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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보고서는 2015~2016년 사이에 실시한 경기도기념물 제188호인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시굴조사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제목은 시굴조사이기는 하나 2000년도 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Ⅱ』로 명명하였다.

2. 도면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본문에 삽입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된 지도를 이용하였으며, 그 밖의 경우는 출처를 

기록하였다. 각 지도에는 축척을 표시하였다.

4. 수록된 층위단면도와 평면도에는 각각 방위, 축척, 해발고도를 표시하였다.

5.  Ⅳ장의 유물사진과 도면은 몸돌-격지-몸돌석기-잔손질된석기-망치돌-사용된자연돌의 순으로 

수록하였다. 

6.  유물도면은 1:1 실측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도면의 크기에 따라 각각 축소비율을 달리하여  

수록하였으며 축척을 표시하였다. 일부 흑요석 유물은 2:1로 수록하였다.

7.  유물도면의 배치는 정면(앞면, 격지의 경우 등면)을 기준으로 그 왼쪽에는 좌측면(옆면), 오른쪽

에는 우측면(옆면), 후면(뒷면, 격지의 경우 배면)을 배치하였으며, 위쪽에는 윗면(또는 때림면), 

아래쪽에는 아랫면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8. 유물의 크기는 mm단위를 사용하였으며, 무게는 g, 각도는 °를 사용하였다.

9. 유물도면에 사용된 표현 및 제작기호는 다음과 같다.

◇ 일러두기 ◇

자연면

굽 있음 굽 없음

격지 뗀 방향

반쪼개짐
(Accident de Siret)

잔손질 닦음질

돌결자연면돌결면 타격점 으스러짐 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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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산26-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이곳은 2000년도 

조사된 삼리(三里)유적의 인접지역으로 1937년 9월에 경기도 종양장이 생긴 후, 2001년 7월 경기도 축산위

생연구소가 용인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70여년간 지속적으로 경기도 종축장 관련 사무실 및 창고, 축사 

등의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초지는 목장으로 이용되었던 지역이다.1)

삼리유적은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 조성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1999년 지표조사를 시작

으로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간의 조사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표조사는 1999년 11월에 기전문화재연구원(현 경기문화재연구원, 이하 본원)에서 삼리 산 29-9일원

의 540,997㎡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2) 조사결과 지표1지역에서는 추정건물지와 기와, 몸돌, 

격지, 찍개 등의 뗀석기가, 지표3지역에서는 몸돌, 여러면석기 등의 뗀석기가 확인되었으며 지표2지역에서

는 어떤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갱신세 토양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어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지표1지역의 동쪽부분(2지역)과 지표3지역의 북서쪽 끝부분(5지역)의 시굴조사를 추진하

였다. 

시굴조사는 2000년 1월에 시작하였는데, 5지역은 가축 사료인 호밀 수확이 끝난 후 조사하기로 하여  

2지역만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2지역에서는 제4기 갱신세 층인 점토층에서 몸돌과 격지들이 수습되었고 

고려시대의 기와 가마터로 추정되는 유구들과 목탄이 발견되었다. 2000년 2월의 지도위원회의에서 행사

장 조성으로 유적이 훼손될 것으로 판단하고 유적 분포범위 및 성격을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지역은 발굴조사, 주변지역은 1, 3, 4지역으로 나누어 확장시굴조사가 결정되었다.

발굴조사와 확장시굴조사는 2000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를 진행한 2지역 발굴조사에

서는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천여 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시굴조사를 진행한 1지역은 유물이 확

인되었지만 유물의 빈도가 낮았다. 3지역은 출토된 유물의 밀집도가 높아 문화층의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확인되었다. 4지역은 제4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으며, 3지역에 비해 유물의 밀집도는 낮았지만 유물

의 성격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5지역의 시굴조사도 이 기간에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지

표 바로 아래의 1문화층에서 유물이 높은 밀집도를 보이며 출토되었는데, 좀돌날과 격지, 슴베찌르개, 긁개, 

1)  1937년 9월 광주군 실촌면에 경기도 종양장이 창설되고, 경기도 종축장(1939.4)으로 개칭된 뒤, 광주 종축장(1946.6), 경기도 시
범낙농목장(1970.1) 등을 거쳐 안양 및 용인의 관련 시설과 함께 경기도 종축장(1976.3) 으로 통합되었다. 1998년 9월 24일에는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와 통합되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되었고, 2001년 7월에 용인으로 이전하였다. 명칭의 변경이 빈번
했지만 이전 보고서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명칭을 경기도종축장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2)  기전문화재연구원, 1999, 『2001 세계 도자기 엑스포단지 조성 예정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1999년 지표조사에서는 조사1지역, 조사2지역, 조사3지역의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2000년도 시굴조사에서는 

경기도종축장 건물이 건립되어있지 않은 조사3지역의 북서쪽부분까지를 조사범위에 포함하여 서쪽에서부터 1지역, 2지역, 3지
역, 4지역, 5지역으로 조사지역을 세분하였다. 명칭에 의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사지역의 구분을 지표조사는 지표1지역~3지
역, 시굴 및 발굴조사는 1지역~5지역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지표1지역에는 1지역과 2지역, 지표2지역에는 3지역과 4지역, 지표3
지역에는 5지역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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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개, 뚜르개 등의 흑요석 유물 67점을 포함하여 278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2000년 7월에 실시

된 지도위원회의에서 3, 4지역은 발굴조사가 결정되어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상의 2000

년도 시굴 및 발굴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삼리유적 차수별 조사현황(2000년)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결과

1차
2지역 시굴조사 2000.1.20.-2.10. 고려시대 기와가마터 추정 유구, 몸돌, 격지 등

5지역 시굴조사 2000.6.23.-7.16. 흑요석 석기 67점을 포함한 280여점

2차
2지역 발굴조사
1, 3, 4지역 시굴조사

2000.4.10.-7.31
1지역은 33점
2지역은 3개 문화층 1,100여점
3지역은 유물 밀집도 높음

3차 3, 4지역 발굴조사 2000.8.28.-11.30
3지역 3개 문화층 1,300여점
4지역은 3개 문화층 1,200여점

삼리유적에서는 중기구석기시대 늦은 시기부터 후기구석기시대에 이르는 3개의 문화층에서 4,000여 점

의 흑요석 및 석영제 석기가 출토되었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2003년에 발간되었다.3) 1~4지역은 2001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 후 경기도자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자공원이 조성되었다. 

2002년 9월에는 학계로부터 학술적 가치가 높은 5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되어 2003년 4월

에 5지역을 포함하는 지표3지역 경기도종축장 터의 일부(100,032㎡)가 ‘경기도기념물 제188호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5지역에서 출토된 흑요석제 석기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본원은 광주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3년 11월과 12월에 광주 삼리 체육시설건립부지 문화유적 지

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조사 대상지는 삼리 산26-11번지 일원의 54,800㎡로 2003년 경기도기념물 지정 

당시 제외된 지표3지역의 잔여구간을 포함한 유적의 남서쪽 구릉지 일대이다. 지표조사결과 제4기 갱신세

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추정몸돌 등이 수습되어 2000년도 조사에서 확인된 갱신세층이 지표조사지역을 

포함한 구릉 전 지역에 연결되어 분포하며, 이 지역도 구석기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2008년에는 경기도종축장 터의 잔여구간을 포함한 47,071㎡가 경기도기념물 지정면적에 추가로 편입

되어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지정면적은 147,103㎡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광주시에서는 ‘경기도기념물 제188호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분포범위와 원형을 파악하여 유

적지의 중장기적인 정비·활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학술조사를 계획하고 본원

에 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은 2000년도 조사당시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일정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고, 5지역은 발굴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유적의 학술적 가치로 주

변지역이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그 면적이 넓어 과대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다는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대상지는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지

3)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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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적 147,103㎡ 전체에 해당한다. 

본원은 광주시와 용역계약을 체결(2015.10.1.)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제2015-1287호;2015.11.23.)를 

받은 후 2015년 11월 30일 현장조사에 착수하였고, 12월 16일에는 시굴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12월 18일부터 2016년 3월 1일까지 기온 저하로 현장조사를 중지하였다가 3월 2일에서

야 현장조사에 재착수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4차례의 자문회의와 2차례의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

방향과 조사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6월 20일에 완료하였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 시굴조사의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

은 조사 당시 직위임)

조 사 단 장 : 김 성 범(경기문화재연구원장)

책 임 조 사 원 : 김 성 태(경기문화재연구원 수석연구원)

김 영 화(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조  사  원 : 장 세 웅(경기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우 보 람(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준 조 사 원 : 김 유 진(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오 유 정(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최 지 은(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강 성 표(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박 상 준(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우 승 희(경기문화재연구원 주임연구원)

이 주 호(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최 규 환(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강 준 규(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박 경 남(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현장조사는 김성범의 책임 하에, 김성태, 김영화가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고 장세웅이 실무를 담당하였

다. 현장조사와 유적 사진촬영, 평면도 및 토층도 작성, 유물수습 등은 장세웅을 중심으로 우보람, 김유진, 

오유정, 최지은, 강성표, 박상준, 우승희, 이주호, 최규환, 강준규, 박경남 등 조사단이 수행하였으며, 진경미

(목포대학교 대학원)가 조사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보고서의 발간은 김영화의 총괄 아래 실무는 장세웅이 담당하였다. 원고는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Ⅰ.머리

말은 장세웅, 김영화, Ⅱ.유적의 위치 와 주변환경은 장세웅, 김종오(경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Ⅲ.조사범위

와 방법은 장세웅, Ⅳ.조사내용은 장세웅이 작성하고 유물원고는 장세웅, 김종헌(경기문화재연구원 선임연

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으며 Ⅴ.고찰과 Ⅵ.맺음말은 장세웅이 작성하였다. 유물의 계측 및 정리는 박해

영(한신대학교 사학과), 정다운(경기문화재연구원 보조원)이 도움을 주었다. 유물의 실측은 김정례(경기문

화재연구원 보조원)가 하고 유물도면의 전산화 작업은 허별(경기문화재연구원 보조원)이 하였으며 유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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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김경하(사진작가)가 촬영하였다. 이상의 도면과 사진의 모든 작업은 최종적으로 장세웅, 김종헌이 검

토하였다. 유적 현황도 및 평면도, 토층도의 전산화 작업은 장세웅, 최지은, 김송현이 하였다. 보고서의 편집 

및 최종교열은 김영화, 장세웅, 김종헌이 하였고 김성명(현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이 검토하여 출판되었다.

유적을 조사함에 있어 학계의 여러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셨다. 박희현(서울시립대학교), 한창균(연세대

학교), 배기동(한양대학교), 홍미영(조선대학교), 김기태(겨레문화유산연구원), 김주용(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자문위원으로 학술자문회의 및 유물선별회의에 참석하여 유적의 조사와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또 

진수정(경기문화재연구원), 김영준(겨레문화유산연구원), 이정철(한양대학교), 김소영(전곡선사박물관), 차

상민(전북대학교)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좋은 의견을 주었다. 

시굴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광주시에서는 유적 형성과정의 기초자료확보를 위해 Tr.70의 층위 단면

을 대상으로 ‘삼리 구석기유적 제4기 토층형성환경 및 OSL연대분석 용역’을 진행하였다. 이에 오근창(제4

기환경연구)이 유적의 토층분석에 참여하게 되어 유적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사기간 동안 우미리(경기도 체육과장), 이문영(경기도 문화유산과장), 김선미(경기도 문화유산과), 정

신희(광주시 복지교육국장), 정철화(광주시 문화관광과장)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결과에 관심을 보였

고 조사단을 격려해주었다. 그 외 장기훈(경기도자박물관장), 강세호(경기도자박물관), 황재섭(도자공원운

영팀장), 엄재석(총무지원팀장) 등 한국도자재단 관계자 분들이 조사 과정의 많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

를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과정 중에 조사단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시 문화재팀의 김혜경 팀장, 조재윤 학예

사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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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시굴조사 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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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적의 위치와 주변환경 

1. 위치 및 자연지리적 환경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광주시는 지리적으로 동경 127°26′~127°08′, 북위 37°15′~37°35′에 위치한다. 

면적은 431.05㎢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여주시, 이천시, 서쪽으로 성남시, 남쪽으로 용인시, 북쪽으로는 한

강을 경계로 남양주시, 양평군, 하남시와 마주한다.

광주지역은 전체면적의 80%가 산이며 20%는 평

야부에 속하는 경작지로 이뤄져 있다. 태백산맥에서 

분기한 광주산맥이 남서방향으로 뻗어 광주시에 이

르러서는 구릉성 산지를 이루며 침식곡이 생성되었

는데, 국수봉(320m), 태화산(644m), 노고봉(578m), 

백마산(464m), 발이봉(459m), 무갑산(582m), 칠사

산(363m), 감투봉(260m) 등 200~650m 내외의 잔

구성 산지가 구릉지와 함께 곳곳에 분포한다. 이러한 

산지들 사이로 작은 하천들이 방사상으로 모여 흘러 

주하천인 경안천(京安川)으로 유입된다. 경안천은 용

인시 처인구 호동 용해곡에서 발원하여 광주시 장지

동에서 직리천을 합류하고, 초월면 지월리에서 곤지

암천과 합류하여 남한강으로 흘러든다.4) 이 하천 주

변으로 제4기 갱신세와 현세에 퇴적된 퇴적토로 이

루어진 좁은 평야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을 형성하는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계(Pre-Cambrianepoch)의 기저부를 이루는 경기육괴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대체로 화강암질의 편마암과 이에 조금씩 섞인 편암, 규암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변성암 복

합체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이 준편마암류인 호상편마암·반상변정질편마암·마그마타이트질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간혹 흑운모·녹니석편암·결정질석회암 및 규암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광주지역의 

산지는 주로 풍화에 강한 흑운모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암회색을 띠고 있다.5)

중부내륙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광주시는 1월 평균기온이 –4.7℃, 8월 평균기온이 25.5℃로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심한 대륙성기후를 나타내며 연평균 기온은 10~12℃로 전국 평균기온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연

강수량은 해마다 변동이 크지만, 대체적으로 1,300㎜내외이고, 상대습도는 69.6%에 일조시간은 2,115시간

이다.

4) 광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제1권-남한강과 경안천이 펼쳐놓은 삶의 터전」, 『광주시지』.
5) 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예정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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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광주시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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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 위치한 삼리 인근은 서쪽의 고도 약500m이상의 정광산, 노고봉, 발리봉, 백마산이 남북방향으로 

배열되어 험준한 산맥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산맥의 북동방향으로는 구릉지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형

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발리봉에서 북동방향으로는 여러 개의 작은 구릉지가 발달하여 있다.

한편 유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계는 곤지암천과 노곡천이다. 곤지암천은 곤지암읍 건업리 추자봉에

서 발원하여 초월읍에서 경안천과 만나고, 노곡천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정수리에서 발원하여 곤지암읍

에서 곤지암천으로 유입되는데, 유적은 두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좌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에서

는 사면기원퇴적층과 하천기원퇴적층의 형성이 활발한데, 유적이 위치한 구릉의 산기슭을 따라 내려오면서 

지형경사가 변화되는 지점의 경작층 바로 하부에는 사면기원퇴적층이 널리 발달하여 있으며, 곤지암천 주

변의 퇴적층 최하부에는 구하상자갈층과 모래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사진 2.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2017)

조사지역

지도 2. 유적 주변의 지형기복도(http://www.google.co.kr)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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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주변의 지질(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천 지질도, 1987)

사진 3.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주변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유리원판사진, 1966)

조사지역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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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학적 환경

1986년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광주시에서 구석기 유적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이 조

사에서 연세대학교 박물관은 청동기시대 고인돌 3기와 백제시대 돌무지를 발굴조사 하였는데, 돌무지 아래

층에서 찍개·긁개·밀개·홈날 등 21점의 석기를 수습하였지만 석기가 발견된 지층의 지질환경과 지질연대

에 대한 고려가 거의 생략되었다.6) 1996~1997년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에서는 곤지암천 유역의 문

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7) 조사결과 곤지암천 일대에서 제4기 갱신세층이 확인되었고, 상림리와 연

곡리에서 뗀석기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99년 본원에서 실시한 실촌읍 삼리 세계도자기엑스

포행사장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여러 종류의 뗀석기가 수습되었고, 2000년 1~5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를 실시한 결과 구릉 능선에서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출토유물로는 흑요석으로 만든 뚜르개, 새기

개, 슴베찌르개를 비롯한 3,900여 점이 넘는 석기가 출토되었다.8)

현재의 광주시 일원에서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은 보고된 바 없으나 2000년에는 궁평리 궁뜰유적, 

2007년에는 장지동9)에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어 신석기시대 유적의 존재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10)

청동기시대 유물과 유적이 알려진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인학자 藤田亮策에 의해서다. 그는 남종면 검천

리에서 무문토기와 석부, 석촉 등을 수습하였다.11) 또한 有光敎一은 오포면 양벌리에서 출토된 마제석검을 

연구하여 유형분석을 시도하였다.12) 1986년에는 중부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당시 실촌읍 궁평리에

서 고인돌 3기가 찾아졌고, 무문토기와 적갈색마연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13) 곤지암천 유역 지표조사에서 

광주읍 대전리·실촌읍 신대리·오향리·오포읍 고산리·능평3리·초월읍 쌍동리 등에서 무문토기가 수습되었

다.14) 2001년 성남~장호원간 도로 건설 구간 지표조사에서 장지동·역리·대쌍령리·용수리 등지에서도 무문

토기가 수습되었으며15) 경안리에서는 반파된 갈판이 1점 수습되었다.16) 2007년에 진행된 장지동 유적의 발

굴조사에서 주거지 7기가 조사되었고 공렬토기, 팽이형토기, 석부, 석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17) 같은해

에 경기도 박물관에서는 삼성리를 비롯해 쌍동리, 장지동에서 총 10기의 고인돌을 확인하였다.18) 2010년 

발굴조사된 역동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부지 내 유적의 (마)지점에서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취락

6)  孫寶基·張浩洙·崔三鎔, 1986, 「廣州 宮坪里遺蹟 發掘調査 報告」, 『中部高速道路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 忠北大學校博物館. ; 
이선복, 1988, 「구석기시대」, 『한국고고학보』21, 한국고고학회.

7)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천 유역 지표조사 보고서』.
8)  기전문화재연구원, 1999, 앞의 책.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앞의 책.
9)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성남-장호원 도로개설공사(2공구)내 장지동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10) 광주군·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1) 金元龍, 1965,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12) 有光敎一, 1959, 「朝鮮磨製石劍の硏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2.
13)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앞의 책.
14) 광주군·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책.
15)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성남~장호원 도로개설(2공구)건설공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6)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2,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예정구간·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7)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광주 장지동 취락유적』.
18)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도 고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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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말각방형의 4주식 송국리형 주거지 1기를 포함하여 총 30기가 조사되었는데, 

능선의 정상부 평탄면에서는 세장방형 주거지가 경사면에는 방형·장방형의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또한 분

묘(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분묘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단축 일부가 돌출한 ‘凸’자형이고, 벽석은 치석

을 하지 않은 20~40㎝ 자연할석을 사용하였으며 1단만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시상으로 판단되는 10㎝ 내

외의 작은 할석들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으며, 할석 하단에는 넓적한 할석이 깔려 있다. 유물은 요령식동검·

이형청동기·화살촉·구슬 및 인골이 확인되었다.19)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대석동 유적이 대표적인데 승석문토기, 무문토기, 회청색 연질파수부편, 대옹편 등

이 발견되었고,20) 초월면 국수봉에서도 우각형파수부편이 수습되었다.21) 역리 유물산포지 또한 초기철기시

대에 해당하는 토기편이 소량 출토되었다.22)

2006년에 조사된 장지동 유적에서는 원삼국~한성백제기에 해당하는 凸·呂자형 주거지 등 16기와 장란

형토기, 심발형 토기, 원저호 등 타날문토기와 중도식 토기, 철촉, 철견, 도자, 삽날, 복발, 착형공구 등의 철

기류가 출토되었다.23) 2010년에 발굴조사된 선동리 유적에서는 14기의 고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연도가 있

는 횡혈식 석실묘와 연도가 없는 횡구식 석실묘가 발견되었다.24) 2012년에 조사된 광주 곤지암리 유적에서 

원삼국~한성백제기의 呂·凸자형 및 방형, 오각형으로 다양한 평면형태의 주거지 41기와 수혈유구 48기가 

발견되었고,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한성백제기의 심발형토기·기와·석기·철기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

다.25) 같은 해에 조사된 곤지암리Ⅰ 유적에서는 원삼국~한성백제기에 해당하는 呂·凸자형 주거지가 66기

와 환호유구, 옹관묘 외에 중도식토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등이 발견되었다.26) 그리고 인근 곤지암리 

Ⅱ유적에서는 呂·凸형 주거지 7기와 중도식토기, 심발형·장란형토기를 통해 원삼국~한성백제기를 확인하

였는데27), 이를 통해 곤지암리 일대에 원삼국~한성백제기의 대단위 취락유적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 2012년에 발굴조사 한 곤지암리Ⅰ 유적에서는 신라에 복속된 이후 조성된 (장)방형 

신라주거지 13기,28) 곤지암리Ⅱ 유적에서는 (장)방형 주거지 9기와 함께 인화문접시, 대부완, 호, 개 등의 신

라시대 토기가 확인되었다.29)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 본원에서 조사한 대쌍령리 유적에서는 통일신라기의 석곽묘 14기가 발굴되었다. 

