이룬다. 경부중위에는 1조의 돌

대가 돌아간다. 견부에는 승문이 깊게 타날되어있고, 1조의 침선이 희미하게 돌아간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6.4㎝, 現高 7.6㎝

(25) 底部(도면 182-4, 사진 200-⑥) 

와질소성의 저부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외면은 회전하면서 도구에 눌려 침선상의 흔적이 있다. 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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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전깎기로 정면하 고, 내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하 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5.0㎝, 底徑 12.0㎝

(26) 把手(도면 181-4, 사진 198-⑩) 

주거지내 상부 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중도식토기 봉상파수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

토이고,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다. 단면은 원형이고, 외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5.6㎝,

두께 3.6㎝

(27) 土製品(도면 181-6, 사진 200-⑧) 

평면형태 원형의 토제품으로 토기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색조는 명회색이고, 경질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외면에는 전면에 거친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길이 6.5㎝, 두

께 0.8㎝

(28) 紡錘車(도면 181-7, 사진 200-⑦) 

토제 방추차이며, 기면은 부분적으로 마모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고, 산화염에

서 소성되었다. 기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마모된 곳은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부분적으

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가운데는 직경 0.9㎝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4.2㎝, 두께 1.8㎝

(29) 지석(도면 182-5, 사진 200-⑨) 

지석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석질은 유문암이고 2면이 마연되었다.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현

길이 5.5㎝, 너비 4.0㎝, 두께 3.5㎝, 무게 109.0g 

(30) 鐵壺(도면 182-6, 사진 200-⑫) 

호형의 철제용기로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경부에 합범흔이 남아 있어 주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연부는 평탄면을 이룬다. 구연단은 부분적으로 흘러나온 주물이 그대로 묻어있다.  복원구경

13.2㎝, 현고 5.1㎝, 무게 62.0g 

鐵斧(도면 182-9, 사진 200-⑬) 

주조철부편으로 인부와 측면 일부만 남아있다.  현길이 4.2㎝, 폭 3.8㎝, 두께 0.7㎝, 무게 20.0g 

鐵斧(도면 182-10, 사진 200-⑭) 

二條線突帶 鑄造鐵斧로 尻部의 일부만 남아있다. 돌대가 위치한 곳은 심하게 수화되어 돌대의 경계가 명확

하지 않다. 철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현길이 3.3㎝, 폭 3.7㎝, 두께 0.4㎝, 무게 24.0g 

刀子(도면 182-8, 사진 200-⑩) 

철제 도자로 완형이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뚜렷하고, 병부의 말단부는‘ㄱ’자 형으로 접혀있다. 신부단

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배부는 부분적으로 약간 굴곡이 진다.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

조성형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아주 잘 제작된 것은 아니다.  길이 13.3㎝, 폭 1.3㎝, 두께 0.2㎝, 무게 13.0g 

鐵鎌(도면 182-11, 사진 200-⑪) 

철겸으로 기부는 결실되었지만 짧게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부는 인부보다 두껍지만 비교적 얇은

편이다. 신부 단면은 세장한 렌즈형이고, 신부의 선단부는 울퉁불퉁하게 제작되었다.  현길이 9.5㎝, 폭 1.8㎝,

두께 0.2㎝, 무게 11.0g 

鐵片(도면 182-7, 사진 200-⑮) 

철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단면도 장방형이다. 가장자리가 약간 도드

라져있다. 철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현길이 3.3㎝, 폭 1.4㎝, 두께 0.4㎝, 무게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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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83~185, 사진 201~207) 

19호 주거지는 16호 주거지의 남쪽 5m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6.8~38.1m에 위치한다. 출입구부분이

20호 주거지의 북동쪽 오벽 모서리부분 및 19호 수혈과 중복되어있다. 중복관계는 20호 주거지와 19호 수

혈이 19호 주거지를 파괴하 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1604㎝, 너비 778㎝, 깊이 190㎝이다. 주축방향은

N-19°-W이다. 주거지는 화재에 의해 폐기되었는데, 오벽에 벽체로 이용된 판재가 탄화되어 출토되었다. 주

거지 상면은 화재에 의해 붉게 변색된 부분이 많으며, 상면에 접한 퇴적토에는 목탄과 소토의 함유량이 높

다. 주거부의 출입구 연결부 쪽에 치우쳐서 타원상 수혈과 원형수혈이 각각 확인되는데, 타원상 수혈은 주거

지 폐기 후 내부퇴적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성된 것인데 반해 원형수혈은 그 조성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그

러나 원형수혈의 상부에서 점토상면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주거지가 조성된 이후 저장공으로 재 조

성되었던지 혹은 타원형수혈과 같이 주거지 폐기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혈들은 토층

상에서 그 폐기과정이 주거지와 함께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내부토층은 정지층과 점토상면층, 내부퇴적층으로 구분되는데, 내부퇴적층은 수혈조성 이전에 퇴적된 층

과 이후 퇴적된 층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벽체매몰 층을 포함하여 2개 층이며 후자는 여러 개 층으로 세분되

지만 크게 4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면 하 정지층은 2~3개 층인데 출입구 연결부에는 5~7개 층으로

한 층 두껍게 정지되었다. 

출입구는 20호 주거지와 19호 수혈에 의해 대부분이 파괴되고 일부만 잔존하는데, 잔존깊이는 12㎝ 정도

이다. 출입구 연결부는 출입구에서 경사를 이루면서 주거부로 연결되는데 주거부와 접하는 부분에는 12㎝

정도 높이로 두 군데 단을 설치하여 계단상의 형태로 굴착하 다. 출입구 연결부의 동벽에 접하여 벽구가 조

성되어 있다. 출입구 연결부는 선술 한 바와 같이 주거부보다 두껍고, 여러 개 층으로 세분되어 정지되어 있

으며, 점토상면이 일부 잔존한다. 

주거부는 출입구벽이 약간 돌출한 오각형의 평면형이다. 점토상면은 유구선 확인 면에서 약 110㎝ 정도

의 깊이에서 검출되었다. 화재로 인해 점토상면은 부분적으로 적황색의 변색이 확인되고, 목탄가루와 소토

알갱이가 상면과 접한 토층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상면과 주거지 벽면에서 벽주가 확인되었다. 벽주는 양 장

벽에 170~230㎝ 간격으로 5개, 오벽에 200㎝와 230㎝ 간격으로 3개, 출입구벽의 양쪽에 230㎝ 정도의

간격으로 2개가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있다. 서장벽의 출입구벽에는 벽구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서장벽

의 벽주 중 오벽 쪽에서 2·3번째 벽주는 벽면을 약 15㎝정도 굴상으로 파고들어가 저장공의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오벽에서 약 100㎝의 간격을 두고 오벽에 평행하게 주혈이 3개가 각각 130㎝, 170㎝ 간격으로

확인된다. 

노지는 주축선상에 위치하는데, 오벽에서 370㎝, 출입구 연결부에서 550㎝ 정도의 거리를 두고 길이

106㎝, 너비 80㎝의 타원형 형태의 무시설로 상면에 바로 설치되어 있다. 노지의 서쪽 가장자리에 접하여

깊이 12㎝, 너비 10㎝ 정도의 주공이 확인된다. 

점토상면을 제거한 후 정지층에서도 주혈이 확인되었다. 오벽에 치우친 주축의 중앙선상에 오벽에서 240㎝

간격을 두고 두 개의 주혈이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또한 정지층 제거 후 오벽에서 140㎝ 간격을 두고 동일선

상에서 1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이 주혈들은 상면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상면조성이전에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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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3. 원19호 주거지 및 원55·56호 수혈 1차(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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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4. 원19호 주거지 및 원55·56호 수혈 2차(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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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5. 원19호 주거지 및 원55·56호 수혈 3차(1/60)





축조과정에 설치된 구조물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정지층에서는 벽주의 굴광선이 확인되어 정지면에서 주혈

을 굴착하여 벽주를 세우고 이후 점토상면을 깐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입구 연결부의 상면 하 정지층은 주거

부보다 한 층 두껍게 5~7개의 얇은 층을 교대로 판축상으로 구축하 다. 이는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구라 다

른 범위보다 더 견고하게 조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8호 이외의 주거지에서도 출입구 연결부의 정지층은

대부분 이와 같은 구조이다. 

유물은 토기류로 외반구연옹, 내만구연옹, 소형토기, 옹, 발, 유경호, 저부, 시루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

문 단경호, 낙랑계토기, 분형토기, 시루, 봉상파수가 출토되었으며, 석기류로 석촉, 격지, 지석이, 철기류로

철부, 철사, 도자, 교구, 철편, 봉상철기, 철괴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주거지내부 퇴적토에서 노벽(사진 207-

③·④)이 수습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小形土器(도면 186-1, 사진 207-⑥) 

중도식토기 미니어쳐로 三足土器이다. 다리는 1개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갈색(7.5YR 6/6)과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소성은 보통이며, 외면에

균열이 있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기면에는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있다. 저부에는 다리를 부착하

면서 생긴 조흔이 많이 남아있다.  口徑 5.5㎝, 高 5.3㎝

② 小形土器(도면 186-2, 사진 207-⑦) 

중도식토기 미니어쳐로 기형은 鉢이다. 구연부의 1/2 가량과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암회황색(2.5Y 5/2)이다. 구연단

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테쌓기한 흔

적과 지두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내면에도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정면상태는 매우 불

량하다.  復原口徑 4.8㎝, 高 7.1㎝, 底徑 2.8㎝

③ 外反口緣甕(도면 186-3, 사진 208-⑦) 

소형의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기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횡방

향과 사방향으로, 내면은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조 하게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9.2㎝, 現高 4.7㎝

④ 外反口緣甕(도면 186-4, 사진 208-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부 일부와 구연부의 2/3 가량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1)을 띤다. 구연

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는 손누름흔이 있다. 내면의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기면이 박리되어 희미하게 관찰된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復原口徑 19.0㎝, 高 33.9㎝, 底徑 11.0㎝

⑤ 外反口緣甕(도면 186-5, 사진 208-⑫)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4)이고, 외면은 일부 황회색(2.5Y 4/1)을 띠기

도 한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외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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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게 남아있고,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내면에는 테쌓기한 후 거칠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復原口

徑 25.1㎝, 現高 14.3㎝

⑥ 外反口緣甕(도면 186-6, 사진 208-⑪)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부 일부와 구연부의 대부분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5/4)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1)이다.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흔이 있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견부와 저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고, 동체

부는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4.2㎝, 高 15.4㎝, 底徑 6.2㎝

⑦ 內灣口緣甕(도면 186-7, 사진 208-⑥)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외면은 황갈색(10YR 5/6), 내면은 탁황등색(10YR 5/4)이나 외면의 박리

된 곳은 명적갈색(2.5YR 5/4)을 띤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

구정면흔과 손누름흔이 있다. 내면은 부분적으로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口徑 16.4㎝, 高 23.4㎝,

底徑 9.9㎝

⑧ 外反口緣甕(도면 186-8, 사진 209-⑫)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 2.5Y 6/6)이고, 구연부와 동체에 걸쳐 흑

반이 넓게 나타난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기면은 전면이 마연되었으

며, 구연단까지 마연하여 정면하 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한 뒤 사방향으로 짧게 마

연하 으며, 내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마연하 다. 정면상태와 소성상태는 모두 양호한 편이다.  復原口

徑 16.1㎝, 現高 11.4㎝

⑨ 外反口緣甕(도면 187-1, 사진 208-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7/6)을 띤다. 견부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마연되었으나 대부분 박리되어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흔, 지두

흔과 함께 목판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6.0㎝, 現高 9.2㎝

⑩ 外反口緣甕(도면 187-2, 사진 208-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기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그을음이 부분적으로 묻어있다. 기면은 무질서하게 마연되

었고, 구연부와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9.3㎝, 現高 6.3㎝

⑪ 外反口緣甕(도면 187-3, 사진 208-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기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

외면과 견부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외면은 종방향의 마연흔이 있다.  復原口徑 18.1㎝, 現

高 7.1㎝

⑫ 外反口緣甕(도면 187-4, 사진 208-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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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기면은 비교적 폭이 넓은 도구로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21.6㎝, 現

高 5.9㎝

⑬ 外反口緣甕(도면 187-5, 사진 207-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 5/4)이고, 내면은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는 횡방

향으로 물손질되었고,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깨끗하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9.2㎝,

現高 12.1㎝

⑭ 外反口緣甕(도면 187-6, 사진 208-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기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비교적 평

평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외면에는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견부내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復原口徑 23.6㎝, 現高 6.2㎝

⑮ 外反口緣甕(도면 188-5, 사진 209-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내면은 그을음이 넓게 묻어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흑갈색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

두흔이 있다.  復原口徑 13.9㎝, 現高 5.6㎝

⒃ 甕(도면 187-7, 사진 208-⑤) 

중도식토기이며,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과 단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

고, 구연단은 비교적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에는 횡방향의 물

손질흔과 지두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1.3㎝, 現高 8.8㎝

⒔ 內灣口緣甕(도면 187-8, 사진 208-⑨)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7/4)을 띠기도 한다. 기면에는

부분적으로그을음이묻어있다. 내·외면에는마연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17.6㎝, 現高 6.8㎝

⒕ 內灣口緣甕(도면 187-9, 사진 209-①)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과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고, 외면은 사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횡방향

과 사방향으로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7.7㎝, 現高 7.2㎝

⒖ 內灣口緣甕(도면 187-10, 사진 209-②)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회황갈색(10YR 4/2)이다. 기면에는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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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뾰족하고,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외면은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8.4㎝, 現高 6.9㎝

⒗ 內灣口緣甕(도면 187-11, 사진 209-③)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⒖번 토기와 같은 개체일 가능성도

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

고, 구연내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復原口徑 17.3㎝, 現高 7.5㎝

(21) 鉢(도면 188-1, 사진 209-④) 

발형의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

되었고, 구연부 내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외면은 회전하면서 손으로 눌러 정면하여 凹凸이 있다. 구연부와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25.0㎝, 現高 6.7㎝

(22) 有頸壺(도면 188-2, 사진 209-⑨)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구경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3)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내·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23.4㎝, 現高 5.7㎝

(23) 有頸壺(도면 188-7, 사진 209-⑦)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구경부와 견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다. 경부는 외경하

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경부와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

고, 기벽이 얇은 편이다.  復原口徑 10.8㎝, 現高 6.7㎝

(24) 有頸壺(도면 188-8, 사진 209-⑥)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구경부의 1/2 정도와 동체상부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4)이고, 피열되어 박리된 곳은 등색

(5YR 6/8)이다.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과 명황색(2.5Y 7/3)이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뾰족

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외면은 2/3 이상 박리되거나 마모되어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구경부와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전체

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견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4.6㎝, 現高 9.7㎝

(25) 外反口緣甕(도면 188-4, 사진 209-⑧) 

중도식토기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그

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구연부와

동체상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무질서하게 여러 방향으로 마연되었다.  復

原口徑 10.8㎝, 現高 8.9㎝

(26) 燔(도면 188-3, 사진 209-⑤) 

중도식토기이며 완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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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색(10YR 6/4)이고, 내·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기면은 주로 횡방

향과 사방향으로 마연되었다. 구연과 동체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24.6㎝, 現高 5.4㎝

(27) 中島式土器(도면 188-6, 사진 209-⑪) 

중도식토기로 동체부편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

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4)이다. 내면에

는 흑반이 있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띤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하 는데,

마연도구의 결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비교적 무질서하게 정면되었다. 내면에는 지두흔도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1.2㎝

(28) 시루(도면 188-9, 사진 210-⑥) 

시루편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

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흑갈색(2.5Y 3/1)이다. 구연단은 약하게 凹面을 이루고,

동상부에는 단면원형의 봉상파수가 부착되었다. 파수는 동체부에 끼워 접합하 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

면되었으며, 내면에는 도구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바닥에는 직경 1.0㎝ 내외의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

으며, 밖에서 안으로 뚫렸다.  復原口徑 29.4㎝, 推定高 28.6㎝

(29) 시루(도면 191-11, 사진 212-⒔) 

1층에서 수습되었다. 중도식토기 시루편이며, 바닥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바닥에는 직경 1.0㎝, 1.5㎝의 시루공이 뚫려있다.  현

길이 5.2㎝

(30) 短頸壺(도면 189-1, 사진 210-①) 

와질소성의 단경호로 동체 일부와 구경부의 2/3 가량은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회백색(2.5Y 7/1)이다. 소성상태는 보통

이다. 구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경부내면에는 점토보강흔이 있고, 동체부 상위에는

9조의 침선을 돌렸다. 동체부는 격자타날을 하 으나 회전물손질로 거의 지워지고, 중하위에만 부분적으로 희

미하게남아있다. 기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고, 정면상태는다소불량하다.  復原口徑 10.5㎝, 高 18.2㎝

短頸壺(도면 189-2, 사진 210-③)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의 1/2 정도와 동체상부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비

교적 둥 게 처리되었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5/1)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박

리되었다. 견부부터는 격자타날을 하 고, 4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口徑 19.3㎝, 現高 8.8㎝

短頸壺(도면 189-4, 사진 211-①) 

중도식토기 소성의 단경호이며,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탁적갈색(5YR 5/4)을 띠기도 한

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凹面을 이룬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

다.  復原口徑 29.2㎝, 現高 7.8㎝

短頸壺(도면 189-10, 사진 210-②)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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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면과 속심은 회색이며, 경질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외면은 격자타날되었고, 5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구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5.1㎝, 現高 10.5㎝

短頸壺(도면 189-7, 사진 210-⑤) 

타날문토기 호편으로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7/2)이고, 와질소성이다. 외면은 승문타

날 후 11조의 침선을 돌렸는데, 기면이 대부분 박리되어 타날흔은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0.1㎝

甕(도면 189-5, 사진 211-④) 

낙랑계토기 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다. 와

질소성이고,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백색(2.5Y 8/1)이고, 회황색(2.5Y 7/2)을 띠

기도 한다. 외면에는 회전물레흔에 의한 凹凸이 있고,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4.3㎝,

現高 5.5㎝

盆形土器(도면 189-6, 사진 211-③) 

분형토기로구연부만일부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환원염에서소성되었으며, 경질에가깝다. 태토에는세

사립이섞여있고, 기면과속심의색조는회색(5Y 6/1)이다. 구연부는외반하고, 구연단은평탄면을이룬다. 견부

외면에는 세침선이 부분적으로 돌아가는데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견부내면에는 회전목리조정흔이

뚜렷하고, 점토띠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기면은회전물손질로정면되었다.  復原口徑23.1㎝, 現高9.8㎝

盆形土器(도면 189-3, 사진 211-②) 

분형토기의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나 경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회전판에

서 성형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혼입된 매우 정선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구연부 내면은 회흑색을 띠기도 한다. 속심은 회황색이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30.3㎝, 現高 6.6㎝

短頸壺(도면 190-1, 사진 211-⑤) 

낙랑계토기 호편으로, 구경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면

의 색조는 회색과 회황색(2.5Y 6/2)이고, 속심은 회갈색을 띤다. 경질소성이다. 구연단은 비교적 평탄면을

이루고, 경부 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뚜렷하다.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회전물손질흔이 남아있고, 외면은 타

날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모두 지워졌다.  復原口徑 20.0㎝, 現高 4.9㎝

短頸壺(도면 190-3, 사진 210-④) 

낙랑계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만 남아있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

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5/1)이고, 속심은 회백색(2.5Y 7/1)이다. 기면은 마

모가 심하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경부는 외경한다. 경부외면에는 1조의 돌대가 돌아가고, 내면

에는 회전물레흔이 남아있다.  口徑 26.2㎝, 現高 7.6㎝

壺(도면 190-2, 사진 211-⑥) 

낙랑계 타날문토기 호이며, 경부일부와 견부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탁황색(2.5Y 6/4)이

다. 기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며, 박리된 곳은 탁황색을 띤다. 경부는 직립하고, 전체적으로 침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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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돌렸다. 견부와 동체부는 격자타날을 하고 침선을 돌렸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경부

내면은 종방향의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10.0㎝

底部(도면 190-4, 사진 211-⑦) 

1층에서 수습된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

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7/4)과 흑갈색을 띤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과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지두흔과 물손질정면

흔이 있다. 내면은 무질서한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4.2㎝, 復原底徑 7.0㎝

底部(도면 190-5, 사진 211-⑧)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

조는 탁황등색(10YR 6/3)과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한 후 저부쪽은 횡방향

으로 마연하 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現高 3.5㎝, 復原底徑 9.3㎝

底部(도면 190-6, 사진 211-⑨) 

3층에서 수습된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은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내면에는 손

이나 도구 끝으로 누른 자국이 깊게 남아있다.  現高 3.5㎝, 底徑 8.0㎝

底部(도면 190-7, 사진 211-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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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에는 피열흔과 그을음이 있다. 외면은 종방향과 횡방향으

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에도 희미하게 마연흔이 남아있다.  現

高 4.2㎝, 復原底徑 9.6㎝

底部(도면 190-8, 사진 211-⑬)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흑갈색과 탁황색(2.5Y 6/3)을 띤다. 기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내·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는데, 희미하게 확인된다. 바닥은 평저이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

는 목판으로 눌러 정면하 다.  現高 4.8㎝, 底徑 6.4㎝

底部(도면 190-9, 사진 211-⑮) 

1층에서 수습된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4)과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명적갈색이다. 내면에는

흑색의 탄화물이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도구정면하 다.  現高 4.0㎝, 復原底徑 7.9㎝

底部(도면 190-10, 사진 211-⑪) 

1층에서 수습된 중도식토기이다. 저부만 남은 것을 일부는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과 회황갈색을 띠기도

한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한 후 종방향으로 마연하 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現高 4.6㎝, 底徑 9.0㎝

底部(도면 190-13, 사진 212-①) 

상부1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중도식토기로 추정되나 무문토기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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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고, 내면은 거칠게 목판정면되었다.  現高

4.5㎝, 底徑 9.7㎝

底部(도면 190-14, 사진 212-②)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

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4/2)을 띠기도 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고,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다.  現高 5.3㎝, 底徑 10.0㎝

底部(도면 190-15, 사진 212-③)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등색과 흑갈색을 띤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

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여러 차례 도구나 손으로 눌러 정면하 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정

면하 다.  現高 5.7㎝, 底徑 8.2㎝

底部(도면 190-16, 사진 21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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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흑갈색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바닥까지 마연으로 정면하 다. 내면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정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現高 7.8㎝, 復原底徑 8.0㎝

底部(도면 190-17, 사진 212-⑤)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

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과 흑갈색이다. 외면은 종방향과 횡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는데 마연도구의 폭이 다소 넓은 편이

다. 저부는 약하게 축약이 이루어지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가장자

리에 점토를 보강한 후 정면하 다.  現高 8.3㎝, 底徑 7.8㎝

底部(도면 190-18, 사진 212-⑥) 

중도식토기 저부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을 띤다.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무질서하게 정면되었다.  現高 6.3㎝, 復原底徑 9.4㎝

底部(도면 191-2, 사진 212-⑧)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

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

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횡방향의 목리조정흔이 일부에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있다.

現高 6.3㎝, 底徑 10.2㎝

底部(도면 191-3, 사진 212-⑨) 

중도식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4)이다. 외면은 횡방향의 마연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에 눌린 흔적이 있다. 내저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現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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底徑 12.0㎝

底部(도면 191-4, 사진 212-⑩) 

1층에서 수습된 중도식토기 저부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외면은 황회색(2.5Y 6/1)을, 내면은 회황갈색

(10YR 4/2)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피열흔이 있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

저면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6.0㎝, 復原底徑 11.8㎝

底部(도면 191-5, 사진 212-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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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3)이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되었

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마모되었다. 바닥은 평저이고, 도구에 찍힌 흔적

과 마연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現高 5.8㎝, 復原底徑 8.7㎝

底部(도면 191-7, 사진 212-⑬) 

1층에서 수습된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

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황갈색(2.5Y 5/3)을 띤다. 외면은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6.9㎝, 復原底徑

14.6㎝

底部(도면 191-6, 사진 212-⑫) 

1층에서 수습되었으며, 기면이 대부분 박리되었다. 저부만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

다. 외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5.7㎝, 復原底徑 15.5㎝

底部(도면 191-8, 사진 212-⑭) 

중도식토기로 동체일부와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등

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3)과 황회색

(2.5Y 5/1)이다. 외면은 일정한 방향 없이 상·하로 무질서하게 마연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점토로

보강하고 도구로 거칠게 정면하 고, 지두흔이 희미하게 있다. 내면에도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바닥

은 평저이며, 가운데가 들려 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마연되었으며, 흑반이 있다.  現高 7.9㎝, 底徑 11.6㎝

底部(도면 191-9, 사진 212-⑮)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일부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명황갈색(10YR 6/6)이고, 속심은 부분적으로 회색을 띤다. 동체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끝이 둥근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내면

에는 드문드문 마연된 흔적이 남아있고, 외면을 정면할 때 사용한 도구보다 폭이 넓은 도구를 사용하 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7.7㎝, 底徑 10.6㎝

底部(도면 191-10, 사진 212-⒃) 

중도식토기로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과 황회색(2.5Y 4/1)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명적갈색을 띤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는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하 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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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바닥은 평저이고, 가장자리는 점토보강하고 거칠게 정면하 다.  現高 9.3㎝, 底徑 8.8㎝

底部(도면 190-11, 사진 211-⑭) 

1층에서 수습된 무문토기저부이다. 일부만 남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은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고, 저부는 강하게

축약이 이루어진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고,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바닥은 가운

데가 들려있다.  現高 5.5㎝, 底徑 7.7㎝

底部(도면 190-12, 사진 211-⑫) 

1층에서 수습되었으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무문토기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과 회색을 띤

다. 외면에는 목판정면흔과 물손질정면흔이 있고, 내면에는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現高 4.2㎝, 底

徑 10.0㎝

底部(도면 191-1, 사진 212-⑦) 

1층에서 수습된 무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소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물손질

로 정면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4.7㎝,

復原底徑 9.4㎝

把手(도면 189-8, 사진 210-⑦) 

단면원형의 봉상 파수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

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5Y 5/1)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파수길이 4.1㎝, 파수두께 3.0㎝

把手(도면 189-9, 사진 210-⑧) 

중도식토기 파수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

(10YR 6/4)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단면은 원형이다. 파수길이 2.5㎝, 파수두께 3.2㎝

~ 石器

鐵斧(도면 192-4, 사진 213-⑤) 

주조철부편으로 인부와 신부의 하부만 남아있다. 신부의 하면은 상면쪽으로 일그러져 있다. 도면상 우측

면에는 합범흔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좌측면에는 초본류와 같은 유기물이 묻어있다. 刃部의 양쪽에는 肩部

가 형성되었다.  현길이 6.4㎝, 폭 9.8㎝, 두께 1.8㎝, 무게 23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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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1층에서 수습된 유경식 석촉. 석질은
192-1 213-① 석촉 (3.5) (1.4) (0.5) 3.0 자색 이암. 일부만 잔존. 전면이 치

하게 마연. 신부단면은 능형.

석질은 안산암. 上面은 마연되고, 下面
192-2 213-③ 격지 8.1 4.4 0.9 36.0 은 모암에서 떨어진 그대로임. 가장자

리 일부는 잔떼기 함.

192-3 213-② 지석 (5.5) (6.0) 2.0 84.0 석질은 유문암. 입자 결실됨. 일부만
남음. 2면 거칠게 마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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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斧(도면 192-6, 사진 213-⑫) 

소형 주조철부편으로 공부와 신부일부는 결실되었다. 인부는 弧狀을 이루고, 신부단면은 제형에 가깝다.