특히 9호 석곽묘에서는 토기류와 함께 방울류 5점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청동제 방울에는 ‘南漢山助舍’라

19)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09, 『광주시 역동 e-편한세상 신축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박천택, 2010, 「광주 역동 e-편한세상 아파
트신축부지내 유적(가,마지점) 문화재 발굴조사」, 『이주의 고고학』제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한얼문화유산연
구원, 2011, 「광주시 역동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7, 앞의 책.
2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책.
22)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앞의 책.
23)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앞의 책.
24) 서해문화재연구원, 2013, 『廣州 仙東里 石室墓 遺蹟』.
25) 고려문화재연구원, 2017, 『광주 곤지암리 유적』.
26)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a, 『광주 곤지암리Ⅰ 유적』.
27)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b, 『광주 곤지암리Ⅱ 유적』.
28)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a, 앞의 책.
29)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b,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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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문이 시문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다.30) 2010년에 조사된 선동리유적에서 대부, 유개고배, 단경호, 대부

장경호, 대부직경호 등 신라후기 양식의 유물이 출토되었다.31) 동년에 조사된 역동 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와 석실묘 1기도 조사되었다.32) 2012년에 조사된 곤지암리Ⅱ 유적에서 통일신라시대 전후로 추

정되는 기와들도 확인되었다.33)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도척면 유정리 건물지와 지월사지가 있다.34) 이밖에 현재 하남시로 재편된 지역내

에는 옛 광주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절터인 천왕사지35)와 하남 동사지(桐寺址)36)가 있다.

조선시대 초기부터 명나라가 황제에게 바칠 진헌품과 금·은 상납 요구에 따라 자기의 사용이 장려되는 

대외적인 이유 때문에 백자를 만들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찾았다.37) 광주목(廣州牧)은 관요(官窯)가 설치

되기 이전부터 요업이 이루어진 점과 백토·물·산림·지리적 요건이 충족되어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

이 설치되었고, 조선시대 말까지 대규모의 요업(窯業)이 이루어졌다.38) 현재 광주시 전역에 분포하는 조선

백자요지는 85개소이다. 1964~1965년에 발굴조사된 광주시 도마리 백자요지를 시작으로 이화여자대학

교 박물관에서 우산리·번천리·선동리 일원의 요지(窯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였다.39) 조사결과 유적에서 

생산된 자기는 대부분 순백자이고 16~17세기에 운영된 요지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강도자미술관에서

는 관음리·지월리·지평리·궁평리 등의 요지(窯址)를 조사하였고, 1997년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박물

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당시 288개소의 요지를 확인하였으며40) 이후 번천리 9호 요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1552년 전후에 운영된 것임을 확인하였다.41) 2000년대 이후 분원리 요지(窯址)에 대한 발굴조사, 2004년

부터 2005년까지 조선관요박물관이 송정동 일대에 대한 시·발굴조사, 동시에 광주시 조선백자요지 지표조

사를 통해 총 312개소의 요지를 확인하였다.42) 2007년에는 광주 신대리 18호 요지, 2008년에는 무갑리 10

호 요지, 2009년에는 목현동 5호 요지, 그리고 오포읍에서 요지가 발견되었다.43) 경기도자박물관은 2010

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 조선백자요지의 보존·정비를 위한 4차례에 걸친 시·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번천리·

선동리·도마리·무갑리·오향리·열미리·오전리·상림리·신대리·학동리·곤지암리·송정동·우산리·관음리·정

30) 기전문화재연구원, 2008, 『광주 대쌍령리 유적』.
31) 서해문화재연구원, 2013, 앞의 책.
32)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광주 역동유적』.
33)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b, 앞의 책.
34) 광주군·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책.
35)  하남시·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하남 천왕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하남시·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하남 천왕사지 2차 

시굴조사 보고서』.
36) 충북대학교박물관, 1988, 「광주 춘궁리 동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판교-구리·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7) 『世宗實錄』卷27, 7年(1425) 2月 15日 乙卯條. ;『太宗實錄』卷13, 7年(1407) 1月 19日 甲戌條.
38) 『世宗實錄』「地理志」京畿 廣州牧.
39)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6, 『中部高速道路建設豫定地域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樊川里5號·仙東里2, 3號-』. ;梨花女

子大學校博物館, 1993,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附 廣州牛山里 9號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40) 경기도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1999, 『경기도 광주 중앙관요 –요지지표조사보고서-(지도편)』.
41)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2007, 『廣州上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42)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2006, 『발굴조사보고서 조선시대 마지막 官窯 廣州 分院里 白磁窯址』. ;조선관요박물관, 2008, 『광주 송정

동 5·6호 백자가마터』. ;경기도광주시·조선관요박물관, 2004, 『廣州의 朝鮮陶磁窯址 -廣州市內 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
43)  경기도자박물관, 2008, 『광주 신대리 18호 백자가마터』.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8, 『광주 초월읍 무갑리 489-1번지 일원 근

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서경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목현동 유적 –광주 목현동 5호 가마터 발굴조사 보고
서-』. ;한울문화재연구원, 2011, 『광주 오포읍 능평리 백자가마유적』.



24 25

지리·목현동 등 광주시내 전역에서 요지(窯址)를 확인하였다.44) 이외에도 대쌍령리·지월리·무갑리·신대리 

등의 요지(窯址)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45) 이밖에 광주 진우리에서는 조선시대 주거지와 회곽

묘, 탄요 등이 발굴조사되었다.46)

남한산성(南漢山城)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존재한 성곽시설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신라 문무대

왕대 주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축성되어 고려시대에는 대몽항쟁의 중심지로, 조선시대에는 유사시 적을 방어

하는 왕실의 보장지(保障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5년 한양대학교에서 지표조사를 처음 실시하

였고, 1998년에 행궁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2007년까지 8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

해 행궁의 전체적인 범위와 부속건물에 대한 구조를 밝혔고, 마당에서 통일신라시대 대형 벽체건물을 확인

함으로써 『삼국사기』「신라본기」에 등장하는 주장성의 기원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또 하궐터에

서는 조선시대 초기의 건물지 흔적을, 후원지역에서는 고려시대와 백제시대 유구들을 확인하였다.47) 2000

년에는 연주봉옹성과 장경사 신지옹성 등 보수정비가 이루어지는 구간의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여 남

한산성의 축성기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48), 2005년에는 4암문과 수구지 일대에 대한 발

굴조사 결과 주장성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선대의 성벽유구를 확인하였다.49) 그리고 외성(봉암성)의 수구와 

성벽, 수구문의 주변 성벽도 조사를 하였다.50) 2006년과 2007년에는 남한산성 행궁권역 정비사업의 일환

으로 인화관의 정비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인화관지 1차 시·발굴조사와 침괘정 주변지

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인화관지 2차 시·발굴조사를 하였다.51) 2009년에는 

연무관 주변지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는 연무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현재의 

연무관이 복원되었다.52) 2009~2010년에는 제2·3남옹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2014년에는 제1남옹성에 대

한 시·발굴조사를 통해 성벽의 복원·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53) 2010년에 실시한 폐사지인 한

44)  경기도자박물관, 2013, 『번천리 8호 선동리 2호 요지 일원』.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3, 『廣州 道馬里 7號·武甲里 14號 窯址』. 
;경기도자박물관, 2015,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3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경기도자박물관, 2016, 
「광주조선백자요지 보존·정비를 위한 문화재 4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4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4, 『廣州 大雙嶺里 2號 窯址』. ;서해문화재연구원, 2015, 『廣州 池月里 遺蹟』. ;서경문화재연구원, 
2015, 『광주 무갑리 10호 도요지 내 유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7, 『廣州 新垈里 21·31號 窯址 -광주 신대리 산 5-7번지 일
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6) 기전문화재연구원·한국물류, 2008, 『廣州 鎭牛里 遺蹟』.
47)  한양대학교박물관, 1986, 『남한산성-지표조사보고서-』. ;광주군·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1999, 『남한산성 행궁지 –시굴(발

굴)조사 보고서-』. ;광주군·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0, 『남한행궁지-제2차발굴조사 보고서』. ;광주군·한국토지공사 토지
박물관, 2002, 『남한행궁지-제3차발굴조사 보고서』. ;광주시·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3, 『남한행궁지-제4·5차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4, 『남한행궁지-제6차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단·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10, 『남한행궁지-제7·8차발굴조사 보고서』.

48) 경기도·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2, 『남한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49) 경기문화재단·중원문화재연구원, 2007, 『남한산성 암문(4)·수구지 일대 발굴조사 附-남한산성 성곽보수 정비공사 간이조사』.
50)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한강문화재연구원, 2015, 「남한산성 봉암성(외성) 수구권역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

원, 2015, 「광주 남한산성 수구문 주변 성벽 발굴조사 보고서」.
51)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기호문화재연구원, 2009, 『남한산성 인화관 및 침괘정 주변지역 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산성 인화관지 2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52)  광주시청·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1, 『남한산성 연무관 주변지역 유적』.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산성 연무관지』.
53)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2, 『남한산성 제2·3남옹성』.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015, 

『남한산성 제1남옹성 시·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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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지와 국청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바탕으로 2011~2012년에는 한흥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남한

산성의 군사도시로서 역할을 부각시키고 동시에 호국불교의 상징인 한흥사지를 비롯한 남한산성내 승영사

찰들이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54) 2015년에 남장대지를 발굴조사하여 성내의 장수(將帥)의 지휘시설인 장

대건물지의 축조방법을 확인하였다.55) 2016년에는 지표조사를 통해 성벽을 따라 위치한 50여기의 군포를 

확인함으로써 사료에 기록된 군포의 존재를 확실시 하였다.56)

표 2.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주변의 유적분포 일람

번호 유적명 위치 시대 종류 출전 비고

1 삼리 구석기 유적 곤지암읍 삼리 산26-9임 일원 구석기
선사
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2 대쌍령리 구석기 유적 초월읍 대쌍령리 154-16전 일원 구석기
선사
유적

광주군·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3 장지동 구석기 유적 장지동 산1 일원 구석기
선사
유적

4 연곡리 구석기 유적 곤지암읍 연곡리 198-3전 일원 구석기
선사
유적

5 상림리 구석기 유적 도척면 상림리 89-1전 일원 구석기 
선사
유적

6 곤지암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
지질
광물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intranet.gis-hertage.
go.kr)

문화재
자료 

제63호

7 곤지암리 향나무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1 조선 보호수

조선관요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광주시-』

8 곤지암리 1호 도요지 곤지암읍 곤지암리 492전 일원 조선 도요지

9 곤지암리 2호 도요지 곤지암읍 곤지암리 494전 일원 조선 도요지

10 곤지암리 3호 도요지 곤지암읍 곤지암리 47-1임 일원 조선 도요지
사적
314호

11 곤지암리 4호 도요지 곤지암읍 곤지암리 510-7답 일원 조선 도요지

12 곤지암리 5호 도요지 곤지암읍 곤지암리 510-24답 일원 조선 도요지

13 곤지암리 6호 도요지 곤지암읍 곤지암리 471-1전 일원 조선 도요지
사적
314호

14 곤지암리 7호 도요지 곤지암읍 곤지암리 486-6전 일원 조선 도요지

15 신대리 대석동유적 곤지암읍 곤지암리 130-1 일원
청동기
~철기

유물
산포지

철도청·인하대학교박물관, 2002,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예정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6 구겸 묘 곤지암읍 삼리 산26-48임 조선 묘
광주군·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7 신대리 유물산포지 곤지암읍 신대리 197-8답 일원 조선
유물

산포지 조선관요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광주시-』18 신대리 3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14전 일원 조선 도요지

19 신대리 4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13전 일원 조선 도요지

54)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2014, 『남한산성 한흥사지 발굴조사보고서』.
55)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017, 『남한산성 남장대지 발굴조사보고서』.
56) 경기문화재연구원·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016, 『남한산성 군포지 지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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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적명 위치 시대 종류 출전 비고

20 신대리 5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95묘 일원 조선 도요지

조선관요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광주시-』

사적
314호

21 신대리 6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11임 일원 조선 도요지
사적
314호

22 신대리 7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20-1답 일원 조선 도요지
사적
314호

23 신대리 8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9-12임 일원 조선 도요지

24 신대리 9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8답 일원 조선 도요지

25 신대리 10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8-17임 일원 조선 도요지

26 신대리 11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8-11임 일원 조선 도요지

27 신대리 12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7임 일원 조선 도요지
사적
314호

28 신대리 13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153-1전 일원 조선 도요지
사적
314호

29 신대리 14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5-9임 일원 조선 도요지

30 신대리 18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4-7임 일원 조선 도요지
경기도자박물관, 2008, 
『광주 신대리 18호 백자가마터』

31 신대리 19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99전 일원 조선 도요지

조선관요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광주시-』

사적
314호

32 신대리 20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8-9임 일원 조선 도요지
사적
314호

33 신대리 23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165-23전 일원 조선 도요지

34 신대리 24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4-1임 일원 조선 도요지

35 신대리 26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104-1대 일원 조선 도요지

36 신대리 27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산9-17임 일원 조선 도요지

37 신대리 28호 도요지 곤지암읍 신대리 145-12전 일원 조선 도요지

38 신립장군 묘 곤지암읍 신대리 산1-1임 조선 묘

광주군·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39 신완 신도비 곤지암읍 신대리 416답 조선 신도비

40 신완 묘 곤지암읍 신대리 산-1임 조선 묘

41 신준 묘 곤지암읍 신대리 산1-1임 조선 묘

42 신성하 묘 곤지암읍 신대리 산1-1임 조선 묘

43 궁평리 궁뜰유적 도척면 궁평리 458 일원
구석기
~삼국

선사유적
지석묘 
고분

44 궁평리 1호 도요지 도척면 궁평리 342전 일원 조선 도요지

조선관요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광주시-』

사적
314호

45 궁평리 2호 도요지 도척면 궁평리 산2-1임 일원 조선 도요지
사적
314호

46 궁평리 3호 도요지 도척면 궁평리 284묘 일원 조선 도요지
사적
314호

47 궁평리 4호 도요지 도척면 궁평리 559-1전 일원 조선 도요지

48 궁평리 5호 도요지 도척면 궁평리 345전 일원 조선 도요지

49 궁평리 6호 도요지 도척면 궁평리 483전 일원 조선 도요지

50 궁평리 7호 도요지 도척면 궁평리 산53임 일원 조선 도요지

51 궁평리 8호 도요지 도척면 궁평리 563전 일원 조선 도요지

52 광주 조선백자요지 퇴촌면 외 1읍 5개면 조선 도요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intranet.gis-her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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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배경57)

3세기 중엽의 한강유역에는 마한연맹체제에 속한 10여 개의 소국이 분포하고 있었다.58) 그 가운데 백제

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한강유역 일대의 지역연맹체를 형성하고 하남위례성에 도읍과 국호를 정하는 등 

이 지역의 맹주로서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된다. 3세기 후반 고이왕대에 예성강(浿川), 안성천(熊川), 서해

(大海), 춘천(走壤)지역 등 마한의 전 지역을 지배하며 고대왕국으로서의 조건을 갖춘다. 이후 근초고왕대

에 관등제를 정비하고 담로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치와 수취를 강화하였다. 남쪽으로 충청지역

과 전라도 남부의 영산강유역, 북쪽으로 황해도 지역, 왜(倭)와 산동반도까지 진출하는 등의 대외정복활동

도 활발하게 함으로써 전성기를 맞이한다.

고구려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초고왕의 대외정복활동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며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

후 등장한 소수림왕은 새로운 지배이념체제로 불교를 수용,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국력을 강

화할 수 있는 고대왕국의 체제를 갖추었으며, 이후 한성전투에서 광개토대왕이 백제 개로왕을 전사시킴으

로써 고국원왕의 원한을 갚고 한강유역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장수왕대에 한강 이남인 천안, 충주, 영주, 

고령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하는데 이 시기에 처음으로 광주와 인근에 위치한 양평에 대한 고지명(故地名)으

로서 양근군(楊根郡)과 지현현(砥峴縣) 두 지역으로 나뉘어 불리었다.59)

이러한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는 신라 진흥왕대에 변화가 생기는데 나·제동맹으로 신라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동맹은 얼마가지 못하고 신라가 파기하고 백제를 공격하고 한강유역을 신라가 

단독으로 지배함으로써 후에 삼국통일을 하는데 기반이 된다. 신라는 이후 양근군이라는 지명을 빈근(濱根)

으로, 지현현은 지평현(砥平縣)으로 각각 개명한다.

고려는 940년(태조 23)에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주부군현의 명칭을 개정하는데, 이 때 광주(廣州)라는 명

칭이 처음 사용된다. 그리고 983년(성종 2)에는 광주목(廣州牧)이 되었다.

조선 태조 4년(1395)에 광주부(廣州府)의 소관으로 경기좌도(京畿左道)에 편입되었다. 세종대에는 광주

진(廣州鎭)이 설치되었는데 여주목(驪州牧), 이천도호부(利川都護府), 양근군(陽根郡) 등 4개 군과 지평(砥

平), 음죽(陰竹), 양지(陽智), 죽산(竹山), 과천(果川) 등 5개 현이 여기에 속하였다. 이로써 수원과 함께 수읍

(首邑)으로서 현재의 서울시 강동구·강남구·서초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는 물론 남양주시까지 포함하는 

‘너른고을’이 되었으며, 한양에서 가까워 왕실과 국가의 강무장(講武場) 혹은 매사냥터로 자주 이용되었다. 

연산군 11년(1505)에 광주목에서 난언(亂言)이 있다하여 혁파되었다가 중종 원년(1506)에 복구되었고 1577

년(선조 10년)에 다시 광주부로 승격이 되었다. 인조 4년에 남한산성을 정비하였고, 병자호란(1636)이 일어 

 

57) 광주군·조선관요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광주시-』.
58)  철기시대와 관련한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史記』 朝鮮傳에 한반도 및 요동지역에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여 古朝鮮이 지배권

을 행사하던 시기에 한강유역과 그 이남에 辰이 있는데, 이 辰國으로 기원전 2세기에 漢과의 전쟁에서 패한 위만조선의 유이
민 집단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동시에 馬韓세력이 경기도지역으로 진출하였다는 기록도 있는 것을 통해 진국과 마한이 한
강유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초기철기시대에 이 지역은 마한의 지배권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마한 내에 54개의 小國이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 여러 정치체가 한강유역 일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9) 광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廣州郡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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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 왕은 남한산성 내의 행궁으로 피난하여 항전하였는데 이 때 광주와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후에는 부윤이 집부를 하였고, 남한산성 내에 수영청을 두어 수도의 남부 방위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후 부윤을 유수로 승격시켜 유수 겸 수어사로서 행정과 군무를 겸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정 변화 때문에 위상은 점점 하락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23개의 면 중에서 월곡면(月谷面), 북방면

(北方面), 성곶면(聲串面)의 3개면이 안산군(安山郡)으로 이관되었다. 광무 10년(1907)에는 광주군으로 개

칭하고 한성부 관할에 속하며 중부면 산성리에 군청이 설치되었다.

해방 이후 1963년 구천면, 중대면, 언주면 전체와 대왕면의 일원리 등 5개의 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

었고, 1973년에는 성남시가 신설되면서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 전체와 중부면 일부가 분리되었다. 1979년

에 광주면은 광주읍, 1980년에는 동부면이 동부읍으로 승격되었는데 동부읍의 규모가 커지면서 1989년에 

동부읍 서부면 전체와 중부면 일부를 또 분리하여 하남시가 만들어졌다. 2001년 3월 21일 광주군에서 광주

시로 승격되었고 2018년 현재 3읍 4면 3동, 257개 통/리가 되었다.60)

 

60) 경기도 광주시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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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6. 유적 주변의 근세지도(한국근세오만분지일지형도, 조선총독부, 1919)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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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범위와 방법

사진 4. 조사지역 전경(2000년 촬영)

사진 5. 조사지역 전경(2016년 6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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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7. 조사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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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

유적은 2000년도 조사 이후 경기도기념물 제18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초 지정면적은 100,032㎡이었

으나 2008년도에 주변지역으로 지정면적이 한차례 확대되어 현재는 147,103㎡에 이른다. 이번 시굴조사의 

목적은 유적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유적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적 지정면적 147,103㎡ 전체를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유적은 곤지암천과 노곡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구릉의 사면 말단부와 평탄지에 입지하고 있으

며 해발고도는 80~100m 내외이다. 이 지역은 1937년 경기도종양장이 들어선 이후 2001년 세계도자기엑

스포 이전까지 경기도종축장으로 이용된 지역이다.61) 그간의 유리원판 사진을 보면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경기도종축장 관련 건축물이 무수히 들어서고 주변은 목초지로 사용되다가 경기도종축장이 2001년 7월에 

용인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건물 4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이 철거되었다. 2001세계도자엑스포 당시에는 

61)  이 지역은 경기도종양장-경기도 광주종축장-경기도 시범낙농목장을 거쳐 경기도종축장으로 통합된 것은 1978년 8월 1일의 일
로, 1966년·1972년 유리원판사진에 보이는 것은 경기도 광주종축장 및 경기도시범낙농학교의 모습으로 보인다.

지도 8. 조사지역 구역구분도



34 35

사진 6.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조사전 근경(①A구역 ②B구역 ③C구역 ④D구역)

④③

① ②

이 지역을 정비하면서 유적의 남서쪽 일부 지역이 절토되어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경기도자박물관이 

생긴 이후로는 한국도자재단에서 관리를 위탁받았고 일부지역이 한국도자재단의 체험·활용 공간으로 이용

되었다.

유적은 조사 이전에 초목이 무성하고, 철거되지 않은 4동의 건물은 구석기전시체험관 및 영상체험관 등

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지정면적의 북쪽과 동쪽 경계에는 녹색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유적 내부에는 경기도

종축장 당시 조성되었던 도로가 새로이 정비·포장되어 도척면, 한국도자재단의 광주생활관 및 인근 사유지 

등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다만 외부에서의 출입은 제한되어 있다.

조사지역은 2000년도에 조사된 5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지역의 기존 

그리드축인 N-3°-W와 동일한 축으로 그리드를 설정하였다.62) 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초 계획은 조사지

역 전체에 20m 간격으로 2×10m의 시굴트렌치를 배치하는 것이었으나, 발굴조사 허가 심의위원회에서 이

62)  그리하여 2000년도 조사보고서 상의 조사지역 구획도를 현재의 수치지형도에 맵핑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즉 5지역의 원
점을 이번 시굴조사의 기준점으로 삼고 N-3°-W의 축으로 40m 간격의 그리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도 조사 당시는 
현재와 다르게 측량 및 도면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던 시기로, 실제 5지역의 원점과 이번 시굴조사의 기준점 사이에는 오차가 존
재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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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조사지역의 유리원판사진(국토지리정보원, ①1966년 ②1972년 ③1981년 ④1988년 ⑤2000년 ⑥2006년)

⑥⑤

③ ④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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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시굴조사는 유적의 현상 파악이 목적이므로 유적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굴토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

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조사 착수 시점에는 40m 간격으로 5×10m 트렌치를 기본 배치하고 상황

에 따라 트렌치를 추가하거나 크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조사계획을 수정하였다. 또한 5지역 주변은 흑요석

과 관련된 1문화층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5×5m의 Pit를 10m간격으로 번갈아 배치하였다.

조사에 착수한 뒤, 전반적인 조사 방향을 정하기 위해 조사지역에 산발적으로 10개의 Test Pit를 넣어 층

위 및 현황을 확인하고 조사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조사지역의 남쪽과 동쪽지역은 

전체적으로 지형을 고려하여 트렌치의 방향 및 크기를 설정하고, 건축물 등으로 훼손이 확인되는 지역은 트

렌치의 빈도를 달리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조사당시에는 조사면적이 너무 넓어 조사의 편의를 위해 조사지역 내에 조성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

으로 A, B, C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5지역을 포함하는 A구역의 서편

은 그리드에 맞춰 5×5m로 번갈아 배치하였으며, 조사 상황에 따라 굴토면적을 조절하였다. A구역의 동편

은 5×10m를 기본으로 구획하였다. 노곡천 주변지역인 B구역은 그리드에 맞춰 5×10m의 트렌치를 배치하

였으나 일부는 그리드를 무시하고 지형에 맞춰 등고선에 수직인 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정하고 크기를 달리

하였다. 구릉지역인 C구역은 대체로 지형에 맞춰 등고선에 수직인 방향으로 트렌치를 배치하였으나 절토지

에 해당하는 주차장 부지와 노곡천변 사면부인 남동쪽 끝부분은 그리드 축에 맞춰 5×10m의 트렌치를 배치

하였다. 트렌치는 조사지역의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1번부터 연번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조사 상황에 따라 

굴토 깊이를 달리하였다. 

조사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트렌치를 상부부터 층위별로 굴토 하강하였으며, 유물이 확인되는 층은 전

면 수작업으로 전환하여 하강하였다. 또 유물이 확인되거나 관련층위가 확인된 트렌치 주변에는 추가로 트

렌치를 설정하여 굴토하거나 해당 트렌치를 확장 또는 연장하였다. 조사 중 흑요석 유물이 18점이 확인된 

Tr.26은 굴토 토양 전체를 마른체질 한 후 물체질하였다. 유물이 확인된 트렌치는 10:1로 평면실측하고 유

물은 개별촬영하였으며, 유물의 평면좌표 및 해발고도를 기록한 뒤 수습하였다.

한편 2000년도에 시굴조사된 5지역은 이미 기존 조사에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조사기간 

및 엑스포 행사 기간의 문제로 인해 발굴조사로 전환되지 못한 지역으로 추가적인 굴토조사는 필요하지 않

다고 판단되었다.63) 대신 현재 5지역 내에 조성된 배수로를 중심으로 노출면에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유물

을 수습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체하였다.

63)  5지역은 2000년도 조사당시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흑요석제 유물이 포함된 1문화층이 확인된 지역이다. 조사단은 이번 시굴조
사의 성격이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5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물리적 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신중한 정밀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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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측량작업

사진 10. 트렌치 촬영

사진 12. 유물 사진 촬영 

사진 9. 굴토·하강작업

사진 11. 현장 유물 세척

사진 13. 물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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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적의 층위

유적이 위치한 삼리 일대는 서쪽으로는 고도 약500m 이상의 백마산, 발리봉, 노고봉, 정광산 등이 남북

방향으로 배열되어 험준한 산맥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곤지암천이, 동쪽과 남쪽은 노곡천이 흘러 서

로 합류하는 지역으로 유적은 그 사이의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에서는 하천 기원의 

퇴적층과 사면 기원의 퇴적층이 고루 발달한다.

유적은 대체적으로 해발고도 70~100m 내외에 분포하고 있다. 이 일대는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반상변정

질편마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편마암 내에는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기를 만들었던 주요 돌감으

로 여겨지는 석영맥암과 규암맥(Quartzite)이 잘 발달하여 있다. 그러므로 유적의 일반적인 층위는 대개 표

토 및 경작층 아래에는 고기 산록 또는 사면 기원의 퇴적층이 발달하고 층위의 최하부에는 편마암이 기반암

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하천과 가까운 지역에는 기반암 위로 하상퇴적층이 발달해 있다.64)

유적의 층위는 표토·교란층 아래에 근세퇴적층이 발달하여 있으며, 그 아래로 점토층 또는 사질점토층의 

퇴적이 반복되고 하부에는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이 퇴적되어 있다. 이러한 층준 사이에 사질·역층이 발달

하여 있는데, 사질·역층은 두터운 층의 형태 또는 렌즈형태로 포획된 형태로 관찰된다. 대체적인 유적의 층

위는 표토·교란층-갈색사질점토층-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암황갈색점토층-사질·역층-적갈색(사질)점토

층(토양쐐기, 렌즈형 사질·역층 포함)-황갈색사질점토층-사질·역층-적갈색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모

래층-모래·자갈층-기반암의 순이다.

유적의 층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퇴적층 사이에 분포하는 사질·역층이다. 사질·역층은 두터운 층의 

형태로 관찰되거나 렌즈형태로 포획된 형태로 관찰되는데, 남쪽 구릉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역들이 층을 

이루지 못하고 퇴적층 내에 포함되기도 한다. 사면말단부에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역의 크기가 커지

는 양상을 보여주지만, 구릉 주변에서는 상부 퇴적층에도 대형의 편암·편마암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또

한 렌즈형태의 사질·역층을 포함하여 지역적으로 4개에서 7개까지의 사질·역층이 확인되기도 한다.

모래층 및 모래·자갈층과 같은 하상퇴적층은 곤지암천 주변에서 확인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래층과 모

래층, 또는 모래층과 모래·자갈층 사이에 렌즈형태의 사질·역층을 포함하고 있다. 모래층은 서로 다른 색의 

모래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고, 한 색의 모래가 두텁게 퇴적되어 있기도 하다. 모래층의 위에서는 니사질

층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모래·자갈층은 양상으로 봤을 때 하성단구층으로 보인다. 

유적의 층위에서는 최대 3매의 토양쐐기가 관찰된다. 첫 번째 토양쐐기는 암갈색점토층에서 관찰되며 가

늘고 길게 뻗어 내려간 최상부 토양쐐기이다. 두 번째 토양쐐기는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며 희미하고 퍼

진 형태이다. 세 번째 토양쐐기는 하부의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는 토양쐐기로 매우 뚜렷하고 굵은 형태

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일반적인 층위를 모식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4)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앞의 책.



40 41

Ⅰ. 표토·교란층 

:  현재의 지표면 및 과거의 토지이용을 위

한 지형 평탄화 과정과 관련된 성토층, 구

지표 및 근세퇴적층 등이 해당한다. 일반

적인 퇴적물 외에도 근대폐기물, 골재 등

이 확인된다. 특히 C구역의 주차장부지에

서 A구역까지의 곤지암천 방향의 평탄지

에서는 표토층 아래로 골재층이 확인되고 

그 아래 백색의 포장재가 깔려있다.

Ⅱ. 갈색사질점토층 

:   근세 퇴적층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

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Ⅲ. 암갈색점토층 

:  명황색 점토로 충진된 얇고 뚜렷한 첫 번

째 토양쐐기가 관찰되는 층으로 입자가 

고운 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이층에서 2문

화층 유물이 확인 되었다.

Ⅳ. 암황갈색점토층 

:  곤지암천 방향의 사면 말단부에 부분적으

로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층에서 3

문화층 유물이 확인되었다.

Ⅴ. 사질·역층 

:  작은(1~6㎝) 크기의 편암 역이 포함된 층

이다. 유적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구릉 근처에서는 대형의 편암이 층을 이

루지 못하고 점토층 내에 포함되는 경우

가 관찰된다.

도면 1.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층위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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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적갈색사질점토층 

:  갈색점토가 충진된 희미하고 퍼진 형태의 두 번째 토양쐐기가 관찰되는 층이다. 상부는 점토가 우세하며 

하부로 갈수록 사질토가 우세하다. 유적 남서쪽 구릉 정상부에서는 이 층에서 대형 강자갈과 함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노곡천변 사면부에서는 대형의 편암석재와 함께 유물이 확인되었다. 4문화층으로 설정하

였다.

Ⅶ. 황갈색사질점토층 

:  비교적 고운 입자의 점토가 퇴적되어 있는 층이지만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다.

Ⅷ. 사질·역층

:  중간 크기의 편암 역이 포함된 층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렌즈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Ⅸ. 적색사질점토층 

:  황갈색점토로 충진된 뚜렷하고 굵은 형태의 세 번째 토양쐐기가 관찰되는 층으로 유적 남서쪽의 구릉 주

변에서 확인된다.

Ⅹ. 사질·역층 

:  남서쪽 구릉에 가까워질수록 두텁게 발달하여 있으며, 대형의 편암 또는 편마암이 포함되어 있다. 구릉 주

변에서는 이 층 바로 아래에서 기반암이 확인된다. 곤지암천 주변에서는 그 발달정도가 미약하다.

ⅩⅠ. 모래층 

:  주로 곤지암천 주변이나 계곡부에서 확인된다. 간혹 사질·역층이 렌즈형태로 포획되어 있는 모습도 관찰

된다. 회색-황갈색-암갈색의 모래가 교호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Tr.48에서는 모래층 위에

서 니사질층이 확인되었다.

XII. 모래·자갈층 

:  주로 곤지암천 주변에서 확인된다. 원마도가 높은 자갈과 모래가 섞인 층으로 곤지암천의 하성단구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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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시굴조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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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내용

조사지역의 총면적은 147,103㎡로 매우 넓으며,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트렌치를 설정하

여 굴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120개의 트렌치가 굴토되었다. 트렌치 중에는 그간의 토지 이용 정도에 따

라 구석기 문화층과 관련된 층위가 모두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고, 운 좋게 지하시설을 피하여 구석

기 관련 층위가 남은 것도 있었다. 

이번 시굴조사에서는 총 670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문화층별로 확인해보면 지표 13점, 교란층 378점, 

2문화층 43점, 3문화층 167점이 확인되었으며, 4문화층인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69점의 유물이 새롭게 확

인되었다. 대다수의 유물은 교란층에서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5지역 인근의 평탄지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5

지역은 지표 바로 아래에서 1문화층이 확인되었고, 그 인근의 평탄지는 1문화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

던 지역으로, 이 지역에 그간의 토지이용행위로 인하여 1문화층을 비롯한 고토양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5) 

현장조사 당시에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곤지암천 방향의 평탄지이며 

5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A구역, 곤지암천과 노곡천의 합류지점 방향의 사면부인 B구역, 그리고 유적 남쪽의 

구릉지역인 C구역의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결과 및 

현황을 고려하여 B구역과 C구역의 남동쪽을 기존 구역구분에서 따로 떼어 D구역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므

로 조사내용은 A, B, C, D의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1. A구역

A구역은 5지역을 포함하는 곤지암천 방면의 평탄지이다. 근세지도에서는 곤지암천 방향으로 발달한 능

선의 능선 정상부 및 사면부에 해당하며 5지역은 이 능선의 서쪽 사면부이다. 경기도종축장 당시에는 이 지

역에 축사 및 창고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일부는 목초지로 이용되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대체

적으로 지표 아래에서 골재층이 확인되며 골재층 하부에는 백색포장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한편 5지역은 2000년도 시굴조사가 진행된 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일정 등의 여건상 발굴조

사가 이어서 진행되지 못했던 곳이다. 이미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 물리적인 

굴토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았고 현재 5지역에 남북으로 조성된 배수로 안에서 13점의 석기를 수습하는 것으

로 조사를 대체하였다.

65)  유적은 최소 두차례의 지형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전후로 경기도종축장 관련 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나던 시점이다. 
두 번째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준비기간부터 2003년 경기도기념물 지정 이전까지의 기간인데, 이시기에 경기도종
축장 관련 시설은 대부분 철거되고, 5지역과 남쪽 구릉 사이의 일부 능선이 절토되어 주차장부지로 사용되었다. 현재 5지역 인
근 곤지암천 주변의 평탄지와 주차장부지에서는 표토 아래에서 골재층과 그 아래 깔린 백색의 포장재가 확인되는데, 정황상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전후의 지형변화와 관련되는 흔적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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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A구역 조사중 전경

도면 3. A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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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지(5지역 SF-2)

5지역 지표에서 확인된 비교적 돌결이 발달한 노랗고 파란 석영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매우 

두터운 격지이다. 단면은 마름모꼴로 등면은 모두 자연면으로 첫 격지에 가깝다. 배면은 돌결면의 비율이 

높으며 혹은 잘 발달하였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로 크기는 72.0×44.0㎜이다. 격지의 크기는 111.0×126.0×

67.0㎜이고 무게는 1,030.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중간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125° 정도이다.

2 격지(5지역 SF-13)

5지역 지표에서 확인된 우유빛의 석영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단면은 삼각형으로 등면에서

는 격지와 같은 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먼저 떼어졌다. 배면의 혹의 발달은 미약하다. 굽은 평평한 돌결면으

로 크기는 18.0×8.5㎜이고 타격점이 뚜렷하다. 격지의 크기는 28.5×24.5×9.0㎜이며 무게는 5.0g으로 평면

상 몸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99° 정도이다.

1) Tr.1

조사지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트렌치로 경기도종축장 당시에는 초지였던 곳이다. 층위는 표토 아래로 

골재층(백색포장)-회갈색사질점토층(교란)-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이 트렌치에서는 서벽에 인접하여 암갈색점토층과 사질·역층에 걸쳐 형성된 구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구상유구의 폭은 1m 전후로, 내부는 황갈색점토-암황갈색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에서는 5

점의 유물이 다양한 석재와 함께 확인되었는데 격지 2점, 조각 2점, 찌르개 1점이다. 또 교란층인 회갈색사

질점토층 내에서 격지 1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인근에 위치한 Tr.2에서는 격지 1점, 조각 4점, 반입석재 1점이 확인되었으며, Tr.9에서도 격지 1점

과 조각 2점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골재층 아래의 교란층 유물들이다.

3 격지(Tr.1-13)

교란층 내에서 확인된 강자갈에 가까운 자연면을 가진 규암에서 떼어진 격지이다. 등면에서는 세 방향 

이상의 떼어진 흔적이 관찰되지만, 모두 격지의 생산과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연

면에서 관찰되는 타격 흔적으로 볼 때, 여러 번의 떼기가 시도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굽은 약간 오목한 뗀

면굽으로 굽의 크기는 28.0×17.5㎜이고 타격점은 뚜렷한 편이다. 격지의 왼쪽 날에는 등면에서 배면방향으

로 떼어진 흔적이 관찰되는데 날의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자연 날을 부분적

으로 다듬어 사용된 격지로 판단되며, 등면에서 관찰되는 흔적들은 손에 쥐는 부분을 다듬었던 행위의 결과

로 보인다. 격지의 크기는 64.0×74.0×26.0㎜이고 무게는 106.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으

며, 격지각은 93°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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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지(Tr.1-R1)

구상유구 내에서 수습된 규암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단면은 삼각형으로 등면에서

는 격지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떼어진 흔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면이다. 배면의 흔적은 미약하나 혹은 

비교적 잘 발달하여 있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로 굽의 크기는 18.0×9.0㎜이며 타격점이 매우 뚜렷하다. 

격지의 크기는 44.0×47.0×22.0㎜이고 무게는 48.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중간부분이 가장 넓다. 격지각은 

123° 정도이다.

5 찌르개(Tr.1-1)

구상유구 내에서 수습된 노랗고 파란 석영 강자갈에서 돌결면을 따라 떨어진 조각의 한쪽 모서리 부분에 

잔손질을 해 첨두를 만든 찌르개이다. 단면은 삼각형이고 첨두의 각도는 83°로 좌측은 날의 중간부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잔손질을 했으며, 우측은 2회 정도 간단하게 다듬었다. 몸체의 우측면에서는 이

전 단계에서 격지가 떼어진 흔적이 강하게 관찰된다. 몸체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강자갈의 표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찌르개의 크기는 56.0×47.0×18.0㎜이고 무게는 37.0g으로 평면상 몸체의 가운데 부분이 가

장 넓다.

사진 15. Tr.1 구상유구 전경

사진 17. Tr.1 구상유구 수습 찌르개

사진 16. Tr.1 구상유구 내부 층위

사진 18. Tr.1 북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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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Tr.1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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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14

이 트렌치는 경기도종축장 당시 축사와 축사 사이의 공터였던 곳에 위치해 있다. 층위는 지표 아래로 골

재층(백색포장)-회갈색사질점토층(교란)-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황갈색사질점토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이 트렌치에서는 총 43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교란층인 회갈색사질점토층에서는 몸돌 1점, 

격지 4점, 조각 28점, 긁개 2점이 확인되었고, 2문화층인 암갈색점토층에서는 격지 2점, 조각 4점, 긁개 1점, 

반입석재 1점이 확인되었다.

6 격지(Tr.14-110)

교란층에서 수습된 노랗고 파란 석영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두터운 격지이다. 단면은 삼각

형으로 등면에서는 격지방향에 어긋난 방향으로 몇개의 격지가 생산되었다. 굽은 평편한 뗀면으로 크기는 

42.0×12.0㎜이고 타격점이 뚜렷하다. 격지의 크기는 81.0×113.0×37.0㎜이고 무게는 287.5g으로 평면상 몸

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115° 정도이다.

7 긁개(Tr.14-64)

교란층에서 수습된 흰색의 불투명한 석영 강자갈에서 떼어진 격지에 제작된 긁개이다. 등면에서는 격지

방향에 어긋난 방향으로 3개의 격지가 떼어진 흔적이 관찰된다. 배면은 대부분이 돌결면으로 혹의 발달은 

미약하다. 굽은 약간 볼록한 자연면으로 크기는 15.0×6.0㎜이다. 긁개의 우측 날은 등면과 배면을 서로 번

갈아 떼어 거친 날을 만들고, 우측 아랫부분은 배면에서 등면방향으로 손질하여 마치 톱니날처럼 거친 둥

근날을 만들었다. 긁개의 크기는 50.0×33.0×16.0㎜이고 무게는 52.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다.