현길이 3.6㎝, 폭 2.9㎝, 두께 1.0㎝, 무게 32.0g 

鐵蠣(도면 192-9, 사진 214-③) 

봉부 끝은 결실되었다. 병부는 형태가 완전하지 못하며, 우측 가장자리에는 부분적으로 잘린 흔적이 그대

로 남아있다. 신부는 가운데 약하게 능이 형성되었다. 신부의 우측은 인부가 형성되었으나, 좌측은 인부를

제작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병부에는 가장자리에 부분적으로 연마한 흔적이 있다. 신부단면은 이등

변삼각형에 가깝고, 병부단면은 제형에 가깝다. 기면에는 전체적으로 부식과 산화가 심하여 녹이 부착되었

다. 폐처리된 철제품을 이용하여 재가공하려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길이 10.8㎝, 폭 2.0㎝, 두께 0.3㎝, 무

게 19.0g 

刀子(도면 192-10, 사진 213-⑩) 

철제 도자로 완형이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다. 병부의 말단부는 삼각형으로 재단하고,

‘ㄱ’자 모양으로 약간 접혀있다. 신부 선단부는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

면은 장방형이다. 선단부가 약간 휘어졌으나, 단조성형 후 마무리공정이 잘 이루어진 편이다.  길이 14.1㎝,

폭 1.4㎝, 두께 0.3㎝, 무게 17.0g 

刀子(도면 192-11, 사진 213-⑥) 

철제 도자로 신부와 병부일부가 남아있다. 인부는 호상으로 곡선을 이루며, 背部는 비교적 얇고 둥 게 제

작되었다. 신부단면은 인부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장타원형에 가깝고, 병부단면은 세장방형이다. 병부에 약

간 굴곡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단조성형 후 마무리가 잘 된 편이다.  현길이 9.6㎝, 폭 1.6㎝, 두께 0.2㎝, 무

게 11.0g 

鐵斧(도면 192-12, 사진 213-⑦) 

주조철부의 인부만 남아있다. 뒷면에는 초본류와 같은 유기물이 부분적으로 부착되었고, 인부는 弧狀을

이룬다. 도면상 우측 모서리는 결실된 면인지 재가공하여 사용한 면인지 확실치 않다. 철소재일 가능성이 있

다.  현길이 1.1㎝, 폭 8.5㎝, 두께 0.3㎝, 무게 11.0g 

刀子(도면 192-13, 사진 213-⑧) 

철제 도자로 신부의 1/2 이상과 병부의 단부는 결실되었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뚜렷하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인부의 연마는 비교적 잘 되었지만 병부가 약간 휘어졌다.  현길

이 6.8㎝, 폭 1.5㎝, 두께 0.2㎝, 무게 8.0g 

刀子(도면 192-14, 사진 213-⑨) 

철제 도자로 병부와 신부의 극히 일부가 남아있다. 기면은 부식과 산화로 인해 녹이 심하게 덮여있다. 단

면은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굴곡이 심한 편이다.  현길이 6.2㎝, 폭 1.6㎝, 두께 0.3㎝, 무게

5.0g 

刀子(도면 192-15, 사진 213-⑪) 

철제 도자로 신부만 일부 남아있다. 선단부와 인부는 사용으로 인해 마모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배부와 인부는 약간의 굴곡이 있다.  현길이 5.0㎝, 폭 1.3㎝, 두께 0.15㎝, 무게 4.0g 

沽具(도면 192-16, 사진 213-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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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교구이다. 테두리는 단면 원형의 철대를 구부려서 표주박형으로 만들어 이어 붙 다. 걸쇠는 끝을 둥

게 말아 굴대에 고정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나, 굴대에서 분리되어 테두리에 고정되어있다. 걸쇠의 단면은

말각방형에 가깝다. 테두리 길이 3.9㎝, 테두리 폭 2.3㎝, 걸쇠길이 4.1㎝, 두께 0.4㎝, 무게 8.0g 

沽具(도면 192-17, 사진 213-⑭) 

철제 교구로 완형이다. 테두리는 단면 말각방형의 철대를 반원상으로 구부려 제작하 다. 테두리의 이음

새는 철대의 양 끝을 납작하게 두드려 서로 겹쳐지게 붙 고, 걸쇠의 끝을 둥 게 말아 고정하 다. 걸쇠의

단면은 장방형에 가깝다.  길이 3.4㎝, 폭 2.6㎝, 두께 0.4㎝, 무게 8.0g 

鐵蠣(도면 193-1, 사진 214-②) 

철사로 완형이다. 신부는 안으로 심하게 휘어졌고, 병부의 말단부는‘ㄱ’자 형으로 접혀있다. 신부는 양

가장자리에 인부가 형성되었고, 가운데는 약하게 능이 형성되었다. 병부에는 길이방향으로 목질이 부착되었

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에 가깝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신부는 많이 휘어있지만 원상의 길이를 추

정해보면 신부와 병부의 길이는 비슷하다.  길이 12.2㎝, 신부길이 8.1㎝, 병부길이 8.0㎝, 폭 1.7㎝, 두께

0.2㎝, 무게 17.0g 

鑿形鐵器(도면 192-5, 사진 214-①) 

전체적인 형태는 세장하고, 말단부로 내려가면서 폭이 좁아진다. 신부의 단면은 방형이다. 선단부와 말단

부는 모두 납작하게 두드려 인부를 형성했고, 양쪽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는 휘어졌다.  길이

16.0㎝, 폭 0.4㎝, 두께 0.3㎝, 무게 10.0g 

棒狀鐵器(도면 192-7, 사진 214-④) 

철침일 가능성도 있다. 단면 원형의 봉상철대를 이용하여 두부는 납작하게 두드렸고, 말단부는 뾰족하게

제작하 다.  길이 5.3㎝, 폭 0.4㎝, 두께 0.2㎝, 무게 2.0g 

鐵錐(도면 192-8, 사진 214-⑤)) 

선단부는‘ㄱ’자로 휘어졌다. 신부는 단면원형의 세장한 형태이고, 선단부는 납작하게 처리하 다. 말단부

는 납작하면서 뾰족하게 처리하 다.  길이 3.4㎝, 폭 0.3㎝, 두께 0.2㎝, 무게 1.0g 

鐵器(도면 193-2, 사진 214-⑧) 

주조철기편으로 철제용기나 주조철부의 편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부식이 심하여, 표면에 철녹이 덮여

있다. 단면은 장방형이나 약간 굴곡이 있다. 철소재로서 재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길이 6.0㎝,

폭 8.2㎝, 두께 0.5㎝, 무게 63.0g 

鐵器片(도면 193-3, 사진 214-⑥) 

주조철기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장방형이고, 주조철부의 신부 편일 가능성이 있으며, 철소재로

서 재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4.7㎝, 폭 3.3㎝, 두께 0.3㎝, 무게 23.0g 

鐵器片(도면 193-4, 사진 214-⑮) 

주조철기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장방형이고, 주조철부나 철제용기의 편일 가능성이 많다. 철소

재로서 재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7.1㎝, 폭 4.3㎝, 두께 0.7㎝, 무게 60.0g 

鐵器片(도면 193-5, 사진 213-⑮) 

주조철기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가장자리에 곡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철제용기류 을 가능성도 있다.

단면은 장방형에 가깝고, 철소재로서 재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4.2㎝, 폭 2.3㎝, 두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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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22.0g 

鐵器片(도면 193-6, 사진 214-⑨) 

주조철기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가장자리에 약간 곡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용기류 을 가능성도 있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철소재로서 재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3.1㎝, 폭 3.0㎝, 두께 0.4㎝, 무게

14.0g 

鐵器片(도면 193-9, 사진 214-⑪) 

주조철기편으로 주조철부의 편일 가능성이 많다. 철소재로서 재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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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폭 2.1㎝, 두께 0.4㎝, 무게 8.0g 

鐵器片(도면 193-10, 사진 214-⑦) 

주조철기편으로 철부의 편일 가능성이 많다. 도면상 왼쪽 측면은 다시 열을 가하여 재가공한 것으로 추정

된다.  현길이 2.2㎝, 폭 3.5㎝, 두께 0.6㎝, 무게 17.0g 

鐵片(도면 193-7, 사진 214-⑩) 

용도미상의 철기편으로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가장자리 일부는‘ㄱ’자 형으로 접혀있고, 전체적으로 굴

곡이 있다.  현길이 5.0㎝, 폭 2.8㎝, 두께 0.3㎝, 무게 12.0g 

鐵片(도면 193-8, 사진 214-⑭) 

평면형태가 부정형인 용도미상철기이다. 도면상 하단은 상단보다 다소 얇게 처리되었다. 가장자리는 부분

적으로 잘라낸 곳도 관찰되고, 표면에는 녹으로 인한 기포가 있다.  길이 3.4㎝, 폭 1.7㎝, 두께 0.3㎝, 무게

4.0g 

三角形鐵片(도면 193-11, 사진 214-⑫) 

평면형태가 삼각형인 철편이다. 예각을 이루는 가장자리에는 재단한 흔적이 있다. 철기를 제작하는 과정

에서 도출된 편일 가능성이 있다.  길이 2.2㎝, 폭 2.1㎝, 두께 0.2㎝, 무게 4.0g 

板狀形鐵片(도면 193-12, 사진 214-⑬)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운 판상형의 철편이다. 표면은 철녹이 붙어있어 매우 거친 편이다. 단면은 장방

형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다.  길이 3.6㎝, 폭 1.9㎝, 두께 0.3㎝, 무게 4.0g 

鐵片(도면 193-13, 사진 214-⒃) 

용도미상의 철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하부는 가운데를 잘라내어 逆刺式 鐵鏃의 刺와 유사하기도 하나

좌·우가심하게비대칭이고, 하나는안으로끝이약간말려있다. 단면은장방형이다.  현길이 2.5㎝, 폭 1.4㎝,

두께 0.3㎝, 무게 2.0g 

棒狀鐵器(도면 193-14, 사진 214-⒔)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철기로 頭部는 녹으로 인해 부풀어있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길이 2.7㎝, 폭 0.9㎝,

두께 0.5㎝, 무게 7.0g 

棒狀鐵器(도면 193-15, 사진 214-⒕) 

用途未詳鐵器로 일부만 남아있다. 신부단면은 장방형이다. 철착이나 철정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길이

2.3㎝, 폭 0.8㎝, 두께 0.35㎝, 무게 3.0g 

철괴(도면 193-16, 사진 214-⒖) 

철 분석시료 4번이다. 평면형태는 2곳이 길게 튀어나온 부정형의 철괴이다. 하면은 평평하지만 상면은 부

풀어 올라 측면에 미세한 기포가 있다.  길이 3.3㎝, 폭 2.4㎝, 두께 0.93㎝, 무게 15.9g 

鐵滓(도면 193-17, 사진 213-④) 

철 분석시료 5번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을 띠며, 거의 1/2 가량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면에는 목탄

흔과 미세한 기포가 관찰되고, 하면에는 고운 사질의 노바닥토가 부착되었다.  현길이 7.4cm, 폭 4.8cm, 두

께 1.2cm, 무게 76.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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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94, 사진 215~219) 

20호 주거지는 19호 주거지의 남쪽에 위치하며, 해발 36.7~37.7m에 조성되어있다. 주축방향은 N-

16°-W이며 19호 주거지와 20호 수혈과 중복되어있다. 주거부의 북동쪽 모서리는 19호 주거지의 출입구부

분을, 서장벽은 20호 수혈의 절반이상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출입구의 일부는 탐색트렌치에 의해 결실되

었고, 오벽의 일부와 출입구 연결부동벽의 일부는 교란에 의해 파손된 상태 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1263㎝,

너비 610㎝, 깊이 102㎝이다. 

내부토층은 정지층과 점토상면층, 내부퇴적층으로 크게 구분된다. 내부퇴적층은 주재함몰층을 포함하여

3개 층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는 8개 층으로 세분시킬 수 있다. 상면 하 정지층은 3개 층 정도, 출입구 연

결부의 정지층은 10여 개 층으로 세분된다. 특히 출입구 연결부의 정지층은 판축양상과 같이 얇은 여러 개의

층을 교대로 다진 후 점토가 다량 혼입된 두께 15㎝ 정도의 황색사질점토를 계단구조와 같이 경사지게 구축

하여 출입구 연결부의 상면으로 처리하 다. 이 황색사질점토층은 주거부 점토상면 위에서 계단상으로 경사

지게 처리되어 있다. 

주거부는 장방형의 평면형이지만 출구벽이 약간 돌출하여 오각형의 형태이다. 상면은 유구선 확인 면에서

70㎝ 깊이에서 확인되는데 두께 1~5㎝ 정도의 점토층으로 이뤄져있다. 점토상면은 점토의 두께가 일정치

않고, 또한 점토의 색이 다른 부분도 확인되는데, 이는 상면의 보수와 관련된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지는 주축선상에서 오벽 쪽으로 치우쳐서 위치하는데, 출입구벽에서 380㎝, 오벽에서 220㎝ 지점에 105

×90㎝의 부정형으로 상면에 아무런 시설 없이 조성되어있다. 

주혈은 양 장벽에 150~200㎝ 간격으로 4개가 좌우대칭으로, 오벽에 200㎝ 간격으로 3개가, 출입구동벽

에 200㎝ 간격을 두고 2개가, 출입구서벽의 출입구 연결부 모서리부분에 1개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또한

출입구 연결부는 네모서리에서 각 1개씩의 주혈이 확인되고, 동벽에 접하여 벽구가 확인되었다. 주혈은 벽면

에 접하여 비스듬히 조성되어있다. 

점토상면을 제거한 후 주축상의 정지층면에서 3개의 주혈이 220~230㎝ 간격을 두고 확인되었다. 정지

층을 제거한 후 굴착면에서 노지를 중심축으로 하여 좌우에 각각 1개의 주혈로 볼 수 있는 소형수혈이 340㎝

의 거리를 두고 확인되었다. 또한 출입구 연결부와 주거부는 20㎝ 정도 높이의 단이 약간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단상에도 주공으로 사용된 흔적으로 보이는 2개의 홈이 출입구 연결부 벽주의 연결선상에 조성되

어 있다. 이는 문지방시설과 관련된 구조물의 흔적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출입구 규모는 길이 300㎝,

너비 368㎝, 깊이 45㎝이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구연부, 뚜껑,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 단경호, 방추차, 철부, 판상형철기 등

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195-1, 사진 220-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고, 저부와 내면은 탁황갈색(1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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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을 띤다. 저부내면에는 부분적으로 흑색의 유기물 탄화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고,

기면의 정면상태는 전체적으로 불량한 편이다. 성형 후 기면을 다듬지 않고 마연하 는데, 마연상태는 치

하지 못하고 매우 거친 편이다.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지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뚜렷하다.  口徑 11.3㎝, 高 15.5㎝, 底徑 6.9㎝

② 外反口緣甕(도면 195-2, 사진 220-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과 탁황등색(10YR 6/4)을 띠고, 내·외면에 부분적

으로 흑반이 있다. 내면의 동체중위와 외면의 동체 중·상위에는 유기물 탄화흔이 부분적으로 부착되어있

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띠를 돌려 굽상의 저부이다. 전반적으로 무질서하게

정면되었으며, 동체내면의 상부는 횡방향으로 거칠게 도구정면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왼쪽에서 오

른쪽 방향으로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뚜렷하다.  口徑 9.9㎝, 高 13.0㎝, 底徑 6.0㎝

③ 外反口緣甕(도면 195-3, 사진 220-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경부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점토보강 후

거칠게 정면되었다.  現高 10.4㎝

④ 外反口緣甕(도면 195-4, 사진 220-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7/8)을 띠고, 내면은 탁갈색(7.5YR 5/4)이다.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정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견부내

면에는 흑갈색의 유기물 탄화흔이 폭 1.0㎝의 띠형태로 남아있다.  復原口徑 14.4㎝, 現高 9.3㎝

⑤ 外反口緣甕(도면 195-5, 사진 220-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외면에는 흑색

의 그을음이 넓게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내면은 무질서하게 마연

되었고, 구연부 외면에는 희미하게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1.3㎝, 現高 11.6㎝

⑥ 外反口緣甕(도면 195-6, 사진 220-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상부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거친 점토이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

이다. 외면에는 흑색탄화흔이 남아있다. 견부내면에는 점토보강흔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동체부 내면에는

손누름흔이 있다.  復原口徑 14.4㎝, 現高 8.1㎝

⑦ 外反口緣甕(도면 195-7, 사진 220-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4), 내면은 암갈색(10YR 3/4)이다. 외면은 마연되었으나 대부분

박리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되며, 마연된 곳은 흑색을 띤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부는 짧게 외경

한다. 내면은 종방향으로 손으로 문지른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8.5㎝, 現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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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外反口緣甕(도면 195-8, 사진 220-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4)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8)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박리되어 정면기법을 확인하기 힘들

고,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나 일부에 희미하게 도구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5.0㎝, 現高 7.3㎝

⑨ 內灣口緣甕(도면 195-9, 사진 220-⑨)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외면에는 흑색의 유기물 탄화흔이 부착되어있다. 구연부는

내만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내면에는 무질서한 마연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20.3㎝, 現高 5.8㎝

⑩ 口緣部(도면 195-10, 사진 221-①)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

과 속심은 모두 탁황갈색(10YR 5/4)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기

내·외면은 모두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현길이 3.2㎝

⑪ 뚜껑(도면 195-11, 사진 220-⑩) 

중도식토기 뚜껑으로 개신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고, 색조

는 탁황갈색(10YR 5/4)이다. 꼭지는 탈락되었고, 개신상부에는 점토보강흔이 남아있다.  現高 4.3㎝

⑫ 短頸壺(도면 196-1, 사진 221-④)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와 견부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은 모두 암회황색(2.5Y 5/2)이다. 경부는 내경하다가 구연부에 이르러 외반하

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견부에는 승문타날이 깊게 남아있고, 타날후 침선을 돌렸다. 구경부는 회전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口徑 14.1㎝, 現高 7.9㎝

⑬ 短頸壺(도면 196-2, 사진 221-⑤)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저부와 동체 중·하위만 남아있다. 태토는 장석 등 굵은 사립 소량과 다량의 운모

가 포함된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황색(2.5Y 7/2)이다. 내면은 일

부 흑갈색을 띤다. 외면은 전체에 승문타날을 하 으며, 동체중위에는 9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바닥은 승문

을 교차하여 타날하 으며, 원저이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으나 목리조정흔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바닥내면에는 지두흔과 손톱흔적이 남아있다.  現高 11.0㎝

⑭ 短頸壺(도면 196-3, 사진 221-⑥)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추정되며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회백색(5Y 7/1)이다. 경질

이며, 동체하위는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외면은 승문타날 후 동체 중·상위에 침선을 돌렸는데, 7조의 침

선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횡방향으로 길게 손으로 누르면서 정면한 흔적이 있다.  現高 11.7㎝

⑮ 短頸壺(도면 196-4, 사진 221-③)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추정되며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

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고, 경질이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황색(2.5Y 5/2)이고, 속심은 회백색(2.5Y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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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견부에는 평행타날 후 3조의 침선이 돌아가고, 동체부는 전체가 격자타날되었다. 견부내면에는 내박자

에 의한 압흔이 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18.0㎝

⒃ 短頸壺(도면 196-5, 사진 221-②)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고,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5Y 5/1)이다. 기면은 심하게 박리되었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현길이 6.8㎝

⒔ 底部(도면 195-12, 사진 222-⑥)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색조는등색(7.5YR 6/6), 내면은명갈색(7.5YR 5/8)이고, 바닥과속심은암회황색(2.5Y 5/2)이다. 기

면은대체로깨끗하게정면되었으며, 외면에목판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現高7.7㎝, 復原底徑14.5㎝

⒕ 底部(도면 196-6, 사진 222-②) 

중도식토기 저부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나 바닥은 부분적으로 황갈색(2.5Y 5/3)을 띠기도 한다. 내

면에는 흑갈색의 유기물 탄화흔이 부착되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現高 3.6㎝, 底徑 8.3㎝

⒖ 底部(도면 196-7, 사진 222-③) 

중도식토기 저부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는 손누름흔이 뚜렷하고, 바닥은 대상의 말각평저이다.  現高 5.1㎝, 復原底徑 8.0㎝

⒗ 底部(도면 196-8, 사진 222-①)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

(7.5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5/4)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고, 내면

은 목리조정되었다. 내면과 단면에는 부분적으로 흑색의 탄화흔이 부착되었는데 토기 폐기 후 화재로 인한

흔적으로 보인다.  現高 3.4㎝, 底徑 6.3㎝

(21) 底部(도면 196-9, 사진 222-④) 

중도식토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1)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

이 남아있고,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단면에는 탄화흔이 부착되었는데, 유물 폐기 후 화

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現高 6.5㎝, 復原底徑 10.8㎝

(22) 底部(도면 196-10, 사진 222-⑤)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외면은 박리되었고, 바

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7.6㎝, 復原底徑 11.0㎝

(23) 底部(도면 196-11, 사진 222-⑦)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

체적인 색조는 갈색(7.5YR 4/4)이다. 기 내·외면은 모두 마연조정되었는데, 외면은 희미하게 관찰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손누름흔이 뚜렷하고, 바닥은 굽상의 평저이다.  現高 7.9㎝, 底徑 6.4㎝

(24) 底部(도면 196-12, 사진 222-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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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 저부편으로 절반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을 띠고, 내면은 부분적으로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저부외면에는 손누

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무질서하게 목리조정되었다. 바닥은 평저이고, 마연조정되었다.  現高

7.0㎝, 底徑 11.2㎝

(25) 底部(도면 197-1, 사진 222-⑨) 

중도식토기로 바닥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흑색이며, 속심은 탁황갈색(10YR 4/3)이다. 바닥에는 0.5㎝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뚫었으며, 밖에서 투공면을 정리했다.  現高 2.0㎝, 復原底徑 13.0㎝

(26) 紡錘車(도면 197-2, 사진 222-⑩) 

토제 방추차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섞인 고운 점토이다. 색조는 탁등색(7.5YR 6/4)이고, 연질이나

단단한 편이다. 가운데에 직경 1.2㎝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양쪽에서 뚫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되었다.  길이 4.9㎝, 두께 1.4㎝

(27) 紡錘車(도면 197-3, 사진 222-⑪) 

토제 방추차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8)이다. 가운데에는 0.9~1.0㎝ 정도의 구멍이 뚫려있다. 기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정면되었으나 부분적으

로 도구정면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길이 5.1㎝, 두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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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紡錘車(도면 197-4, 사진 222-⑫) 

토제 방추차이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다. 전체적인 색조는

탁등색(7.5YR 6/4)이고, 가운데에 1.1㎝ 정도의 투공이 있다. 기면은 다소 울퉁불퉁하게 정면되었다.  길

이 4.3㎝, 두께 1.2㎝

(29) 紡錘車(도면 197-5, 사진 222-⑬) 

타날문토기를 재가공하여 만든 방추차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가운데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고, 색조는 회색(7.5Y 6/1)이다. 경질이며, 외면에는 승

문이 타날되었다.  현길이 6.3㎝, 두께 0.9㎝

(30) 鐵斧(도면 197-6, 사진 222-⑭) 

二條線突帶 鑄造鐵斧이다. 인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는데, 사용으로 인한 흔적으로 보인다. 인부의 마

연흔으로 볼 때 목재가공을 위한 工具로 볼 수 있다. 刃部와 外面은 燒入하여 脫炭처리 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부에 2조의 돌대를 돌렸고, 측면부에는 합범흔이 돌대처럼 형성되어있다. 上·下面이 비대칭이며, 상면이

하면보다 0.4㎝ 정도 짧다. 刃部側部는 돌출되어 扇形을 이룬다. 신부단면은 장방형인데 합범흔으로 인해 측

면의 가운데가 돌출해 있다. 신부의 일부에는 초본류가 부착되어있다.  길이 10.8㎝, 폭 8.3~10.1㎝, 공부

외경 7.3×2.5㎝, 두께 0.3~1.2㎝, 무게 471.0g 

板狀形鐵器(도면 197-7, 사진 222-⑮) 

신부의 곡률로 볼 때 철겸으로 추정되며, 철겸 파손품으로서 철소재로 이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하단에는 인부가 형성되었으며, 背部도 비교적 날카롭게 처리되었다. 단면은 장타원형에 가깝다.  길이 8.4㎝,

폭 1.9㎝, 두께 0.1㎝, 무게 10.0g 

21) 21호 주거지

(1) 遺構(도면 198·199, 사진 223~225, 228) 

21호 주거지는 20호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4.0m에 위치하며, 해발 37.0~37.8m에 조성되었다. 주축방

향은 N-20°-W이다. 출입구 부분은 제토과정에서 일부 결실된‘凸’자형 주거지이다. 주거부는 장방형이며,

돌출된 출입구는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 위치한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가 702㎝, 너비가 543㎝,

깊이가 70㎝이며 출입구는 길이가 102㎝, 너비가 80㎝, 깊이가 41㎝이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점토상면층, 계단시설 황색점토층, 정지층으로 나눠진다. 내부퇴적층은 크게 7개 층

으로 구분되는데 주재함몰층은 보이지 않는다. 

상면은 유구 확인면에서 60㎝ 정도의 깊이에서 확인되는데 1~3㎝ 정도의 점토를 전면에 깔아 조성하

다. 출입구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황색점토를 경사지게 돋우어 계단과 같은 역할의 출입구시설을 하 다. 계

단상의 황색점토 밑으로 점토상면이 계속 연결되어 상면을 전면에 깐 후 황색점토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황색점토는 출입구벽 쪽으로 확산되어 확인되는데 이는 폐기 후 점토가 흘러내린 현상으로 추정된다. 

노지는 상면을 그대로 이용하 는데, 출입구에서 250㎝, 오벽에서 192㎝지점의 주축선상에 위치하며 크

기는 114×70㎝로 타원형에 가깝다. 노지 상부에 43×28×5㎝ 정도의 강돌이 놓여 있다. 돌은 불을 먹어

연한 적색으로 변색이 확인되며 막음돌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지 주변의 바닥일부가 소토화 되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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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가 화재에 의해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벽주와 벽구는 확인되지 않지만, 출입구로 이어지는 양쪽 모서리벽에 접하여 벽주가 위치한다. 북동쪽 오

벽 모서리와 서장벽 중간부분에서 주혈이 각각 1개씩 확인되었다. 