8 긁개(Tr.14-41)

교란층에서 수습된 백색의 불투명한 석영 돌감으로 제작된 긁개이다. 돌감 자체가 돌결이 매우 발달하여 

몸체가 단순한 조각인지 격지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면을 다듬어 형태를 만들고, 몸체의 우측에 거칠게 

잔손질을 베풀어 둥근날을 형성하였다. 날의 길이는 48.0㎜이며 날의 각도는 77°정도이다. 긁개의 크기는 

55.0×46.0×25.0㎜이고 무게는 61.0g이다.

9 긁개(Tr.14-5)

2문화층에서 출토된 돌결이 매우 발달한 석영맥암 조각에 제작된 긁개이다. 단면형태는 마름모꼴로 몸

체의 우측 부분을 2단계에 걸쳐서 다듬은 뒤 마지막에 잔손질을 하여 곧은날을 형성하였는데, 날의 길이는 

35.0㎜이며 날의 각도는 80°정도로 가파른 편이다. 긁개의 크기는 51.0×53.0×25.0㎜이고 무게는 23.0g으

로 평면상 몸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다.



50 51

도면 5. Tr.14 평면도

사진 19. Tr.14 전경 사진 20. Tr.14 남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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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16

이 트렌치는 경기도종축장 당시 축사와 축사 사이의 공터였던 곳에 위치해 있다. 층위는 표토 아래로 골

재층(백색포장)-회갈색사질층(교란)-사질·역층-황갈색사질점토층-사질·역층-황적색점토층-사질·역층-적

황색모래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주변 트렌치와 비교해보면 첫 번째 토양쐐기가 확인되는 암갈색점토층 및 

암황갈색점토층은 이미 지형평탄화 과정에서 삭박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도면 6. Tr.16 서벽 층위도

사진 21. Tr.16 전경 사진 22. Tr.16 서벽·남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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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17

경기도종축장 당시 축사 건물이 위치한 곳에 설정된 트렌치이다. 층위는 표토 아래로 갈색사질층(교란)-

암갈색사질층(교란)-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암황갈색점토층-적갈색사질점토층(렌즈형 사질·역층 포함)-

사질·역층-황갈색모래층-명황갈색모래·자갈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부분적으로 암갈색점토층과 암황갈색

점토층 사이에서 렌즈형태의 사질·역층이 관찰되기도 한다. 유물은 총 2점이 확인되었는데, 몸돌 1점과 긁

개 1점으로 모두 3문화층인 암황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10 몸돌(Tr.17-2)

활용도가 높은 백색의 석영제 몸돌이다. 격지떼기는 평평한 돌결면, 뗀면 등을 때림면으로 삼아 5개의 면

에 대해 세방향 이상의 떼기가 진행되었다. 몸돌의 크기는 58.5×52.5×40.5㎜이고 무게는 159.0g이다.

11 긁개(1Tr.17-1)

비교적 표면이 부드러운 석영에서 떼어진 두터운 격지에 제작된 긁개이다. 단면은 오각형으로 몸체의 위 

끝에 등면에서 배면방향으로 몇 번 크게 손질하여 곧은날을 형성하였는데, 날의 길이는 47.0㎜이고 날의 각

도는 75° 정도이다. 배면에서는 두 개의 타격과 관련된 흔적이 확인된다. 측면은 돌결면인데 날의 제작과정

에서도 마지막 손질이 측면 쪽에 치우쳐 있어, 원래 더 큰 크기의 몸체에서 도구를 제작하던 중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크기는 66.0×53.0×35.0㎜이고 무게는 153.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윗부분이 가장 넓다.

사진 23. Tr.17 전경 사진 24. Tr.17 서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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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Tr.17 남벽 층위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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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22

이 트렌치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종축장 당시 축사와 축사 사이의 공터에 해당한다. 층위는 표토 아래로 

골재층(백색포장)-회갈색사질점토층(교란)-황갈색사질점토층-사질·역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유물은 총 17

점으로 모두 교란층인 회갈색사질점토층 내에서 확인되었는데, 몸돌 2점, 격지 4점, 조각 9점, 긁개 1점, 밀

개 1점이다. 특히 격지 중 1점은 흑요석제 격지로 1문화층과 관련된 유물일 것으로 판단된다.

12 몸돌(Tr.22-2)

표면이 짙은 갈색인 노랗고 파란 석영제의 맞선방향떼기 몸돌이다. 평평한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인접한 

3면에 대해 5개의 격지가 때림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떼어진 뒤, 반대쪽 면을 다시 때림면으로 삼아 맞선 방

향으로 3개의 격지가 더 생산되었다. 크기는 48.0×57.0×48.0㎜이고 무게는 152.0g이다. 15 격지와 같은 돌

감이라 판단된다.

13 몸돌(Tr.22-29)

황색의 규암 돌감에 만들어진 여러방향떼기 몸돌이다. 격지떼기는 남아있는 자연면 일부를 제외하고 모

든 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적어도 10개 이상의 격지가 생산되었다. 몸돌의 크기는 58.0×72.0×66.0㎜이고 무

게는 294.0g이다.

14 격지(Tr.22-15)

위 끝 일부와 왼쪽 가장자리가 깨진 작은 흑요석제 격지이다. 등면은 격지방향을 기준으로 맞선방향과 

엇갈린방향 떼기가 혼재되어 있다. 배면은 혹과 혹밑자국이 잘 발달하였다. 굽은 편평한 뗀면 굽이고 굽의 

크기는 7.0×2.0㎜이다. 격지의 크기는 17.0×15.0×3.0㎜이고, 무게는 0.5g이다. 

15 격지(Tr.22-36)

노랗고 파란 석영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은 모두가 뗀면으로 격지 방향과 같은 방향

으로 2개의 격지가 먼저 생산된 뒤, 격지 방향에 어긋난 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떼어지고 마지막으로 격지 

방향에 맞선방향으로 1개의 격지가 떼어졌다. 혹은 미약하게나마 발달하였다. 굽은 자연면과 돌결면의 두면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기는 15.5×9.0㎜로 매우 뚜렷하게 맞은 흔적이 관찰된다. 12 몸돌에서 떼어졌을 것

으로 추정되나 서로 붙지는 않는다. 격지의 크기는 32.0×19.0×9.0㎜이고 무게는 7.0g로 격지각은 82° 정도

이며, 평면상 몸체의 중간부분이 가장 넓다.

16 격지(Tr.22-7)

불투명한 백색과 갈색이 섞인 규암 강자갈에서 떼어진 격지이다. 떼어질 때 타격점을 중심으로 몸체의 

왼쪽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 등면에서는 격지와 같은 방향으로 선행된 떼기 흔적이 2개 관찰되는데, 잘 발달

된 돌결면을 따라 떼어졌다. 배면의 혹은 비교적 잘 발달하였다. 굽은 평평한 돌결면이고 크기는 16.0×7.0

㎜이며 타격점이 매우 뚜렷하게 관찰된다. 격지의 크기는 38.0×37.0×20.0㎜이고 무게는 22.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중간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103°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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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긁개(Tr.22-21)

돌결이 매우 발달된 석영맥암 조각에 제작된 긁개이다. 단면형태는 직사각형에 가깝다. 몸체의 대부분은 

별다른 손질 없이 그냥 사용되었다. 몸체의 왼쪽 면을 아랫면 쪽에서 윗면 쪽 방향으로 다듬은 뒤, 같은 방

향으로 다시 끝부분만 잔손질을 해서 거의 톱니날에 가까운 매우 거친 곧은날을 형성하였다. 날의 길이는 

51.0㎜이고 날의 각도는 85° 정도이다. 긁개의 크기는 59.0×30.0×30.0㎜이고 무게는 63.0g으로 평면상 몸

체의 아랫부분이 약간 넓다.

도면 8. Tr.22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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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Tr.22 교란층 출토 몸돌

사진 29. Tr.22 교란층 출토 흑요석제 격지

사진 25. Tr,22 전경

사진 26. Tr.22 서벽 층위

사진 28. Tr.22 교란층 출토 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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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26

이 트렌치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종축장 당시 초지에 해당한다. 층위는 표토 아래로 골재층(백색포장)-흑

갈색사질점토층(교란)-회갈색사질점토층(교란)-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의 순으로 확인된다. 이 트렌치에서 

확인된 유물은 총 292점으로 모두 토양쐐기가 확인되는 암갈색점토층 위의 교란층인 회갈색사질점토층에

서 확인되었다. 현장조사 당시 흑요석 유물 18점이 확인되어, 굴토 토양 전체를 마른체질 후 물체질하였고 

추가적으로 249점의 흑요석 유물을 수습할 수 있었다. 유물은 격지 95점, 좀돌날 65점, 조각 129점, 긁개 1

점, 반입석재 2점으로, 이중 흑요석 유물은 격지, 좀돌날, 조각, 긁개 등을 포함하여 267점이다66).

표 4. Tr.26 돌감별 유물 현황

격지 좀돌날 조각 긁개 반입석재 계

석영 - - 1 - - 1

규암 3 - 13 - 2 18

석영맥암 1 - 3 - - 4

흑요석 90 65 111 1 - 267

유문암 1 - - - - 1

셰일 - - 1 - - 1

계 95 65 129 1 2 292

18 좀돌날(Tr.26-66)

흑요석 좀돌날의 위 끝 부분만 남아 있는 좀돌날 조각이다. 등면은 떼기축과 같은 방향으로 두차례의 좀

돌날 떼기 흔적이 남아 있고,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가파른 잔손질 자국을 지닌다. 잔손질기법은 눌러떼기

이며, 1㎜이내의 미세하고 정교한 잔손질을 베풀었다. 크기는 10.0×3.0×2.0㎜이고, 무게는 0.1g이다. 

28 좀돌날(Tr.26-267)

흑요석 좀돌날의 위 끝 부분이다. 단면 삼각형 모양으로 등면에 형성된 능선을 따라 떼기축에 수평으로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잔손질 흔적이 남아 있다. 배면은 위 끝이 안쪽으로 말려 올라가 있다. 타면재생 과정

에서 생산된 좀돌날로 추정된다. 크기는 16.0×3.5×3.5㎜이고, 무게는 0.1g이다. 

29 좀돌날(Tr.26-151)

위 끝이 떼어진 흑요석 좀돌날이다. 등면은 떼기축과 같은 방향으로 두차례 좀돌날떼기 흔적과 한차례의 

격지떼기 흔적이 남아 있다. 왼쪽 가장자리에는 사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되고, 오른쪽 가

장자리를 따라 닦음질에 의한 얇은 박리흔이 남아 있다. 위 끝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떼기흔적이 관찰된다. 

크기는 18.5×5.0×2.0㎜이고, 무게는 0.1g이다. 

66) 조각에는 작은 부스러기들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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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Tr.26 교란층 출토 흑요석 수록유물 목록

국가귀속
번호 

유물
번호

종류
크기(㎜)

무게(g) 비고
길이 너비 두께

18 Tr.26-66 좀돌날 10.0 3.0 2.0 0.1 물체질

19 Tr.26-212 좀돌날 9.5 4.0 1.0 0.1 물체질

20 Tr.26-118 좀돌날 8.5 4.0 1.0 0.1 물체질

21 Tr.26-211 좀돌날 10.0 4.0 2.0 0.1 물체질

22 Tr.26-117 좀돌날 10.5 3.5 1.0 0.1 물체질

23 Tr.26-116 좀돌날 12.0 3.5 1.0 0.1 물체질

24 Tr.26-246 좀돌날 10.5 4.0 1.0 0.1 물체질

25 Tr.26-67 좀돌날 13.0 5.5 1.5 0.1 물체질

26 Tr.26-105 좀돌날 15.0 8.0 2.0 0.1 물체질

27 Tr.26-244 좀돌날 16.0 5.5 2.0 0.1 물체질

28 Tr.26-267 좀돌날 16.0 3.5 3.5 0.1 물체질

29 Tr.26-151 좀돌날 18.5 5.0 2.0 0.1 물체질

30 Tr.26-236 좀돌날 21.0 5.0 2.0 0.1 물체질

31 Tr.26-92 좀돌날 22.0 10.0 5.5 0.5 물체질

32 Tr.26-156 격지 11.5 8.5 2.0 0.1 물체질

33 Tr.26-86 격지 11.0 10.5 2.0 0.1 물체질

34 Tr.26-161 격지 11.5 8.5 2.5 0.1 물체질

35 Tr.26-18 격지 14.0 9.5 3.0 0.1 -

36 Tr.26-60 격지 13.0 9.5 1.5 0.1 -

37 Tr.26-237 격지 13.0 11.0 4.0 0.5 물체질

38 Tr.26-62 격지 16.5 11.5 2.5 0.5 -

39 Tr.26-152 격지 18.5 13.0 3.5 0.5 물체질

40 Tr.26-12 격지 14.0 10.5 2.0 0.1 -

41 Tr.26-133 격지 16.5 11.0 3.5 0.5 물체질

42 Tr.26-4 격지 15.0 10.5 2.0 0.1 -

43 Tr.26-84 격지 16.0 11.0 3.0 0.5 물체질

44 Tr.26-6 격지 22.0 15.0 3.0 0.5 -

45 Tr.26-7 격지 19.0 18.5 3.0 0.5 -

46 Tr.26-17 격지 17.0 17.0 3.5 0.5 -

47 Tr.26-8 격지 22.5 17.0 5.0 1.5 -

48 Tr.26-3 격지 17.0 25.0 4.0 1.5 -

52 Tr.26-5 격지 33.0 49.0 9.0 15.0 -

53 Tr.26-1 긁개 35.0 29.0 5.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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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격지(Tr.26-17)

위 끝 부분이 깨진 작은 흑요석 격지이다. 격지의 등면에는 격지방향으로 두 차례 격지를 뗀 흔적이 관찰

되고, 오른쪽 가장자리에 그보다 앞서서 격지 방향에 수직으로 두 차례의 격지를 떼어낸 타격흔이 남아 있

다. 이로 미루어 때림면 조정 과정에서 생산된 격지로 추정된다. 배면은 혹이 발달하였다. 굽은 편평한 뗀면 

굽이며, 굽의 크기는 3.0×2.0㎜이다. 격지의 크기는 17.0×17.0×3.5㎜이고, 무게는 0.5g이다. 

49 격지(Tr.26-36)

유문암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서는 격지방향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2개 이상의 격지

가 떼어진 뒤, 다시 격지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3개의 격지가 떼어졌다. 배면의 혹은 매우 볼록하게 발달하였

다. 굽은 평평한 뗀면으로 크기는 2.5×1.0㎜이다. 격지의 크기는 14.0×19.0×4.5㎜이고 무게는 1.0g으로 평

면상 몸체의 윗부분이 넓으며, 격지각은 96° 정도이다.

50 격지(Tr.26-56)

백색의 규암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서는 격지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먼저 떼어졌다. 굽은 평평한 돌결면으로 크기는 9.0×7.0㎜이고 타격점은 매우 뚜렷한 편이다. 격지의 크

기는 25.0×18.0×8.0㎜이고 무게는 4.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중간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135° 정도 

이다.

51 격지(Tr.26-78)

돌결이 발달한 규암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단면은 삼각형으로 등면에서는 격지방

향과 같은 방향으로 2~3개의 격지가 먼저 떼어지고, 그 중 한 면을 때림면으로 삼아 격지방향에 어긋난 방향

으로 1개의 격지가 추가로 떼어졌다. 배면은 거의 돌결면이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로 크기는 12.0×11.0㎜ 

이고 타격점은 뚜렷한 편이다. 격지의 크기는 38.0×32.0×21.0㎜이고 무게는 22.5g이며, 평면상 몸체의 중간

부분이 가장 넓다. 격지각은 118° 정도이다.

53 긁개(Tr.26-1)

흑요석 격지 조각에 잔손질을 하여 만든 긁개이다. 격지의 왼쪽 중간부분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아래

쪽은 깨진 흔적이 관찰된다. 위 끝과 오른쪽 끝 부분에서는 부러진 이후에 눌러떼기에 의한 흔적이 남아 있

어 격지조각이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잔손질을 베푼 것으로 보인다. 날은 격지의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배

면에서 등면방향으로 잔손질하여 만들었는데, 길이는 23.0㎜이다. 긁개의 크기는 25.0×29.0×5.0㎜이고, 무

게는 4.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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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Tr.26 전경

사진 32. Tr.26 서벽 층위 세부

사진 34. Tr.26 교란층 출토 흑요석제 격지

사진 31. Tr.26 서벽 층위

사진 33. Tr.26 교란층 출토 흑요석제 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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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Tr.26 서벽 층위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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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38

경기도종축장 당시 초지에 해당하는 곳에 굴토된 트렌치이다. 층위는 표토 아래로 회색사질층(백색포

장)-갈색사질층(교란)-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의 순으로 확인된다. 확인된 유물은 모두 13점으로 교란층인 

갈색사질층과 2문화층인 암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정황상 갈색사질층의 유물은 원래 암갈색점토층 

유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갈색사질층에서는 몸돌 1점과 조각 6점이 수습되었으며, 암갈색점토층에서는 

격지 1점, 조각4점, 부리날 1점이 확인되었다.

54 부리날(Tr.38-4)

암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백색의 규암 강자갈로 제작된 부리날이다.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비교적 평평

한 면이 많은 강자갈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수직인 4면에 대해 격지를 떼어 몸체를 다듬은 뒤, 다시 몸체 윗

부분의 양 옆을 한번씩 크게 떼어 부리날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부리의 끝부분을 손질하여 마무리 하였다.  

크기는 62.0×75.0×45.0㎜이고 무게는 173.0g이다.

사진 36. Tr.38 2문화층 출토 부리날사진 35. Tr.38 전경

사진 38. Tr.38 서벽 층위 세부사진 37. Tr.38 서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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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Tr.38 서벽 층위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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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r.40

이 트렌치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종축장 당시 초지에 해당한다. 표토 아래로 골재층(백색포장)-회갈색사

질점토층(교란)-갈색사질점토층(교란)-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암황갈색점토층-적갈색사질·역층-황적갈

색사질점토층(망간포함)-적갈색점토층-황갈색사질·역층 등의 순으로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

은 없다.

사진 39. Tr.40 서벽·남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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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 Tr.40 서벽 층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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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0. 5지역 지표 수습 유물 : 격지(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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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5지역 지표 수습 유물 : 격지(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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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Tr.1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3), 구상유구 수습 유물 : 격지(4), 찌르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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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Tr.1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3), 구상유구 수습 유물 : 격지(4), 찌르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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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Tr.14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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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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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Tr.14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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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Tr.14 교란층 출토 유물 : 긁개(7, 8), 2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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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Tr.14 교란층 출토 유물 : 긁개(7, 8), 2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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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44. Tr.17 3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 긁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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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도면 16. Tr.17 3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 긁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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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Tr.22 교란층 출토 유물 : 몸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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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Tr.22 교란층 출토 유물 : 몸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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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6. Tr.22 교란층 출토 유물 : 몸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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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Tr.22 교란층 출토 유물 : 몸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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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7. Tr.22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14~16), 긁개(17)

0 5cm

14

16

17

0 2cm

15



80 81

도면 19. Tr.22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14~16), 긁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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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cm

사진 48.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좀돌날(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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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cm

도면 20.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좀돌날(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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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9.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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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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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0.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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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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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cm

사진 51.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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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cm

도면 23.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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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49~52), 긁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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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Tr.26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49~52), 긁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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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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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Tr.38 2문화층 출토 유물 : 부리날(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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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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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Tr.38 2문화층 출토 유물 : 부리날(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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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구역

m

사진 54. B구역 조사중 전경

도면 26. B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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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역은 곤지암천과 노곡천의 합류지점 방면의 경사지로, 근세지도에서는 곤지암천 방향으로 발달한 마

지막 가지능선의 정상부 및 사면부, 그리고 소곡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경기도종축장 당시에는 관련 건축

물들이 밀집하여 조성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건축물에 의한 교란이 비교적 심한 곳이지만, 건축물과 관련

된 지하시설이 없던 지역에는 고토양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고, 고토양 내에서 많은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지형상 구릉쪽과 하천쪽의 두개의 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건물 및 도로가 남아있는 지역과 지

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지형을 고려하여 트렌치를 설정하였

다. 조사결과 B구역의 남쪽부분은 기존에는 소곡부였으나 근래에 다시 메워진 곳으로, 성토된 시점은 1980

년을 전후한 시기로 생각된다.67) 또한 두 단으로 조성되는 시점에 일부지역에는 지형평탄화에 따른 삭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석기시대와 관련된 지층은 B구역의 북쪽 능선부에 한해서 확인된다.

한편 Tr.43에서는 암갈색점토층 위에 조성된 미상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해발 85.0m 부근에 조성된 이 

미상유구는 큰 석재로 바깥면을 맞추고 안쪽은 작은 석재를 채운 양상으로, 사용된 석재는 원마도가 비교적 

높은 것들과 강자갈이 혼재되어 있다. 확인된 유구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日’자의 오른쪽에 ‘│’자를 붙인 

모습으로 추정되지만, 주변에 건물, 수목, 배수로 도로 등이 있어 트렌치를 확장하거나 추가 트렌치를 굴토

하지 못해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석렬과 석렬 사이, 그리고 유구 주변에는 일부 교란된 흔적도 확인되었으나 

유구와 관련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67) 이 소곡부는 1972년 유리원판 사진에서는 논으로 확인되며, 1981년에서는 성토되어 경기도종축장 관련 시설이 들어와 있다.

사진 55. Tr.43 미상유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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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Tr.43 미상유구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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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29

층위는 표토 아래로 암갈색사질점토층(교란)-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암황갈색점토층-사질·역층의 순

으로 확인되며, 그 아래에는 렌즈형 사질·역층이 관찰되는 사질점토층과 모래층, 모래·자갈층이 확인된다.

이 트렌치가 위치한 곳은 경기도종축장 당시 3층 건물이 들어서 있던 곳으로, 굴토된 부분의 일부가 건물

의 지하시설에 의해 훼손되었음에도 많은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총 66점으로 이중 밀개 1점은 교란층

인 암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고 격지 1점, 조각 1점, 긁개 1점은 2문화층인 암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

었으며, 나머지 62점이 모두 3문화층인 암황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도면 28. Tr.29 동벽 층위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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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6. Tr.29 동벽 층위

사진 57. Tr.29 유물출토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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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9. Tr.29 2문화층 출토 긁개

사진 61. Tr.29 3문화층 출토 찍개

사진 63. Tr.29 3문화층 출토 긁개

사진 65. Tr.29 3문화층 출토 부리날

사진 58. Tr.29 2문화층 출토 격지

사진 60. Tr.29 3문화층 출토 몸돌

사진 62. Tr.29 3문화층 출토 찍개

사진 64. Tr.29 3문화층 출토 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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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Tr.29 출토 유물 현황

몸돌 격지 조각 찍개 긁개 부리날 밀개
사용된
자연돌

반입석재 계

교란층 - - - - - - 1 - - 1

2문화층 - 1 1 - 1 - - - - 3

3문화층 3 27 24 2 3 1 - 1 1 62

계 3 28 25 2 4 1 1 1 1 66

55 밀개(Tr.29-R1)

교란층에서 확인된 두터운 회백색 석영 맥암 격지를 몸체로 하여 만든 둥근밀개이다. 격지의 배면은 편

평하고, 때린점을 중심으로 왼쪽은 경사진 돌결면이다. 굽은 편평한 돌결면이다. 등면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

로 한 차례 격지떼기가 있은 후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배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잔손질을 베풀어 둥근날을 형

성하였다. 날의 둘레길이는 80.0㎜이고 날의 각도는 85°이다. 밀개의 크기는 64.0×54.0×38.0㎜이고 무게는 

140.0g이다. 

56 격지(Tr.29-38)

2문화층에서 출토된 연한 갈색과 어두운 파란색이 섞인 석영으로 만든 가로로 긴 격지이다. 등면에서는 

격지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먼저 생산되었다. 배면의 혹은 매우 발달하였다. 굽은 전체적으

로 평평한 돌결면으로 일부는 돌결면이 제거되어 있는데, 이는 선행된 격지떼기의 타격에 의해 타격점 주변

이 벗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굽의 크기는 40.0×11.0㎜이며 타격점은 매우 뚜렷하게 관찰된다. 격지의 크기

는 42.0×71.0×13.0㎜이고 무게는 37.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윗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128° 정도이다.

57 긁개(Tr.29-26)

2문화층에서 확인된 갈색 표면의 석영 자갈돌 조각을 이용해 만든 긁개이다. 등면과 배면이 편평한 직육

면체로 단면모양은 마름모꼴이다. 등면은 자갈돌 자연면으로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리를 잔손질하여 긁개 

날을 만들었고, 배면은 돌결면이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돌결면으로 형성된 배면에서 등면 방향으로 떼기가 

이루어졌다. 왼쪽날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크게 세 차례 앞선 떼기를 한 이후 다시 잔손질을 하여 톱

니날에 가까운 곧은날을 형성하였다. 날 길이는 53.0㎜, 날 각도는 71°이다. 오른쪽날은 두 차례 앞선 떼기

와 잔손질로 날을 형성하였으며, 날 길이는 47.0㎜, 날 각도는 76°이다. 긁개의 크기는 80.0×53.0×24.0㎜이

고 무게는 98.0g이다.

58 몸돌(Tr.29-13)

3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맥암을 이용해 여러 방향에서 격지를 떼어낸 부정형 몸돌이다. 여러 차례에 걸

친 선행 격지떼기 흔적 위에 마지막 단계에 주된 때림면을 중심으로 두 면에서 격지떼기가 이루어졌다. 마

지막 단계의 격지떼기는 주로 수직 방향의 한방향떼기가 이루어졌다. 때림면에는 여러 차례의 떼기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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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혼재되어 있으며 비교적 편평한 편이다. 몸돌 전체에 걸쳐 드문드문 맞은 자국이 관찰된다. 크기는 

70.0×53.0×43.5㎜이고 무게는 167.0g이다. 

59 격지(Tr.29-23)

3문화층에서 확인된 노랗고 파란 석영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단면은 사다리꼴에 

가깝다. 등면에서는 이전 단계에 격지 방향에 어긋난 방향으로 격지가 떼어진 뒤, 다시 격지방향과 같은 방

향으로 2개의 격지가 추가로 떼어진 흔적이 관찰된다. 굽은 비교적 평평한 뗀면으로 크기는 22.0×9.0㎜이

다. 격지의 크기는 35.0×26.0×15.0㎜이고 무게는 12.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윗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

은 129° 정도이다.

60 격지(Tr.29-53)

3문화층에서 확인된 노랗고 파란 석영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서는 격지 방

향과 같은 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먼저 떼어졌다. 배면의 혹은 비교적 잘 발달하였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

로 크기는 19.0×8.0㎜이고 굽의 왼쪽 일부가 돌결을 따라 깨져나갔다. 격지의 크기는 27.0×21.5×8.0㎜이고 

격지의 무게는 5.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다. 격지의 왼쪽날에는 배면에서 등면방향으로 

크게 한번 떼어낸 흔적이 있는데, 홈날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석연치는 않다.

61 격지(Tr.29-10)

3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맥암에서 떼어진 격지이다. 왼쪽이 얇고 오른쪽이 두터운 모양으로 등면은 격

지방향으로 두 개의 격지가 먼저 떼어졌다. 배면은 위 가장자리 방향으로 한 번 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혹이 

발달한 편이다. 굽은 편평한 자연면굽으로 크기는 15.0×5.0㎜이고 타격점이 뚜렷하다. 격지의 크기는 37.0×

26.0×12.5㎜이고 무게는 10.0g이다.

62 격지(Tr.29-61)

3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 강자갈에서 떼어낸 격지이다. 등면에는 격지 방향으로 세 차례 앞선 격지떼기 

흔적이 남아 있다. 배면은 혹이 발달하여 아래가 매우 볼록하고 위는 편평한 편이다. 굽은 편평한 자연면 굽

으로 크기는 10.0×2.0㎜이다. 격지의 크기는 31.0×34.0×10.0㎜이고 무게는 9.0g로 격지각은 100.0°이다.

63 격지(Tr.29-27)

3문화층에서 확인된 갈색의 규암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서는 격지방향과 같

은 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먼저 떼어진 뒤, 반대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추가로 떼어졌다. 배면의 혹은 비교

적 잘 발달하였다. 굽은 평평한 뗀면으로 크기는 27.5×18.0㎜이고 타격점이 매우 뚜렷하다. 격지의 크기는 

42.5×29.5×18.5㎜이고 무게는 18.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11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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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격지(Tr.29-50)

3문화층에서 확인된 단면 삼각형 모양의 석영맥암에서 떼어진 격지이다. 등면은 왼쪽 부분에 격지방향으

로 2개의 격지가 먼저 떼어졌고, 위쪽과 오른쪽은 돌결면이 발달하여 격지떼기 방향을 구분하기 어렵다. 굽

은 돌결면굽으로 편평하고 크기는 28.0×19.0㎜이다. 배면은 편평하고 혹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다. 격지의 

크기는 42.0×36.0×22.0㎜이고 무게는 25.0g이다.

65 격지(Tr.29-65)

3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제 격지로 격지가 떼어질때 오른쪽 부분이 사선방향으로 떨어져 나갔다. 등면에

는 격지방향으로 세 차례 앞선 격지떼기 흔적이 남아 있고, 위 가장자리 부분은 돌결면이 발달하였다. 배면

은 편평한 편이고 혹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굽은 편평한 자연면굽이며 굽의 크기는 17.0×8.0㎜이다. 격

지의 크기는 36.0×41.0×12.0㎜이고 무게는 15.0g이다.

66 격지(Tr.29-R2)

3문화층에서 확인된 단면 삼각형 모양의 모난 석영맥암에서 떼어낸 격지이다. 등면은 모서리가 둥근 자

연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자연면분포 65%),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격지방향과 같은방향의 앞선 격지떼기가 

관찰된다. 배면은 편평한 편이며 혹이 약간 발달한 편이다. 굽은 두면굽으로 가운데가 높은 볼록굽이다. 격

지의 크기는 46.5×39.5×24.0㎜이고 무게는 30.5g이다.

67 찍개(Tr.29-70)

3문화층에서 확인된 모난 석영을 한 면을 손질하여 만든 직선날 찍개이다. 편평한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하여 수직방향으로 세 차례 격지떼기를 하고 부분적으로 잔손질을 하여 직선날을 만들었다. 날의 길이는 

77.0㎜이고 날의 각도는 84°이다. 나머지 면은 대부분 자연면으로 남아 있지만, 면과 면이 만나는 모든 능선

과 모서리 부분은 각도를 줄여서 떼거나 으스러뜨려 손에 쥐기 편하게 모를 줄인 흔적이 관찰되는 점이 특

징적이다. 찍개의 크기는 87.0×80.0×84.0㎜이고 무게는 588.0g이다.

68 찍개(Tr.29-57)

3문화층에서 확인된 판판한 석영 자갈돌의 한쪽 면을 손질하여 만든 찍개이다. 자갈돌의 편평한 윗면과 

아랫면에서 맞선방향으로 격지를 떼어 형태를 잡고, 왼쪽의 두 차례 엇갈린방향 떼기와 오른쪽의 모줄임을 

목적으로 한 떼기에 의해 전체적으로 날 부분이 볼록한 형태를 갖추었다. 날이 형성된 아랫면에는 추가적인 

잔손질을 베풀어 날을 다듬은 흔적이 관찰된다. 나머지 면은 자연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서리 부분에는 

닳은 흔적들이 관찰된다. 크기는 90.0×139.5×62.0㎜이고 무게는 1,021.0g이며 날의 각도는 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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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긁개(Tr.29-25)

3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맥암 조각으로 만든 긁개이다. 단면 사다리꼴 모양이며, 윗면은 자연면이 부분 

분포하고, 아랫면은 돌결면이다. 날은 왼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앞선 격지떼기에 이어서 가파른 잔손질로 날

을 형성하였다. 조각의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잔손질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잔손질을 깊게 하여 왼쪽 

가장자리의 1/2 가량이 볼록한 모양이 되도록 만들었다. 날의 길이는 38.0㎜이고 날의 각도는 86.0°이다. 

긁개의 크기는 63.5×39.0×35.0㎜이며 무게는 76.0g이다.

70 긁개(Tr.29-69)

3문화층에서 확인된 단면 마름모 모양의 석영 강자갈 격지를 이용하여 만든 긁개이다. 격지 배면의 오른

쪽 가장자리를 등면에서 배면 방향으로 깊게 네 차례 손질한 뒤 부분적으로 잔손질을 하여 짧은 날을 만들

었다. 날의 길이는 18.0㎜이며 각도는 62.0°이다. 긁개의 크기는 36.0×42.0×16.0㎜이고 무게는 18.0g이다.

71 긁개(Tr.29-30)

3문화층에서 확인된 단면 오각형 모양의 석영맥암 조각의 왼쪽 가장자리를 잔손질하여 만든 긁개이다. 

몸체는 전체적으로 돌결면이 많이 발달하였다. 몸체의 왼쪽 가장자리 윗부분부터 아랫부분에 걸쳐 배면에

서 등면방향으로 전체를 잔손질하여 투박한 날을 만들었다. 날의 길이는 46.0㎜이고 날의 각도는 63°이다. 

긁개의 크기는 48.5×40.0×21.5㎜이고 무게는 40.0g이다.

72 부리날(Tr.29-40)

3문화층에서 확인된 작은 석영맥암 조각을 손질하여 만든 부리날 석기이다. 몸체의 위 가장자리에서 한

차례 격지를 떼어냈고, 왼쪽 가장자리는 두 차례 홈날떼기를 가하여 움푹한 홈날을 만들면서 윗면과 만나는 

부분이 부리모양으로 튀어나오게 하였다. 이어서 부리 부분의 왼쪽 가장자리를 편평하게 두 차례 손질하여 

부리날을 완성하였다. 정육면체 모양의 몸체 오른쪽과 아래쪽이 만나는 모서리부분에는 맞은 자국이 길게 

열을 지어 남아 있는데 모를 줄이기 위한 행위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크기는 40.0×38.5×28.0㎜이고 무게는 

4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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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30

이 트렌치는 경기도종축장 당시 공터에 해당하는 곳에 굴토되었다. 층위는 표토 아래 흑갈색사질층(교

란)-암갈색사질점토층(교란)-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암황갈색점토층-모래·자갈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트

렌치 내부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V’자형의 교란구가 확인되었다. 이 교란구는 암갈색점토층부터 하부의 모

래·자갈층의 일부를 굴토하여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교란구 내부에서 여러면석기 1점이 수습되었고, 3문

화층인 암황갈색점토층에서 18점 확인되었는데 몸돌 1점, 격지 2점, 조각 13점, 긁개 1점, 반입석재 1점이다. 

한편 남쪽에 위치하는 Tr. 31에서는 교란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에서 격지 1점, 톱니날 1점이 확인되었다. 인

근의 Tr.47에서는 교란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에서 격지 1점과 망치돌 1점이 확인되었다.

도면 29. Tr.30 평면도

사진 66. Tr.30 전경

사진 67. Tr.30 서벽 층위

사진 68. Tr.30 3문화층 출토 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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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여러면석기(Tr.30-R1)

교란구 내부에서 수습된 석영 모난 자갈돌을 몸체로 이용한 여러면석기이다. 석기의 평면형태는 둥근 육

각형에 가까우며 한 면에는 자연면이 남아 있다. 석기제작은 주로 서로 마주한 판판한 면을 때림면으로 활

용하여 전체 가장자리 둘레에 걸쳐 여러 차례 떼어내어 형태를 다듬었으며, 능선의 일부에는 모를 줄이기 

위해 으스러트린 흔적이 관찰된다. 크기는 89.0×104.0×87.0㎜이고 무게는 1,251.0g이다. 

74 긁개(Tr.30-14)

3문화층에서 출토된 비교적 돌결이 발달한 백색의 석영맥암 격지로 제작된 긁개이다. 격지의 왼쪽부터 

위 끝까지를 등면에서 배면방향으로 뗀 뒤, 위 끝만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곧은날을 형성하였다. 날의 길이

는 37.0㎜이며 날의 각도는 77°정도이다. 긁개의 크기는 51.5×43.0×19.5㎜이고 무게는 61.0g이다.

75 격지(Tr.31-R1)

교란층에서 확인된 백색의 석영 강자갈로 만든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서는 격지에 맞선 방향으

로 1개의 격지가 먼저 떼어지고, 이후 격지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떼어졌다. 배면에서는 두 개

의 혹이 관찰되는데 우측의 혹은 발달이 뚜렷하며, 좌측의 혹은 발달이 미약하다. 우측의 혹은 등면에서 먼

저 떼어진 격지의 타격과 관련된 흔적으로 판단된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로 크기는 28.0×11.0㎜로 타격점

도 뚜렷하다. 격지의 크기는 45.0×49.5×17.0㎜이고 무게는 40.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중간부분이 가장 넓

으며 격지각은 102° 정도이다.

76 톱니날(Tr.31-R2)

교란층에서 확인된 돌결이 매우 발달한 백색의 석영맥암 조각으로 제작된 톱니날이다. 평평한 돌결면을 

때림면으로 날을 제작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날의 형태를 다듬은 뒤, 비슷한 간격으로 깊게 떼어 톱니날을 

형성하였으나, 파손되어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날의 길이는 29.0㎜이며 크기는 35.0×27.0×13.0㎜

이고 무게는 14.0g이다.

77 격지(Tr.47-R1)

교란층에서 수습된 석영맥암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서는 격지의 방향과 조금 어긋

나게 서로 맞선방향으로 5개의 격지가 떼어졌다. 굽은 평평한 뗀면으로 굽의 크기는 6.0×7.0㎜이다. 격지의 

크기는 40.0×38.0×18.0㎜이고 무게는 26.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중간부분이 가장 넓다. 격지각은 110° 정

도이다.

78 망치돌(Tr.47-R3)

교란층에서 수습된 돌결이 매우 발달한 석영맥암으로 만든 망치돌이다. 아랫면이 좁고 윗면이 넓은 역사

다리꼴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다. 각 면을 때림면으로 활용하여 여러방향으로 격지를 떼어낸 것으로 보이

나 돌결면이 많아 정확한 양상을 알기는 어렵다. 아랫면은 대부분 으스러져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인접한 면

에서 확인되는 떼기는 망치돌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크기는 81.0×69.0×73.0㎜이고 

무게는 539.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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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32

이 트렌치는 경기도종축장 당시 공터에 해당하는 

곳에 배치되었다. 층위는 표토인 갈색사질층 아래에 

회갈색사질점토층(교란)-암갈색사질점토층(교란)-황

색사질점토층(교란)-암황갈색점토층-모래·자갈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3문화층인 암황갈색점토층에서 44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몸돌 2점, 격지 18점, 조각 

19점, 찍개 2점, 긁개 2점, 홈날 1점이다.

 

사진 69. Tr.32 유물출토 전경

사진 70. Tr.32 서벽 층위

사진 71. Tr.32 3문화층 출토 찍개 도면 30. Tr.32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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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격지(Tr.32-5)

돌결이 발달한 투명한 백색의 석영에서 떼어진 격지로 떼어질 때 격지의 왼쪽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등면에서는 격지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개의 격지가 떼어졌다. 굽은 평평한 돌결면으로 크기는 17.5

×10.0㎜이다. 격지의 크기는 29.5×20.0×8.0㎜이고 무게는 6.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중간부분이 가장 넓으

며, 격지각은 139° 정도이다.

80 격지(Tr.32-22)

규암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는 격지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개의 격지가 떼어진 후 

이에 어긋난 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떼어졌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로 크기는 16.0×7.0㎜이다. 크기는 

40.0×40.0×18.0㎜이고 무게는 24.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윗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116° 정도이다.

81 격지(Tr.32-57)

백색의 돌결이 발달한 석영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는 격지방향과 같은 방향

으로 2개의 격지가 떼어진 흔적이 관찰된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로 크기는 23.0×9.0㎜이다. 격지의 크기

는 32.0×37.0×14.0㎜이고 무게는 19.0g이며 격지각은 117°정도로 평면상 몸체의 윗부분이 가장 넓다.

82 격지(Tr.32-R8)

석영 자갈돌에서 떼어진 격지이다. 등면은 격지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세 차례의 격지떼기 흔적이 관찰

된다. 배면은 편평한 편이며 혹의 발달은 미미하다. 굽은 편평한 자연면이며, 굽의 길이는 28.0×10.0㎜이다. 

굽의 오른쪽 끝에는 앞선 격지떼기 과정에서 배면쪽으로 힘이 가해져 배면의 일부가 떨어져나간 흔적이 관

찰된다. 격지의 크기는 32.5×39.0×9.0㎜이고 무게는 12.0g이다. 

83 격지(Tr.32-4)

연한 갈색의 표면을 가진 석영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는 격지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2개의 격지가 먼저 떼어진 흔적이 관찰된다. 배면의 흔적은 미약하며, 격지의 끝은 말려 올라가 있

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로 48.0×16.0㎜이다. 격지의 크기는 42.0×60.0×17.0㎜이고 37.0g으로 평면상 몸

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다. 격지각은 93°정도이다.