정지층은 10~20㎝ 정도의 두께로 크게 2개 층으로 구분된다. 굴광면은 요철이 심하다. 정지층을 제거한

후 노지에서 출입구 쪽으로 40㎝ 지점의 굴광면에서 주혈로 볼 수 있는 소형수혈이 확인되는데, 주거지 축조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된 기둥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구연부, 완, 저부, 파수, 시루 등 중도식토기와 타날문단경호, 낙랑계토기, 분형토기

등과 지석, 철부편, 철편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200-1, 사진 226-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다. 구연단은 凹面을 이루고,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외면은 사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일부는 박리되었다.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외면에는 부분적으로 탄화물과 그을음이 묻어있다.  復原口徑 15.5㎝, 現高 8.5㎝

② 外反口緣甕(도면 200-2, 사진 226-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갈색(7.5YR 4/6)이나 외면은 흑갈색의 그을음이 전체에 묻어있

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5.3㎝, 現高 8.5㎝

③ 外反口緣甕(도면 200-3, 사진 226-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5.7㎝, 現高 7.3㎝

④ 外反口緣甕(도면 200-4, 사진 226-⑧) 

중도식토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흑색이고, 구연부는 탁황등색(10YR 6/3)을 띠기도 한다. 경부는 거의 직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나 부분적으로 둥 게 처리되기도 했다. 경부와 동체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있다. 외면은 사방

향과 횡방향으로,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정면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고, 단면에는 외경접합한 흔

적이 뚜렷하다.  復原口徑 18.2㎝, 現高 6.9㎝

⑤ 外反口緣甕(도면 200-10, 사진 226-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동체부는

사방향으로 마연되었다. 구연부는 부분적으로 점토를 덧대어 보강한 흔적이 있고, 그을음이 묻어있다. 내면

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3.9㎝, 現高 10.7㎝

⑥ 外反口緣甕(도면 200-11, 사진 226-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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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은 탁황색(2.5Y 6/3)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대체로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다. 견부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그어 문양의 효과를 내기도 했고, 동체상부는 종방향으로 드문드문 마연하 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고, 단면에는 외경접합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5.0㎝, 現高 6.3㎝

⑦ 口緣部(도면 200-6, 사진 226-①)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7.5YR 3/1)과 암회색이고, 내면은 명황갈색(2.5YR 7/6)을 띤다. 구연단은 점토를 덧대

보강한흔적이있고, 구연부외면에는지두흔이희미하게있다. 외면은부분적으로마연되었다.  현길이 5.0㎝

⑧ 口緣部(도면 200-7, 사진 226-②)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회황

갈색(10YR 4/2)이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

두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3.2㎝

⑨ 外反口緣甕(도면 200-8, 사진 226-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

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은 탁갈색(7.5YR 5/4)이고, 내면은 흑갈색이다. 기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

연단은 둥 게 정면되었고,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내·외면은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1.2㎝, 現高 4.4㎝

⑩ 燔(도면 200-9, 사진 226-④) 

중도식토기이며, 기형은 완으로 추정된다.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갈색(7.5YR 5/4)이며, 일부는 피열되어 명적갈색이고,

일부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내면은 황회색과 흑갈색을 띤다. 외면은 박리되어 사방향의 정면흔이 희미하

게 관찰되고,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1.4㎝, 現高 6.3㎝

⑪ 底部(도면 201-6, 사진 226-⑮) 

중도식토기 저부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3)

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내면에는 탄화흔이 두껍게 묻어있다. 바닥원판 위에 점토띠를 붙여

성형하 으며, 바닥과 저부의 경계는 정면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바닥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現高 3.4㎝, 底徑 8.9㎝

⑫ 底部(도면 201-7, 사진 226-⑭)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

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이고, 외면은 일부 피열되어 박리되고 명적갈색을 띤다. 내면에는 그을

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現高 6.2㎝, 底徑 6.6㎝

⑬ 底部(도면 201-8, 사진 226-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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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저부는 강하게 축약이 이루어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3.9㎝, 復原底徑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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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底部(도면 201-9, 사진 22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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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갈색(7.5YR 5/4)이고, 내면은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폭 0.5㎝ 정도의 도구

를 이용하여 종방향으로 쓸어올리면서 정면하 고, 내면은 물손질정면되었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3.5㎝,

復原底徑 7.0㎝

⑮ 底部(도면 202-1, 사진 226-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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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5YR 6/6)과 회황갈색(10YR 5/2)이고,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외면에는 폭

0.5㎝의 도구 끝으로 누른 흔적이 있고, 내면은 지두흔이 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5.9㎝,

底徑 8.4㎝

⒃ 底部(도면 202-2, 사진 226-⑫)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색(2.5Y 7/3)과 명회색이고, 기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바닥에는 태토에 목탄이 섞

여있는데 수비과정에서 소량이 섞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면에는 목판정면흔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정면상태

가 매우 불량하다.  現高 6.2㎝, 底徑 10.2㎝

⒔ 底部(도면 202-3, 사진 226-⑬)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은

암회황색(2.5Y 5/2)이고, 내면은 흑갈색의 탄화물이 묻어있다.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4.0㎝, 復原底徑 6.2㎝

⒕ 短頸壺(도면 200-5, 사진 228-④) 

낙랑계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

다.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경질소성이나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내·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뚜렷하다.  復原口徑 17.7㎝, 現高 5.9㎝

⒖ 壺(도면 200-12, 사진 227-⑥) 

와질소성의 호편으로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

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회백색(7.5Y 8/2)이고, 내면은 회색(7.5Y 4/1)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

며,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견부내면에는 점토보강한 흔적과 지두흔이 있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

되었다.  現高 10.5㎝

⒗ 壺(도면 200-13, 사진 227-④·⑤) 

호편으로 구경부 일부와 동체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중도식토기와 유사한 태토와 소성도에

타날문이 시문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회황갈색(10YR 4/2)을 띤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으며, 연질이나 경도는 약간 높은 편이다. 내·외

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경부는 약간 내경하다가 구연에 이르러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경부는 다소 긴 편이고, 토기를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깊게 눌러 돌대상의 돌기가 3개 있다. 동체부는 격자타

날을 하고 침선을 돌렸다. 견부내면에는 내박자흔이 있고, 구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

口徑 13.0㎝, 現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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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壺(도면 200-14, 사진 227-⑩) 

타날문토기 호편으로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7.5Y 6/1)이고, 내면은 암회색(7.5Y 3/1)이다. 와질소성이

고,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견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1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구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5.2㎝, 現高 10.0㎝

(22) 短頸壺(도면 201-2, 사진 227-⑦)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 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색

(2.5Y 7/3)과 명회색을 띤다. 외면은 심하게 박리되어 타날흔과 침선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동체부에 격자

타날을 한 후 침선을 매우 불규칙하게 돌렸다.  復原口徑 18.7㎝, 現高 9.6㎝

(23) 短頸壺(도면 201-3, 사진 227-⑧)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추정된다.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고,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외면에는 견부아래로 승문이 타날되고 침선을 돌렸는데 8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견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

로 정면되었다.  現高 10.2㎝

(24) 短頸壺(도면 201-1, 사진 228-①~③) 

낙랑계토기 단경호로 구경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석 , 장

도면 202. 원21호 주거지 출토유물(1~6:1/3, 7~10:1/2)



석, 운모 등의 세사립과 갈색 토기부스러기가 섞여있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기면의 색조

는 탁황색(2.5Y 6/4)이고, 속심은 등색(7.5YR 6/6)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凹面을 이룬다. 외면

은 대부분 박리되어, 경부와 견부에 격자타날문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경부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있다. 경

부내면과 견부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口徑 31.2㎝, 現高 18.7㎝

(25) 盆形土器(도면 201-4, 사진 228-⑤) 

분형토기로 추정되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

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외면은 황회색(2.5Y 5/1)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7/2)이다.

내·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동체외면에는 회전목리조정흔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부분적으로 목리조정

한 후 타날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30.0㎝, 現高 11.7㎝

(26) 短頸壺(도면 201-5, 사진 227-⑨) 

와질소성의 단경호이며, 구경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정면기법으로 보아 낙랑계토기일 가능

성이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구연단은 약하게 凹面을

이루고, 기면은 전체에 회전물손질흔이 뚜렷하다.  復原口徑 11.6㎝, 現高 4.8㎝

(27) 把手(도면 202-4, 사진 227-②) 

중도식토기의 파수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

과 황회색(2.5Y 4/1)을 띤다. 파수의 단면은 원형이고, 끝은 뭉툭하게 처리되었다. 파수를 동체에 부착한

후 점토로 보강하 으며, 보강한 점토가 부분적으로 탈락되어 있다. 동체내면은 파수 부착 후 마연하여 정면

하 다. 파수길이 4.2㎝, 두께 3.0㎝

(28) 시루(도면 202-5, 사진 227-③) 

중도식토기 시루편으로 바닥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황등색(10YR 7/4)이다. 바닥에는 4개의 시루공이 남아있으며, 직경은 0.7~0.9㎝이다. 시루공은 양방향

에서 뚫었으며, 토기 내면에서 먼저 뚫은 후 밖에서 다시 뚫었다. 바닥내면은 마연되었다.  현길이 6.8㎝, 두

께 2.0㎝

(29) 紡錘車(도면 202-6, 사진 228-⑥) 

타날문토기를 재가공한 방추차이다. 태토에는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회백색(2.5Y 7/1)이

다. 와질소성이나 경도는 비교적 높다. 외면에는 평행문이 타날되었고, 가운데는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

있다. 直徑 5.1㎝, 두께 0.8㎝

(30) 砥石(도면 202-7, 사진 228-⑦) 

평명형태 장방형의 지석으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색조는 회녹색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전면이 마연되

었다.  현길이 3.3㎝, 너비 1.8㎝, 두께 0.6㎝, 무게 8.0g 

鐵斧片(도면 202-8, 사진 228-⑩) 

二條線突帶 鑄造鐵斧로 공부편만 일부 남아있다. 돌대는 부식되어 일부만 확인된다. 철소재로서 재가공하

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길이 3.4㎝, 폭 3.0㎝, 두께 0.4㎝, 무게 14.0g 

鐵片(도면 202-10, 사진 228-⑪) 

2개의 刺가 형성되었으며, 자의 내측에는 재단한 흔적이 있다. 철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철편으

로 추정된다.  길이 2.6㎝, 폭 2.3㎝, 두께 0.2㎝, 무게 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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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器片(도면 202-9, 사진 228-⑨) 

철제 도자의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인부는 날카롭게 형성되지 않았고, 背部는 刃部보다 두껍다.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에 가깝다.  현길이 3.7㎝, 폭 1.6㎝, 두께 0.3㎝, 무게 6.0g 

22) 22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03·204, 사진 229~233)

22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A지구 중

앙부에 위치하며, 해발 37.3~37.9m

사이에 조성되어 있다. 화재 후 폐기된

주거지이며 북쪽으로 20호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한다. 동·서벽 일부와 북

서쪽 모서리가 교란되어 있으나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주축방향은 N-64°-

W이며 규모는 길이 352.4㎝, 너비

310.8㎝, 깊이 51.4㎝이다. 주거지 상

면은생토면을그대로사용하 다. 

주거지 내부시설은 터널식 부뚜막

이 확인되었다. 터널식 부뚜막은 상면

을 조성한 후에 주거지 북벽과 서벽에

‘ㄱ’자형으로 설치되었다. 

터널식 부뚜막 화구부는 주거지 남

쪽 방향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부에서

소토가 확인되었다. 화구부의 구조는

크기가 대략 길이 46㎝, 폭 25㎝, 두

께 11㎝의 편평한 판석 2개를 나란히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로 판석을 덮개

로 얹어 놓아 정면에서 보면‘│─│’자

형을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ㄱ’자로

꺾여 연도부와 연결되는 부분까지 이

러한 판석의 측부와 덮개돌을 설치하

다. 이 측부와 덮개돌의 표면에는

그을음과 불맞은 흔적이 남아있었으

며 이것으로 전체 터널식 부뚜막의 1/3 정도까지 화기(火氣)가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화구부 내부

바닥에서 확인된 소토는 그 범위가 직경 35㎝ 정도이며 형태는 원형으로 상면을 굴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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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부는 북벽에 연접하여 설치되었으며 내부에서 탄화재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측부는 판석을 대신하여

사질토와 점토를 혼합하여 일정 높이까지 성토한 뒤 단단하게 다졌으며 내부에 잔존길이 114㎝, 폭 10~20㎝

의 홈을 7~8㎝의 깊이로 파서 연도를 만들었다. 화구부에서 연도부까지는 측부의 폭에 알맞는 판석을 덮개

돌로 이용하여 일렬로 배치하 다. 또한 덮개돌 표면에서 명홍색 점토덩어리들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터널

식 부뚜막의 화기(火氣)와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배연구는 교란 때문에 정

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출된 목탄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 으나 주거지의 구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지는 않았다. 다만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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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쪽 모서리의 목탄은 판상으로 바닥에서 대략 13㎝ 떠있는 상태로 노출되었다. 이 판상의 목탄은 단면상

두께 1~2㎝의 목재가 3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도식토기편이 함께 함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목탄들이

제거된 자리에는 직경 5㎝ 내외의 원형 목탄흔이 바닥과 벽에서 여러 개가 확인되었다. 바닥과 벽에 고정된

선반 또는 상자형태의 저장시설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내만구연옹, 옹, 유경호,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 단경호,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현덕만)
(2) 遺物

① 內灣口緣甕(도면 205-1, 사진 232-④)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으로 동체부는 1/3 가량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은 적등색(10R 6/6)과 흑갈색을 띠고, 내면은 전체적으로 흑갈색이다. 외면은 상당부분 피열

되었으며, 기면도 박리되어있다. 구연부는 약간 내경하고,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마연되었으나 박리되어 희미하게 관찰된다. 구연부와 저부쪽은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전체적으로횡방향으로마연되었으나일부에서만관찰된다.  口徑 16.2㎝, 高 21.9㎝, 底徑 9.7㎝

② 甕(도면 205-2, 사진 233-③)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단 일부와 동체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외면은 명적갈색,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이나 부분적으로 흑갈

색을 띠기도 한다. 동체하부와 저부의 내면에는 흑색의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

고, 동체부는 사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마연도구는 매우 폭이 좁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연순서는 동체부를 먼

저 하고 구연부를 마연하 다. 굽은 강하게 축약이 이루어지며,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하여 부착한 것으로보

인다. 저부외면은횡방향으로마연되었다. 바닥은가운데가약간들려있다.  口徑13.0㎝,高17.4㎝,底徑 6.7㎝

③ 內灣口緣甕(도면 205-3, 사진 233-②) 

중도식토기이며, 동체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4)이고, 외면은 일부 명적갈색을 띠기도 한다. 명적갈색을 띠는

곳은 피열된 범위로 추정되며 기면이 박리되었다.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마연

되었으나 희미하게 관찰되며,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구연부와 저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마연순서는

종방향으로 먼저하고 횡방향으로 하 다. 저부는 손으로 눌러 정면한 후 마연하 다. 내면도 마연되었으며,

저부와 동체상부의 내면에는 손누름흔도 남아있다.  口徑 12.5㎝, 高 19.8㎝, 底徑 7.8㎝

④ 有頸壺(도면 205-4, 사진 232-⑤)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구경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일부 흑갈색과 명적갈색을 띠기도 한다. 경

부는 외경하고 구연부 내면은‘<’자 상으로 단이 진다. 경부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견부외면은‘X’

자 상으로 마연되었다. 견부의 마연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먼저 마연하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으면서 마연하 다. 동체부 외면은 주로 종방향으로 마연하 다. 내면도 전체적으로 마연되었는데 주로 횡

방향으로 하고, 사방향으로 하기도 하 다. 견부내면에는 손누름흔이 남아있다.  口徑 19.0㎝, 現高 25.9㎝

⑤ 底部(도면 205-5, 사진 232-⑨)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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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색조는 흑갈색이고, 부분적으로 탁황등색(10YR 6/4)을 띠기도 한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

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도구로 짧게 여러차

례 정면한 흔적이 있다. 기 단면에는 외경접합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現高 5.7㎝, 底徑 6.8㎝

⑥ 底部(도면 205-6, 사진 232-⑦)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7/4)이고, 외면의 박리된 곳은 피열되어 등색(7.5YR 6/6)을 띤다. 외

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깊게 남아있다. 내면

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찍힌 흔적이 있다.  現高 6.0㎝, 底徑 7.4㎝

⑦ 底部(도면 205-8, 사진 232-⑥)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가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과 회색을 띤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

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내면은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지두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고,

매우 거칠다.  現高 10.0㎝, 底徑 11.7㎝

⑧ 底部(도면 205-7, 사진 232-⑧)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

(7.5YR 6/8)이고, 내면과 외면일부는 흑갈색이다. 내면과 단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바닥의 가장자리는

점토로 보강하 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단면에는 외경접합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

아있다.  現高 4.6㎝, 底徑 10.8㎝

⑨ 短頸壺(도면 206-1, 사진 233-④)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며, 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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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회백색(2.5Y 8/2)과 회황색(2.5Y 7/2)이고, 내

면은 암회색이다. 내·외면에는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7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저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現高 19.0㎝

⑩ 打捺文土器(도면 206-2, 사진 233-⑤) 

동체편만 일부 남아있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색(2.5Y 7/4)이고, 내면은 암회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피열흔이 있고,

박리가 심하다. 외면은 승문타날이 되었고, 3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현길이 9.3㎝

⑪ 鐵鏃(도면 206-3, 사진 233-⑥)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刺는 1개가 결실되었다. 촉신의 선단부쪽은 연마하여 날카롭게 날을 세웠고, 단면은

편평육각형에 가깝다.  현길이 4.1㎝, 폭 1.8㎝, 두께 0.1㎝, 무게 3.0g 

23) 23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07·208, 사진 234~238) 

23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A지구 남서부의 서쪽경계면 가까이 위치하며, 자연제방 완사면인 해발

37.6~38.2m에 조성되었다. 남동쪽으로 청24호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출입구 일부와 주거부

남서벽이 교란되어 결실되었다. 주축방향은 N-7°-W이며 평면형태는‘凸’자형인 주거지이다. 주거지 규모

는 길이가 864㎝, 너비가 559㎝이며 깊이는 62㎝이다. 

토층은 내부퇴적토층, 상면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는 주재함몰층으로 추정되는 층을 포함하

여 12개 층으로 나눠진다. 상면층은 정지 후 전면에 점토를 1~3㎝ 정도 깔아 조성되었다. 상면 하 정지층은

암갈색사질토와 명갈색사질토를 혼합하여 구성하 으며 7개 층으로 구분된다. 일부 명갈색사질토와 목탄 알

갱이들이 포함된 층도 확인된다. 

출입구는 주거지 남쪽에 주거부보다 25㎝ 높게 설치되었으며 바닥부분의 흔적만 잔존한다. 주거부에 조성

된 상면(점토다짐)은 출입구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규모는 길이 242㎝, 너비 132㎝, 깊이 31㎝이다. 

출입구에서 확인된 내부시설은 서벽으로 길이 150㎝, 너비 26㎝, 깊이 7㎝의 벽구가 있다. 벽구 내·외부

에서는 타원형의 벽주가 확인되었는데 주거부와 출입구 경계에서 지붕구조를 지지하는 기둥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 확인된 것은 길이 21㎝, 너비 16㎝, 깊이 6㎝이며 외부에서 확인된 것은 길이 24㎝, 너비 14㎝,

깊이 9㎝이다. 출입구 동벽에는 교란갱에 의해 일부만 잔존하지만 동벽과 같은 구조의 벽구가 설치되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서벽에 잔존하는 벽구 내부에서 확인된 벽주는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24㎝, 깊이

32㎝이다. 

출입구 연결부는 주거부의 내부 상면에서 출입구쪽으로 약 10°가량의 경사도를 보이고 점토다짐을 한 상

면은 경사면의 대략 절반정도까지 확인된다. 출입구와 출입구 연결부에는 회색사질덩어리가 다량 포함된 단

단한 갈색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이것은 출입구 연결부의 지붕표면에 시공한 점토이거나 벽체함몰토일 가

능성이 높다. 출입구와 연결부의 최초 굴광면은 도구로 굴착한 흔적에 의해 기복이 심하다. 

주거부는 말각장방형에 출입구쪽 벽이 곡선을 이루며 약간 돌출한 형태이다.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 중앙

부는 굴착면을 대체로 편평하게 조성하고 점토상면을 깔았다. 반면 4면의 벽쪽으로 가까운 곳은 깊게 굴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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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질토를 2~3층 정지한 후 상면을 조성하 다. 점토다짐 상면도 중앙부가 벽 쪽에 비해 양호하게 남아있

었다. 

주거부에서 확인된 내부시설은 노지와 벽주혈, 내부주혈이 있다. 노지는 중심축선상에 위치하며 입구에서

592㎝, 오벽에서 244㎝ 이격된 지점에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길이 78㎝, 너비 69㎝,

깊이 12㎝이다. 노지 북쪽으로 막음돌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회색점토띠가 잔존한다. 따라서 노지

는 상면을 조성한 후에 설치된 것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출입구 반대쪽인 북쪽에 막음돌을 설치하고 주변에

점토띠를 둘러 불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벽주혈은 토층 상황에서 생토층을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할 당시부터 설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벽기

둥을 세우고 벽체를 구성한 후에 지붕구조를 만드는 도중에 상면을 조성하 거나, 지붕구조를 완비한 후에

상면을 조성하 을 가능성이 있다. 

동장벽에 170~200㎝ 정도의 간격으로 3개, 서장벽에 180~188㎝ 간격을 두고 3개가 서로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오벽에는 154~156㎝ 간격으로 3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외에도 남서쪽 모서리에서 원형의

주혈이 2개가 더 확인되었는데, 기둥의 자리를 옮기면서 굴착된 것이거나 기존의 벽주혈이 노후화되면서 보

조적으로 더 설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내부주혈은 주거지 오벽과 노지사이의 북쪽 바닥에서 3개가 확인되었다. 벽주혈보다 훨씬 작은 원형의 것

들로 200㎝ 간격으로 동서로 배치되어 있다. 내부주혈은 상면해체 후 확인된 것들로 지붕조성 등 상부구조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둥흔적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편, 철부가 출토되었고, 주거지 내부퇴적토에서

노벽(사진 238-②)이 수습되었다. (현덕만)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209-1, 사진 238-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동체상부의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암회황색(2.5Y 4/2)과 등색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이

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뚜렷하다. 동체외면은 대

부분 박리되었으며, 일부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있다.  口徑 11.8㎝, 現

高 9.2㎝

② 外反口緣甕(도면 209-2, 사진 238-③) 

정지층에서 출토된 중도식토기이다.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

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구연부는 길게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3.4㎝, 現高 5.9㎝

③ 外反口緣甕(도면 209-3, 사진 238-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의 3/4, 동체부의 1/2 가량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2)을 띠기도 한

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고, 동체부에는 종방

향으로 마연된 흔적이 희미하게 있다. 견부내면은 횡방향으로 깎기조정하 다. 내·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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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음이 묻어있다. 정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口徑 13.6㎝, 現高 15.2㎝

④ 外反口緣甕(도면 209-4, 사진 238-⑨) 

정지층에서 출토되었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7/4)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9.2㎝, 現高 11.3㎝

⑤ 外反口緣甕(도면 209-5, 사진 238-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외면은 암회

황색(2.5Y 5/2)을 띠기도 한다. 구연은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견부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동체내면에는 마연도구로 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1.1㎝, 現

高 9.0㎝

⑥ 外反口緣甕(도면 209-6, 사진 238-⑩) 

정지층에서 출토된 중도식토기이다.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외면과 구연내면은 그을음이 묻어 흑갈

색을 띤다. 내면에는 손으로 길게 문지른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16.0㎝, 現高 5.5㎝

⑦ 底部(도면 209-7, 사진 238-⑥)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내면과 바닥은 명황색

(2.5Y 7/3)이고, 외면은 암회황색(2.5Y 4/2)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3.2㎝, 底徑 7.5㎝

⑧ 底部(도면 209-8, 사진 238-⑦) 

정지층에서 출토되었다. 산화염에서 소성된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4)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

이다. 내면과 단면의 일부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에는 점토보강흔이 있다.  現高 4.9㎝, 復原底

徑 8.9㎝

⑨ 打捺文土器(도면 209-9, 사진 238-⑪) 

타날문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여있다. 기면의 색

조는 황회색(2.5Y 5/1)이고, 속심은 회백색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외면은 승문이 타날

되었다.  현길이 10.6㎝

⑩ 鐵斧(도면 209-10, 사진 238-⑫) 

주조철부로 인부가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공부보다 인부폭이 좁은 제형이다. 型持孔이 上·下面의 두

곳에 뚫려있다. 상면의 구멍은 세장한 타원형이고, 하면의 구멍은 말각방형에 가깝다. 상면에는 종방향으로

突線이 3선 1조로 모두 9선이 확인된다. 하면의 양쪽 가장자리는 약하게 돌출되어 있는데 단합범으로 제작

된 것으로 보인다.  현길이 7.0㎝, 폭 3.3~4.2㎝, 두께 0.3㎝, 공부경 3.2~3.8×2.2㎝, 무게 6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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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10·211, 사진 239~242) 

24호 주거지는 A지구의 남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37.1~37.5m에 조성되었다. 북쪽으로 10.4m

떨어진 곳에 30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고 남서쪽으로 21.0m 떨어진 곳에 26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 남동쪽 부분은 조사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사하지 못했다.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남동쪽 단

도면 210. 원24호 주거지 1차(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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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돌출하는 것으로 보아 남동쪽에 출입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축방향은 N-40°-W이다. 주거지 규

모는 장축길이가 잔존 541㎝, 단축길이 425㎝이고, 전체깊이는 50㎝이다. 

내부토층은 내부퇴적층과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층은 암갈색사질토를 비롯해서 흑

갈색, 갈색, 황갈색의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만하게 U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만 점

토를 깔아서 상면점토층을 만들었지만 대부분은 정지층면을 그대로 바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주거부 남쪽

일부분은 최대 5㎝로 두껍게 상면점토를 깔았다. 

도면 211. 원24호 주거지 2차(1/40)



24호 주거지는 주거지 굴착 후 굴착면에 흙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한 후 점토를 깔아서 상면을 만들었

다. 상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28㎝이다. 상면조사결과 1개의 노시설과 3개의 벽주, 1개의 내부주혈, 2개의

내부수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오벽에서 202㎝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정지층을 약간 굴광해서

만들었다. 노지 주변에 점토를 돌렸는데 다른 주거지와 달리 노지주변을 모두 돌린 것이 특징이다.  길이 86

㎝, 폭 53㎝이다. 

주혈은 동장벽에 1개, 서장벽에 2개가 확인되었는데 불규칙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내부수혈 1과 2는 주

혈 사이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혈과 매우 가까이 붙어 위치하고 있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주거지

남쪽 모서리 외부에서 2개의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보다 후대에 조성되었다.

정지층은 주로 회암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깊이는 정지면에서 최대 36㎝이다. 정지층을 모두 제거

하면 명황갈색사질토가 나타나는데 굴곡이 매우 심하다. 노지 밑에서 가설주가 1개 확인되었다.

유물은 소형토기, 내만구연옹, 외반구연옹,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 단경호, 미완성석기 그리고 도

자, 봉상철기, 철추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小形土器(도면 212-4, 사진 242-⑦) 

중도식토기 미니어쳐이며, 기형은 鉢이다.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

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 굽상의 저부를 가진다. 외면에는 지두흔과 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口徑 4.7㎝, 高 5.1㎝, 底徑 3.6㎝

② 內灣口緣甕(도면 212-1, 사진 242-④)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정

선된 점토이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3)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5/2)이다. 내·외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6.0㎝, 現高 5.1㎝

③ 外反口緣甕(도면 212-2, 사진 242-⑤) 

중도식토기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

한 후 견부부터는 종방향으로 하 으며, 내면은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3.9㎝, 現高 7.9㎝

④ 底部(도면 212-5, 사진 242-⑥)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과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외면은 박리되

었고, 일부에 피열흔이 있다. 내면은 무질서하게 정면되었고, 그을음이 있다.  現高 4.7㎝, 底徑 8.6㎝

⑤ 底部(도면 212-6, 사진 242-⑨) 

중도식토기 저부이며, 거의 바닥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내면과

바닥은 흑갈색이고, 외면은 명적갈색(5YR 5/8)이다.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고, 지두흔이 남아있다.  現高

2.8㎝, 底徑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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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短頸壺(도면 212-3, 사진 242-⑧)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경부와 견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황회색(2.5Y 5/1)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내면은 심하게 마모되었

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경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5.7㎝

⑦ 紡錘車(도면 212-7, 사진 242-⑩) 

토제 방추차이며,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평면과 단면의 형태는 주판알모양과 비슷하다. 태

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고,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가운데는

직경 0.6㎝의 구멍이 뚫려있다. 외면은 깨끗하게 정면되었으나,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直徑 4.2㎝,

두께 3.0㎝

⑧ 紡錘車(도면 212-8, 사진 242-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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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제 방추차이며, 타날문토기를 재가공하 다. 가장자리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매우 정선된 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기면은 탁황등색(10YR 7/3)이고, 속심

은 회색이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었는데, 거의 지워지고 흔적만 남아있다. 가운데는 직경 0.7㎝의 구멍

이 뚫려있다. 直徑 6.0㎝, 두께 1.4㎝

⑨ 未完成石器(도면 212-9, 사진 242-⑫) 

상부퇴적토에서 수습되었다. 석촉의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석질은 이암이다. 선단부를 비롯한 신부 일

부가 남아있으며, 가운데는 약하게 능이 형성되었다. 단면은 오각형에 가깝고, 전면이 마연되었다.  현길이

3.0㎝, 폭 0.9㎝, 두께 0.7㎝, 무게 2.0g 

⑩ 刀子(도면 212-12, 사진 242-⑮) 

철제 도자로 신부는 1/2 이상이 결실되었다. 병부의 말단부는‘ㄱ’자형으로 접혀있고, 병부에는 목질이

부착되어있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

다.  현길이 12.2㎝, 폭 1.5㎝, 두께 0.2㎝, 무게 13.0g 

⑪ 棒狀鐵器(도면 212-10, 사진 242-⑬) 

일부는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한 형태이며, 말단부로 갈수록 폭이 좁고 뾰족해진다. 신부단면은 말

각방형이다.  현길이 5.0㎝, 폭 0.4㎝, 두께 0.4㎝, 무게 2.0g 

⑫ 鐵錐(도면 212-11, 사진 242-⑭) 

완형이다. 평면형태는 세장하고, 말단부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뾰족해진다. 신부단면은 방형이고, 전체

적으로 심하게 부식되었다.  길이 9.4㎝, 폭 0.6㎝, 두께 0.5㎝, 무게 8.0g 

25) 25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13~215, 사진 243~251) 

25호 주거지는 26호 주거지의 서쪽 4m지점에 위치하며 주축방향은 N-6°-W이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1220㎝, 너비 800㎝, 깊이 102㎝이고, 해발 37.0~37.8m에 조성되었다. 출입구와 출입구 연결부는 28호

수혈에 의해 파괴되어 주거부 및 출입구 연결부의 일부가 잔존한다. 주거부도 제토 과정에서 탐색트렌치에

의해 중앙부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출입구 연결부와 출입구서벽의 사이에는 황색점토와 소토화된 점토 및

토기편 등이 검출되었다. 토층상으로는 주거지 폐기이후에 폐기장으로 재사용될 때의 토층과 연결된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점토상면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층은 10여 개 층으로 구분되지만 주재 또

는 벽체 함몰토층, 폐기 후 퇴적층, 유물의 함유율이 높은 폐기 재층으로 크게 구분된다. 특히 재층은 순수

재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회색을 띠고 목탄알갱이와 다량의 토기편 등의 유물을 포함한다. 이로 보아 재층은

주거지가 폐기 된 이후 폐기장으로 재사용되면서 형성된 층으로 볼 수 있다. 