84 격지(Tr.32-44)

불투명한 백색의 규암 강자갈로 만든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서는 격지방향에 맞선 방향으로 1

개의 격지가 떼어졌으며, 이후 그에 어긋난 방향으로 3개의 격지가 떼어졌다. 격지의 왼쪽 날의 양 끝에서는 

잔손질 흔적이 일부 관찰되지만 중간부분은 돌결면을 따라 떼어져나갔다. 굽은 약간 볼록한 자연면으로 크

기는 22.0×15.0㎜이고 타격점은 희미하게 확인되며, 굽의 일부는 격지가 떼어질 때 떨어져나가 돌결면으로 

남아 있다. 격지의 크기는 47.0×54.0×25.0㎜이고 무게는 58.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윗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114° 정도이다. 잔손질이 확인되지만 중간에 끊겨 돌결면으로 남아있다. 제작 중 실패하였거나 사

용 중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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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찍개(Tr.32-17)

어두운 청색의 석영 강자갈로 만든 찍개이다.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몸체를 다듬은 뒤, 다시 뗀면을 때림

면으로 삼아 모서리에 날을 형성하였다. 날의 길이는 94.0㎜이고 날의 각도는 83° 정도이다. 찍개의 크기는 

69.0×101.0×75.0㎜이고 무게는 436.0g이다.

86 찍개(Tr.32-25)

모난 규암 강자갈돌을 몸체로 이용하여 만든 찍개이다. 몸체를 길이방향으로 놓고 관찰할 때 오른쪽에 

위치한 판판한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활용하여 두 방향에서 격지떼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뒷면의 편평한 자

연면을 때림면으로 하여 왼쪽 가장자리부터 위 가장자리까지 앞면 방향으로 격지떼기와 잔손질을 베풀어 

찍개 날을 형성하였다. 오른쪽 가장자리의 자연면 모서리에는 으스러진 흔적이 남아 있다. 찍개 날의 길이

는 72.0㎜이고 날의 각도는 97°이다. 석기의 크기는 118.0×80.0×65.0㎜이고 무게는 749.0g이다. 

87 긁개(Tr.32-R7)

돌결이 매우 발달한 석영맥암으로 제작된 긁개이다. 몸체의 우측에 톱니날에 가까운 매우 가파른 날을 

형성하였는데, 날의 길이는 44.0㎜이고 날의 각도는 85° 정도이다. 긁개의 크기는 56.0×42.0×30.0㎜이고 

무게는 78.0g이다.

88 홈날(Tr.32-40)

석영 격지에 제작된 홈날이다. 홈날은 몸체의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격지굽의 타격점 왼쪽을 배면

에서 등면방향으로 한번에 크게 떼어 홈날을 만들었다. 날의 너비는 9.0㎜이고, 깊이는 3.5㎜이며 손질된 각

도는 78° 정도이다. 크기는 36.0×27.5×8.0㎜이고 무게는 1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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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44

이 트렌치는 B구역의 북서쪽 도로에 인접하여 

건축물이 있던 자리에 굴토되었다. 층위는 표토

인 갈색사질층 아래로 암갈색사질점토층(교란)-

암황갈색점토층-사질·역층의 순으로 확인되는데, 

상부의 점토층은 서쪽의 축대를 조성하면서 절토

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3문화층인 암황갈색점

토층에서 3점 확인되었는데 격지 1점, 조각 1점, 

홈날 1점이다. 한편 인근의 Tr.45에서는 표토층인 

갈색사질층에서 격지 1점이 확인되었다.

89 홈날(Tr.44-3)

노란 규암 강자갈에서 떼어진 단면 모양이 사

다리꼴인 온전한 형태의 격지에 제작된 홈날이다. 

격지의 등면은 모두 자연면이다. 격지의 우측 날 

윗부분에 등면에서 배면 방향으로 깊게 떼어 홈

을 형성하였는데 홈의 너비는 19.0㎜이다. 홈날의 

크기는 92.0×58.0×28.5㎜이고 무게는 154.0g으

로 몸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다.

사진 72. Tr.44 전경

도면 31. Tr.44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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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46

이 트렌치가 굴토된 곳은 경기도종축장 당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하수도관 및 플라스틱파이프

의 매립 등으로 부분적으로 훼손된 상태이다. 층위는 표토인 갈색사질층 아래로 암갈색사질점토층(교란)-

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암황갈색점토층-사질점토층(렌즈형 사질·역층 포함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암갈색

사질점토층은 이 일대에서 확인되는 층으로 기존 건축물과 관련된 교란층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총 39점으로 교란층에서 확인된 몸돌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3문화층인 암황갈색점토층에서 확

인되었는데, 격지 12점, 조각 17점, 찍개 1점, 주먹대패 1점, 톱니날 1점, 긁개 4점, 망치돌 1점, 반입석재 1점

이다.

90 몸돌(Tr.46-R4)

교란층에서 확인된 석영 자갈돌에서 격지를 뗀 몸돌이다. 모난 원통형 모양의 몸체에서 때림면과 일부 

자연면을 제외한 거의 전면에서 격지떼기가 이루어졌다. 편평한 자연면을 주된 때림면으로 하여 수직방향

으로 전면에서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 격지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수직방향떼기에 의해 형성된 능선의 아랫

부분에서 수평방향으로 격지떼기가 이루어졌고, 떼어진 격지면을 때림면으로 하여 다시 엇갈린방향으로 뗀 

흔적이 관찰된다. 몸돌의 하단부에서 이루어진 떼기는 격지생산과 능선조정의 목적을 가진 떼기로 추정된

다. 몸돌의 크기는 88.0×76.0×91.0㎜이고 무게는 805.0g이다.

91 격지(Tr.46-8)

3문화층에 확인된 유백색 석영 격지이다. 단면 삼각형 모양의 작은 격지로, 등면은 중심에서 왼쪽에 능선

이 형성되어 있으며, 격지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례 격지떼기가 관찰되고, 부분적으로 잔손질 흔적이 남

아 있다. 배면은 편평한 편이고 혹의 발달은 미미하다. 굽은 두면굽이며 굽의 크기는 20.0×12.0㎜이다. 격지

의 크기는 34.0×30.0×11.0㎜이고 무게는 10.0g이다. 

92 격지(Tr.46-R1)

3문화층에서 확인된 연한 갈색과 백색이 섞인 석영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이다. 등면에

서는 격지방향에 엇갈리는 방향으로 3개 이상의 격지가 차례대로 떼어졌다. 배면의 혹은 비교적 잘 발달하

였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로 크기는 19.0×10.0㎜이며 타격점도 비교적 뚜렷하다. 격지의 크기는 69.0×

53.0×28.0㎜이고 무게는 100.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중간부분이 가장 넓으며 격지각은 109° 정도이다.

93 긁개(Tr.46-R5)

3문화층에서 확인된 단면 삼각형 모양의 석영 맥암 격지로 만든 긁개이다. 배면은 편평하고 돌결면이 발

달하여 다른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굽은 편평한 돌결면 굽이다. 등면의 왼쪽부분은 격지방향과 같은 방

향으로 한 차례 떼어냈고 나머지 두 면은 돌결면이다. 격지의 위끝 가장자리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

로 잔손질을 베풀어 만든 20.0㎜ 길이의 직선날이 관찰된다. 긁개의 크기는 46.0×32.0×17.5㎜이고 무게는 

24.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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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찍개(Tr.46-18)

3문화층에서 확인된 모난 규암 자갈돌을 몸체로 활용하여 만든 찍개이다. 오른쪽의 편평한 자연면을 때

림면으로 한 방향으로 크게 격지떼기를 하여 앞면을 형성하고, 다시 아랫면의 판판한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활용하여 한 방향으로 네 차례 격지떼기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뒷면에서 앞면방향으로 강하게 두 차례 타

격을 가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윗면 가장자리를 따라 서로 맞선방향으로 격지떼기를 하

여 찍개 날을 형성하였는데, 먼저 뒷면에서 앞면 방향으로 세 차례 격지떼기를 하고 이어서 앞면에서 뒷면 

방향으로 격지떼기를 한 후에 잔손질을 베풀어 지그재그 모양의 찍개 날을 형성하였다. 전체적으로 86 찍개

와 형태와 제작기법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날의 둘레 길이는 82.0㎜이고 날의 각도는 96°이다. 찍개의 크기

는 131.0×81.0×65.0㎜이고 무게는 846.0g이다. 

95 주먹대패(Tr.46-R2)

3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 자갈돌을 몸체로 만든 주먹대패이다. 떼기는 모양잡기를 위한 격지떼기와 날 

형성을 위한 잔손질로 구분된다. 아랫면의 편평한 자연면에서 수직방향으로 격지떼기와 잔손질을 가하여 

전체적으로 말굽모양의 몸체를 만들었다. 그 뒤 필요한 부분에만 잔손질을 해서 등근날을 형성하였는데, 날

의 둘레는 86.0㎜이고 날의 각도는 97°이상으로 매우 가파르다. 주먹대패의 크기는 90.0×90.0×65.0㎜이

고 무게는 639.0g이다.

96 긁개(Tr.46-2)

3문화층에서 확인된 자연면을 지닌 석영 돌조각에 제작된 긁개이다. 몸체 앞면에 일부 돌결면이 남아 있

고 뒷면에 자연면이 분포한다. 석기제작은 뒷면의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위 가장자리부터 오른쪽 가장자리

까지 한방향떼기로 잔손질을 베풀었다. 긁개날은 오른쪽 가장자리에 분포하며 날 길이는 64.0㎜이고 날의 

각도는 84°이다. 긁개의 크기는 67.0×47.0×36.0㎜이고 무게는 96.0g이다. 

97 긁개(Tr.46-5)

3문화층에서 확인된 돌결면을 따라 깨진 석영 자갈돌 조각으로 만든 긁개이다. 등면은 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으로 자연면이 약 1/3정도 분포한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맞선방향으로 격지떼기와 가파른 잔손질을 하

였다. 오른쪽 가장자리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세 차례 가파르게 격지를 뗀 이후 잔손질하여 직선날을 만

들었다. 날 길이는 32.0㎜이고, 날의 각도는 75°이다. 배면은 편평한 돌결면이며, 위 가장자리 부분에 왼쪽

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떼기가 관찰된다. 크기는 67.0×47.0×28.0㎜이고 무게는 99.0g이다.

98 긁개(Tr.46-46)

3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맥암에서 떼어낸 격지에 제작된 긁개이다. 왼쪽 가장자리가 두텁고 오른쪽으

로 갈수록 얇아진다. 등면은 편평한 편으로 아래에서 위로 수직방향 격지떼기가 있었고, 격지상태에서 두터

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방향 격지떼기가 이루어졌다. 왼쪽 위 가장자리에는 등면에서 배면 방향으로 

한 차례 홈날떼기를 한 이후 위끝 방향으로 좌우 잔손질을 하여 날을 만들었고, 아래 부분에도 4차례 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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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관찰된다. 오른쪽 가장자리는 중간부분에 세 차례 떼기를 베풀고, 격지 굽에서 위로 격지를 떼어내 콧

등날 모양을 만들었다. 배면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수평방향으로 격지떼기와 잔손질이 관찰된다. 배면은 혹

이 두툼하게 발달하였다. 굽은 편평한 돌결면이며 두 세 차례의 타격 흔적이 남아 있다. 크기는 80.0×62.0× 

24.0㎜이고 무게는 120.0g이다.

 

99 망치돌(Tr.46-48)

3문화층에서 확인된 윗면과 아랫면이 편평한 석영 자갈돌 몸돌을 망치돌로 활용한 석기이다. 윗면과 아

랫면은 모두 자연면이며 윗면이 넓고 아랫면이 좁은 편이다. 이 두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삼아 전체적으로 

맞선방향떼기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다른 방향으로도 떼기가 이루어졌는데, 망치돌로 사용하기 위해 몸체

를 다듬는 과정으로 보인다. 으스러진 흔적은 앞면의 중앙과 좌측면과 아랫면의 모서리 부분에서 확인되는

데, 앞면에서는 중앙의 볼록한 부분에서 윗면쪽으로 으스러져 있으며 좌측면과 아랫면의 모서리 부분에서

는 45.0×5.0㎜의 크기로 길게 으스러져있다. 크기는 72.0×72,0×64.0㎜이고 무게는 433.0g이다.

사진 73. Tr.46 남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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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4. Tr.46 유물출토 전경

사진 75. Tr.46 3문화층 출토 긁개

사진 76. Tr.46 3문화층 출토 긁개 도면 32. Tr.46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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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48

이 트렌치는 축대 아래의 공터에 배치되었다. 층위는 표토층인 적갈색사질점토층 아래로 흑갈색사질점

토층(교란)-갈색사질점토층(교란)-적갈색점토층-황갈색사질점토층(렌즈형 사질·역층 포함)-명황갈색니사

질층(망간 및 렌즈형 사질·역층 포함)-회색모래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주변 상황을 고려해볼 때, 축대를 조

성하는 시점에 상부의 점토층은 모두 삭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사진 77. Tr.48 남벽·서벽 층위

도면 33. Tr.48 서벽 층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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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r.50

이 트렌치는 B구역의 두단을 나누고 있는 사면부에 배치되었다. 조사중 첫 번째 토양쐐기가 관찰되는 암

갈색점토층이 확인되어 북쪽으로 더 확장하였다. 층위는 표토인 암갈색사질점토층 아래로 명갈색점토층(교

란)-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암황갈색사질점토층-사질·역층-갈색사질점토층-사질·역층의 순으로 확인된

다. 유물은 총 28점으로 교란층인 명갈색점토층에서 몸돌 1점과 격지 1점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26점은 2

문화층인 암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었는데, 몸돌 3점, 격지 5점, 조각 14점, 긁개 1점, 반입석재 3점이다.

100 몸돌(Tr.50-7)

교란층에서 확인된 응회암 격지조각을 이용한 작은 몸돌이다. 격지 조각의 배면을 때림면으로 수직방향

으로 두 차례 격지떼기가 관찰되고, 같은 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맞선방향 떼기도 관찰된다. 때림면의 왼쪽 

가장자리는 조사과정에서 부분 파손되었다. 등면과 배면 사이에는 여러방향의 앞선 떼기 흔적이 남아 있다. 

몸돌의 아랫면에 해당하는 격지 조각의 등면에 발달한 능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25.0㎜ 길이의 

잔손질이 확인되는데 곧은날 긁개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몸돌의 크기는 49.0×28.5×15.0㎜이고 무게는 

14.0g이다.

101 몸돌(Tr.50-11)

2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맥암 조각을 활용한 작은 몸돌이다. 편평한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활용하였으며, 

앞면은 수직으로 맞선방향떼기가 관찰되고, 뒷면은 수직방향의 한방향떼기로 두 차례 격지를 떼어냈다. 양

쪽 옆면은 돌결면으로 남아 있다. 몸돌의 크기는 52.0×48.5×34.0㎜이고 무게는 53.0g이다. 

102 몸돌(Tr.50-5)

2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 자갈돌로 만든 몸돌이다. 때림면은 돌결자연면으로 한쪽 면과 모서리에 타격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있으며, 반대쪽 모서리에서는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작게 세차례 뗀 흔적이 관찰된다. 

돌결자연면에서 인접한 두면에 대해 세 번의 격지떼기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다 먼저 수직인 방향으로의 떼

기가 선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몸돌의 크기는 84.0×69.0×47.0㎜이고 무게는 250.0g이다. 

103 격지(Tr.50-14)

2문화층에서 확인된 석영 자갈돌에서 떼어낸 격지이다. 등면에 중심방향으로 격지를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고, 배면은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 굽은 삼각형 모양의 자연면 굽으로 크기는 7.0×9.0㎜이다. 격지의 크기

는 48.0×32.0×13.0㎜이고 무게는 29.0g이다.

104 긁개(Tr.50-28)

2문화층에서 확인된 짙은 갈색의 규암 강자갈에서 떼어진 온전한 형태의 격지에 제작된 긁개이다. 격지

의 우측 날에 배면과 등면을 번갈아가면서 떼어 교차잔손질 긁개를 만들었는데, 날의 길이는 48.0㎜이고 날

의 각도는 77°이다. 긁개의 크기는 101.0×68.0×34.0㎜이고 무게는 211.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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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4. Tr.50 남벽 층위도

사진 78. Tr.50 남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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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9. Tr.50 전경

사진 80. Tr.50 유물출토 양상

사진 81. Tr.50 교란층 출토 몸돌 도면 35. Tr.50 평면도



118 119

0 5cm

사진 82. Tr.29 교란층 출토 유물 : 밀개(55), 2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56), 긁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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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도면 36. Tr.29 교란층 출토 유물 : 밀개(55), 2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56), 긁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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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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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3. Tr.29 3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58), 격지(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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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7. Tr.29 3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58), 격지(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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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84. Tr.29 3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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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Tr.29 3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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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5. Tr.29 3문화층 출토 유물 : 찍개(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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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9. Tr.29 3문화층 출토 유물 : 찍개(67, 68)

6
7

6
8



126 127

0 5cm

사진 86. Tr.29 3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69~71), 부리날(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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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도면 40. Tr.29 3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69~71), 부리날(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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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7. Tr.30 교란구 출토 유물 : 여러면석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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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 Tr.30 교란구 출토 유물 : 여러면석기(7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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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88. Tr.30 3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74), Tr.31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75), 톱니날(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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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 Tr.30 3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74), Tr.31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75), 톱니날(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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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89. Tr.47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77), 망치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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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 Tr.47 교란층 출토 유물 : 격지(77), 망치돌(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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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90. Tr.32 3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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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4. Tr.32 3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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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1. Tr.32 3문화층 출토 유물 : 찍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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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5. Tr.32 3문화층 출토 유물 : 찍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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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2. Tr.32 3문화층 출토 유물 : 찍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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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6. Tr.32 3문화층 출토 유물 : 찍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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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93. Tr.32 3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87), 홈날(88), Tr.44 3문화층 출토 유물 : 홈날(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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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도면 47. Tr.32 3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87), 홈날(88), Tr.44 3문화층 출토 유물 : 홈날(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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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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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4. Tr.46 교란층 출토 유물 : 몸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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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Tr.46 교란층 출토 유물 : 몸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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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95.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91, 92), 긁개(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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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도면 49.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91, 92), 긁개(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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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6.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찍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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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찍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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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7.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주먹대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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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1.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주먹대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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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8.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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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2.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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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9.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망치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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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 Tr.46 3문화층 출토 유물 : 망치돌(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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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100. Tr.50 교란층 출토 유물 : 몸돌(100), 2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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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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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도면 54. Tr.50 교란층 출토 유물 : 몸돌(100), 2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1)

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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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1. Tr.50 2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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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5. Tr.50 2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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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102. Tr.50 2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103), 긁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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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도면 56. Tr.50 2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103), 긁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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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구역

사진 103. C구역 조사중 전경

도면 57. C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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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역은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한 구릉 및 소위 주차장 부지로 불리는 절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2000년도 조사당시에는 5지역까지 능선을 따라 이어졌지만, 이후 주차장부지 조성으로 능선 일부가 절토

되면서 5지역과 단절되었다. 그러나 이 절토행위를 제외하고는 조사지역 중 지형의 변화가 적었던 곳이다. 

한편 C구역과 D구역의 경계에는 무덤 1기가 있는데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1) Tr.35

4지역과 5지역을 나누는 계곡부의 사면에 위치한 트렌치이다. 표토 아래로 두텁게 골재층(백색포장)이 형

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명갈색사질점토층(교란)-갈색사질점토층(교란)-암황갈색사질점토층(토양쐐기)-황

갈색 사질·역층(편암 포함)의 순으로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사진 104. Tr.35 남벽 층위

도면 58. Tr.35 남벽 층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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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53

이 트렌치는 본래는 구릉의 능선부로 엑스포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주차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지금의 평

면으로 절토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층위는 표토 아래로 골재층(백색포장)-적색사질점토층(교란)-암갈색

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적갈색사질점토층(토양쐐기, 하부에 렌즈형 사질·역층 포함)-사질·역층의 순

으로 확인된다. 적색사질점토층은 이 일대에서 확인되는 층으로 주차장 조성 당시의 성토층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주차장부지에 설치된 트렌치들은 대부분 상부의 층위들이 절토되어 하부 층위만 남아있으며 계곡부에 

가까운 지역의 트렌치들은 두텁게 성토되어 있다. 다만 Tr.53과 같이 도로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일부 가늘

고 뚜렷한 토양쐐기가 관찰되는 암갈색점토층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05. Tr.53 전경

사진 107. Tr.36 동벽 층위

사진 109. Tr.60 북벽 층위

사진 106. Tr.53 토양쐐기

사진 108. Tr.52 북벽 층위

사진 110. Tr.68 남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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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1. Tr.53 동벽 층위

도면 59. Tr.53 동벽 층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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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70

구릉과 주차장부지의 절토면 사이에 굴토된 트렌치로 이번 조사의 대표단면으로 삼았다. 층위는 표토층

인 암갈색사질층 아래로 갈색사질점토층-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적갈색점토층(토양쐐기)-적

갈색사질점토층-황갈색사질점토층-사질·역층-적색사질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의 순으로 확인되며 그 

아래에서 기반암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토층단면에서 관찰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토양쐐기와 사질·역층이다. 토양쐐기는 암갈색점토층과 적

갈색점토층, 적색사질점토층에서 총 3매가 확인된다. 암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는 토양쐐기는 가늘고 뚜렷

한 토양쐐기이며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는 토양쐐기는 희미하고 퍼진 형태의 토양쐐기이다. 적색사질점

토층의 토양쐐기는 뚜렷하고 굵은 형태의 토양쐐기이다. 사질·역층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포함된 역의 크기

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인 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암갈색사질층 : 두께 20~30㎝, 7.5YR 3/4 Dark Brown. 표토층이다.

2. 갈색사질점토층 :  두께 40~60㎝, 10YR 4/4 Dark Yellowish Brown. 나무뿌리가 많이 관찰된다. 3층

과 부정합이다.

3. 암갈색점토층 :  두께 20~30㎝, 7.5YR 3/4 Dark Brown. 입자가 매우 고운 점토가 퇴적되어 있다. 이 

층에서는 명황색점토(10YR 3/4 Light Yellowish Brown)로 충진된 가늘고 뚜렷한 첫

번째 토양쐐기가 관찰되는데 상부는 모두 삭박된 모습이다.

4. 사질·역층 :  두께 10~30㎝, 7.5YR 4/6 Strong Brown. 1~6㎝ 크기의 붉은색 편암 암편을 포함한 사

질·역층으로 5층과 부정합이다.

5. 적갈색점토층:  두께 40~60㎝, 2.5YR 4/6 RED. 갈색점토(7.5YR 5/6 Strong Brown)로 충진된 희미

하고 퍼진 형태의 두번째 토양쐐기가 관찰되는 층으로 3~8㎝크기의 적색 편암 암편이 

소량 포함된 층이다. 첫 번째 토양쐐기의 끝부분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6. 적갈색사질점토층 :  두께 70~80㎝, 5YR 4/6 Yellowish Red. 윗 층에 비해 토양의 색조가 좀 더 어두

워진다. 5층에서 확인되는 희미하고 퍼진 두번째 토양쐐기가 이어지며, 5층과의 

경계면 부근에서는 수평의 엽리구조가 활발히 관찰된다.

7. 황갈색사질점토층 :  두께 20~30㎝, 5YR 4/6 Yellowish Red. 6층에 비해 사질이 우세하다.

8. 사질·역층 :  두께 100~120㎝, 7.5YR 4/6 Strong Brown. 매우 두터운 사질·역층으로 적색 편마암 암

편과 함께 5~13㎝ 크기의 역들이 확인되는 층이다. 

9. 적색사질점토층 :  두께 90~110㎝, 2.5YR 4/8 Red. 입자가 매우 고운 점토가 퇴적된 층으로 황갈색점

토(10YR 6/6 Brownish Yellow)로 충진된 매우 뚜렷하고 굵은 세번째 토양쐐기가 

관찰된다.

10. 암적갈색사질·역층 :  두께 150~170㎝, 2.5YR 4/8 Red. 적색의 편마암이 분포하는 층으로 역의 크기

는 5~20㎝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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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2. Tr.70 남벽 층위

도면 60. Tr.70 남벽 층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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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3.  Tr.70 남벽 층위 세부(①첫번째 토양쐐기 ②두번째 토양쐐기 ③세번째 토양쐐기 ④ 4.사질·역층 ⑤ 8.사질·

역층 ⑥ 10.암적갈색사질·역층)

④

⑤

⑥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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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76

조사지역 중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트렌치로 층위는 표토층 아래로 갈색사질점토층-적갈

색점토층-적갈색사질점토층(렌즈형 사질·역층, 강자갈 포함)-기반암의 순으로 확인된다. 유물은 4문화층인 

적갈색점토층에서 원마도가 높은 강자갈들과 함께 확인되었는데, 몸돌 3점, 사용된 자연돌 1점, 반입석재 17

점으로 석재의 표면은 붉은색으로 착색되어 있다. 한편 인근의 Tr.74에서는 교란층인 갈색사질점토층에서 

반입석재 1점이 확인되었으며, 40.0×62.0×44.0㎝ 크기의 대형 강자갈도 확인되었다.

105 몸돌(Tr.76-1)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모난 규암 자갈돌을 사용한 한방향떼기 몸돌이다. 편평한 돌결면을 때림면으로 

두 면에서 수직방향으로 네 개의 격지를 떼어냈다. 크기는 94.0×75.0×72.0㎜이며 무게는 730.0g이다. 

106 몸돌(Tr.76-R2)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회청색 석영 맥암에서 격지를 떼어낸 몸돌이다. 윗면이 넓고 아랫면이 좁은 형

태로, 판판한 돌결면을 때림면으로 수직방향으로 두 면에서 격지를 떼어냈다. 이어서 주된 격지떼기면을 다

시 때림면으로 활용하여 어긋난방향으로 떼기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격지 크기가 작은 편으로 격지생산보다

는 모양 다듬기 목적의 떼기로 추정된다. 크기는 110.0×81.0×80.0㎜이고 무게는 805.0g이다. 

107 몸돌(Tr.76-R1)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모난 석영 자갈돌을 사용한 몸돌이다. 단면 삼각기둥모양의 편평한 자연면

을 때림면으로 하여 수직방향으로 한 면에서 세 차례 격지를 떼어냈다. 자갈돌의 모난 부분에서는 으스러

진 흔적이 여러 군데 관찰되어 망치돌로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95.0×66.0×62.0㎜이고 무게는 

428.0g이다. 

사진 115. Tr.74에서 확인된 대형 강자갈사진 114. Tr.76 수습 석재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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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6. Tr.76 유물출토 전경

사진 117. Tr.76 동벽 층위

도면 61. Tr.76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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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 Tr.77 동벽 층위도

사진 118. Tr.77 동벽 층위

5) Tr.77

Tr.74와 마찬가지로 조사지역 중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굴토된 트렌치이다. 층위는 표토층 아래로 

회갈색사질층(교란)-갈색사질층-적색사질점토층-적갈색사질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황적갈색사질점

토층-적색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기반암의 순으로 확인된다. 유물은 4문화층인 적갈색사질점토층에

서 격지 3점, 망치돌 1점, 반입석재 1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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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격지(Tr.77-R8)

백색 석영맥암에서 떼어낸 작은 격지이다. 등면에는 여러 

방향에서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중심방향떼기에 가깝

다. 굽은 편평한 뗀면 굽이며 굽의 크기는 13.0×6.0㎜이다. 

격지의 크기는 30.0×32.0×12.0㎜이고 무게는 13.0g으로 격

지각은 86°정도이다. 

109 망치돌(Tr.77-R6)

운모편이 많은 편마암 자갈돌을 사용한 망치돌이다. 윗면

이 좁고 아랫면이 넓은 타원형이며, 윗면과 아랫면의 모서

리부분에서 사용에 의해 으스러진 부분이 관찰된다. 크기는 

102.0×65.0×41.0㎜이고 무게는 373.0g이다. 

도면 63. Tr.77 평면도 사진 119. Tr.77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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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81

이 트렌치는 구릉과 구릉사이의 곡간부에 굴토되었다. 층위는 표토층인 흑갈색사질층 아래로 갈색사질

점토층(교란)-황갈색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암적갈색모래층-황갈색모래층 순으로 확인된다. 이번 조

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도면 64. Tr.81 서벽 층위도

사진 120. Tr.81 서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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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1. Tr.76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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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5. Tr.76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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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2. Tr.76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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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Tr.76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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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3. Tr.76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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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7. Tr.76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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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4. Tr.77 4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108), 망치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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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8. Tr.77 4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108), 망치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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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구역

D구역은 조사지역의 남동쪽인 노곡천 방면의 사면부에 해당한다. 2003년 지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이

었고, 2008년에 추가적으로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에 지정된 지역이다. 현재 조성된 도로를 기준으로 노곡

천 방향 사면부에는 경기도종축장 관련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는 구연영의 묘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남동쪽 사면부에 묘가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다. 

한편 노곡천 방향 사면부에 위치한 Tr.100에서는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토광묘는 해발 102.0m에 위

치하고 있고 잔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N-63°-W로 잔존 크기는 166.0×83.0×36.0㎝이다. 토광묘

는 토양쐐기가 확인되는 암갈색점토층을 굴토하고 조성되어있는데 바닥에서는 관재로 추정되는 목재가 일

부 확인되었으며 그 위로 황갈색사질점토가 내부퇴적토로 채워져 있었다. 관련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m

도면 69. D구역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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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5. D구역 조사중 전경

도면 70. Tr.100 토광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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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7. Tr.100 토광묘 조사전 전경

사진 126. Tr.100 전경

사진 129. Tr.100 토광묘 목재 노출

사진 128. Tr.100 토광묘 내부 층위

사진 130. Tr.100 토광묘 조사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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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85

노곡천변 사면부의 가장 낮은 곳에 굴토된 트렌치이다. 층위는 표토인 회갈색사질층 아래로 회색사질층

(교란)-사질·역층-암갈색모래층(렌즈형 사질·역층 포함)-모래·자갈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암갈색모래층은 

상부는 약간 굵은 황적갈색모래가 우세하며 하부로 갈수록 황갈색모래가 우세하다. 모래·자갈층에서는 렌

즈형태로 포획된 점토층이 일부 관찰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도면 71. Tr.85 남서벽 층위도

사진 131. Tr.85 남서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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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99

노곡천변 사면부의 평탄지에 굴토된 트렌치이다. 표토인 흑회색사질층 아래로 갈색점토층(토양쐐기)-사

질·역층-적갈색점토층(토양쐐기, 하부에 렌즈형 사질·역층 포함)-황색점토층-암황갈색모래층(렌즈형 사

질·역층 포함)의 순으로 확인된다. 갈색점토층의 하부와 적갈색점토층의 하부에서는 대형의 편암, 편마암 

석재들이 확인된다. 적갈색점토층은 상부는 적갈색이 우세하지만 하부로 갈수록 황갈색으로의 색조변화가 

관찰된다. 암황갈색모래층은 렌즈형사질·역층을 포함하며, 상부로부터 황갈색, 갈색, 회갈색 모래의 순으로 

가는 모래와 굵은 모래가 번갈아가며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은 없다.

사진 132. Tr.99 전경

사진 133. Tr.99 남벽 층위 세부 사진 134. Tr.99 남벽 사질·역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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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117

유적의 노곡천변 남동쪽 사면부에 굴토된 트렌치이다. 이 지역은 구연영의 묘를 제외하고는 지형의 훼

손이 거의 없는 곳이다. 층위는 표토층 아래로 갈색사질점토층-적갈색점토층(토양쐐기, 하부에 대형 편암·

편마암 석재 포함)의 순으로 확인된다. 유물은 총 14점으로 4문화층인 적갈색점토층의 하부에서 대형의 편

암·편마암 석재들과 함께 확인되었는데, 몸돌 3점, 격지 2점, 조각 6점, 긁개 1점, 홈날 1점, 부리날 1점이다.

110 몸돌(Tr.117-14)

세 면에 자연면이 남아 있는 모난 석영 자갈돌에서 격지를 떼어낸 몸돌이다. 자갈돌에 남아 있는 판판한 

돌결면을 주된 때림면으로 두 면에서 격지떼기가 이루어졌다. 격지떼기 방향은 주된 때림면에서 수직방향

떼기가 주를 이루고, 엇갈린방향, 맞선방향떼기도 여러 차례 관찰된다. 특히 주된 때림면과 격지떼기면이 

만나는 모서리부분이 많이 마모되어 있어 찍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몸돌의 크기는 130.0×63.0×

71.0㎜이고 무게는 1,301.0g이다. 

111 몸돌(Tr.117-1)

육면체 모양의 석영맥암으로 만든 두방향떼기 몸돌이다. 격지떼기는 두 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된 격지

떼기면은 맞선방향 떼기로 때림면을 조정한 후 수직방향 떼기로 두 차례 격지를 떼어냈다. 그리고 주된 격

지떼기면의 오른쪽에는 맥암 돌결면을 때림면으로 하여 엇갈린방향으로 격지를 떼어낸 흔적이 남아 있다. 

몸돌의 크기는 90.0×79.0×89.0㎜이며 무게는 843.0g이다. 

112 긁개(Tr.117-11)

규암에 가까운 석영 격지로 만든 긁개이다. 격지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배면에서 등면 쪽으로 4차례 떼어

내 톱니날 모양의 긁개를 만들었다. 배면에는 굽이 있는 아랫 부분에서 중심방향으로 세 차례 떼기를 베풀

었는데 두께 조절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날의 길이는 32.0㎜, 날의 각도는 66°정도로 긁개의 크기

는 61.5×43.0×24.0㎜이고 무게는 63.0g이다. 

113 부리날(Tr.117-20)

단면 사다리꼴 모양의 석영맥암 조각을 손질하여 만든 부리날이다. 편평한 돌결면을 때림면으로 왼쪽 가

장자리에 세차례 가파른 잔손질을 하였고, 위 끝부분의 오른쪽에 홈날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부리날 모양을 

만들었다. 크기는 35.0×37.0×21.0㎜이고 무게는 19.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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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6. Tr.117 남서벽 층위

사진 137. Tr.117 4문화층 출토 몸돌

사진 139. Tr.117 4문화층 출토 긁개

사진 138. Tr.117 4문화층 출토 몸돌

사진 140. Tr.117 4문화층 출토 부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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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3. Tr.117 평면도

사진 142. Tr.117 유물출토 양상

사진 141. Tr.117 북서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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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118

유적의 노곡천변 남동쪽 사면부 가장 끝에 위치한 트렌치로 지형의 훼손이 거의 없다. 층위는 표토인 흑

갈색사질층 아래로 갈색사질점토층-적갈색점토층(토양쐐기, 하부에 대형 편암·편마암 석재 포함)-황갈색사

질점토층(대형 강자갈 포함)-기반암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총 28점으로 4문화층인 적갈색점토층의 

하부에서 대형의 편암·편마암 석재들과 함께 확인되었는데, 몸돌 1점, 격지 8점, 조각 11점, 주먹도끼 1점, 

긁개 1점, 밀개 1점, 홈날 1점, 사용된 자연돌 1점, 반입석재 3점이다.

한편 인근에 위치한 Tr. 115에서는 교란층인 암갈색사질층에서 조각 1점이 확인되었으며, Tr.119에서는 

토양쐐기가 확인되는 적갈색점토층에서 반입석재 1점이 확인되었다.

114 몸돌(Tr.118-5)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석영 맥암을 몸체로 하는 몸돌이다. 몸돌의 형태는 아랫면이 좁은 삼각기둥 모

양으로 주된 격지떼기면을 기준으로 뒷면과 옆면에 자연면이 분포한다. 때림면은 격지가 떼어진 돌결면이

며 비교적 편평한 편이다. 격지생산은 앞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쪽 돌결면과 양쪽 옆면의 자연

면을 때림면으로 하여 중심방향으로 격지떼기가 이루어졌다. 뒷면에는 편평한 자연면을 때림면으로 가장자

리를 돌아가며 수직방향으로 한방향떼기가 이루어졌다. 격지떼기가 이루어진 뒷면의 능선부위와 격지뗀 면

이 앞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닳아 있어 몸돌을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몸돌의 크기는 111.0×

121.0×117.0㎜이고 무게는 1,644.0g이다. 

115 격지(Tr.118-3)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석영맥암에서 떼어진 격지로 떼어질 때 왼쪽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

다. 등면에서는 격지와 같은 방향으로 3개의 격지가 먼저 생산되었다. 배면의 혹은 비교적 잘 발달하였다. 

굽은 평평한 자연면으로 굽의 크기는 40.0×26.0㎜이고 타격점은 약하게 관찰된다. 격지의 크기는 60.5×

41.0×26.0㎜이고 무게는 67.0g으로 평면상 몸체의 아랫부분이 가장 넓다. 격지각은 93° 정도이다.

116 격지(Tr.118-2)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운모편암의 관입암체에서 유래한 석영맥암에서 떼어진 큰 격지이다. 등면은 

운모편암 돌결면에서 격지떼기 방향으로 한 차례 격지떼기가 선행되어 왼쪽이 두텁고 오른쪽이 얇은 삼각

형 횡단면을 이루고 있다. 배면은 약하게 혹이 발달하였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편평해진다. 굽은 삼각형의 

편평한 돌결면으로 굽의 크기는 53.0×51.0㎜이다. 격지의 크기는 150.0×92.0×43.0㎜이고 무게는 484.0g

으로 격지각은 131°이다. 격지 등면의 왼쪽 돌결면은 35.0㎜ 두께의 등손잡이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오른

쪽의 날 하단의 등면에서 배면으로 한 차례 뗀 흔적과 상단의 깨진 흔적으로 미루어 등손잡이칼의 날 부분

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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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주먹도끼(Tr.118-10)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석영맥암 돌감의 주먹도끼이다. 몸체는 석기 평면에 평행하는 두 면을 지니며 

몸체의 단면모양은 육각형이다. 석기제작은 서로 마주한 두 가장자리에서 서로 다른 면으로 맞선방향떼기

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돌결면이 남아 있다. 원래 두 가장자리는 뾰족한 모양의 선단부를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선단부가 떨어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주먹도끼의 크기는 154.0×86.0×59.0㎜이고 

무게는 719.0g이다. 

118 긁개(Tr.118-6)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돌결이 매우 발달한 석영맥암 조각에 제작된 긁개이다. 몸체의 왼쪽면에 형성

된 날카로운 자연날을 이용하여 상단부에 부분적으로 잔손질된 날을 만들었다. 잔손질은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과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번갈아가며 교차떼기를 진행하였으며, 윗면에 세차례, 아랫면에 네차례

의 불규칙한 잔손질을 베풀었다. 날의 길이는 53.0㎜이고 날의 각도는 64° 정도이다. 긁개의 크기는 98.0×

52.0×56.0㎜이고 무게는 298.0g이다. 

119 밀개(Tr.118-R5)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규암 자갈돌의 위 끝 부분을 잔손질하여 만든 둥근날 밀개이다. 몸체는 4면에 

자연면이 남아 있어 원래 사다리꼴 형태의 판자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

으로 크게 한 차례, 왼쪽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한차례 격지떼기와 3차례 잔손질을 베풀어 형태를 잡았

다. 이어서 아래끝 부분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격지떼기를 한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차례 잔손질을 

하였다. 밀개의 날은 위 끝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8회 정도 가파르게 잔손질하여 둥근 날을 만

들었다. 날의 둘레길이 64.0㎜이고 날각도는 82°정도이다. 밀개의 크기는 94.0×68.0×66.0㎜이고 무게는 

420.0g이다. 

120 사용된자연돌(Tr.118-9)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단면 삼각형 모양의 규암 자연돌이다. 삼각형 모양의 모서리 부분이 사용에 의

해 닳은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세 면이 만나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닳은 것으로 미루

어 망치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크기는 115.0×99.0×96.0㎜이고 무게는 1,552.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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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4. Tr.118 평면도

사진 143. Tr.118 전경

사진 144. Tr.118 유물출토 양상(세부)



192 193

도면 75. Tr.118 남서벽 층위도

사진 145. Tr.118 남서벽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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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8. Tr.118 4문화층 출토 격지

사진 150. Tr.118 4문화층 출토 사용된자연돌

사진 146. Tr.118 유물출토 양상

사진 147. Tr.118 4문화층 출토 몸돌

사진 149. Tr.118 4문화층 출토 주먹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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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1. Tr.117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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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6. Tr.117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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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2. Tr.117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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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7. Tr.117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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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153. Tr.117 4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112), 부리날(113)

11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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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도면 78. Tr.117 4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112), 부리날(113)

11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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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4.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14), 격지(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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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9.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몸돌(114), 격지(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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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사진 155.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11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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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cm

도면 80.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격지(11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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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6.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주먹도끼(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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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1.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주먹도끼(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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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7.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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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2.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긁개(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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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8.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밀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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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3.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밀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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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9.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사용된자연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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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4. Tr.118 4문화층 출토 유물 : 사용된자연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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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은 2003년도 경기도기념물 제188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147,103㎡이다. 

이곳은 과거에 경기도종축장 부지로 활용되었던 지역으로 1937년 9월에 경기도종양장이 생긴 후부터 2001

년 7월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용인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70여년간 지속적으로 경기도종축장 관련 

사무실 및 창고, 축사 등의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초지는 목장으로 사용되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남동에서 북서방향으로 흐르는 곤지암천에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노곡천이 합류

하는 지역이다. 발리봉(514m)에서 북동방향으로 발달한 작은 구릉 중에서 독립 구릉지(173m) 능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몇 개의 가지능선이 갈라져 나오는데, 이 구릉지의 북동방향 능선 정상부 및 사면부, 사면말단

부에 유적이 입지하여 있다. 이러한 퇴적환경에서는 사면퇴적과 하천활동에 의한 퇴적층이 고루 발달하는

데, 유적에는 경작지 바로 아래에 사면기원 퇴적층이 널리 발달하고 있으며 곤지암천 주변의 평탄지에는 하

천의 방향과 거의 평행하게 구하상자갈층이 분포하고 있다.68)

6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앞의 책.