상면은 2~5㎝ 정도의 점토를 주거부 전체에 깔아 조성하 다. 정지층은 5개 층인데 오벽과 접한 장벽 가

까이의 주거부는 상면에서 굴광 면까지의 깊이가 거의 50㎝에 이른다. 이 부분은 4~5개의 정지층이 확인되

고, 나머지 부분은 1~2개 층이며 깊이도 10㎝ 내외이다. 

주거부의 중앙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부분의 상면 상층 폐기 재층에서 상부구조물로 볼 수 있는 탄화

된 목탄이 다량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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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3. 원25호 주거지 1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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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4. 원25호 주거지 2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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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5. 원25호 주거지 3차(1/50)





주거부는 출입구벽이 약간 돌출한 오각형의 평면 형태인데 출입구벽은 동벽이 서벽보다 약간 길다. 노지

는 아무런 시설 없이 상면에 그대로 조성되었는데 탐색트렌치에 의해 파괴되고 일부만 잔존한다. 잔존노지

는 출입구벽에서 900㎝ 정도, 오벽에서 140㎝의 거리를 두고 주축선상에 위치한다. 

상면의 주축선상에는 106×86㎝, 112×78㎝의 수혈이 출입구벽에서 200㎝ 지점과 50㎝ 지점에 위치한

다. 그런데 이 수혈은 2단으로 굴광 되었으며 상단에는 재층이 퇴적되고, 하단에는 회색의 사질점토가 확인

되었다. 하단의 크기는 30~40㎝ 정도로 주혈의 크기와 비슷하다. 또한 상부퇴적토와 하부토가 수평으로 구

별되어 동시퇴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주거지 폐기 후 중앙의 기둥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뽑아내는

과정에서 형성된 수혈로 볼 수 있다. 

벽주는 양 장벽에 100~240㎝ 간격으로 5개, 오벽에 170~180㎝ 간격으로 4개가, 출입구동벽에는 340㎝

간격으로 2개, 출입구서벽에는 120㎝ 간격으로 2개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 출입구벽과 서장벽의 중앙, 그리

고 출입구 연결부서벽에 접하여 벽구가 조성되어 있다. 오벽의 중앙부에 직경 50㎝, 60㎝의 저장공으로 추

정되는 수혈(도면214 참고) 2개가 오벽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동벽과 동장벽의 모서리부분에도

120×74×89㎝의 저장공으로 추정되는 장방형의 수혈이 조성되어 있다. 출입구서벽에서 140㎝의 간격을

두고 U자상의 소형구가 조성되어있는데 점토상면이 구의 바닥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또한 U자상 구의 가운

데에는 주혈이 조성되어 구와 세트를 이루는 구조로 짐작된다. 출입구 연결부의 점토상면하 정지층은 여러

겹의 얇은 띠상의 판축퇴적양상이 확인된다. 

상면을 제거한 후 서장벽과 오벽에 접하여 벽주 이외의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벽체의 보수와 관련하여 생

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상면에서 확인된 것보다 확장된 벽주의 굴광선 및 정지층의 굴광선 위로 연장되는 점

토상면이 확인되어 정지층을 조성한 후 벽주를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토기류로 완, 소형토기, 외반구연옹, 내만구연옹, 소옹, 발, 유경호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 단

경호, 타날문토기편, 낙랑계토기, 분형토기, 시루, 파수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지석, 용도미상석기, 석도 등

석기와 철부, 철촉, 도자, 철침, 철착, 낚시바늘, 철추, 철사, 봉상철기, 철괴, 철편 등의 철기와 철소재가 출

토되었다. 이 외에 관옥과 주거지내부 퇴적토에서 노벽(사진 251-⑧·⑨)이 수습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燔(도면 216-1, 사진 252-①) 

중도식토기 완이며, 1/4 정도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황회색(2.5Y 4/1)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외면

은 마모되어 정면흔이 남아있지 않고,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점토보강흔과 도구정면흔이 있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덧대어 가운데가 많이 들려있다.  復原口徑

14.0㎝, 高 7.0㎝, 復原底徑 7.2㎝

② 小形土器(도면 216-5, 사진 252-②) 

중도식토기 미니어쳐이며, 전체의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등색(7.5YR 6/6)이다. 구연은 내만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기면의 정면상태는 대체로 고르지 못하고, 내면에는 손가락으로 길게 누른 흔적이 있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

이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있다.  復原口徑 6.6㎝, 高 7.2㎝, 底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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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甕(도면 216-2, 사진 252-④) 

중도식토기 옹으로 동체부는 일부 결실되었고, 구연부는 일부만 남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에는 일부에 피열흔이 있

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기면은 박리되어 정면기법은 거의 지워졌고, 동체상부의 내면에 횡방향으

로마연한흔적만희미하게남아있다. 동체부는길게외경접합하여성형하 다.  復原口徑 10.7㎝, 高 12.7㎝,

底徑 7.5㎝

④ 內灣口緣甕(도면 216-3, 사진 252-⑤)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동체부와 구연부는 1/4 가량 남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7/6)과 회색을 띤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기면이 대체로 마모되어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도 전반적으로 마모되었으며, 마연흔과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

흔이 있다.  復原口徑 9.2㎝, 高 14.8㎝, 底徑 6.5㎝

⑤ 外反口緣甕(도면 216-4, 사진 252-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전체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저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이고,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대체로 평탄면을 이룬다. 외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마

연되었으며, 내면은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0.4㎝, 現高 8.1㎝

⑥ 小甕(도면 216-6, 사진 252-⑦) 

중도식토기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4)을 띤다. 내면에는 전체에 그

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외면은 대체로 마모되었다. 내면은 무

질서하게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8.3㎝, 現高 5.4㎝

⑦ 外反口緣甕(도면 216-7, 사진 252-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지고, 구연단은 대체로 평탄면을 이룬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5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외면은 마모되어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견부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2.3㎝, 現高 11.3㎝

⑧ 外反口緣甕(도면 216-8, 사진 252-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과 명갈색(7.5YR 5/6)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3)을 띤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동최대경은 동체상위에 있고, 동체

중·상위는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치 하게 마연되었다. 동체 중위부터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횡

방향으로 마연한 후 종방향으로 드문드문 거칠게 마연하 다.  復原口徑 23.4㎝, 現高 12.7㎝

⑨ 外反口緣甕(도면 216-9, 사진 252-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저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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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는 유기물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

는 지두흔과 점토로 얇게 보강한 흔적이 있다. 동체외면은 대체로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9.0㎝, 現高 24.9㎝

⑩ 外反口緣甕(도면 216-10, 사진 252-⑪) 

중도식토기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흑갈색이며, 기면이 박리된 곳은 탁적갈색(5YR 4/4)이다. 내면의 구연부는 탁황등색

(10YR 6/4)이고, 동체부는 암회황색(2.5Y 5/2)이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구연부에 지두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다. 구연부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마모되어 흔적

만 남아있다.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6.2㎝, 現高 14.4㎝

⑪ 外反口緣甕(도면 217-1, 사진 252-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내면은 등색(7.5YR 6/6)이다. 내면에는 탄착

흔이 두껍게 묻어있다. 외면은 대체로 박리되었으나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횡방향

의 도구정면흔이 있다. 구연부에는 내·외면에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5.4㎝, 現高 12.5㎝

⑫ 外反口緣甕(도면 217-2, 사진 253-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갈색(7.5YR 5/6)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동체부는 사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무질서하게 마연되었고, 테쌓기흔과 지두흔이 남아있

다.  復原口徑 19.6㎝, 現高 8.5㎝

⑬ 外反口緣甕(도면 217-3, 사진 253-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회황갈색(10YR 5/2)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구연부 외

면은 점토를 얇게 덧대어 보강하 고,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외면은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되었

으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목리조정된 후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마연흔적은 희

미하다.  復原口徑 19.6㎝, 現高 8.6㎝

⑭ 外反口緣甕(도면 217-4, 사진 253-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회황갈색(10YR 4/2)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기면에는 부분적으로 그

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

손질되었으며,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한 후, 횡방향으로 드문드문 하 다.

내면에는 지두흔과 도구정면흔이 있다.  復原口徑 19.2㎝, 現高 8.3㎝

⑮ 外反口緣甕(도면 217-5, 사진 253-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색(2.5Y 7/3)이고,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

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3.2㎝, 現高 5.7㎝

⒃ 外反口緣甕(도면 217-6, 사진 253-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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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흑갈색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외면은 사방향으로, 내

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견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0.3㎝, 現高 10.3㎝

⒔ 外反口緣甕(도면 217-7, 사진 253-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색(2.5Y 6/3)이나 흑갈색의 그을음이 전체에 묻어있고, 내면은 황회

색(10YR 5/4)을 띤다. 외면은 그을음 때문에 마연흔이 잘 관찰되지 않으나 견부에는 횡방향으로, 동체부에

는 종방향으로 희미하게 확인된다. 내면은 목리조정흔과 종방향의 마연흔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復原口徑

22.0㎝, 現高 9.4㎝

⒕ 外反口緣甕(도면 217-8, 사진 253-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외면에는 일부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외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마

연되었고,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구연부는 길게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

口徑 17.6㎝, 現高 7.2㎝

⒖ 外反口緣甕(도면 217-9, 사진 253-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

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색(2.5Y 7/3)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외면은 그을

음이 묻어 흑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내·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외면은 사방향과 종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고,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구연부는 길게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復原口徑 18.5㎝, 現高 8.0㎝

⒗ 外反口緣甕(도면 217-10, 사진 253-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회황갈색(10YR 4/2)이고, 기면이 박리된 곳은 등색(5YR 6/6)

을 띤다.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명황갈색(10YR 6/6)을 띤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외면

에 점토를 보강한 흔적이 일부에 남아있다. 구연부 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내면에는 지두흔과 점토

보강흔이 거칠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8.0㎝, 現高 8.8㎝

(21) 外反口緣甕(도면 218-1, 사진 254-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구연부 내면은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흔이 있고, 내면은 목리조정흔이 있다.  復原口徑 24.5㎝, 現高 5.3㎝

(22) 外反口緣甕(도면 218-2, 사진 253-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7/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구

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사방향과 횡방향의 마연흔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내면은 종방향으

로 목리조정되었고,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23.5㎝, 現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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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外反口緣壺(도면 218-3, 사진 254-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호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을 띤다. 외면은

대부분 그을음이 묻어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거칠게 물손질되

었다.  復原口徑 23.0㎝, 現高 5.6㎝

(24) 外反口緣甕(도면 218-4, 사진 254-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색(2.5Y 6/3)이나 흑갈색의 그을음이 전체적으로 묻어있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있고, 외면에는 사방향으로 마연흔이 희미

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점토보강 후 거칠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1.8㎝, 現高 7.9㎝

(25) 外反口緣甕(도면 218-5, 사진 254-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약간 외경하고, 구연단은 마연도구로 여러 번 다듬었다. 외면에는 사

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되었으며, 지두흔이 남아있다.  復原口

徑 20.4㎝, 現高 6.9㎝

(26) 外反口緣甕(도면 218-6, 사진 254-⑤) 

중도식토기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7/3)이다. 경부는 약간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내면은‘<’자 형으로 단이 진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외면

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6.2㎝, 現高 5.6㎝

(27) 外反口緣甕(도면 218-7, 사진 254-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

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흑갈색(2.5Y 3/1)을 띤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고,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

면은 정면상태가 거칠고,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復原口徑 12.4㎝, 現高 4.5㎝

(28) 外反口緣甕(도면 218-8, 사진 254-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은 약

하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대부분 마모되었으며, 횡방향과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3.3㎝, 現高 7.8㎝

(29) 外反口緣甕(도면 218-9, 사진 254-⑦) 

중도식토기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마모되어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매우 거칠게 정면되었으며, 지두

흔과 마연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6.4㎝, 現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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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外反口緣甕(도면 218-10, 사진 254-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황갈색(2.5Y 5/3)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4/2)이다. 외면에는 전체

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동체상부는 횡방향으로, 동체

중위는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사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으며, 견부내면에는 지두

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4.8㎝, 現高 9.2㎝

外反口緣甕(도면 218-11, 사진 254-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기면

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내면에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6.5㎝, 現高 6.6㎝

外反口緣甕(도면 218-12, 사진 254-⑪)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은

마모되어 사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보인다.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

原口徑 14.4㎝, 現高 7.8㎝

鉢(도면 219-1, 사진 254-⑫) 

중도식토기 발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매우 폭이 좁은 도구로 마연

되었다. 내면은 횡방향과 사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16.0㎝, 現高 12.0㎝

外反口緣甕(도면 219-5, 사진 255-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색(2.5Y 6/3)이고, 외면에는 그을음이 일부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

으로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9.4㎝, 現高 5.9㎝

外反口緣甕(도면 219-7, 사진 255-③) 

중도식토기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과 회황갈색(10YR 4/2)

을 띤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박리되었고,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

原口徑 11.0㎝, 現高 8.2㎝

外反口緣甕(도면 219-2, 사진 255-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마

연되었고, 내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13.6㎝

外反口緣甕(도면 219-3, 사진 255-④)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명황

갈색(10YR 6/6)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있고, 외면에는 사방향과 횡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

아있다. 내면에는 거칠게 점토보강한 흔적과 손으로 누른 흔적이 남아있다.  현길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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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頸壺(도면 219-4, 사진 255-⑤)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은 탁황갈색(10YR 5/3)을 띠기도 한다. 기

면은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경부와 견부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

徑 21.0㎝, 現高 6.3㎝

有頸壺(도면 219-6, 사진 255-⑥) 

중도식토기 유경호이며,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갈회색(10YR 4/1)을 띠기도 한다. 외면

에는 그을음이 일부에 묻어있다. 경부는 직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하 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

질되었고, 내면에는 지두흔과 횡방향의 마연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3.6㎝, 現高 6.6㎝

中島式土器(도면 220-1, 사진 255-⑦)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다량의 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동체부는 종방향

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現高 23.3㎝

中島式土器(도면 219-8, 사진 255-⑧) 

중도식토기로 동체일부와 저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3)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

어있다.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치 하게 마연하 고, 내면은 깨끗하게 물손질정면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부분적으로 지두흔이 남아있다. 정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바닥은 평저이며, 가운데가 약간 들려

있다.  現高 21.2㎝, 底徑 11.8㎝

中島式土器(도면 219-9, 사진 256-①)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부분적으로 등색(5YR 6/8)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기면이 박리되어 대부분 지워졌다. 저부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現高 12.2㎝,

底徑 10.4㎝

底部(도면 219-10, 사진 255-⑨)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마연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6.7㎝,

復原底徑 12.3㎝

底部(도면 220-2, 사진 255-⑩)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과 바닥은 검게 그을려 있다. 외면은 마모되어 정면흔이 관

찰되지 않으며, 내면은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한 흔적이 희미하게 보인다. 저부는 목판으로 정면하 고, 바닥

은 평저이다.  現高 9.1㎝, 復原底徑 10.0㎝

底部(도면 220-3, 사진 255-⑪)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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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인 거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일부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기면은 대부분 마모되었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대상의 평저이다.  現高 3.9㎝, 底徑 13.9㎝

中島式土器(도면 220-4, 사진 256-②)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속심은 등색(7.5YR 6/6)이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기면은 대부분 마모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만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12.4㎝, 復原底徑 12.6㎝

底部(도면 220-5, 사진 255-⑫)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에는 흑갈색의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바

닥은 평저이다.  現高 6.5㎝, 復原底徑 12.0㎝

底部(도면 220-6, 사진 256-④) 

중도식토기로 저부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암회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

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횡방향으로 정면되었다. 내면은 목리조정되었고, 바닥외면에도 무질서한 목리

조정흔이 남아있다.  現高 7.7㎝, 復原底徑 9.5㎝

中島式土器(도면 220-7, 사진 256-③) 

중도식토기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일부 등색(7.5YR 6/6)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대부

분 박리되어 정면흔이 남아있지 않고,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굽은 약하게 축약이 이루

어지며, 바닥은 평저이다. 굽과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0.5㎝, 底徑 12.8㎝

底部(도면 221-1, 사진 256-⑤)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

갈색(5YR 5/6)이고, 내면의 바닥은 탁황등색(10YR 6/3)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일부 박리되었고, 내면에

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고,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5.2㎝, 底徑 5.6㎝

底部(도면 221-2, 사진 256-⑥)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

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외면에는 일부에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

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많이 보강하여 굽상의

저부를 가진다.  現高 5.4㎝, 底徑 5.3㎝

底部(도면 221-3, 사진 256-⑧)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일부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2.5YR 5/8)이고 내면은 회색(5Y 4/1)이다.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

고, 바닥과 저부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은 마모와 박리가 심하여 기면이 거칠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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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저부는 강하게 축약이 이루어지며, 바닥의 가장자리는 점토를 보강하여 가

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4.0㎝, 底徑 8.2㎝

底部(도면 221-4, 사진 256-⑨)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운모 세사립과 석 , 장석 등의 중석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나 외면은 일부 등색(5YR 6/8)을 띠기도 하고, 내

면에는 흑색의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정면되었으며, 저부는 축약이 강하게 이루어진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도구로 눌러 정면하 으며, 내면에는 지두흔과 손톱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

닥은 가장자리에 두껍게 점토로 보강하여 굽상의 저부를 가진다.  現高 5.1㎝, 復原底徑 7.0㎝

底部(도면 221-5, 사진 256-⑦)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

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등색(7.5YR 6/6)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내면

은 무질서한 도구정면흔이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있다.  現高 3.6㎝, 底徑 4.9㎝

底部(도면 221-6, 사진 256-⑩)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을 띤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있다. 저부

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있고,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現高 4.7㎝, 底徑 8.9㎝

底部(도면 221-7, 사진 257-①)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암회황색(2.5Y 5/2)을 띤다. 외면은 박리되었으며, 종방향의 마연흔이 흔적

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4.7㎝, 底徑 8.4㎝

底部(도면 221-8, 사진 256-⑪) 

중도식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5YR 7/6)이다. 굽은 강하게 축약이 이루어지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에 의

해 깊게 눌린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가장자리가 돌출된 굽상의 평저이다.  現高 4.9㎝, 復原底徑 8.3㎝

底部(도면 221-9, 사진 257-②) 

중도식토기 저부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

(10YR 6/4)이고, 내면에는 흑갈색의 유기물 탄화물이 묻어있다. 바닥 가장자리는 대부분 결실되었으나 잔

존하는 부분은 축약이 강하게 이루어진다.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

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4.5㎝, 底徑 7.7㎝

底部(도면 221-11, 사진 257-③)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3)과 갈회색(10YR 4/1)이다. 외면은

대부분 마모되었고, 내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며,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4.7㎝,

底徑 10.9㎝

底部(도면 221-12, 사진 256-⑫)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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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명황등색(10YR 6/6)이며, 외면 일부는 등색(5YR 6/8)이다. 동체부는 종방향으

로 마연되었으나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고, 저부는 횡방향으로 정면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정면상태

가 비교적 양호하며,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6.6㎝, 復原底徑 8.3㎝

底部(도면 221-13, 사진 256-⑬)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흑갈색(2.5Y 3/1)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뚜렷하다. 내면에는 목리흔이 희미하게

보이나 전체적으로 물손질이 되었다.  現高 5.4㎝, 復原底徑 9.1㎝

底部(도면 221-14, 사진 256-⑭) 

중도식토기로 동체일부와 저부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과 등색(7.5YR 6/6)이고,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기면은 대부분 마모되어 정면흔이 남아있지 않으며, 외면에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8.1㎝, 底徑 7.0㎝

打捺文土器 底部(도면 221-10, 사진 258-⑪) 

타날문토기 저부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

다.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외면에는 격자타날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전면에

남아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다.  現高 3.9㎝, 復原底徑 6.2㎝

燔(도면 222-1, 사진 258-①) 

낙랑계토기완으로 1/4 가량은결실되었다. 태토는석 , 운모등의세사립이섞인정선된니질점토이다. 기

면의색조는암회색이고, 속심은회백색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은손에약간묻어난다. 구연단은凹面을이루

고, 바닥은 평저이다. 완신의 상부에는 희미하게 타날흔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회전물레흔이 뚜렷하다. 저부

는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깎기조정하 는데, 예새의 방향은 왼쪽위에서 오른쪽아래이다. 물레흔의 회전방

향은 시계반대방향으로 추정된다. 동체하위의 내면에는 손톱이나 예새의 날에 의해 찍힌 흔적이 남아있다. 바

닥내면에는나선형의물레흔이남아있고, 바닥외면에는사절흔이있다.  口徑 15.2㎝, 高 6.3㎝, 底徑 8.8㎝

壺(도면 222-2, 사진 258-②) 

낙랑계토기이며, 기형은 평저호이다.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기면과 속심은 흑색(2.5Y 2/1)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견

부와 동체부에는 여러 줄의 세침선을 구획을 나누어 돌렸다. 저부는 세침선을 돌린 후 바닥까지 사방향으로

물손질로 정면하 다. 바닥은 결실되었으나 평저로 추정된다. 내면은 일부 박리되었고, 회전물손질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7.0㎝, 現高 7.2㎝(구연부) 5.4㎝(저부) 

盆形土器(도면 222-3, 사진 258-③) 

분형토기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7/2)이고, 구연부는 명적갈색(5YR 5/8)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는 외

반하고, 구연단은 마모되어 약하게 凹面을 이루고 있다. 기면에는 회전물레흔이 있고, 대체로 마모되었다.

復原口徑 20.0㎝, 現高 8.2㎝

盆形土器(도면 223-5, 사진 258-④)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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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형토기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세사립이 섞여있고, 경질이다. 기면은

암회황색이고, 속심은 갈색과 회색을 띤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6.8㎝, 現高 5.8㎝

短頸壺(도면 221-16, 사진 257-⑥) 

와질소성의 단경호로 저부는 결실되었다. 구경부와 동체부는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운모 등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흑색(2.5Y 2/1)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凹面을 이룬다.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나 동체외면에는 도구

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0.8㎝, 現高 17.8㎝

短頸壺(도면 221-15, 사진 257-④)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다. 구경부 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6/2)과 암회황색(2.5Y 5/2)이고, 속

심은 암회색이다. 와질소성이며, 경도는 높은 편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1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견부에는

‘∧’자 형의 문양을 새겼고, 그 아래로는 승문을 타날하 다. 승문을 타날한 후 침선을 돌렸는데, 11조의 침

선이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6.8㎝, 現高 9.6㎝

壺(도면 222-5, 사진 257-⑤) 

타날문토기이며,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6)과 회황색(2.5Y 6/2)이다. 외면은 경부아래부터 승문을 타날하 고,

25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5.3㎝

壺(도면 222-6, 사진 257-⑧) 

타날문토기편으로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흑색이다. 외면은 평행타날을 하고 조 하게 침

선을 돌렸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3.4㎝

短頸壺(도면 222-7, 사진 258-⑥) 

단경호 구경부편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나 경도는 다소 높은 편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외면은 회황색(2.5Y 7/2)이고, 내면은 회색(5Y 5/1)이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

다. 외면은 대부분 마모되었고, 내면은 회전물손질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24.0㎝, 現高 4.6㎝

短頸壺(도면 222-8, 사진 258-⑤) 

구경부만 일부 남아있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회색(5Y 5/1)이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구연단은 대체로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復原口徑 20.1㎝, 現高 5.6㎝

短頸壺(도면 222-9, 사진 258-⑦) 

연질의 단경호이며,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다량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색조는 명적갈색(2.5YR 5/8)이고,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

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復原口徑 21.9㎝, 現高 6.4㎝

短頸壺(도면 222-10, 사진 258-⑩) 

연질의 단경호이며, 구경부 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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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등색(7.5YR 6/8)이다. 산화염에서 소성되었으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기면

은 대부분 마모되어 정면흔은 관찰하기 힘들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으며,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復原口徑 16.7㎝, 現高 10.6㎝

短頸壺(도면 223-1, 사진 258-⑧) 

연질의 단경호이며,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

량 섞여있다.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기

면은 대부분 마모되었다.  復原口徑 14.7㎝, 現高 6.9㎝

短頸壺(도면 223-2, 사진 259-③)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만 1/2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와질소성이다. 외면은 황회색(2.5Y 5/1)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견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

原口徑 12.0㎝, 現高 5.3㎝

短頸壺(도면 223-3, 사진 258-⑨) 

타날문토기이며,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약간 묻어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속심은 회백색(2.5Y 7/1)이

다. 외면은 마모되었다. 견부에는 승문이 타날되었고, 3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復原口徑 16.4㎝, 現高 8.5㎝

短頸壺(도면 223-4, 사진 257-⑦)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와질소성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凹面을 이룬다. 견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구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

었다. 견부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口徑 25.2㎝, 現高 12.7㎝

短頸壺(도면 222-4, 사진 259-④) 

단경호의 구경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연질이며,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기면과 속심은 명적갈색(5YR 5/8)이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기면은 대체로 박리되었다.  復

原口徑 19.3㎝, 現高 6.1㎝

短頸壺(도면 223-6, 사진 259-①) 

타날문토기이며, 경부일부와 견부일부만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나 경도

는 높은 편이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외면은 암회황색(2.5Y

5/2)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4)이다. 견부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마모가 심하여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상부에는 승문을 타날하고, 침선을 돌렸는데, 3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면도 대부분 마모되

었다.  現高 6.7㎝

短頸壺(도면 223-7, 사진 258-⑫) 

타날문토기이며, 경부일부와 견부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황회색(2.5Y 5/1)과 회황색(2.5Y 7/2)을 띤다. 와질소성이며, 경

도는 다소 높은 편이다. 외면에는 승문을 타날한 후 침선을 돌렸는데 6개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면에는 회전

물손질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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壺(도면 223-8, 사진 259-②) 

타날문토기 호이며, 구경부만 1/3 가량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회황색(2.5Y 7/2)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은 전반적으로 박리되었다. 견부에는

격자타날이 남아있고,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1.8㎝, 現高 11.0㎝

打捺文土器(도면 223-9, 사진 258-⑬) 

와질소성의 타날문토기로 동체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

는 탁황색(2.5Y 6/3)과 명황갈색(10YR 7/6)이다. 외면은 승문타날을 하고, 침선을 돌렸으며, 침선 아래로

는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침선은 6조가 남아있다.  현길이 14.0㎝

壺(도면 223-10, 사진 259-⑤) 

호 구연부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와질소성이나 경도는 높은 편이다.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구연단 둥 게 처리되었고, 기면은 다소 마모되었다. 외면에는 회전물손질정

면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8.7㎝

短頸壺(도면 224-1, 사진 259-⑥) 

타날문토기로 동체편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과 황회색(2.5Y 4/1)을 띠고, 와질소성이다. 동체

중·하위까지는 승문타날을 하고 침선을 돌렸는데 3조의 침선만 남아있다. 동체 하위는 승문이 교차되어 타

날되었고,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現高 14.9㎝

短頸壺(도면 224-2, 사진 259-⑦) 

연질의 단경호 동체부편으로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황색(2.5Y 5/2)과 명황색(2.5Y 7/3)을 띤다.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물이 부분적으로 묻어있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며, 물손질정면흔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24.6㎝

白色土器 壺(도면 225-1, 사진 259-⑪) 

백색토기 호의 동체부편으로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며,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

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7/2)이고, 내면은 일부 등색(5YR 6/6)을 띠

기도 한다.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외면에는 승문타날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1.3㎝(견부),

20.6㎝(동체부) 

短頸壺(도면 224-4, 사진 259-⑨) 

타날문토기이며, 견부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흑

갈색(2.5Y 3/1)이고, 속심은 명황색(2.5Y 7/3)이다. 와질소성이다. 외면에는 승문을 타날하고 침선을 돌렸

는데, 4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현길이 8.6㎝

打捺文土器(도면 224-3, 사진 259-⑫) 

타날문토기 동체부편으로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

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외면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

고, 내면에는 점토보강흔과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1.8㎝

시루편(도면 224-5, 사진 259-⑧)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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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 저부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

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을 띤다. 바닥에는 직경 0.6㎝ 정도의 시루공이 8개 남아있으며, 밖에서 안

으로 뚫었다.  현길이 9.3㎝

把手(도면 224-6, 사진 259-⑩) 

산화염에서 소성된 파수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흑반이 있다. 단면은 원형이고, 외면에는 점토를 보강하여 거칠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파수길이

6.2㎝, 파수두께 3.8㎝

把手(도면 224-7, 사진 259-⑬) 

산화염에서 소성된 파수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

(7.5YR 6/6)이고, 속심은 황회색이다. 단면은 원형이고, 지두흔이 있다.  파수길이 4.2㎝, 두께 2.3㎝

土製品(도면 225-2, 사진 260-①) 

평면형태 원형의 토제품으로 타날문토기의 동체편을 재사용하여 제작되었다. 태토는 석 , 운모 등의 세

사립이 소량 섞인 정선된 점토이고, 와질소성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이고, 속심은 탁황색

(2.5Y 6/3)이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가장자리는 마연하여 형태를 갖추는 과정에서 제작이 중단되

었다.  直徑 7.6~8.0㎝

土製品(도면 225-3, 사진 260-②) 

평면형태 원형의 토제품이다. 타날문토기를 재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흑색이고, 속심은 황회색

이다. 외면은 승문과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가장자리는 마연하 다.  直徑 5.3㎝

土製品(도면 225-4, 사진 260-③) 

평면형태 원형의 토제품으로 1/2은 결실되었다. 타날문토기를 재사용하여 제작되었다. 태토는 석 ,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회색(5Y 4/1)이고, 속심은 회백색(5Y 7/1)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直徑 7.1㎝

~ 紡錘車10997

96

95

94

93

92

유물 도면 사진
(現)규격(㎝, g)

색 조 설 명
직경 두께 공경

명황색(2.5Y 7/3)
토기 재가공품. 와질소성. 태토는 정선된

225-5 260-④ 5.5 0.7 0.7
황회색(2.5Y 4/1)

니질점토. 가장자리는 마연하여 형태를
갖춤. 일부 결실.

명적갈색(5YR 6/6)
산화염 소성. 태토는 사립이 섞인 점토.

225-6 260-⑤ 5.0 2.0 0.7
회황갈색(10YR 4/2)

단면은 편평육각형. 기면은 마연하여
정면함. 투공후 정면상태 양호. 

산화염 소성.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225-7 260-⑥ 5.5 1.5 0.8 명적갈색(10YR 6/6) 등의 사립 포함. 구멍은 양방향에서 뚫고,

린 점토가 남아있음.

225-8 260-⑦ 5.0 1.9 0.7
회황색(2.5Y 7/2) 완형.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
황회색(2.5Y 5/1) 립이 포함. 투공 후 정면상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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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現)규격(㎝, g)

색 조 설 명
직경 두께 공경

225-9 260-⑧ 5.2 1.5 0.7 탁황등색(10YR 6/4)
산화염 소성.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사립포함. 가운데는부분적으로결실.

225-10 260-⑨ 4.6 1.5 0.7 탁황등색(10YR 6/4)
산화염 소성.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포함.

일부는 결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
225-11 260-⑩ 5.0 2.0 0.8 흑갈색(10YR 3/1)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 단면은 말각편

평육각형. 가장자리는 깎기조정 함.

일부 결실. 산화염 소성. 태토는 세사립이
225-12 260-⑪ 4.0 1.3 0.8 명황갈색(10YR 6/6) 섞인 고운 점토. 앞·뒷면에 방사상의 세

침선문을 새김.

225-13 260-⑫ 4.5 2.3 0.7 명황갈색(10YR 6/6)
주판알형태. 산화염소성. 태토는고운점
토. 정면상태나 소성상태는 매우 양호함.

주판알형태. 산화염소성. 태토에는석 .
225-14 260-⑭ 4.6 2.3 0.8 탁황등색(10YR 6/4) 장석. 운모 등의 사립 포함. 표면에 힌

흔적 많음.

225-15 260-⑮ 3.5 2.5 0.6 탁황등색(10YR 6/4)
주판알 형태. 산화염 소성. 태토는 세사립
이 섞인 고운 점토. 측면에 지두흔 있음. 

225-16 260-⒃ 3.9 2.8 0.5 명황갈색(10YR 6/6)
주판알 형태. 산화염 소성. 태토는 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포함. 단면은육각형.

1/2 결실. 산화염 소성. 태토는 미세한

225-17 260-⑬ 4.2 2.2 0.6 탁황등색(10YR 7/3)
세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 측면에는 침선
으로 사격자문을 시문. 상면에는 조문이
시문됨.

管玉(도면 226-5, 사진 260-(21)) 

천하석제 관옥으로 완형이다. 원통형이고, 회녹색을 띤다. 가운데 0.3㎝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양방향에

서 뚫어 방향이 약간 어긋나있다.  길이 3.8㎝, 직경 1.0㎝

~ 石器114111

110

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現)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상단과 하부는 결실. 석질은 안산암. 
226-1 260-⒔ 지석 (10.1) 5.2 3.0 308.0 횡단면은말각장방형. 전체적으로고타

한 후 치 하게 마연함.

226-3 260-⒗ 지석 4.2 6.5 2.1 126.0 석질은 안산암. 색조는 흑갈색을 띰.
상면과 측면은 치 하게 마연됨.

용도 석봉이나 석부일 가능성 있음. 석질은
226-2 260-⒕ 미상 (8.4) 4.6 4.6 312.0 흑운모 편암. 부분적으로 박리됨. 신부

석기 일부만 잔존. 마연됨.

일부만 잔존. 석질은 이암. 가공상태가
226-4 260-⒖ 석도 (5.2) 4.2 0.6 15.0 치 하지못함. 1개의구멍이잔존하나

앞·뒷면에서뚫은방향이일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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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귀(도면 227-1, 사진 261-①) 

鍛造製의 자귀로 완형이다. 공부는 철판의 가장자리를 말아 올려 제작하 다. 인부의 양 끝은 접어 올려

인부의 횡단면이‘凹’자형을 띤다. 공부의 단면은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길이 7.0㎝, 공부외경 2.7×1.3㎝,

인부폭 3.5㎝, 두께 0.4㎝, 무게 58.0g 

鐵斧(도면 227-2, 사진 261-②) 

單合範으로 제작된 주조철부이다. 공부일부와 인부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에 가깝다. 평면형태는

공부가 인부 보다 넓은 제형이고, 인부는 弧狀을 이룬다. 공부의 基部는 제작 시 정연치 않아 면이 고르지 못

하고 돌출부가 있다. 공부단면은 제형이다.  길이 8.6㎝, 공부외경 3.3×2.4㎝, 인부폭 2.3㎝, 무게 125.0g 

鐵斧(도면 227-3, 사진 261-⑥) 

주조철부로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하면의 측면 가장자리에는 약하게 돌출부가 있으며, 단합범으로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신부단면은 제형이다.  현길이 4.9㎝, 폭 4.1㎝, 두께 0.3㎝, 무게 28.0g 

鐵斧(도면 227-4, 사진 261-③) 

二條線突帶 鑄造鐵斧편으로 공부일부만 남아있다. 공부에는 2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철소재로서 재가공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길이 4.8㎝, 폭 4.3㎝, 두께 0.3㎝, 무게 18.0g 

鐵斧(도면 227-5, 사진 261-④)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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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시료 7번이다. 鑄造鐵斧片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인부는 편인이고, 단합범으로 주조된 것으로 보인

다. 신부단면은 제형이다.  현길이 3.2㎝, 폭 3.8㎝, 두께 0.3㎝, 무게 24.4g 

鐵斧(도면 227-6, 사진 261-⑤) 

철 분석시료 12번이다. 二條線突帶 鑄造鐵斧片으로 철소재로 재가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3.5㎝, 폭 4.7㎝, 두께 0.4㎝, 무게 24.3g 

鐵斧(도면 227-14, 사진 262-④) 

주조철부로 인부만 남아있다. 철소재일 가능성도 있다.  현길이 2.2㎝, 폭 5.2㎝, 두께 0.8㎝, 무게 14.0g

鐵鏃(도면 227-7, 사진 261-⑦)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刺部의 말단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刺部 내측에는 재단한 흔적이

있고, 촉신의 선단부쪽은 연마한 흔적이 희미하게 있다.  현길이 4.3㎝, 폭 2.0㎝, 두께 0.2㎝, 무게 6.0g 

鐵鏃(도면 227-8, 사진 261-⑧) 

무경식 역자철촉으로 완형이다. 촉신의 상부는 상면의 양 가장자리를 연마하여, 단면이 제형을 띤다. 刺部의

내측에는재단한흔적이있다. 전체적으로좌·우가비대칭이다.  길이5.2㎝, 폭 2.6㎝, 두께0.3㎝, 무게9.0g 

鐵鏃(도면 227-9, 사진 261-⑨) 

무경식 역자철촉으로 刺는 1개가 결실되었다. 촉두부는 평면형태가 삼각형이고, 身部와 刺部는 좌우가 비

대칭이다. 촉신단면은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4.7㎝, 폭 2.2㎝, 두께 0.1㎝, 무게 3.0g 

鐵鏃(도면 227-10, 사진 261-⑩) 

무경식 역자철촉으로 刺는 끝부분이 결실되었다. 촉신은 심하게 수화되었고,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

다. 전체적으로 좌·우가 비대칭이다.  현길이 3.2㎝, 폭 2.3㎝, 두께 0.1㎝, 무게 3.0g 

刀子(도면 227-11, 사진 261-⑪) 

철제 도자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며, 특히 병부는 산화되어 기면이 더 거칠다.

신부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신부의 끝부분은 결실된 면인지, 본래의 면인지 분명

치 않으며, 사용하다가 부러진 것을 끝부분만 뭉툭하게 가공하여 재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길이 5.8㎝,

폭 1.4㎝, 두께 0.4㎝, 무게 5.0g 

刀子(도면 227-12, 사진 261-⑫) 

철제 도자로 병부와 신부일부만 남아있다. 병부와 신부의 경계는 뚜렷하다. 신부는 심하게 수화되었고, 인

부는 결실되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5.8㎝, 폭 1.1㎝, 두께

0.3㎝, 무게 8.0g 

刀子(도면 227-13, 사진 262-②) 

철제 도자로 신부만 일부 남아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표면에는 철녹이 있다.  현길이 3.8㎝,

폭 1.3㎝, 두께 0.1㎝, 무게 3.0g 

刀子(도면 227-15, 사진 262-⑤) 

철제 도자로 신부와 병부가 매우 짧다. 신부는 내만한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

형에 가깝다.  길이 5.6㎝, 폭 1.7㎝, 두께 0.15㎝, 무게 5.0g 

刀子(도면 227-17, 사진 261-⑬)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인 철기편으로 도자의 미완성품이다. 양 끝은 결실되었고, 신부쪽으로 가면서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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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고 단면이 세장해진다. 인부는 배부보다는 얇게 제작되었으나 단조성형이 마무리되지 않은 제품으로

보인다. 병부 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6.5㎝, 폭 1.0㎝, 두께 0.3㎝, 무게 10.0g 

鐵鎌(도면 227-19, 사진 261-⑮) 

신부일부는 결실되었다. 하단에는 인부가 형성되었고, 背部은 인부보다 다소 두껍지만 매우 얇은 편이다.

인부에는 1곳에 절단된 면이 있고, 배부와 인부는 약간 굴곡이 있다. 단면은 인부쪽으로 가면서 가늘어지는

장타원형에 가깝다.  현길이 7.8㎝, 폭 2.3㎝, 두께 0.1㎝, 무게 8.0g 

鐵鎌(도면 227-22, 사진 262-①) 

철겸으로 선단부쪽의 겸신 일부만 남아있다. 철녹과 목질이 같이 수화된 채 부착되어 표면이 거칠다. 인부

는 직선적이고, 배부는 弧狀을 이룬다. 신부단면은 인부로 가면서 얇아지는 타원형이다.  현길이 2.3㎝, 폭

6.1㎝, 두께 0.15㎝, 무게 13.0g 

鐵鑿(도면 227-24, 사진 262-⑧) 

선단부는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한 형태이며, 하단에는 인부가 형성되었다. 신부단면은 방형이고,

인부의 종단면은 삼각형이다.  현길이 10.8㎝, 폭 0.6~0.9㎝, 두께 0.3~0.5㎝, 무게 16.0g 

鐵鑿(도면 227-25, 사진 262-⑨) 

철착으로상부는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세장한형태이며, 하단에는인부가형성되었다. 신부단면은방형이고,

인부의종단면은삼각형이다. 표면은부분적으로수화되었다.  현길이8.1㎝, 폭0.7㎝, 두께0.5㎝, 무게10.0g 

鐵鑿(도면 227-26, 사진 262-⑪) 

소형철착으로 추정된다. 상부는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세장한 형태이고, 하단에는 인부가 형성되었으나

부식과 철녹으로 인하여 둔탁하게 관찰된다. 신부단면은 장방형이고, 인부의 종단면은 삼각형에 가깝다.  현

길이 5.3㎝, 폭 1.0㎝, 두께 0.4㎝, 무게 6.0g 

鐵錐(도면 227-23, 사진 262-⑦)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신부단면은 방형이고, 말단부는 뾰족하게 제작되었다.

선단부에는 두드린 흔적이 있다.  길이 11.2㎝, 폭 0.5㎝, 두께 0.5㎝, 무게 8.0g 

鐵錐(도면 227-31, 사진 262-⒔) 

상부는 결실되었다. 단면은 말각방형이고, 매우 세장한 형태이다. 말단부는 뾰족하게 제작되었다.  현길이

2.6㎝, 폭 0.3㎝, 두께 0.2㎝, 무게 1.0g 

낚시바늘(도면 227-27, 사진 262-⑩) 

철제 낚시바늘로 선단부와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단면은 원형이다.  현길이 2.9㎝, 폭 0.4㎝, 두께 0.3㎝,

무게 1.0g 

鐵絲(도면 227-32, 사진 262-⒖) 

철사로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단부는 약간 휘어졌다. 단면은 원형이고, 선단부는 납작하게 제작되었다.

현길이 1.9㎝, 폭 0.1㎝, 두께 0.15㎝, 무게 1.0g 

板狀形鐵器(도면 227-16, 사진 261-⑭)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운 철기로 전체적인 형태는 도자와 유사하다. 하단에는 도자의 병부와 신부의

경계처럼 보이는 경계가 있다. 도면상 상단과 하단부는 모두 날카롭게 단조성형되었다. 병부에는 직경 0.2㎝

정도의 구멍이 뚫려있다.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얇아지는 장타원형이다.  현길이 6.8㎝, 폭 2.1㎝,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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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무게 8.0g 

板狀形鐵器(도면 227-20, 사진 261-⒃) 

용도미상의 철기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얇은 판상형이고, 심하게 부식되었다.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현

길이 2.4㎝, 폭 2.1㎝, 두께 0.1㎝, 무게 2.0g 

板狀形鐵器(도면 227-21, 사진 261-⒔) 

용도미상의 철기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장타원형이고, 기면은 부분적으로 수화되었다.  현길이

1.5㎝, 폭 2.3㎝, 두께 0.15㎝, 무게 2.0g 

板狀形鐵器(도면 227-34, 사진 262-⑥) 

용도미상의 철기편으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얇아지는 장타원형이고, 가장자리

는 울퉁불퉁하게 잘려졌다.  현길이 5.5㎝, 폭 2.3㎝, 두께 0.2㎝, 무게 6.0g 

棒狀鐵器(도면 227-28, 사진 262-⑫) 

하단부는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고, 하부에는 사방향의 목질이 부착되었다.  현길이 5.5㎝,

폭 0.6㎝, 두께 0.5㎝, 무게 5.0g 

棒狀鐵器(도면 227-30, 사진 262-⒃) 

용도미상의 철기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표면은 심하게

수화되었다.  현길이 2.8㎝, 폭 1.1㎝, 두께 0.2㎝, 무게 3.0g 

棒狀鐵器(도면 227-33, 사진 262-⑭·⑮) 

2점으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같은 개체일 가능성도 있다. 철침이나 철제공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

다. 단면은 원형이고, 매우 세장한 형태이다.  길이 4.8㎝, 2.2㎝, 폭 0.2㎝, 두께 0.2㎝ 무게 1.0g 

鐵器片(도면 227-18, 사진 262-③)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철기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도면상 좌측으로 가면서 폭이 넓어지고, 두께는 얇아

진다. 도자의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병부와 신부는 두께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며, 인부는 단조성형이 마

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면은 장방형이다.  현길이 4.0㎝, 폭 1.2㎝, 두께 0.2㎝, 무게 4.0g 

鐵器片(도면 227-29, 사진 262-⑬) 

일부만 남아있다. 평면형태는 세장한 형태이고, 도면상 상부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두께도 얇아진다.

도자를 만들기 위해 인부쪽을 가공하던 미완성품일 가능성도 있다. 단면은 방형과 장방형에 가까운데, 하면

은 종방향으로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있다.  현길이 4.8㎝, 폭 0.7㎝, 두께 0.2㎝, 무게 4.0g 

철괴(도면 227-36, 사진 262-⒗) 

평면형태가 부정형인 철괴로 철소재로 사용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기면은 매우 울퉁불퉁한 편이

다.  길이 4.8㎝, 폭 2.6㎝, 두께 1.0㎝, 무게 2.9g 

철괴(도면 227-37, 사진 262-(21)) 

평면형태가 타원형에 가까운 철괴로 철소재로 사용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기면에는 부분적으로

철녹이 있다.  길이 3.8㎝, 폭 2.0㎝, 두께 1.5㎝, 무게 30.0g 

鐵片(도면 227-35, 사진 262-⒕) 

철 분석시료 8번이다. 평면형태는 철침과 유사하다. 표면에는 녹이 부착되었지만 횡단면은 방형으로 추정

된다.  길이 3.2㎝, 폭 0.3㎝, 두께 0.4㎝, 무게 0.7g 

151

150

149

148

147

146

145

144

143

142

141

460



461

도면 228. 원26호 주거지 1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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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9. 원26호 주거지 2차(1/50)





26) 26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28·229, 사진 263~268)

26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남동부의 동쪽경계면에 연접하며, 해발 36.5~37.5m 사이에 조성되었다. 주거

지 규모는 길이 1270㎝, 너비 828㎝, 깊이 95㎝이다. 주거지 남동부가 경계면에 물려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잔존하는 출입구의 형태로 볼 때, 주축방향이 N-16°-W인‘凸’자형인 주거지로 판단된다. 주거지

의 동벽과 오벽이 여러군데 함몰로 인해 결실되고 남서쪽으로는 경기대학교 박물관 시굴 트렌치에 의해 서

벽 일부가 파괴되었다. 

토층은 내부퇴적토층, 상면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토는 주재함몰층으로 추정되는 층을 포함하

여 8개 층으로 나눠진다. 주재함몰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이 사면의 벽을 따라 단단하고 두껍게 퇴적되어 있

었다. 상면층은 정지 후 전면에 점토를 1~3㎝ 정도 깔아 조성되었다. 상면 아래 정지층은 암갈색사질점토와

명갈색사질토를 혼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일부 목탄 알갱이들이 포함된 층도 확인된다. 

출입구는 주거지 주축선 상에서 남서쪽에 치우치게 설치되었다. 주거부보다 50㎝ 높이 설치되었으며 주거

부와 출입구는 단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토층 상에서 계단시설로 보이는 층위는 찾을 수 없었다. 출입

구는 바닥부분의 흔적만 잔존하지만 주거부의 상면층과 같은 점토가 남아있는 출입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주거부의 평면형태는 출입구벽 쪽의 너비가 약간 넓은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주거부는 생토층까지 굴

착하여 굴광면에 대략 10~30㎝ 두께로 2~3층의 흙을 정지하고 그 위에 상면을 조성하 다. 주거부의 남

쪽 굴광면에는 주거지의 최초 굴착 당시 사용하 던 것으로 판단되는 소토부분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주거

지를 조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부에서 일정한 거주생활을 도모했던 증거이거나 아니면 제의적인 행위로 해

석될 수 있겠다. 

주거부에서 확인된 내부시설은 노지와 벽주혈, 중앙주혈, 내부주혈, 벽구가 있다. 노지는 중심축선상에서

약간 동쪽으로 벗어난 주거지 중앙부에 위치하며, 잔존하는 입구에서 765㎝, 오벽에서 590㎝ 이격된 지점

에 설치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길이 106㎝, 너비 70㎝, 깊이 6㎝이다. 상면과 정지층을 얇

게 굴착하고 내부에 자잘한 강자갈을 깔아 사용한 부석식노지이다. 

벽주혈은 주거지 동벽이 조사경계면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어 정확한 배치상황은 알 수 없다. 다만 토층 상

황에서 생토층을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고 상면을 조성하기 전과 상면을 조성하면서 혹은 그 후에 설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남서쪽 모서리에 설치된 직경 44㎝의 원형 벽주혈을 기준으로 동장벽에서 확인된

벽주혈은 서장벽의 중심부까지 200~220㎝ 정도의 간격으로 3개가 설치되어 있다. 모두 주거부의 수혈을

굴착하고 상면이 조성되기 전에 설치된 것이다. 반면 서장벽의 중심부에서 북쪽으로는 1개의 벽주혈이 확인

되는데 상면을 조성한 뒤에 설치된 것이다. 

오벽에서 확인된 벽주혈은 총 3개이며 벽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주거지의 중심축선상에 설치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동서로 설치된 것들과 간격도 각각 190㎝, 320㎝로 일정하지는 않다. 모두 주거부의 수혈을

굴착하고 상면이 조성되기 전에 설치된 것이다. 서장벽에서 확인된 벽주혈은 2개로 170㎝의 간격을 두고 설

치되어 있으며 오벽 쪽에 가까운 것이 상면을 조성한 뒤에 설치된 것이다. 

출입구서벽에는 1개의 벽주혈이 확인되었으며 남서쪽 모서리에 설치된 벽주혈과의 간격은 110㎝이다. 주

거부의 수혈을 굴착하고 상면이 조성되기 전에 설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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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혈은 중심축선상에 등간격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노지를 중심으로 남북방향에 5개가 열을 이

루어 확인되었다. 남쪽에 출입구에서부터 노지 북쪽으로 가장 가까운 것(중앙주혈 1~4)은 정지층 토층조사

시에 확인된 것이다. 특히 중앙주혈 2는 내부에 부식된 주재의 흔적이 확연히 조사되었다. 모두 주거부의 수

혈을 굴착하고 상면이 조성되기 전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하게 정지층을 쌓고 상면이 조성되기 전

에 기둥을 뽑아내어 매립한 것들이다. 오벽과 가장 가깝게 설치된 중앙주혈 5도 내부에 주재의 흔적이 토층

상에 남아 있었다. 중앙주혈 5는 남쪽의 주혈과는 달리 주거부의 수혈을 굴착하고 상면이 조성되기 전에 설

치되어 주거지가 폐기될 때까지 사용된 것이다. 

내부주혈은 서장벽을 따라 3개가 확인되었다. 직경 18~24㎝, 깊이 4~11㎝ 정도의 원형 주혈이며 서장

벽과 50~80㎝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다. 상면이 조성되기 전에 설치된 것들이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구연부, 발,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 단경호, 방추차 등의 토기류와 철촉,

철부, 도자, 삽날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현덕만)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230-1, 사진 268-⑥)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에는 흑반이 있다. 구연단은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외면은 대체

로 박리되어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구연부 내면은 횡방향으로 도구정면하 다.  復原口徑 18.3㎝, 現

高 6.0㎝

② 口緣部(도면 230-2, 사진 268-⑦)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

색(10YR 6/6)이다.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내면은 횡방향으로 도구정면되었다.  현

길이 8.0㎝

③ 口緣部(도면 230-3, 사진 268-⑪)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갈

색(10YR 4/3)이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종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현길이 7.0㎝

④ 鉢(도면 230-4, 사진 268-⑨)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

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아래에는 뾰

족한도구로사선방향으로여러줄그었다. 내·외면은무질서하게마연되었다.  復原口徑18.6㎝, 現高 5.1㎝

⑤ 外反口緣甕(도면 230-5, 사진 268-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10YR 5/3)과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어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내면은 무질서하게 목리조정되었으며, 기면이 매끄럽지 못

하다. 동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現高 8.3㎝

⑥ 底部(도면 230-8, 사진 26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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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등색(5YR 6/8)을 띠기도 한다. 바닥을 제외한 내면에는 탄착흔이

있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3.8㎝, 底徑 6.1㎝

⑦ 底部(도면 230-9, 사진 269-②)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덧붙여 굽상의 저부를 가진다. 외면

은 횡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횡방향으로 도구

정면되었는데, 정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現高 5.1㎝, 底徑 6.0㎝

⑧ 底部(도면 230-10, 사진 269-⑤)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체적인 색조는 명황

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일부 등색(5YR 6/6)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에

는 일부에만 마연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다소 거칠게 정면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정

면상태는 양호하다.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10.0㎝, 底徑 9.0㎝

⑨ 底部(도면 230-11, 사진 269-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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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3)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내면에

는 그을음과 유기물 탄화물이 두껍게 부착되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정면상태는 전체적으로 불량하다.  現高 9.8㎝, 底徑 10.2㎝

⑩ 底部(도면 230-12, 사진 269-③)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10YR 5/4)과 흑갈색을 띠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7/4)이다. 외면은 폭 0.7㎝ 정도 되

는 도구로 깊게 눌러 마연하여 요철이 있다. 내면은 목리조정되었으며, 대부분 마모되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으며, 정면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現高 6.6㎝, 底徑 8.3㎝

⑪ 底部(도면 230-13, 사진 269-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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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 7/4)이고, 내면에는 그을음이 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

고, 저부는 횡방향으로 깎기조정되었다. 바닥은 평저이다. 정면상태는 대체로 불량한 편이다.  現高 7.8㎝,

復原底徑 11.7㎝

⑫ 底部(도면 231-4, 사진 269-⑧) 

중도식토기이며,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다량

섞여있다. 색조는 암회황색(2.5Y 5/2)과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

이 있고, 내면은 거칠게 정면되었다.  現高 3.5㎝, 底徑 13.1㎝

⑬ 短頸壺(도면 230-6, 사진 268-⑩)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며, 소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기면의 색조는 흑

색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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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凹面을 이룬다. 기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22.2㎝, 現高 6.1㎝

⑭ 胴體部(도면 230-7, 사진 269-①) 

연질토기이며,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7.5YR 6/8)이고, 부분적으로 탁황등색(10YR 6/3)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폭 1

㎝ 정도의 도구를 이용하여 종방향으로 깎기하면서 정면하 고, 내면은 손으로 길게 누르면서 정면하 다.

現高 15.5㎝

⑮ 短頸壺(도면 231-3, 사진 269-⑪)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전체의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모두 회색(5Y 5/1)이고, 경질이다. 경부는 직립하다가 구

연부에 이르러 외반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견부부터 바닥까지는 승문이 타날되었으

며, 12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구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

아있다. 바닥은 결실되었다.  復原口徑 17.5㎝, 現高 27.4㎝

⒃ 打捺文土器(도면 231-1, 사진 269-⑩) 

와질소성의 타날문토기이다.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회백색(2.5Y 7/1)

과회황색(2.5Y 7/2)이다. 외면에는승문이교차되어타날되었고, 내면은심하게박리되었다.  現高21.4㎝

⒔ 打捺文土器(도면 231-2, 사진 269-⑨) 

타날문토기이며,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와질소성이며,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내면은 일부 회황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

은 승문이 타날되었고, 12조의 침선이 깊게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8.4㎝

⒕ 紡錘車(도면 231-5, 사진 270-①) 

타날문토기를 재가공한 방추차이다. 일부는 결실되었고, 가장자리는 거칠게 재가공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고, 와질소성이다. 외면의 색조는 암회색이고, 내면은 회색이다. 외면은 마

모되어타날흔이흔적만희미하게남아있다. 가운데는직경0.7㎝의구멍이뚫려있다.  直徑 5.5㎝, 두께 0.7㎝

⒖ 紡錘車(도면 231-6, 사진 270-②) 

타날문토기를 재가공한 방추차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색조는 암회색과 회색을 띤다. 가장자리는 대체로 둥 게 마연하 으나 각을 이루는 곳도

있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가운데는 직경 0.8㎝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5.8㎝, 두께 0.8㎝

⒗ 紡錘車(도면 231-7, 사진 270-③) 

토제 방추차로 완형이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색조는 명황

갈색(10YR 6/6)이다. 가운데는 직경 0.9㎝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5.1㎝, 두께 1.3㎝

(21) 紡錘車(도면 231-8, 사진 270-④) 

토제 방추차이며,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며,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가운데에서 약간 치우친 곳에 직경

0.8㎝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4.5㎝, 두께 1.3㎝

(22) 紡錘車(도면 231-9, 사진 270-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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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제 방추차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등색

(10YR 6/4)과 회색을 띤다. 외면에는 문양이 음각되어있다.  현길이 2.4㎝, 두께 1.3㎝

(23) 紡錘車(도면 231-10, 사진 270-⑥) 

토제 방추차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색조는 명황갈색

(10YR 6/6)이고,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가장자리에는 손톱이나 뾰족한 도구로 누르면서 둥 게 문양의

효과를 냈다.  현길이 4.4㎝, 두께 1.3㎝

(24) 鐵鏃(도면 232-1, 사진 270-⑦)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刺의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촉신의 선단부는 삼각형으로 가장자리를 재단하여 제작

하 고, 도면상 왼쪽 刺의 내측에도 재단한 흔적이 남아있다. 촉신상부의 단면은 제형이고, 하부의 단면은

세장방형이다.  현길이 3.8㎝, 폭 2.3㎝, 두께 0.2㎝, 무게 5.0g 

(25) 鐵鏃(도면 232-2, 사진 270-⑧) 

無莖式 逆刺鐵鏃으로 완형이다. 전체적으로 좌·우가 비대칭이다. 촉신의 왼쪽 가장자리와 刺의 내측에는

재단흔적이 남아있다.  길이 3.9㎝, 폭 2.2㎝, 두께 0.2㎝, 무게 4.0g 

(26) 鐵斧(도면 232-3, 사진 270-⑨) 

二條線突帶 주조철부편으로 공부만 일부 남아있다. 공부에는 2조의 돌대가 돌아가고, 철소재로 재사용하

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길이 3.7㎝, 폭 3.6㎝, 두께 0.6㎝, 무게 26.0g 

(27) 鐵斧(도면 232-5, 사진 270-⑩) 

주조철부의 인부편으로 일부만 남아있다. 인부의 종단면은 삼각형이다.  현길이 2.6㎝, 폭 3.7㎝, 두께

0.8㎝, 무게 13.0g 

(28) 刀子(도면 232-4, 사진 270-⑪) 

철제 도자로 병부와 신부의 일부만 남아있다. 병부의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신부는 병부보다 급격하게 폭

이 넓어진다. 병부단면은 장방형이고,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다. 전체적으로 일직선을 이루며 정연하게

제작되었다.  현길이 6.6㎝, 폭 0.5~1.5㎝, 두께 0.1~0.3㎝, 무게 8.0g 

(29) 삽날(도면 232-6, 사진 270-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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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제의 삽날로 거의 완형이다. 양쪽 측면의 가장자리와 공부에는 주조시의 합범흔적이 남아있다. 합범

흔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모서리부분에 위치한다. 공부는‘V’자 형이다. 양쪽 측면은 인부가 형성되지 않

고, 面을 가지는데 점점 좁아지면서 인부와 연결된다. 인부의 단면은‘Y’자상이다.  길이 8.4㎝, 공부폭

14.6㎝, 인부폭 13.7㎝, 무게 145.0g 

27) 27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33, 사진 270) 

27호 주거지는 B지구의 북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37.4~37.9m에 조성되었다. 동쪽으로 청

19호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다. 남동쪽으로 7m 떨어진 곳에 28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대

학교 박물관 시굴조사 때 이미 조사가 완료된 주거지로 바닥면이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내부조사를 시작하

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인데, 교란으로 남동쪽 단벽이 파괴되어서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남쪽

부분에 남아있던 둑에서 주거지가 남동쪽으로 더 연장됨이 확인되었다. 양 장벽 모서리가 남동쪽으로 꺾어

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동쪽에 출입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축방향은 N-21°-W이며 주거

지 규모는 장축길이가 잔존 820㎝, 단축길이가 526㎝이다. 

정지층 조성없이 굴착면에 바로 상면점토층을 조성했다. 중앙의 일정부분만 점토로 다졌고, 나머지 부분

은 굴착면을 바닥으로 사용했다. 상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40㎝이다. 

상면조사결과 9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주혈은 모두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직경이 25~30㎝이다. 서장벽

에 70~125㎝의 간격으로 5개, 북단벽에 35㎝와 264㎝의 간격으로 3개가 위치하고 있다. 동장벽에는 1개

만 확인되었다. 서장벽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삭평으로 인해 모두 유실된 것으로 보

인다. 주혈은 바닥과 함께 인접한 벽을 일정부분 파서 만들었는데 이는 기둥을 최대한 바깥에 설치해서 공간

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면에 다수의 석편들이 남아있었으나 위치가 원위치인지는 불분명하며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출

토되지 않았다. (도병현)

28) 28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34·235, 사진 271~275) 

28호 주거지는 조사구역 중 B지구의 북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6.3~37.5m에 조성되었다.

동쪽에 청20호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7m 떨어진 곳에 27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呂’자형인데 출입구는 교란으로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주축방향은 N-6°-W로 출입

구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부는 출입구 쪽 단벽이 돌출된 오각형이다. 주거지 규모는 잔존길이 1200㎝,

폭 752㎝, 깊이 76㎝이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성된다. 내부토는 주로 갈색, 암갈색의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

었다. 얇은 토층 여러 개가 중앙으로 퇴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4~5㎝ 두께로 깔

아서만들었다. 주거지가장자리까지점토를깔았으나주거부동쪽부분1/3 정도는정지층이노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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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3. 원27호 주거지(1/40)



출입구는 교란으로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어서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다. 단벽 중앙에 위치하며 주축보다

서쪽으로 뻗어있다. 점토를 깔지 않고 정지층면을 바닥으로 사용했다. 주거부와는 경사면으로 연결되어 있

다. 출입구에서는 2개의 벽구와 3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벽구는 출입구 연결부 좌·우에 하나씩 존재한다.

벽구는 모두 길이가 192㎝이며 폭은 각각 11,12㎝이다. 벽구 북쪽 끝 부분에는 각각 출입구 주혈과 중복을

이루고 있는데 출입구에 벽시설을 세운 흔적으로 보인다. 출입구 단벽쪽에는 다량의 황색점토가 부채꼴 형

태로 노출되었다. 토층조사 결과 황갈색의 점토가 덩어리 채 덮여있는 것으로 보아 출입구 벽시설이나 지붕

시설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28호 주거지는 주거지 굴착 후 벽주를 세운 다음에 굴착면에 흙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했다. 이 후 정지

층을 다시 파서 내부주혈을 세운 후 점토를 깔아서 상면을 만들었다. 상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64㎝이다. 상

면조사결과 1개의 노시설과 여러 개의 벽주 및 내부주혈, 저장혈 등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평면 타원형의 무시설식 노지다. 직경은 최대 94㎝이다. 주거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벽에서

308㎝ 떨어진 곳이다. 노지 뒷부분에 57×30㎝ 크기의 커다란 석편이 있고, 주변으로 불 맞은 돌이 여러 개

흩어져 있었다. 노지 남쪽 끝 부분에서 토기 1점이 부서진 채 출토되었다. 

주혈은 총 21개가 확인되었다. 서쪽 장벽에 120~348㎝의 간격으로 6개, 동쪽 장벽에 102~120㎝의 간

격으로 6개가 위치하고 있다. 오벽에는 100~123㎝의 간격으로 5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 단벽에도 4

개가 위치하고 있다. 다른 주거지에 비해 벽주가 촘촘하게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면에서 벽주 주혈선

이 나타나지만 정확한 주혈선은 굴착면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벽주는 주거지 굴착 후 굴착면에 조성한 것이

다. 상면의 주혈선은 목재기둥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벽주는 벽과 인접한 가장자리에 만들었는데 내부공간

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주혈은 총 11개가 확인되었다. 직경은 20~30㎝인데 비해 깊이는 10~30㎝가 넘는 것까지 다양하

다. 양 장벽과 평행하게 열지어서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지층을 얕게 파서 만들었다. 깊이가 얕고 양쪽

장벽과 평행하게 열지어서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내부공간을 나누는 벽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내부주혈로 둘러쌓인 공간이 실제 생활공간으로 추정된다. 

저장혈은 총 2개가 확인되었다. 북쪽단벽과 노지 사이에 저장혈1이 있고 남서쪽 주혈 3과 주혈 4 사이에

저장혈 2가 위치하고 있다. 저장혈 1은 정지층을 얕게 파서 만들었다. 저장혈 2는 벽주형식으로 만들어졌는

데 내부에서 조개껍질로 추정되는 유기물이 소량 출토되었다. 

정지층은 암갈색, 황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판축기법처럼 정지층을 조성해서 토층이 길게 수평으로

쌓여있다. 정지층의 맨 위에는 황갈색사질토를 한 층 깔았는데 상면점토층을 조성하기 전에 정지층을 평평

하게 고른 것으로 보인다. 정지층을 모두 제거하면 명황갈색사질토의 굴광면이 나오는데 굴곡이 매우 심하

다. 상면에서 굴착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38㎝이다. 

대부분의 유물들은 남쪽 단벽 가까이에서 출토되었는데 절반정도는 바닥에서 10㎝ 이상 떠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오벽에서 무문토기가 1점 출토되었는데 중복관계에 있는 청20호 주거지의 유물을 재사용 한 것

으로 보인다. 주거지 내부에서 토기태토 덩어리와 돌가루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 내에서 생산활동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소형토기, 외반구연옹,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 단경호, 방추차, 지석, 용도미상석기와

철사,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도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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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4. 원28호 주거지 1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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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5. 원28호 주거지 2차(1/50)





(2) 遺物

① 小形土器(도면 236-4, 사진 276-⑥) 

중도식토기 미니어쳐이며, 기형은 발이다.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고,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굽은 강하게 축약이 이루어진

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치 하게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동체는 외경접합

하여 성형하 으며, 내면에는 점토띠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復原口徑 5.2㎝,

高 6.6㎝, 復原底徑 2.8㎝

② 小形土器(도면 236-5, 사진 276-⑦) 

중도식토기 미니어쳐이며, 기형은 발이다. 전체의 1/5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정면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외면은 마모

되었고, 구연부 내면에는 지두흔이 있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復原口徑 6.7㎝, 高 6.7㎝, 저경 3.6㎝

③ 小形土器(도면 236-6, 사진 276-⑧) 

중도식토기 미니어쳐이며, 기형은 발이다. 구연부는 1/2 가량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소량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저부의

내면은 회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도구를 문지르거나, 손으로 눌러 정면하 다. 바닥은 말각평

저이다.  復原口徑 6.8㎝, 高 6.1㎝, 底徑 3.0㎝

④ 小形土器(도면 236-7, 사진 276-⑨) 

중도식토기 미니어쳐이며, 구연부는 결실되었으나 기형은 발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일부는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은 종방향

으로 깎기조정한 흔적이 있고, 내면은 폭이 좁은 도구로 조 하게 정면한 흔적이 있다. 바닥은 말각평저이

다.  現高 6.3㎝, 底徑 4.4㎝

⑤ 外反口緣甕(도면 236-1, 사진 276-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상부와 구연부의 대부분은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4)과 회황갈

색(10YR 4/2)을 띤다. 저부내면에는 일정 높이에 띠상으로 탄착흔이 부착되었고, 외면에는 그을음이 있다.

정면상태와 소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

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사방향

으로 마연되었다. 전체적으로 기벽이 두꺼운 편이고, 특히 바닥은 매우 두껍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

구정면흔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4.5㎝, 高 21.1㎝, 底徑 9.1㎝

⑥ 外反口緣甕(도면 236-2, 사진 276-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일부와 저부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과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은 절반 이상이 박리되

었다. 소성은 다소 불량한 편으로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 내면에는 유기물 탄화물이 부분적으로 묻어있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되었고,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부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내면은 목리조정되었다.  口徑 14.8㎝, 高 21.5㎝, 底徑 9.0㎝

⑦ 外反口緣甕(도면 236-8, 사진 27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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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흑갈색(10YR 3/1)을 띤다. 외면도 구연부 일부는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박리되어 기면이 거칠다.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復原口徑 8.8㎝, 現高 13.5㎝(口緣, 胴體部), 4.9㎝(底部), 復原底徑 5.2㎝

⑧ 外反口緣甕(도면 236-9, 사진 277-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적갈색(5YR 5/8)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내·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

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대체로 박리되었으며, 테쌓기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復原

口徑 10.2㎝, 高 14.7㎝, 底徑 6.9㎝

⑨ 外反口緣甕(도면 236-10, 사진 277-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전체의 1/3 정도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피열되어 기면이 박리된 곳은 등색(5YR 6/8)

을 띤다. 내면은 탁황색(2.5Y 6/3)과 황회색(2.5Y 4/1)이다. 외면에는 희미하게 종방향의 마연흔이 남아있

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비교적 깨끗하게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2.0㎝, 現高 15.8㎝, 底徑 6.6㎝

⑩ 外反口緣甕(도면 236-11, 사진 277-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전체의 2/3 가량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다량

섞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흑갈색이다. 내저면에는 일정 높이에 띠상의 탄화물이 부

착되었고, 구연부 내면에도 그을음이 있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종방향과 사방향의 마연흔이 거칠

게 남아있다. 내면은 사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바닥외면도 마연하여 정면하 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

두흔이 있다.  口徑 12.0㎝, 高 13.6㎝, 底徑 5.8㎝

⑪ 外反口緣甕(도면 236-12, 사진 277-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전체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

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색(2.5Y 6/3)이고, 내면은 황회색(2.5Y 4/1)이다. 외면은 심하게 박리

되어 기벽이 매우 얇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0.5㎝, 現高 9.3㎝

⑫ 外反口緣甕(도면 237-1, 사진 276-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부는 1/3 가량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과 명황갈색(10YR 6/6)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띠기도 한

다. 바닥은 흑색이고,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대체로 평평하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약하게 남아있고, 외면전체가 주로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바닥과 저부의 경계는 부분

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되고, 바닥까지 종방향으로 마연되기도 했다. 구연부 내면에는 손으로 누른 흔적이

있고, 내면전체에 여러방향의 마연흔이 남아있다.  口徑 13.7㎝, 高 29.4㎝, 底徑 9.7㎝

⑬ 外反口緣甕(도면 237-2, 사진 277-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은 흑갈색과 황회색(2.5Y 4/1)을 띠기도 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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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와 동체상부의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동체상부는 횡방향으로 마연된 듯 하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며, 저

부는 횡방향으로 마연한 후 일부 종방향으로 다시 하 다. 내면은 각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으며, 목

리조정흔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정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復原口徑 15.4㎝, 高 29.9㎝, 底徑 9.6㎝

⑭ 外反口緣甕(도면 237-3, 사진 276-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암회황색(2.5Y 4/2)이고, 외면은 명적갈색(5YR 5/8)과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

부 외면에는 지두흔과 손톱흔이 남아있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으며,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중위에는 테쌓기한 후 목판정면한 흔적이 있다. 내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견부내면에는 길게 손으로 누른 흔적이 있고, 동체내면은 종방향의 마연흔이 일부에서만 희미하게 확인된

다.  口徑 16.6㎝, 高 31.0㎝, 底徑 10.1㎝

⑮ 外反口緣甕(도면 238-1, 사진 277-⑦)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외면은 회황갈색(10YR 4/2)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는 물

손질로 정면되었고, 동체외면에는 치 한 마연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6.6㎝, 現高 5.4㎝

⒃ 外反口緣甕(도면 238-2, 사진 277-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과 회황갈색(10YR

4/2)을 띤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어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정면상태는 양호하다.  復原口徑 18.6㎝, 現高 6.8㎝

⒔ 外反口緣甕(도면 238-3, 사진 277-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석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흑색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을 띤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견부외면은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

연되었으며, 내면은 전체적으로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으나 정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기 단면에서 외경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확인된다.  復原口徑 15.9㎝, 現高 11.2㎝

⒕ 外反口緣甕(도면 238-4, 사진 278-①)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회황갈색(10YR 4/2)과 흑갈색을 띠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

다. 구연부는 횡방향의 도구정면흔이 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동체상위에는 테쌓기흔이 남

아있다. 내면은 무질서하게 마연되었으나 기면이 대체로 고르다.  復原口徑 20.3㎝, 現高 15.9㎝

⒖ 外反口緣甕(도면 238-5, 사진 277-⑩) 

중도식토기외반구연옹으로구연부일부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석 , 장석, 운모등의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색조는탁황갈색(10YR 5/3)이고, 내면은명적갈색(5YR 5/6)이다. 외면에는그을음이묻어있

다. 외면은깨끗하게물손질정면되었고, 내면에는지두흔이무질서하게남아있다.  復原口徑19.3㎝, 現高8.6㎝

⒗ 外反口緣甕(도면 238-6, 사진 27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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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갈색(10YR 5/4)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과 황회색

(2.5Y 4/1)을 띤다. 기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동

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테쌓기흔이 2군데 확인된다. 내면은 주로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復原口徑 20.5㎝, 現高 19.7㎝

(21) 外反口緣甕(도면 238-7, 사진 278-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7/2)과 흑갈색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4)과 황

회색(2.5Y 4/1)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넓게 묻어있고, 일부는 박리되었다. 구연외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

고,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상부의 내면은 손으로 길게 누르면서 정

면하 고, 그을음이 묻어있다.  復原口徑 19.8㎝, 現高 23.2㎝

(22) 外反口緣甕(도면 238-8, 사진 278-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갈회색(10YR 4/1)이고, 외면은 일부 탁황갈색(10YR 5/3)을

띠기도 한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

되었고, 지두흔도 희미하게 남아있다.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주로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은 정

면상태가 다소 불량한 상태이며,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또한 테쌓기 한 후 정면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 기

면이 거친 편이다.  復原口徑 18.8㎝, 現高 12.6㎝

(23) 外反口緣甕(도면 239-1, 사진 278-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암회황색(2.5Y 5/2)이고, 내면은 명황갈색(10YR 6/6)이다. 구연부 외면

에는 지두흔이, 동체부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견부내면에는 조으기흔이, 동체내면에는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3.8㎝, 現高 14.7㎝

(24) 外反口緣甕(도면 239-2, 사진 277-⑪)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고, 부분적으로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고,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과 횡방향의 물손질흔이 남아있다. 외면은 다소 무

질서하게 마연되었으나, 견부는 횡방향으로,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5.3㎝, 現高 9.3㎝

(25) 外反口緣甕(도면 239-3, 사진 278-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

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탁황등색(10YR 6/4)을 띠고, 내·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마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박리되어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내면은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고, 지두흔이 남아있다. 또한 테쌓기한 후 깨끗하게 정면하지 않

아 요철이 심하다.  復原口徑 12.8㎝, 現高 18.2㎝

(26) 把手附 短頸壺(도면 237-4, 사진 27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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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부 단경호로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같은 개체로 추정되는 파수 1개가 별도로 출토되었

다. 태토는 석 , 장석 등의 사립이 섞인 다소 거친 점토이다. 연질이며,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

이다. 경부는 약간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어 정면흔적이 다 지워졌

으며, 물손질흔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손으로 눌러 정면한 흔적이 있다. 파수는 동체 상위에 2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동체부에 끼워서 점토를 보강하 다. 파수 가운데는 직경 5.7㎝의 구멍이 뚫려있다. 바닥

은 말각평저이다.  復原口徑 12.4㎝, 高 20.2㎝

(27) 鉢(도면 236-3, 사진 276-③) 

발형토기이며, 구연부와 동체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사립과 다량의 운모

가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적갈색(2.5YR 4/6)과 암적갈색(5YR 3/3)이고, 내면에는 흑반이 있다. 소성

이나 정면상태는 양호하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고, 저부는 평저이다. 외면은 깨끗하게 물손질정면

되었으나 동체상부에 사선방향의 도구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목리조정하고 다시 손으로 길게 누르

면서 정면하 다.  復原口徑 14.5㎝, 高 12.9㎝, 底徑 7.1㎝

(28) 短頸壺(도면 239-4, 사진 279-④)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전체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의 색조는 암회색, 속심은 회황색(2.5Y 7/2)을 띤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연

단은 凹面을 이룬다. 외면은 견부부터 저부까지 격자타날이 되었으며, 10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동체내면에

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구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口徑 14.4㎝, 現高 23.5㎝

(29) 短頸壺(도면 240-1, 사진 279-⑥)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경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흑갈색(2.5Y 3/1), 내면은 황회색(2.5Y 4/1), 속심

은 암회황색(2.5Y 4/2)이다. 외면은 1/2 정도 박리되었으며, 견부부터 격자문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회

전물손질 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12.7㎝

(30) 打捺文土器(도면 240-2, 사진 279-⑤) 

타날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아있다. 바닥은 결실되었으나 원저로 추정된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5Y

4/1)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3)이다. 외면에는 상부에 일부 승문타날이 남아있고, 그 아래로는 격자타

날되었다. 내면은 대체로 박리되었으며,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1.7㎝

底部(도면 239-5, 사진 278-⑦)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

(7.5YR 6/8)이고, 바닥은 회색이다. 내면은 탁황등색(10YR 7/4)이다. 기면의 정면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외면은 종방향으로, 내면은 여러 방향으로 마연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고, 동

체부는 외경접합하여 성형하 다.  現高 8.1㎝, 底徑 10.5㎝

底部(도면 239-6, 사진 278-⑧)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

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을 띤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내면은 사

방향과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단면에는 점토를 길게 접합하여 성형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정면상태

는대체로양호하고, 바닥은평저이다.  現高 6.3㎝, 復原底徑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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底部(도면 239-7, 사진 278-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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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면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내면은 흑갈색을 띤다. 내면에는 탄화물이 전면에 묻어있다. 외

면은 대부분 박리되었고, 바닥은 평저이다.  現高 5.2㎝, 復原底徑 8.9㎝

底部(도면 239-8, 사진 278-⑩)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명적갈색(5YR 5/6)이다. 내면은 목리조정되었고, 외면에도 부분적

으로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외면은 비교적 정면상태가 양호하다.  現高 6.0㎝, 復原底徑 9.1㎝

底部(도면 239-9, 사진 278-⑪)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갈색

(10YR 5/3)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흑갈색을 띤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로 눌러 정

면하 고, 바닥은 가장자리에 점토를 보강하 다.  現高 4.7㎝, 底徑 5.8㎝

底部(도면 239-10, 사진 279-③)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피열되어 부분

적으로 박리되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등색(7.5YR 6/6)을 띠고, 내면은 흑갈색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깊게 남아있고, 내면에는 도구정면흔이 희미하게 있다.  現高 5.5㎝, 底徑 9.0㎝

紡錘車(도면 240-3, 사진 280-①) 

토제 방추차로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산화염소성되었으나 경도는 단단한 편이다.

태토에는 운모 세사립 등 소량의 사립이 섞인 고운 점토이다. 색조는 회황갈색(10YR 4/2)이다. 가운데는

직경 0.8㎝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5.3㎝, 두께 1.5㎝

~ 石器

鐵蠣(도면 241-3, 사진 280-⑤) 

병부의 하단은 결실되었고, 신부는 상부가 휘어져있다. 신부는 양 가장자리에 인부가 형성되었고, 신부 가

운데는 약하게 능이 형성되었다. 신부의 선단부는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처리되었으며, 사용 중 부러진 것

을 재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신부단면은 타원형에 가까운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현

길이 9.9㎝, 폭 2.4㎝, 두께 0.2㎝, 무게 22.0g 

刀子(도면 241-4, 사진 280-⑥)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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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도면 사진 유물명
규격(㎝, g)

설 명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전체적으로고타흔이드문드문보이고,
240-4 280-④ 지석 31.5 13.8 9.8 5415.0 치 하게마연됨. 주사용면은상면으로

오목하게 갈림.

241-2 280-③ 지석 (4.2) 2.3 1.5 25.0 석질은 유문암. 양끝은 결실. 색조는
회황색. 4面마연됨. 횡단면은장방형.

일부만 잔존. 석질은 화산각력 안산암

241-1 280-② 용도미상 (8.4) 6.4 4.0 254.0 질 응회암. 석부로 사용하던 것을 재가
석기 공했을 가능성 있음. 가장자리와 상·

하면 일부는 떼어내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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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도자로 신부의 선단부쪽과 병부의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신부와 경부의 경계는 뚜렷하다. 신부단면

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배부와 인부는 정연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단조성형 후 마

무리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길이 8.9㎝, 폭 1.2㎝, 두께 0.2㎝, 무게 8.0g 

刀子(도면 241-5, 사진 280-⑦) 

철제 도자로 신부일부와 병부는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식되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

다.  현길이 5.4㎝, 폭 1.3㎝, 두께 0.3㎝, 무게 7.0g 

刀子(도면 241-6, 사진 280-⑧) 

철제 도자로 신부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병부의 말단부에서 신부쪽으로 가면서 폭이 넓어지고, 신부와 병

부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부식으로 인하여 잔존

상태는 나쁘나, 전체적으로 정연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현길이 9.6㎝, 폭 1.6㎝, 두께 0.2㎝, 무게 11.0g 

刀子(도면 241-7, 사진 280-⑨) 

철제 도자로 신부와 병부일부만 남아있다. 인부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병부와 신부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

하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부식으로 인하여 잔존상태는 불량하지만 대체

로 정연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현길이 6.0㎝, 폭 1.3㎝, 두께 0.2㎝, 무게 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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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42, 사진 280·281) 

29호 주거지는 B지구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36.6~36.9m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인데

주거지 동쪽부분이 조사구역 경계와 맞물려서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다. 주거지 규모는 남북길이가 465㎝,

동서길이는 잔존한 부분이 381㎝이며, 깊이 15㎝이다. 주축방향은 N-16°-E이다. 내부토는 부식이 심한 흑

갈색 점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정지층이나 상면점토층 없이 굴착면을 바로 바닥으로 사용했다. 내부조사

결과 원형의 노지가 1개 확인되었다. 무시설식 노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직경은 최대 70㎝이다. 주혈이

나 벽구등의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중도식토기가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中島式土器(도면 242-1, 사진 281-⑥)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하위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3)과 흑갈색을 띠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4)이다. 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고,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

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점토보

강하고 손으로 눌러 정면하 는데 정

면상태가 매우 불량한 편이다. 내면은

손으로 길게 문지르면서 정면하 다.

現高 11.5㎝, 底徑 10.2㎝

도면 242. 원29호 주거지(1/50) 및 출토유물(1/3)

0 5 10cm

1



492

30) 30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43, 사진 282·283) 

30호 주거지는 B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36.7~37.0m에 조성되었다. 남쪽으로 8.6m 떨어진 곳에

31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인데 주거지 동쪽단벽은 둥 게 호를 이루고 있다. 삭평이 심

해서 쪽구들 일부가 노출되었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길이 384㎝, 단축길이 324㎝, 깊이 22㎝이며, 주축방

향은 N-59°-W이다. 내부토는 갈색, 암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했다. 내

부조사결과 쪽구들이 확인되었다. 

터널식 노지는 북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너지고 측벽 일부만 남아있다. 측벽 주변에서

황갈색 점토가 노출된 것으로 보아 측벽을 세운 후 점토를 발라서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터널식 노지의 바

도면 243. 원30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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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4. 원30호 주거지 출토유물(1/3)

닥이 주거지 바닥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3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흙을 돋아서 바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측벽은 굴광 없이 바닥위에 바로 세웠다. 주혈이나 벽주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둥을 바닥에 그냥

세운 것으로 보인다. 터널식 노지 주변에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저부 등 중도식토기와 토제품이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244-1, 사진 283-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동체의 1/3 정도와 저부는 결실되어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과 흑갈색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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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이다. 구연부와 동체일부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저부내면에는 유기물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물손질정면되었고, 견부외면은 사방향과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

었으며, 내면은 전체적으로 횡방향으로 마연되었다.  口徑 18.2㎝, 現高 28.5㎝

② 外反口緣甕(도면 244-2, 사진 283-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

있다.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루고, 구연부 외면에는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동체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하 으나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다. 동체상부의 내면에는 테쌓기흔이 남아있는데, 도구로 눌러 접합면

을 보강하 다. 동체내면은 주로 목리조정되었으며, 도구에 길게 찍힌 흔적도 남아있다.  復原口徑 20.5㎝,

現高 12.0㎝

③ 外反口緣甕(도면 244-3, 사진 283-⑦)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

반적인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고, 피열되어 박리된 곳은

등색(2.5YR 6/8)을 띤다. 구연부에는 손누름흔과 도구에 눌린 흔적이 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는

데 기면이 박리되어 일부에서만 확인된다. 내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으며, 동체상위의 내면에

테쌓기한 후 정면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평저이고, 저부외면은 깨끗하게 정면되었다.  口徑 11.5㎝, 高

18.0㎝, 底徑 6.1㎝

④ 外反口緣甕(도면 244-4, 사진 283-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고, 속심은 암회황색(2.5Y 6/4)이다. 외면은 일부 흑

갈색을 띠기도 한다.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고, 구연부는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동체외면은 횡방향과 사

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횡방향으로 목리조정되었다.  復原口徑 9.7㎝, 現高 7.1㎝

⑤ 底部(도면 244-5, 사진 283-⑤)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8)이고, 속심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외면은 대체로 정면상태가 양호

하나 손누름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4.5㎝, 底徑 8.6㎝

⑥ 土製品(도면 244-6, 사진 283-⑥)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토기의 동체편을 재가공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흔이 남아있고, 가장자리는 그다지 매끄럽지 못하다.

길이 4.6㎝, 두께 0.8㎝

31) 31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45, 사진 284~287) 

31호 주거지는 B지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발 36.3~36.9m에 조성되었다. 북쪽으로 8.6m에 30호 주거

지가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17m에 3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동쪽 단벽이 약간 튀어나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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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5. 원31호 주거지(1/50)



방형으로 오각형에 가깝다. 주축방향은 N-45°-W이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길이 496㎝, 단축길이 354㎝, 깊

이 52㎝이다. 굴착면을 바닥으로 사용했으며 점토등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내부토층은 2개의 주요토층

으로 구분되는데 암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상면조사결과 터널식 노지가 확인되었다. 

터널식 노지는 주거지 서쪽 단벽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다. 아궁이부분은 동쪽을 향해서 튀어나와 있다.

구들 바닥의 레벨이 주거지 바닥보다 높아서 구들을 만들 때 바닥을 높인 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아궁이

부분은 바닥을 굴광한 후 양 측벽을 세우고 사질점토로 다진 후 덮개돌을 덮어서 만들었다. 바닥에는 직경

40㎝ 정도의 소토범위가 나타나는데 불을 피워서 소토화된 것이다. 소토위에 놓인 돌은 덮개돌이 떨어진 것

으로 보인다. 고래부분은 흙을 돋아서 아궁이부분은 바닥을 높인 다음 그 위에 돌을 세웠다. 아궁이부분에

가까운 쪽은 얕게나마 굴착을 한 후 세웠으나, 배연부쪽은 바닥면 위에 바로 돌을 세웠다. 고래 내부에는 소

토와 목탄이 섞인 황갈색사질점토가 깔려있으며 그 위에는 함몰된 암갈색사질토가 덮여있다. 배연부는 남서

쪽 모서리로 추정되나 남아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측벽을 쌓고 덮개돌을 덮은 후 사질점토로 보완해서 완성

했다. 아궁이 바닥에서 고래 끝으로 갈수록 경사가 높아지는데, 고래 끝 부분 바닥은 수평을 이루고 있다. 

노지는 무시설식으로 서단벽에서 동쪽으로 181㎝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경

은 34㎝이다. 

동단벽에는 명황색사질점토가 얇게 층을 이루며 쌓여있었다. ‘呂·凸’자형 주거지의 출입구 점토시설과

비슷한 점토인 것으로 보아 원래 출입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뚜막 주위에서 다수의 토기편이 출토되

었으며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외반구연옹, 저부 등의 중도식토기와 봉상철기가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246-1, 사진 287-⑤)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이다. 내·외면은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 흑색을 띠

기도 한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둥 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규칙적으로

남아있고,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저부는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내면에는 목판정면흔이 남아

있다. 바닥은 평저이다.  口徑 12.6㎝, 高 17.4㎝, 底徑 6.8㎝

② 外反口緣甕(도면 246-2, 사진 287-⑥)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 일부와 저부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

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R 6/3)과 황회색

(2.5Y 4/1)을 띤다. 외면은 대부분 박리되었으며, 내·외면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높낮이 차이가 많이 나며, 소성은 불량한 편이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남아있고, 동체부는 마연되었으

나 박리되어 흔적만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목판정면한 후 물손

질로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1.5㎝, 高 17.1㎝, 復原底徑 8.1㎝

③ 外反口緣甕(도면 246-3, 사진 287-⑩)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부와 동체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

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색(2.5Y 6/3)과 암회황색(2.5Y 5/2)이고, 내·외면에 그을음이 묻어 흑갈색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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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6. 원31호 주거지 출토유물(1~5:1/3, 6:1/2)

을 띠는 부분도 많다.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견부외면에는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는데, 상부는 폭 0.3㎝ 정도 되는 도구로, 하부는 폭 0.7㎝ 가량의 도구

를 이용하 다. 내면은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도 깨끗하게 정면되었다.  復原口徑

13.9㎝, 高 22.4㎝, 底徑 6.9㎝

④ 底部(도면 246-4, 사진 287-⑨)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4)이다. 내면의 바닥은 손으로 깊게 눌러 정

면하 다.  現高 3.2㎝, 復原底徑 8.0㎝

⑤ 底部(도면 246-5, 사진 287-⑧)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등색

(7.5YR 6/8)과 회황갈색(10YR 4/2)이고, 내면은 흑색이다.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묻어있고, 정면상태가

불량한 편이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고, 바닥은 가운데가 들려있다.  現高 3.5㎝, 

底徑 5.5㎝

⑥ 棒狀鐵器(도면 246-6, 사진 287-⑦)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철기이다. 부식으로 인한 철녹이 돌출해 있고, 단면은 방형에 가깝다.  길이 2.9㎝,

폭 1.2㎝, 두께 0.7㎝, 무게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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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47·248, 사진 288~292) 

32호 주거지는 B지구의 중앙부분에 위치하며, 해발 36.5~37.3m에 조성되었다. 주거지 동쪽으로 5m

떨어진 곳에 33호 주거지, 남서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34호 주거지가 있으며 북동쪽으로 17.2m 떨어진

곳에 31호 주거지가 있다. 평면형태는‘凸’자형으로 주거부는 출입구 단벽이 돌출한 오각형이다. 주축방향

은 N-62°-W이다. 출입구는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주거지와 달리 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907㎝, 너비 603㎝, 깊이 100㎝이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퇴적층은 크게 5개의 토층으로 구분된다. 이

중 2층과 4층에서 물 퇴적 흔적이 확인된다. 따라서 32호 주거지는 주거지 폐기 후 여러 번의 범람으로 인해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부토는 주로 흑갈색점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4~5㎝ 정

도 다져서 만들었다. 

출입구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출입구 단벽에서 남쪽으로 치우쳐서 위치하고 있다. 주축보다 남쪽을 향

해서 뻗어있다. 출입구 규모는 길이가 212㎝, 폭이 124㎝이다. 점토다짐없이 정지층을 바닥으로 사용했는

데 주거부와는 경사를 이루며 연결되었다. 출입구 끝에서 오벽쪽으로 54㎝ 떨어진 곳에 문턱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있다.  길이는 34㎝, 폭 106㎝로 갈색사질점토를 4~5㎝ 정도 쌓아서 만들었다. 출입구 단벽부분에

다량의 황갈색점토가 확인되었다. 출입구 지붕시설이나 벽체시설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에서는 4개의 주혈과 2개의 내부수혈이 확인되었다. 출입구 끝에서 21~23㎝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 주혈은 30~40㎝의 간격을 두고 횡방향으로 한줄로 위치한다. 일부 주혈이 내부수혈과 중복되고 주혈간

폭이 좁은 것으로 보아 출입구를 여러번 보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 깊이는 최대 36㎝인데 비해 내부수혈

은 깊이가 최대 51㎝이다. 

32호 주거지는 주거지를 굴착한 후 파낸 흙을 굴착면에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했다. 일부 벽주는 정지층

조성후 정지층을 다시 파서 세웠다. 이 후 점토를 깔아서 상면을 완성했다. 상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66㎝이

다. 상면조사결과 1개의 노시설과 9개의 벽주와 중앙주혈 1개, 4개의 저장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부 중앙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위치하고 있다. 오벽과의 거리는 232㎝이다. 평면형태

는 원형으로 직경은 최대 90㎝이다. 북서쪽 끝 부분이 20㎝ 튀어나왔다. 노지는 굴착면을 6~7㎝ 파서 만들

었는데 부분적으로 강자갈을 깔았다. 노지 북쪽에는 갈색 점토에 크고 작은 돌을 섞어서 막음돌 시설을 만들

었는대 길이는 약 120㎝이다. 

9개의 벽주는 동쪽장벽에 180㎝의 간격을 두고 2개, 서쪽장벽에 206㎝의 간격을 두고 2개, 오벽에 3개

가 위치하고 있다. 출입구 단벽에도 남쪽과 남동쪽 모서리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다. 다른 주거지들과 달리

일부 벽주는 주거지 굴착후 굴착면에 바로 만들었으나 일부 벽주는 정지층 조성후 정지층을 굴광해서 만든

것이 특징이다. 

굴착면에 바로 만든 주혈의 경우 상면에서 주혈선이 나타났으나 정지층을 제거하자 굴착면에서 완전한 주

혈선이 확인되었다. 또한 단면토층을 보면 정지층 토층이 벽주를 일부분 덮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내부퇴

적토가 덮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면에서 확인된 주혈선은 목주의 흔적으로 보인다(토층도 주혈6 및 사

진 291의 주혈4, 6 참고). 반면에 정지층을 굴광해서 만든 주혈은 정지층에서 완전한 주혈선이 확인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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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지층에서 주혈선이 시작하는 것이 단면토층도에서 확인되었다(사진 291의 주혈 2 사진 참고). 이처럼

주거지 굴착 후 일부 벽주를 굴착면에 세운 다음 정지층을 조성 한 후 정지층을 다시 파서 나머지 벽주를 세

웠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만든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혈들 모두 평균 깊이가 45~55㎝로 굴착면까

지 깊이 파서 만들었으며, 주혈들 위치에서도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혈들간의 기능이

나 용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벽주를 모두 세운 후 지붕구조물을 조성하는 건축순서에

비추어 볼 때 벽주조성과 정지층 조성은 시차를 두지 않고 거의 동시에 작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장벽의

중앙에는 상대적으로 작고 얕은 벽주를 설치했다. 

저장혈은 총 4개가 존재하는데 남쪽 모서리에 1개, 동쪽 모서리에 2개, 북쪽 모서리에 1개가 위치한다.

이중 저장혈 1은 동쪽 모서리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다. 장축길이 128㎝, 단축길이 62㎝이며

깊이는 상면 기준으로 72㎝이다. 3개의 층이 U자형을 이루며 퇴적되었는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상면

위에 만들었으며 깊이가 깊고 크기가 큰 것으로 보아 저장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6호 주

거지, 25호 주거지 등에서도 이러한 저장혈이 나타나는데, 방위에 상관없이 출입구 단벽 남동쪽 모서리에 위

치하는 특징이 있다. 다른 저장혈들도 저장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

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정지층은 9개의 토층으로 구분된다. 내부토는 암갈색사질토에 황갈색사질토가 섞여있다. 정지층을 모두

제거하면 명황갈색의 굴광면이 나타난다. 최대깊이는 32㎝이지만 굴곡이 매우 심하다. 굴착면에서는 4개의

주혈이 새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2개는 주거지의 장축을 따라 일렬로 배치되었다. 

주거지 굴착 후 상면 조성 전까지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부구조를 만드는데 사용한 임시기둥 등의 용도

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출토유물은 중도식토기, 타날문토기 단경호, 낙랑계토기, 도자가 있다. 서쪽 모서리에서 원저단경호가 똑

바로 놓인 채 출토되었는데, 바닥을 일부 굴광 한 후 토기를 놓고 주변 흙을 약간 메워서 고정시켰다. 저장의

용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거지들에 비해 유물은 빈약한 편이다. 정지층 내에서 철기와 원저단경호

구연부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주거지 건축 시 제례적인 의미로 일부러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병현)

(2) 遺物

① 短頸壺(도면 249-1, 사진 292-⑥) 

낙랑계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구경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

운 점토이다. 전체적인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속심은 암회색이다. 구연단은 凹面을 이루고, 경부에

는 1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견부에는 승문이 깊게 타날되었고, 경부는 마모되어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

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口徑 18.0㎝, 現高 7.2㎝

② 短頸壺(도면 249-2, 사진 292-④·⑤) 

낙랑계 타날문토기 단경호이며, 와질소성이다.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 일부는 결실되었다. 태토는 소량

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황색(2.5Y 7/2)이다. 외면은 전체가 타날되

었으나 구경부와 견부는 회전목리조정하여 대부분 지워지고 희미하게 관찰된다. 동체부와 저부는 격자타

날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동체부는 7조의 침선을 돌렸다. 저부는 사격자문으로 타날의 방향이 동체부와

다르다. 구경부 내면에도 타날흔이 희미하게 남아있으며, 동체부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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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물손질로 정면하 는데 정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경부는 외경하고, 저부는 원저이다.  口徑 20.7㎝,

高 30.1㎝

③ 短頸壺(도면 249-3, 사진 292-⑪) 

와질의 단경호로 동체부 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고운 점토이다. 기면의 색조는 황회색(2.5Y 4/1), 속심은 천황색(2.5Y 7/3)이며,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어 천황색을 띤다. 외면은 견부와 동체부 전체에 격자타날이 되었고, 내면은 회전물손

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20.8㎝

④ 短頸壺(도면 249-4, 사진 292-⑫) 

타날문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은 회색이고, 내면과 속심은 회황색(2.5Y 6/2)이다. 외면은 격자문이 타날되었고, 10

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침선이 위치한 동체 중·하위까지는 사격자문이, 침선 아래로는 정격자문이 타날되

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11.9㎝

⑤ 無文土器 底部(도면 249-5, 사진 292-⑩) 

바닥정지층에서 출토되었다. 무문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

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바닥은 황갈색(2.5Y 5/3)을 띤다. 외면은

대체로 깨끗하게 물손질정면되었으며,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만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목리조정되

었다. 바닥은 가운데가 약간 들려있다.  現高 9.2㎝, 底徑 9.4㎝

⑥ 無文土器 底部(도면 249-6, 사진 292-⑦) 

무문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다량의 운모 세사립과 석 , 장석 등의 사립

이 소량 섞여있다.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내면은 무질서하게 목리조정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

계에는 도구정면흔이 남아있다.  現高 4.0㎝, 底徑 10.0㎝

⑦ 底部(도면 249-7, 사진 292-⑧)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

있다. 외면은 등색(7.5YR 6/6)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과 회색이다. 바닥은 흑갈색이고,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에는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바닥도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정면흔이 희미하게 남아있

다.  現高 5.2㎝, 底徑 8.2㎝

⑧ 刀子(도면 249-8, 사진 292-⑨) 

철제 도자로 신부만 일부 남아있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었으나 背部와 刃部

의 원상이 잘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정연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단조성형 후 인부연마 등의 마무리 공정

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길이 5.3㎝, 폭 1.2㎝, 두께 0.2㎝, 무게 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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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50, 사진 293~296) 

33호 주거지는 B지구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5m 떨어진 곳에 3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16m 떨어진 곳에 31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해발 36.0~36.8m에 조성되었다. 주거

지 동쪽이 조사구역 경계와 접하고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다. 다만 부석식 노

지를 사용한 다른 주거지와 비교해 보면 남동쪽에 출입구가 있는‘凸’자형 주거지 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축방향은 N-38°-W이며 장축길이는 잔존부분이 536㎝, 단축길이 526㎝, 깊이 52㎝이다. 

토층은 내부퇴적토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성된다. 내부퇴적토는 주로 암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

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1㎝ 정도로 깔아서 만들었는데 매우 단단하다. 

33호 주거지는 주거지 굴착 후 굴착면에 흙을 돋아서 정지층을 조성했다. 이 후 정지층을 다시 파서 벽주

를 세운 후 점토를 깔아서 상면점토층을 만들었다. 주거지 중앙 부분은 굴착을 얕게 해서 정지층 없이 굴착

면에 바로 상면점토층을 만들었다. 상면까지의 최대깊이는 46㎝이다. 

상면조사 결과 1개의 노시설과 4개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부석식 노지로 주거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정지층을 약간 판 후 자갈을 깔아서 만들었는데 노지 서쪽의 1/3 정도에는 자갈이 깔려있지 않다. 평

면평태는 원형으로 직경은 최대 96㎝이다. 북쪽 끝 부분이 20㎝ 정도 길게 뻗어있다. 벽주는 북쪽벽에 130㎝

의 간격으로 2개, 서쪽벽에 230㎝의 간격으로 2개가 위치하고 있다. 내부 조사과정에서 여러 점의 석편과

상부유물이 출토되었을 뿐 유물은 빈약한 편이다. 주거지 북서쪽에 8개의 주혈이 군을 이루고 있는데 주거지

와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유물은 토기류로 외반구연옹, 호, 뚜껑 등 중도식토기가, 석기류로는 용도미상석기, 철기류로는 삼각형철

기, 송곳, 도자가 출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外反口緣甕(도면 251-2, 사진 296-⑨)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이며, 구연부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

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기면은 박리되었다.  復原口徑 17.5㎝, 現高 4.0㎝

② 外反口緣壺(도면 251-1, 사진 296-⑧) 

중도식토기 외반구연호이며, 경부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

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가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명황색(2.5Y

7/4)이다. 기면은 심하게 박리되었다.  現高 11.8㎝

③ 뚜껑(도면 251-4, 사진 296-⑪) 

중도식토기 뚜껑이며,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의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과 흑갈색을띤다. 꼭지는 단추형이

고, 개신외면은종방향으로마연되었다. 내면은횡방향으로거칠게정면되었다.  復原口徑14.0㎝, 高 7.9㎝

④ 底部(도면 251-3, 사진 296-⑩) 

504



505

도면 250. 원33호 주거지(1/50)



506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

색(10YR 6/4)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정면상태는 양호하고, 내면은 경질에 가까운 소성상

태이다. 내면에 목리조정흔이 남아있다.  現高 5.2㎝, 復原底徑 8.1㎝

⑤ 用途未詳石器(도면 251-6, 사진 296-⑬) 

용도미상의 석기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석질은 안산암이다. 상면은 마연되었으며, 하면과 가장자리는 고

타하여 형태를 갖추었다.  현길이 9.6㎝, 너비 5.6㎝, 두께 2.0㎝, 무게 175.0g 

⑥ 三角形鐵器(도면 251-5, 사진 296-⑫) 

평면형태는 삼각형이고, 가장자리 일부는 결실되었다. 무경식철촉의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단면은 가장

자리로 가면서 얇아지는 타원형이다.  길이 3.9㎝, 추정폭 2.5㎝, 두께 0.1㎝, 무게 3.0g 

⑦ 송곳(도면 251-7, 사진 296-⑮) 

선단부와 말단부는 결실되었으나 뾰족하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부의 상부단면은 방형이고, 하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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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면서 육각형으로 둥 게 제작되었다.  현길이 14.6㎝, 폭 0.5㎝, 두께 0.5㎝, 무게 16.0g 

⑧ 刀子(도면 251-8, 사진 296-⑭) 

철제 도자로 인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인부는 평면도상에서 곡선을 이루며, 병부의 말단

부는‘ㄱ’자 상으로 접혀있다. 신부와 병부의 경계는 뚜렷하다. 신부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병부단면은

장방형이다. 전체적으로 미세하게 호상을 이루나, 대체로 정연한 일직선을 이루는 편이다.  길이 18.7㎝, 폭

1.5㎝, 두께 0.4㎝, 무게 28.0g 

34) 34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52·253, 사진 297~299) 

34호 주거지는 B지구의 중앙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사구역 서쪽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37.0~38.0m에 조성되었다. 북동쪽으로 10m 떨어진 곳에 원32호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凸’

자형 주거지로 주거부는 장방형이다. 주축방향은 N-69°-W이다. 출입구가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강가를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길이 845㎝, 단축길이 570㎝, 깊이 92㎝이다. 

토층은 내부퇴적층, 상면점토층, 정지층으로 구성된다. 내부퇴적층은 완만하게 U자형으로 퇴적되었다.

내부토는 흑갈색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상면점토층은 점토를 1㎝ 정도 깔아서 만들었다. 상면까지의 깊이

는 86㎝이다. 

출입구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인데 다른 주거지에 비해 매우 세장하다. 교란으로 인해서 상부가 일부 유실

되었다. 정지층이나 상면점토층 없이 굴착면을 바닥으로 사용했다. 주거부와는 평평하게 거의 직선으로 연

결되어 있다. 이는 정지층을 조성할 때 출입구 바닥과 같은 높이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2개의 출입구 주혈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출입구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직경은 모두 32㎝로 깊이는 각각 385㎝, 22.5㎝이다. 

상면조사결과 2개의 노지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모두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서로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다.

노지1은주거부의거의중앙에위치하고있는데오벽에서254㎝떨어져있다. 평면형태는원형으로직경86㎝,

깊이는 9㎝이다. 정지층을 굴착해서 만들었는데 노지 서쪽으로 돌 2개를 가로로 놓아서 막음돌 시설을 만들었

다. 노지2는노지1의서쪽에위치하는데오벽쪽에서 216㎝떨어져있다. 무시설식노지로동쪽일부분이노지

1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잔존직경은 55㎝, 깊이 14㎝이다. 노지토층을 보면 노지1의 어깨

선이 노지2를 파괴하고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지2 위에 암갈색사질토와 함께 노지1의 막음돌

시설이위치한다. 즉노지2를사용하다가폐기한후그자리에노지1을다시만들어서사용한것이다. 

주거지 내부에 주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면바닥에 그냥 기둥을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지층은 단일토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면에서 굴착면까지의 깊이는 최대 20㎝이나 보통 10㎝내외에 이른다. 정지층을 모

두 제거하면 명황갈색 굴착면이 나타나는데 바닥이 평평한 편이다. 

정지층 조사결과 2개의 저장혈과 3개의 내부주혈이 굴착면에서 새로 확인되었다. 저장혈은 주축을 기준

으로 할 때 모두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남동쪽 모서리에 저장혈이 위치하는 것은 14호, 25호,

32호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34호 주거지의 경우 2개가 존재하며 모두 굴착면에서 조성했다는 점

이 특징하다.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3개의 토층이 거의 수평으로 퇴적되어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토기편이

층위와 관계없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토기를 묻은 것이다. 즉 저장혈 1·2는 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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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아니라 주거 주거지 건축과 관련된 의례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저장혈 1은 직경 150㎝,

폭 66㎝, 깊이 67㎝이며, 저장혈 2는 직경 140㎝, 폭 81㎝, 깊이 51㎝이다. 

내부주혈들은 모두 굴착 후 상면 조성 전까지만 사용된 것으로 상부구조물을 만들 때 무게를 지탱하는 임

시기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내만구연옹, 외반구연옹 등의 중도식토기와 타날문토기 단경호, 파수, 방추차, 석촉, 지석 등이 출

토되었다. (도병현)

(2) 遺物

① 內灣口緣甕(도면 254-1, 사진 300-①) 

중도식토기 내만구연옹이며, 전체의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과 탁갈색(7.5YR 5/4)이고,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이

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남아있다.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었으

며, 종방향의 마연흔이 부분적으로만 희미하게 확인된다.  復原口徑 17.5㎝, 高 28.7㎝, 復原底徑 11.3㎝

② 外反口緣甕(도면 254-2, 사진 300-②)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

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탁황등색(10YR 6/4)과 회황갈색(10YR 5/2)을 띠고, 내면은 명황갈색

(10YR 6/6)이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비교적 평평하게 처리되

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물손질정면흔

과 지두흔이 있고, 횡방향으로 도구로 그은 흔적이 있다.  復原口徑 16.2㎝, 現高 21.6㎝

③ 外反口緣甕(도면 254-3, 사진 300-③)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구연일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전반적인 색조는 탁황갈

색이고, 부분적으로 회황갈색(10YR 4/2)과 흑갈색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고, 동체내면

에는 유기물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는 횡방향으

로 물손질되었고,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의 동체상부는 목리조정되었고, 동체중위와 하위는

종방향으로 거칠게 마연되었다.  口徑 14.7㎝, 現高 20.0㎝

④ 外反口緣甕(도면 254-4, 사진 300-④) 

중도식토기 외반구연옹으로 1/3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부분적으로 암회황색(2.5Y 5/2)을 띤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부는 짧게 외경하고, 구연단은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외면에는 지두흔이 희

미하게 남아있고, 동체부는 종방향으로 마연되었다. 내면에는 전체적으로 지두흔이 있고, 횡방향의 도구정

면흔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復原口徑 17.8㎝, 現高 18.7㎝

⑤ 外反口緣甕(도면 254-5, 사진 300-⑤) 

중도식토기이며, 구연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

있다. 외면은 명적갈색(5YR 5/8)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과 흑갈색이다. 외면은 마연되었으나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목리조정되었다.  復原口徑 16.8㎝, 現高 5.2㎝

⑥ 口緣部(도면 254-6, 사진 300-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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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

는 갈회색(10YR 4/1)이고, 외면은 등색(7.5YR 6/6)을 띠기도 한다.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구연단

은 둥 게 처리되었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내면은 횡방향으로 목리조정한 후

종방향으로 마연하 다.  현길이 6.8㎝

⑦ 口緣部(도면 254-7, 사진 300-⑦) 

중도식토기로 구연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명황갈

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등색(10YR 6/4)이다. 구연단은 평평하게 처리되었다. 기면은 물손질로 정

면되었고, 외면에는 종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7.6㎝

⑧ 中島式土器(도면 255-1, 사진 300-⑪) 

중도식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

다. 외면은 명황갈색(10YR 6/6)이고, 내면은 탁황갈색(10YR 5/3)이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고,

그을음이 부분적으로 묻어있다. 내면은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現高 7.8㎝

⑨ 底部(도면 255-2, 사진 300-⑨)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다량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고, 내면은 암회황색(2.5Y 5/2)이다. 외면은 점토보강한 부분이 거의 박리되

었고, 일부에서 종방향의 마연흔이 확인된다. 바닥도 가장자리는 거의 결실되었고, 매우 거칠게 정면되었는

데 도구흔과 지두흔이 무질서하게 남아있다.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에는 도구에

찍힌 흔적이 남아있다.  現高 5.3㎝, 復原底徑 8.2㎝

⑩ 底部(도면 255-3, 사진 300-⑩)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등의 중석립과 운모 세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은 적갈

색(5YR 4/8)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과 흑갈색이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으

로 마연되었고,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횡방향으로 도구정면되었다. 내면은 무질서하게 마연되었다.  現高

4.9㎝, 底徑 8.8㎝

⑪ 底部(도면 255-4, 사진 300-⑧) 

중도식토기로 저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다량 섞여

있다. 기면의 색조는 흑갈색(2.5Y 3/1)이고, 속심은 회색이다. 기면은 마연으로 정면하 으며, 저부와 바닥

의 경계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6.3㎝, 底徑 14.0㎝

⑫ 短頸壺(도면 255-7, 사진 301-②)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전체의 1/4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의 색조는 올리브흑색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6/2)이다. 경부는 외경하고, 구

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견부부터 동하위까지는 승문을 타날하고, 17조의 침선을 돌렸다. 침선 아래부터는

타날의 방향이 바뀌었으며, 저부는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구경부와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

고, 저부내면에는 지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6.2㎝, 推定高 31.1㎝

⑬ 短頸壺(도면 255-8, 사진 301-①) 

타날문토기 단경호로 구경부의 1/2 가량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5Y 4/1)이고, 내면은 올리브흑색(5Y 3/1), 속심은 명황색이다. 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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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하고, 구연단은 약하게 凹面을 이룬다. 견부는 승문타날 후 침선을 돌렸고, 경부에는 회전물손질정면흔

이 남아있다.  復原口徑 17.0㎝, 現高 9.1㎝

⑭ 打捺文土器(도면 255-9, 사진 301-③) 

타날문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외면의 색조는 탁황색(2.5Y 6/4)이고, 내면은 흑갈색이다. 외면은 승문타날 후 침선을 돌

렸는데 5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내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다.  現高 9.6㎝

⑮ 短頸壺(도면 256-1, 사진 301-④) 

타날문토기편으로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기형은 단경호로 추정된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인 비교적 거친 점토이다. 외면은 명황색(2.5Y 7/3)이고, 내면은 암

회색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외면은 승문타날되었으며, 3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동체

중·하위는 부분적으로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회전물손질

로 정면되었다.  現高 16.7㎝

⒃ 甕(도면 256-2, 사진 301-⑤) 

동체부만 일부 남은 것을 기울기는 임의로 도면복원하 다. 기형은 옹으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석 , 장

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고, 외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내면에는 띠상으로 탄화흔이 남아있다. 산화염소성되었으나 소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외면은 승문타날

을 하고 저속회전에 의한 목리조정을 횡방향으로하여 타날흔이 대부분 지워졌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정면

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現高 18.7㎝

⒔ 打捺文土器(도면 255-5, 사진 300-⑫) 

타날문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황

색(2.5Y 6/3)이고,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다. 직경 0.8㎝의 구멍이 2개 남아있는데 토기를 성형하면서

뚫은 것이 아니고, 소성 후에 만들어지거나, 사용하던 토기를 재가공한 것으로 보인다.  현길이 5.0㎝

⒕ 把手(도면 255-6, 사진 300-⑬) 

파수로 추정되나 뚜껑의 꼭지일 가능성도 있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단면은 원형이고, 기면에 점토를 덧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3.9㎝,

파수두께 3.7㎝

⒖ 紡錘車(도면 256-3, 사진 301-⑦) 

평면형태 원형의 토제품으로 타날문토기의 동체편을 이용하여 제작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포함된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은 황회색(2.5Y 4/1)이고, 내면은 탁황색(2.5Y 6/3)이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

고, 5조의 침선이 남아있다. 가운데는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다.  直徑 6.0㎝

⒗ 紡錘車(도면 256-4, 사진 301-⑥) 

주판알 형태의 방추차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

다.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가운데는 직경 0.6㎝의 구멍이 뚫려있고, 단면은 육각형에 가깝다.

直徑 4.9㎝, 두께 2.3㎝

(21) 石鏃(도면 256-6, 사진 301-⑧) 

유경식석촉으로말단부일부가결실되었으나완형에가깝다. 이암혼펠스제이며회흑색이다. 전면에거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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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흔이남아있고, 신부단면은능형, 경부단면은장방형이다.  길이4.7㎝, 최대폭1.4㎝, 두께0.5㎝, 무게3.0g 

(22) 砥石(도면 256-5, 사진 301-⑨) 

일부만 남아 있으며, 불에 그을린 흔적도 있다. 3면이 마연되었으며, 암질이 단단하여 마연방향은 잘 드러

나지 않는다.  현길이 12.0㎝, 너비 11.3㎝, 두께 5.8㎝, 무게 1364.0g 

(23) 板狀形鐵片(도면 256-7, 사진 301-⑩) 

판상형의 용도미상철편으로 일부는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단면은 가장자리로 가면서 얇아

지는 타원형이다. 도면상 하단은 일정간격으로 톱니바퀴 모양으로 재단한 흔적이 있다.  현길이 8.0㎝, 폭

2.2㎝, 두께 0.15㎝, 무게 16.0g 

35) 35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57, 사진 302) 

35호 주거지는 36호 주거지 북서쪽 8m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6.9~37.2m에 조성되어있다. 평면형태

3

0 2cm

도면 257. 원35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1/3, 3: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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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방형인데 남쪽 장벽은 교란되어 파괴가 심하다. 주축방향은 N-73°-W이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391㎝,

폭 295㎝, 깊이 26㎝이다. 동쪽 단벽에 접한 내부의 바닥에서는 118×98㎝의 청동기시대 5호 수혈이 확인

되었다. 상부의 삭평이 심하여 내부토는 1개 층만 잔존하 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목탄이 검출되고 내부토에서도 목탄이 포함되어 화재주거지의 가능성이 있다. 상면은

유구 확인 면에서 10㎝ 정도의 깊이에서 확인되었는데 아무런 처리 없이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동쪽

단벽의 중앙면에 소토가 확인되는데 역시 소토범위는 유구선 밖으로 돌출한다. 벽면의 일부가 소토화 되고

그 범위가 유구선 밖으로 돌출된 것에서 벽면에 접하여 노지 내지는 부뚜막과 같은 시설이 설치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주거지 중앙에는 42×36×16㎝의 주혈로 추정되는 수혈이 확인되었다. 북서쪽 모서리 부분에서

도 28×20×16㎝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중도식토기편, 화분형토기편, 철경동촉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花盆形土器片(도면 257-1, 사진 302-⑦) 

화분형토기이며, 동체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운모 등의 세사립과 소량의 활석이 섞여있다. 색조는 탁

황색(2.5Y 6/3)이다. 내면에는 포흔과 포목겹침흔이 뚜렷하다.  현길이 4.3㎝

② 土器片(도면 257-2, 사진 302-⑧) 

중도식토기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기면은 물손질정면되었는데 정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현길이 6.8㎝

③ 鐵莖銅鏃(도면 257-3, 사진 302-⑨) 

莖部는 결실되고 동촉만 남아 있다.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되어 있다. 신부는 三稜形이며, 한면에는 삼각형

의 혈구가 있다. 身部단면은 삼각형, 柄部단면은 육각형이다.  현길이 2.8㎝, 신부폭 0.9㎝, 신부두께 0.8㎝,

경부두께 0.4㎝, 무게 5.0g 

36) 36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58, 사진 303·304) 

36호 주거지는 36호 수혈을 파괴하고 조성된 것으로 해발 36.0~36.7m에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이나 주거지 남동쪽이 교란에 의해 파괴되어 정확한 평면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서쪽과 북쪽 벽의 일부도

교란으로 파괴되었다. 주거지 규모는 잔존길이 413㎝, 잔존너비 392㎝, 깊이 58㎝이다. 

주거지의 주축방향은 N-59°-W이다. 상면은 유구확인 면에서 50~60㎝ 정도의 깊이에서 확인되는데

1~3㎝ 두께의 점토를 전면에 깔아 조성하 다. 주거지 중앙에는 직경 65㎝ 정도의 원형노지가 확인되는데

아무런 시설 없이 상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유구는 노지의 위치와 형태, 점토상면 등 구조상으로 볼 때

‘凸’자 내지는‘呂’자형 주거지로 추정된다. 남쪽 장벽에 접하여 벽주로 추정되는 주혈이 확인될 뿐 나머지

벽면에서는 벽주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화분형토기, 타날문토기, 토제품과 석제보습, 철경동촉이 출토

되었다. (김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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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遺物

① 花盆形土器(도면 259-1, 사진 304-⑩) 

화분형토기로 구연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황등색(10YR 6/4)이다. 구연부는‘∩’자 형으로 점토를 보강하여 성형하 고, 내면에는 포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復原口徑 18.3㎝, 現高 3.1㎝

도면 258. 원36호 주거지 및 원36호 수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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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打捺文土器(도면 259-2, 사진 304-⑪) 

타날문토기로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는 소량의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와질소성이며, 기

면이 손에 묻어난다. 색조는 회황색(2.5Y 6/2)이고, 외면에는 흑반이 있다. 외면은 승문타날을 하고 침선을

돌렸다. 내면은 도구정면흔이 있고,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다.  현길이 5.6㎝

③ 土製品(도면 259-3, 사진 304-⑫) 

공렬토기의 구연부를 재가공한 토제품이다. 태토에는 다량의 운모와 사립이 섞여있다. 기면의 색조는 명

갈색(7.5YR 5/6)이고, 속심은 회색을 띤다. 직경 0.3㎝ 정도의 공렬이 2개 남아있고, 그 아래에 직경 0.8㎝

의 구멍을 안과 밖에서 뚫었다. 가장자리는 거칠게 다듬었다.  현길이 3.1㎝

④ 보습(도면 259-4, 사진 304-⑧) 

석제 보습으로 굴지구로 추정된다. 석질은 세립화강암이다. 가장자리는 떼어내기하여 형태를 갖추고, 上

面은 부분적으로 갈려있다.  길이 11.2㎝, 너비 7.1㎝, 두께 2.4㎝, 무게 254.0g 

⑤ 鐵莖銅鏃(도면 259-5, 사진 304-⑨) 

철경동촉으로 莖部의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身部는 三稜形이고,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되었으나 부식이 심

한편이다. 경부는 철제이고 목질흔이 남아 있다. 신부단면은 삼각형, 병부단면은 육각형, 경부단면은 원형이

다.  현길이 6.8㎝, 신부폭 0.7㎝, 경부폭 0.4㎝, 신부두께 0.6㎝, 경부두께 0.5㎝, 무게 7.0g 

도면 259. 원36호 주거지 출토유물(1~3:1/3, 4:1/2, 5:실대)



520

37) 37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60, 사진 305·306) 

37호 주거지는 36호 주거지의

남쪽 6m, 38호 주거지의 북쪽 3m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6.2~

36.4m에 위치한다. 조사범위경계

에 접하여 동쪽 벽은 확인할 수 없

었다. 조사된 상태에서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규모

는 잔존길이가 352㎝, 너비 322

㎝, 깊이 10㎝이다. 주축방향은

N-70°-W이다. 

유구 확인 면에서 10㎝ 정도의

깊이에서 상면이 확인되었는데, 아

무런 처리 없이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동쪽 조사범위경계 쪽

의 내부에서는 소토와 함께 불을

먹은 20~40㎝ 전후의 강돌과 할

석이 다수 검출되었지만, 정형성은

없었다. 소토와 불을 먹은 돌들로

부뚜막구조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

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유물은 타

날문토기와 철부가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打捺文土器(도면 261-1, 사진 306-⑤) 

대형의 타날문토기이며, 저부일부와 동체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정선된 니질점토이다.

기면과 속심의 색조는 황회색(2.5Y 5/1)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동체중위까지는 종방향

으로 승문타날을 하고 침선을 얕게 그었고, 동체 하위와 저부는 승문이 교차되어 타날되었는데 먼저 종방향

으로 타날한 후 사방향 혹은 횡방향으로 하 다. 내면에는 전체적으로 내박자흔이 남아있으며, 부분적으로

박리된 곳을 제외하면 뚜렷하다. 동체부와 바닥에 나타나는 내박자흔의 방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바닥은 원

저에 가깝다.  現高 34.4㎝

② 鐵斧(도면 261-2, 사진 306-⑥) 

주조철부로 신부 일부만 남아있다. 측면에는 합범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는데, 쌍합범으로 제작한 것으로

도면 260. 원37호 주거지(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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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1. 원37호 주거지 출토유물(1:1/3,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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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현길이 4.8㎝, 폭 3.4㎝, 두께 0.4~0.7㎝, 무게 47.0g 

③ 鐵斧(도면 261-3, 사진 306-⑦) 

주조철부로 신부 일부만 남아있다. 소형으로 추정된다. 측면에는 합범흔이 남아있어 쌍합범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현길이 3.9㎝, 폭 2.5㎝, 두께 1.0㎝, 무게 25.0g 

④ 鐵斧(도면 261-4, 사진 306-⑧) 

주조철부로 신부의 측면부 일부만 남아있다. 측면의 가운데는 합범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4.6㎝, 폭 1.8㎝,

무게 18.0g 

38) 38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62, 사진 307·308) 

38호 주거지는 37호 주거지의 남쪽에 위치하며 해발 36.1~36.4m에 조성되었다. 청동기시대 13호 주거

지의 북쪽 단벽을 일부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유구는 조사범위 경계에 접하여 유구의 일부만 조사되었다. 평면

형태는 방형 내지는 장방형으로 추정되고 주축방향은 N-3°-E이다. 주거지 규모는 잔존길이 339㎝, 너비

179㎝, 깊이 26㎝이다. 상면은 유구확인 면에서 약 20㎝ 정도 깊이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 북쪽 벽의 서쪽

모서리부분에 직경 22㎝, 깊이 5㎝ 정도의 소형수혈이 검출되었는데, 확실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유물은 타날

문토기와 낙랑계토기, 철부, 철서가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短頸壺(도면 262-1, 사진 308-④) 

낙랑계토기 단경호편으로 구경부만 일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

고,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경부는 외경하고, 기면은 대부분

박리되었다. 내·외면에는 회전물레흔이 뚜렷하다.  復原口徑 30.2㎝, 現高 5.9㎝

② 打捺文土器(도면 262-2, 사진 308-⑤) 

타날문토기편으로 동체부만 일부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외면은 명황갈색

(10YR 6/6)이고, 내면은 회황색(2.5Y 6/2)이다. 와질소성이며, 기면이 손에 묻어난다. 외면에는 승문이

타날되었다.  현길이 6.1㎝

③ 鐵斧(도면 262-4, 사진 308-⑦) 

주조철부로 刃部의 한쪽 모서리와 尻部 일부는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인부보다 공부가 넓은 제형에 가

깝다. 양 측면에는 합범흔이 있어 쌍합범으로 주조했음을 알 수 있다. 합범 접합 시 약간 어긋나게 접합하여

신부 단면은 다소 일그러진 장방형이다.  길이 16.5㎝, 신부폭 7.8㎝, 두께 2.3㎝, 무게 326.0g 

④ 鐵鋤(도면 262-3, 사진 308-⑥) 

鐵鋤의 인부로 추정된다. 도면상 오른쪽의 측면에는 약하게 돌대가 돌아가고, 하단은 인부가 형성되었다.

현길이 3.5㎝, 폭 6.0㎝, 두께 0.2㎝, 무게 1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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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2. 원38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1/3,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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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63, 사진 309) 

39호 주거지는 48호 수혈의 동쪽 3m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5.8~36.2m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방

형인데 남동쪽 벽의 중앙부에는 굴광선 밖으로 소토화 되어 돌출된 현상이 나타난다. 내부토층은 2개 층이고

주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272㎝, 너비 266㎝, 깊이 26㎝이다. 주축방향은 N-

17°-E이다. 상면은 유구 확인 면에서 28㎝ 정도의 깊이에서 확인되며 굴광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남동쪽

소토화 된 벽에 연하여 내부에 불을 먹은 20~40㎝ 정도의 강돌과 할석이 다수 검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서 벽면에 접하여 부뚜막구조와 같은 시설이 존재하 음을 추정할 수 있다. 유물은 중도식토기편과 철경동

촉 2점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土器片(도면 263-1, 사진 309-⑦)

중도식토기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명황갈색(10YR 6/6)이다.

내면에는 횡방향과 종방향의 마연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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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3. 원39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1/3, 3·4: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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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土器片(도면 263-2, 사진 309-⑧) 

중도식토기편이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갈색(7.5YR 5/4)이다.

내면에는 목리조정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현길이 6.5㎝

③ 鐵莖銅鏃(도면 263-3, 사진 309-⑨) 

철경동촉으로 身部의 선단부는 결실되었다. 신부는 三稜形으로 전면이 치 하게 마연되었다. 신부의 한면

에는 삼각형의 혈구가 얕게 파여졌다. 신부 단면은 삼각형이며 병부 단면은 육각형, 경부 단면은 원형이다.

현길이 4.9㎝, 신부폭 1.0㎝, 경부폭 0.4㎝, 경부두께 0.4㎝, 신부두께 0.7㎝, 무게 7.0g 

④ 鐵莖銅鏃(도면 263-4, 사진 309-⑩) 

철경동촉으로 身部의 선단부와 가장자리는 결실되었다. 부식이 심하다. 신부는 三稜形이나 마모가 심하여

말각삼각형을 띤다. 신부에는 횡방향의 마연흔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신부 단면은 삼각형이고, 경부의 단면

은 원형이다.  현길이 4.9㎝, 신부폭 0.6㎝, 경부폭 0.3㎝, 신부두께 0.6㎝, 경부두께 0.3㎝, 무게 3.0g 

40) 40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64, 사진 310·311) 

40호 주거지는 50호 수혈과 52호 수혈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해발 36.2~36.9m에 조성되었다. 52호 수

혈은 남서쪽 2m, 50호 수혈은 북동쪽 5m 거리에 있다. 

주거지는 말각방형의 형태로 북쪽 벽의 일부가 교란되었다. 내부퇴적토는 7개 층인데, 토층상에서 주재의

존재는 확실하지 않다. 주축방향은 N-14°-E이며, 주거지 규모는 길이 328㎝, 너비 322㎝, 깊이 64㎝이다. 

주거지 상면은 유구확인면에서 60㎝ 정도 깊이에서 확인되었으며 굴착 면을 그대로 사용하 다. 남쪽 벽

면의 중앙부에는 높이 30㎝, 길이 100㎝, 너비 40㎝의 소토가 확인된다. 소토와 함께 직경 10~20㎝ 정도

의 역시 불을 먹은 돌이 다수 검출되었다. 돌은 형태를 갖추지 않고 무질서 하지만 불을 먹고, 소토범위에서

확인되어, 벽면에 접하여 부뚜막구조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은 중도식토기 저부,

방추차, 철부, 낚시바늘, 봉상철기, 소찰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底部(도면 264-1, 사진 312-①) 

중도식토기이며, 저부와 동체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 다. 태토에는 석 , 장석, 운모 등의 사

립이 섞여있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갈색(7.5YR 5/6)이고, 외면의 일부는 탁황등색(10YR 6/4)을 띠

기도 한다. 내면에는 그을음이 묻어있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되었으나 박리되어 희미하게 관찰되

고, 동체내면에는 횡방향의 마연흔이 남아있다. 저부와 바닥의 경계는 목판정면되었다.  現高 10.0㎝,

底徑 10.2㎝

② 紡錘車(도면 264-2, 사진 312-②) 

토제 방추차로 산화염에서 소성되었다. 태토에는 운모 등의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회황갈색(10YR

4/2)과 탁황등색(10YR 6/3)을 띤다. 가운데는 직경 0.7㎝의 구멍이 뚫려있고, 완형이다.  直徑 3.6㎝, 두

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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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鐵斧(도면 265-1, 사진 312-④) 

주조제 철부로 완형이다. 측면의 중앙에 합범흔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쌍합범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

다. 인부는 약간 弧狀을 이룬다. 공부의 가장자리에는 주조시 주물이 흘러나와 굳어 면이 고르지 못하다. 합

범은 접합시 약간 어긋나게 접합하여 신부 단면이 정형하지 못하다. 신부단면은 측면중앙이 약간 돌출한 장

방형이다.  길이 13.7㎝, 인부폭 5.3㎝, 공부외경 6.4×2.5㎝, 무게 395.0g 

④ 鐵斧(도면 265-2, 사진 312-⑨) 

주조철부로 부식이 매우 심하다. 공부는 대부분 결실되었고, 신부의 일부도 결실되었다. 신부의 양 측면에

는 합범흔이 있다. 합범 접합시 약간 어긋나게 접합하여 신부 단면은 다소 일그러진 장방형이다. 전체적으로

기포와 녹이 심하게 형성되었다.  현길이 10.3㎝, 폭 5.6㎝, 무게 138.0g 

⑤ 鐵斧(도면 265-4, 사진 312-⑤) 

鑄造鐵斧이며 공부는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신부단면은 측면의 가운데가 약간 돌출한 장방

형이다. 양 측면의 중앙에는 합범흔이 있다.  현길이 9.1㎝, 폭 6.3㎝, 무게 201.0g 

⑥ 鐵斧(도면 265-5, 사진 312-③) 

주조철부이며 공부 일부만 남아있다. 공부는 주조시 주물이 흘러나온 채 그대로 굳어 면이 고르지 않다.

측면에는 합범흔이 남아있다.  현길이 5.2㎝, 폭 5.2㎝, 두께 0.4㎝, 무게 47.0g 

⑦ 刀形鐵器(도면 265-3, 사진 312-⑫) 

평면형태가 장방형에 가깝고, 인부는 약간 弧狀을 이룬다. 양 측면의 가장자리에는 약하게 돌대가 형성되

었고, 배부와 인부는 매우 불규칙한 면을 가진다. 배부는 다소 두께가 있으며, 인부는 다소 얇게 단조성형되

었다. 뒷면의 좌·우 가장자리에는 목질이 부착되어 있어 돌대가 있는 곳에 자루를 끼워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길이 9.4㎝, 폭 2.7㎝, 두께 0.2㎝, 무게 21.0g 

⑧ 낚시바늘(도면 265-6, 사진 312-⑥) 

철제 낚시바늘로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신부단면은 말각방형이고, 말단부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고, 단면

은 원형에 가깝다.  현길이 1.6㎝, 폭 0.4㎝, 두께 0.3㎝, 무게 2.0g 

⑨ 棒狀鐵器(도면 265-7, 사진 312-⑦) 

평면형태가 세장한 철기로 선단부와 말단부는 결실되었다. 단면은 원형이고, 외면에는 둥 게 각을 이루

며 연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현길이 6.6㎝, 폭 0.4㎝, 두께 0.4㎝, 무게 5.0g 

⑩ 棒狀鐵器(도면 265-8, 사진 312-⑧) 

평면형태는 매우 세장한 철기편으로 신부 일부만 남아있다. 단면은 말각방형이고, 기면은 부식으로 인한

철녹이 많이 있다.  현길이 4.7㎝, 폭 0.3㎝, 두께 0.25㎝, 무게 2.0g 

⑪ 小札(도면 265-9, 사진 312-⑩) 

鍛造製이며, 완형이다. 가장자리를 따라 革紐孔이 2조씩 6군데 뚫려있다. 가장자리는 약간 단이 진다.  길

이 5.8㎝, 폭 3.4㎝, 두께 0.15㎝, 무게 13.0g 

⑫ 小札(도면 265-10, 사진 312-⑪) 

鍛造製이며, 완형이다. 가장자리를 따라 革紐孔이 2조씩 6군데 뚫려있다. 가장자리는 약간 단이 지고, 단

면은 다소 내만한다.  길이 5.8㎝, 폭 3.1㎝, 두께 0.15㎝, 무게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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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5. 원40호 주거지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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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6. 원41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

41) 41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66, 사진 313) 

51호 수혈의 남쪽 3.5m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5.9~36.0m에 조성되었다. 주축방향은 N-30°-E이고,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254㎝, 너비 218㎝, 깊이 8㎝이다. 삭평이 심하여 바닥의 일부만 잔존하 다. 상면은

별다른 시설 없이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범위의 동쪽 모서리부분에 직경 40㎝ 전후

의 노지가 확인되는데 아무런 시설 없이 상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상부에 제거된 표토의 두께가 20~30㎝

전후에 불과하고, 인접한 51호 수혈의 깊이 및 내부에 조성된 노지를 감안하면 본 유구는 수혈보다는 주거지

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유물은 지석과 철서가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용도미상석기(도면 266-1, 사진 313-②) 

색조는 회녹색을 띠고, 석질은 안산암이다. 下面은 자연면이고, 上面은 떼어내기 한 흔적이 있다.  현길이

7.6㎝, 너비 8.5㎝, 두께 2.4㎝, 무게 20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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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⑤ 鐵鋤

철서로 추정되는 판상형의 철기 4점이다. 모두 도면상 오른쪽의 가장자리에 돌대가 돌아간다. ⑤는 두께

나 전체적인 형태가 ②와 차이가 있지만 ②, ③, ④는 모두 같은 개체일 가능성이 많다. ③은 직경 0.8㎝의

구멍이 뚫려있다. 각각 유물의 속성은 다음과 같다. 

42) 42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67, 사진 314) 

42호 주거지의 북동쪽 3m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6.1~36.2m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의 장

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50°-E이다. 상부삭평과 교

란이 심하며, 일부 벽면은 교란으로 파괴되었다. 직

경 50㎝ 정도의 원형수혈이 남쪽 단벽을 파괴하고

조성되어있다. 주거지 규모는 길이 308㎝, 너비

252㎝, 깊이 13㎝이다. 

상면은 유구 확인 면에서 10㎝ 정도의 깊이에서

확인되는데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서쪽 장벽

에 접하여 직경 80㎝, 깊이 5~7㎝ 정도의 원형수혈

이 있으며, 수혈주변에는 길이 20㎝ 전후의 방형대

석이 출토되었다. 북쪽 단벽의 일부가 돌출되어 있는

데 굴광선이 아닌 기반토가 변색된 것이다. 변색이

확인되는 돌출부분은 벽면에 접하여 노 또는 부뚜막

시설이 존재했지만 삭평에 의해 유실되고 그 흔적의

일부가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화분형토

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花盆形土器(도면 267-1, 사진 314-②) 

화분형토기로 구연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세

사립이 섞여있고, 색조는 탁황등색(10YR 6/3)이

다. 구연단은 凹面을 이룬다.  현길이 2.2㎝ 도면 267. 원42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3)

유 물 도면 사진
(現)규격(단위 ㎝, g)

길이 폭 두께 무게

② 266-2 313-③ (8.0) (7.3) 0.1~0.2 47.0

③ 266-3 313-⑤ (4.6) (2.4) 0.1~0.2 8.0

④ 266-4 313-④ (6.6) (3.2) 0.1~0.2 15.0

` ⑤ 266-5 313-⑥ (2.0) (1.9) 0.1 2.0

0 5 10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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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호 주거지

(1) 遺構(도면 268, 사진 315) 

43호 주거지는 42호 주거지의 남서쪽 3m 지점에 위치하며 해발 35.9~36.8m에 조성되었다. 동벽의 일

0 5cm

1

←

도면 268. 원43호 주거지(1/40) 및 출토유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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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의 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56°-W이다. 주거지 규모는 길

이 370㎝, 너비 340㎝, 깊이 92㎝이다

토층은 7개 층으로 거의 수평으로 퇴적이 이뤄졌다. 상면은 유구확인 면에서 90㎝의 깊이에서 확인되었

으며 굴착 면을 그대로 이용하 다. 북동벽과 남서벽 모서리 가까이에 대칭을 이루면서 각각 42×32×10㎝,

85×46×15㎝ 크기의 수혈이 확인된다. 

유물은 철부가 출토되었다. (김일규)

(2) 遺物

① 鐵斧(도면 268-1, 사진 315-⑤) 

주조철부로 신부 일부만 남았다. 측면에는 합범흔이 있어 쌍합범으로 주조했음을 알 수 있다. 신부단면은

측면의 가운데가 돌출한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현길이 5.3㎝, 폭 2.7㎝, 두께 0.3㎝, 무게 2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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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93·618-11번지 일원

주 거 지 청동기시대 27기 공렬토기, 이중구연토기,
석부, 석촉, 석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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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기 분청사기

수혈유구 청동기시대 6기 무문토기, 석착 등

원삼국시대 56기 중도식토기, 타날문토기, 화분형토기,
낙랑계토기, 철부, 철경동촉 등

경작유구 청동기시대 1개소 ·

굴립주 원삼국시대 3기 ·

구상유구 원삼국시대 2기 ·

석실묘 삼국시대 2기 대부완, 대부장경호, 단경호,
고배, 집게, 철겸, 도자 등

구들 조선시대 1기 흑유자기병, 백자, 도기, 기와 등

김일규, 현덕만, 도병현, 심재용, 장효성, 박천택

28,943㎡(약 8,755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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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 3月 26日 印刷
2009年 3月 28日 發行

編 輯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硏究院

發 行 京畿文化財團 京畿文化財硏究院
(주) 삼 성 엔 지 니 어 링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031)898-7990   fax 031)898-7991

製 作 칼라뱅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47
☏ 031)258-1778   fax 031)258-6258

印刷處 경기정판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2-1
☏ 031)250-3362~4   fax 031)251-5852

(비매품)

■ 현장조사

-조사 및 유구실측 : 김일규, 현덕만, 도병현, 장효성,

심재용, 박천택, 권태용, 심옥섭

■ 보고서

- 원 고 : 진수정, 김일규, 현덕만, 도병현

- 편 집 : 진수정, 조은정, 이혜림, 김 신

- 유 물 실 측 : 진수정, 이혜림, 김 신, 장효성,

김일규, 김유진, 백승실, 김남숙

- 제 도 : 이혜림, 김 신, 김유진, 백승실,

이현경

- 유물사진촬 : 오세윤

- 교 열 : 김성태, 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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