사진 160.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조사지역 구분(1966년 유리원판사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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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굴조사에서 유적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 부분은 향후 정밀발굴조

사의 결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다만 기존 조사와의 연계적인 측면 및 앞으로의 조사에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00년도 조사지역의 층위(2지역 I~K17 북벽, 4지역 H22 서벽, 5지역 A14 동벽)와 이번 

조사지역의 층위(Tr.29, Tr.70)를 비교하고, 이번 조사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고찰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유적의 층위

조사지역의 대략적인 층위는 표토교란층 아래로 갈색사질점토층-암갈색점토층-암황갈색점토층-사질·역

층-(황)적갈색(사질)점토층-사질·역층-적색사질점토층-사질·역층-모래층-모래·자갈층-기반암의 순으로 확

인된다. 모래층과 모래·자갈층은 곤지암천 주변에서 주로 확인되는 하성퇴적층으로 이중 모래·자갈층은 하

성단구퇴적층일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쐐기는 최대 3매가 확인되며, 사질·역층은 여러차례에 걸쳐 층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렌즈형태로 층 내에 포획되어 관찰되기도 한다.

2지역 I~K17의 북벽은 1.표토교란층-2.암갈색점토층-3.적갈색점토층-4.사질·역층-5.적갈색점토층-6.황갈

색사질점토층-7.모래·자갈층-8.기반암의 순으로 확인된다. 암갈색점토층은 부분적으로 경작에 의해 훼손되

었지만, 정상부에서는 이 층에서 1문화층 유물이 확인되었다. 적갈색점토층에서는 토양쐐기구조가 관찰되

면서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색조변화가 있는데, 이 층의 상부에서 2문화층 유물이 확인되었고 이층의 하

부와 사질·역층과의 경계면에서 3문화층 유물이 확인되었다. 사질·역층 아래에서 확인되는 적갈색점토층

에서는 두번째 토양쐐기가 관찰되면서 층 내에 망간이 확인된다.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는 렌즈형태의 사

도면 85. 2지역 I~K17 북벽 층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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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역층이 포획된 모습이 관찰되며 모래·자갈층

은 구하상 하천기원의 모래와 자갈이 협재되어 퇴

적되어 있는 층이다.

4지역 H22의 서벽 층위는 1.표토교란층-2.암갈

색점토층-3.암황갈색점토층-4.사질·역층-5.명갈색

점토층-6.적갈색점토층-7.황갈색점토층-8.사질·역

층-9.적색사질점토층-10.사질·역층의 순으로 확

인된다. 암갈색점토층은 다른 지역에 비해 두텁게 

확인되는데, 이 층에서 1문화층 유물이 확인되었

다. 암황갈색점토층에서는 토양쐐기구조가 관찰

되며 이 층의 상부에서 2문화층 유물이 확인되었

고 이 층의 하부와 그 아래 사질·역층의 상부면 사

이에서 3문화층 유물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명갈색점토층에서는 두번째 토양쐐기들이 관찰된

다. 적갈색점토층은 편마암돌조각이 분급되어 있

으며, 황갈색점토층에서는 세 번째 토양쐐기가 관

찰된다. 이 토층단면에서는 사질·역층이 3매 확인

되는데, 가장 하부의 사질·역층은 각진 대형의 석

재들이 모래, 점토들과 섞여 확인된다.

5지역 A14 동벽 층위는 1.표토교란층-2.암갈색

점토층-3.갈색점토층-4.어두운황갈색점토층-5.사

질·역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암갈색점토층은 4지

역과 마찬가지로 두텁게 나타나며 이 층에서 1문

화층 유물이 확인되었다. 갈색점토층에서는 토양

쐐기 구조가 관찰되었으며, 사질·역층에서는 화강

편마암, 석영맥암 등 주로 각진 형태의 다양한 크기의 돌조각들이 점토와 섞여서 확인되었다.

5지역의 A14 동벽의 층위는 이번 조사의 Tr.29 남벽의 층위와 거의 동일하다. Tr.29의 층위는 표토층 아

래로 교란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이 있으며 그 아래로 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암황갈색점토층-사질·역층

의 순으로 확인된다. 토색의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Tr.29의 암갈색점토층은 토양쐐기 구조가 확인된 갈색점

토층이며, 암황갈색점토층은 그 아래에서 확인된 어두운 황갈색점토층과 대비된다. 다만 Tr.29가 굴토된 지

역은 경기도종축장 당시 건물이 들어서있던 지역으로 지형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문화층이 확

인되었던 5지역의 암갈색점토층에 대비되는 층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5지역과 Tr.29 사이의 A구역 평탄

면에서는 백색의 포장재 아래의 교란층에서 흑요석을 포함한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므로 5지역에 인접한 A

구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지형의 훼손은 있으나 1문화층 관련층이 확인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생각 

된다.

도면 86. 4지역 H22 서벽 층위도

도면 87. 5지역 A14 동벽 층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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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의 2문화층과 3문화층이 확인된 적갈색점토층(3층)은 상부와 하부의 색조변화 및 렌즈형 사질·역

층의 존재 등을 고려해 볼 때, 2개의 층으로 나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상부는 Tr.70의 암갈색점토

층과 대비된다. 5지역의 예와 이번 조사결과로 판단할 때 2문화층은 암갈색점토층에서, 3문화층은 그 아래

의 암황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므로, 2지역의 적갈색점토층(3층) 하부는 암황갈색점토층에 대비될 수 있다. 

또한 두번째 토양쐐기가 확인된 2지역의 적갈색점토층(5층)과 렌즈형사질·역층이 관찰되는 황갈색사질점

토층(6층)은 Tr.70의 적갈색점토층~황갈색사질점토층에 대비될 수 있다. 

4지역의 암황갈색점토층(3층)에서는 첫번째 토양쐐기 구조가 관찰되므로 Tr.70의 암갈색점토층과 대비

될 수 있다.69) 또한 적갈색점토층(6층)은 Tr.70의 적갈색점토층과 적갈색사질점토층, 황갈색점토층(7층)은 

Tr.70의 황갈색점토층과 각각 대비될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토양쐐기가 확인된 적색사질점토층은 Tr.70의 

9층인 적색점토층과 대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문화층은 총 4개로 1문화층은 첫 번째 토양쐐기가 확인되는 점토층의 

윗층(2지역 암갈색점토층, 4지역 암갈색점토층, 5지역 암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되며, 2문화층은 첫 번째 토

양쐐기가 관찰되는 점토층의 상부지점(2지역 적갈색점토층 상부, 4지역 암황갈색점토층 상부, Tr.29의 암

갈색점토층 상부 등)에서 확인된다. 3문화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조사의 결과를 고려한

다면 대체적으로 첫 번째 토양쐐기층의 하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지역 적갈색점토층의 하부와 사

질·역층의 경계면, 4지역 암황갈색점토층의 하부와 사질·역층의 경계면, Tr.29의 암황갈색점토층). 한편 4

문화층은 이번조사의 Tr.76, Tr.77, Tr.117, Tr.118의 결과로 봤을 때 첫 번째 토양쐐기층보다 아래의 적갈색

사질점토층에 분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조사결과에 대한 약간의 검토 

기존 조사지역은 곤지암천변에 발달한 능선의 사면말단부로 대체적으로 평탄지이며, 지역별로 유물의 

출토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총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1문화층은 석영돌감의 사용이 우세한 가운데, 

집중적인 격지제작을 기반으로 하면서 흑요석을 활용한 좀돌날 제작을 공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유물은 

찍개, 여러면석기, 큰밀개, 긁개, 홈날, 밀개 등의 구성을 보여주며 흑요석제 격지 및 좀돌날, 새기개, 뚜르개, 

슴베찌르개 등이 확인되었다. 2문화층은 석영·규암 외에도 다양한 돌감이 활용되었는데, 찍개, 여러면석기, 

부분적으로 손질된 주먹도끼, 큰밀개, 긁개, 홈날, 톱니날, 밀개 등의 유물구성을 보인다. 3문화층유물은 돌

감의 대부분이 석영 또는 규암에 한정되며, 찍개, 여러면석기, 긁개, 홈날, 톱니날, 복합석기 등의 유물이 확

인되었다. 2000년도 조사 당시에는 연대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시료 확보가 어려워 절대연대 측정이 이루

어지지 못했으나 주변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1문화층은 후기구석기시대 후기, 2문화층은 후기구석기시대 

중기, 3문화층은 중기구석기시대 늦은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69)  다만 4지역의 3문화층은 4층인 사질·역층의 상부면에서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3문화층 유물은 사질·역층의 형성시기보다 늦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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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지역은 2000년도 조사지역의 동쪽으로 곤지암천과 노곡천의 합수지점에 발달한 능선의 사면

부 및 사면말단부이다. 근세지도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원지형은 기존 조사지역과 비슷한 양상이며, A

구역과 B구역은 능선과 능선사이의 계곡부를 메운 뒤, 경기도종축장 관련시설이 들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5지역 지표에서 13점, 교란층에서 378점, 2문화층 43점, 3문화층 167점, 그리고 4문화층인 적갈색점

토층에서 69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표 7 .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 시굴조사 구역/문화층별 유물출토 현황

지표 교란층 2문화층 3문화층 4문화층 계

A구역 13 366 14 2 - 395

B구역 - 10 29 165 - 204

C구역 - 1 - - 26 27

D구역 - 1 - - 43 44

계 13 378 43 167 69 670

A구역의 층위는 표토교란층 아래에 백색포장이 확인되며, 그 아래로 교란층-암갈색점토층(토양쐐기)-암

황갈색점토층-사질·역층-사질점토층(렌즈형 사질·역층 포함)-모래층-모래·자갈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그

러나 Tr.16과 Tr.26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부 고토양층은 삭박되었고 하부 고토양층만 남아있다. 이러한 

지형의 변화는 이 지역에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시기 혹은 경기도종축장이 이전된 2001년 이후에 변

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Tr.17, Tr.38, Tr.4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지역에 한해서는 고토양층이 훼

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향후 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구역에서는 총 395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적에서 확인된 교란층 유물의 대부분은 A구역에서 확인

되었으며, A구역의 교란층 유물 366점 중에 268점이 흑요석 유물이다. 2000년도 조사 당시 5지역의 지표 

바로 아래 갈색점토층에서 1문화층이 확인되었고 B10~11에 걸쳐 67점의 흑요석 석기들이 확인되었다. 5지

역과 인접한 A구역의 평탄지는 1문화층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졌던 지역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토지활용도가 

높아 훼손의 우려가 있었던 곳이다. A구역의 많은 부분이 토지이용 과정에서 지형변화를 겪었어도 그 토양

을 이용하여 지형 정리가 이루어졌기에 교란층에서 1문화층의 흑요석 유물을 포함한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Tr.26에서는 267점의 흑요석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249점이 굴토 토양에 대

사진 161. 2000년도 5지역 출토 흑요석 유물 

              (뚜르개, 새기개, 슴베찌르개)

사진 162. A구역 교란층 수습 흑요석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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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른체질과 물체질 작업을 통하여 수습되었다. 결국 A구역의 5지역과 인접한 교란층 일부에는 본디 갈

색점토층에서 확인되던 1문화층 유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발굴조사에서는 굴토 토

양에 대한 물체질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B구역의 층위는 표토층 아래로 교란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이 존재하고 그 아래로 암갈색점토층(토양쐐

기)-암황갈색점토층-사질·역층의 순으로 확인된다. 그 하부에 모래층과 모래·자갈층이 분포하고 있는데 경

우에 따라서는 모래층 위에 니사질층이 확인되기도 한다. 유물은 교란층과 암갈색점토층, 암황갈색점토층

에서 총 204점이 확인되었는데 평면상 B구역의 북쪽지역에서 확인되었다. B구역의 남쪽 지역은 원래는 계

곡부로 과거의 유리원판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계곡부를 메워 경기도종축장 관련 시설물이 들어선 지역으

로 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B구역은 북쪽지역에서 2문화층과 3문화층

이 집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C구역의 층위는 정상부에서는 표토층 아래로 갈색사질점토층-적갈색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황적

갈색사질점토층-적갈색점토층-기반암의 순으로 확인되며, 서쪽 사면부로 오면서 층과 층 사이에 사질·역

층이 추가적으로 분포한다. 유물은 적갈색점토층과 하부의 사질·역층 사이에서 강자갈들과 함께 확인된다. 

이 C구역의 4문화층 유물은 비록 26점에 불과하지만 기존 조사가 해발 70~80m 부근의 평탄지에서 조사가 

진행된 점을 생각한다면, C구역 구릉부는 해발 90~100m부근으로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았던 지역이며, 이

지역의 조사를 통해 유적의 새로운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곳에 분포하는 강자갈은 

인위적인 이동의 가능성도 있지만, Tr.74에서 확인되는 40.0×62.0×44.0㎝ 크기의 대형 강자갈은 인력으로 

옮기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강자갈이 사면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더 높은 지역에 단

구퇴적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구역은 노곡천변의 사면부로 층위는 노곡천 방향 사면부에서는 표토층 아래로 갈색사질점토층-적갈색

점토층(토양쐐기)-황갈색사질점토층-기반암의 순이며, 노곡천과 곤지암천 합류지점 방향의 사면부에 굴토

된 Tr.99에서는 표토층 아래로 갈색사질점토층(토양쐐기)-사질·역층-적갈색점토층(토양쐐기, 렌즈형 사질·

역층 포함)-황색점토층-모래층(렌즈형 사질·역층 포함)의 순으로 확인된다. 노곡천변 사면부의 적갈색점토

층에서는 다양한 편암, 편마암 석재들과 함께 43점의 유물이 확인되어 4문화층으로 설정하였다. 유물의 구

성은 몸돌, 격지, 조각을 비롯하여 주먹도끼, 긁개, 밀개, 부리날, 사용된자연돌 등이다. 기존 조사에서 1문화

층과 2문화층은 후기구석기시대이며 3문화층은 중기구석기시대 늦은시기라고 추정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찾아진 4문화층은 중기구석기시대의 문화층으로 판단되며 최근 행해진 Tr.118의 시료를 대상으로 한 62±

8ka의 OSL 절대연대값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70)

70)  제4기환경연구·광주시청, 2016. 『삼리 구석기유적 제4기 토층형성환경 및 OSL연대분석 용역 최종보고서』. ; 한편 첫 번째 토
양쐐기 구조가 관찰되는 암갈색점토층과 사질·역층의 경계면에서 채취한 Tr.70의 시료를 대상으로 한 OSL 연대측정 결과 확
인된 57±8ka의 연대값은 2, 3문화층과 관련된 연대값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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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은 경기도기념물 제188호로 지정되어있다. 2000년도 조사에서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은 한강 이남의 대규모 구석기 유적이고 흑요석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학계 안팎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5지역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흑요석제 뚜르개, 새기개, 슴베찌르개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에 수록될 정도로 중요한 유물로 평가를 받았다. 이후 많은 유적에서 흑요석제 유물이 확인되었지만, 광주 

삼리 구석기유적은 여전히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기념물로의 지정은 당

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시굴조사는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된 면적 147,103㎡ 전체에 대하여 유적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유

물의 출토양상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현장조사는 2015년 11월 30일에 착수하여 6월 20일에 완료하였다. 

120개 트렌치를 굴토하였는데, 부분적으로 훼손된 구간이 있지만, 지정된 면적 대부분에서 구석기시대 관

련 층위가 확인되었으며 670점의 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A구역에서는 395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중 268점은 흑요석제 유물로, 1점은 Tr.22의 교란층에서 확

인되었고 나머지 267점은 Tr.26의 교란층에서 확인되었다. Tr.26의 흑요석제 유물 중 249점은 교란층 굴토 

토양을 전부 마른체질 후 물체질하여 찾아냈다. B구역은 주로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204점의 유물이 교란층

과 2문화층, 3문화층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2문화층과 3문화층 유물이었다. C구역에서는 4문화

층에서 강자갈과 함께 유물이 확인되었다. D구역에서는 4문화층 유물이 대형의 편암·편마암들과 함께 확

인되었으며, 유물 중에는 주먹도끼도 있었다. C구역과 D구역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

층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조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 조사대상범위가 넓은데다가 산발적으로 흩

어져 있으므로 정밀발굴조사는 연차발굴조사를 고려해야한다. 이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다음 

차수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기존조사에서 미흡했던 각종 자연과학적 분석의 실시도 고려해야 한다.

5지역은 2000년도 시굴조사가 진행된 이후로 배수로 조성을 제외하고는 지형적인 훼손이 거의 없는 곳

으로 5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A구역의 서편은 지표 바로아래에서 1문화층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Tr.26의 경우와 같이 상부 층위가 삭박되었다 하더라도 삭박된 토양을 이용하여 주변의 지형평탄화가 진행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1문화층 유물이 교란층 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므로 향후 조사

에서도 백색의 포장재 아래에서 확인되는 교란층 토양에 대한 물체질 작업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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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역은 유물이 집중적으로 확인된 Tr.29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지역이 발굴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2문화층과 3문화층이 함께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중층적 조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건물 및 도로, 수목 등으로 추가조사를 할 수 없었던 Tr.43의 미상유구에 대한 조사계획도 세워져야  

한다. 

C구역은 2000년도 조사지역보다 해발고도가 약 20m 정도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강

자갈에 주목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A구역에 인접하여 절토구간에 남아있는 고토양층은 A구역

의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절토된 토양은 주

변의 평탄화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변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D구역은 C구역과 연계하여 적갈색점토층에서 확인된 4문화층의 성격을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 4문

화층은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중기구석기시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아울러 한강 이남의 

구석기시대 문화상 복원에도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굴조사의 한계로 인해 4문화층의 성격

을 밝히기는 어려웠으므로 고토양층이 확인되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시굴조사에서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현황은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체계적인 조

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정밀발굴조사가 추진되어 그 결과,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가치

와 학술적 평가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광주 삼리 구석기 유적의 성격이 더욱 명확히 밝혀

지고, 이를 통해 한강 이남의 구석기시대 문화상이 복원되길 바라며, 그러한 일련의 작업에 본 보고서가 부

족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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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문회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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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목록 

연번
유물명
(종류)

돌감
(재질)

출토위치
(유물번호)

유물층
(층위)

크기(㎜) 무게
(g)

사진
번호

도면
번호길이 너비 두께

1 격지 석영 5지역 SF-2 지표 111.0 126.0 67.0 1,030.0 40 12

2 격지 석영 5지역 SF-13 지표 28.5 24.5 9.0 5.0 40 12

3 격지 규암 Tr.1-13 교란층 64.0 74.0 26.0 106.0 41 13

4 격지 규암 Tr.1-R1 구상유구 44.0 47.0 22.0 48.0 41 13

5 찌르개 석영 Tr.1-1 구상유구 56.0 47.0 18.0 37.0 41 13

6 격지 석영 Tr.14-110 교란층 81.0 113.0 37.0 287.5 42 14

7 긁개 석영 Tr.14-64 교란층 50.0 33.0 16.0 52.0 43 15

8 긁개 석영 Tr.14-41 교란층 55.0 46.0 25.0 61.0 43 15

9 긁개 석영맥암 Tr.14-5 2문화층 51.0 53.0 25.0 23.0 43 15

10 몸돌 석영 Tr.17-2 3문화층 58.5 52.5 40.5 159.0 44 16

11 긁개 석영 Tr.17-1 3문화층 66.0 53.0 35.0 153.0 44 16

12 몸돌 석영 Tr.22-2 교란층 48.0 57.0 48.0 152.0 45 17

13 몸돌 규암 Tr.22-29 교란층 58.0 72.0 66.0 294.0 46 18

14 격지 흑요석 Tr.22-15 교란층 17.0 15.0 3.0 0.5 47 19

15 격지 석영 Tr.22-36 교란층 32.0 19.0 9.0 7.0 47 19

16 격지 규암 Tr.22-7 교란층 38.0 37.0 20.0 22.0 47 19

17 긁개 석영맥암 Tr.22-21 교란층 59.0 30.0 30.0 63.0 47 19

18 좀돌날 흑요석 Tr.26-66 교란층 10.0 3.0 2.0 0.1 48 20

19 좀돌날 흑요석 Tr.26-212 교란층 9.5 4.0 1.0 0.1 48 20

20 좀돌날 흑요석 Tr.26-118 교란층 8.5 4.0 1.0 0.1 48 20

21 좀돌날 흑요석 Tr.26-211 교란층 10.0 4.0 2.0 0.1 48 20

22 좀돌날 흑요석 Tr.26-117 교란층 10.5 3.5 1.0 0.1 48 20

23 좀돌날 흑요석 Tr.26-116 교란층 12.0 3.5 1.0 0.1 48 20

24 좀돌날 흑요석 Tr.26-246 교란층 10.5 4.0 1.0 0.1 48 20

25 좀돌날 흑요석 Tr.26-67 교란층 13.0 5.5 1.5 0.1 48 20

26 좀돌날 흑요석 Tr.26-105 교란층 15.0 8.0 2.0 0.1 48 20

27 좀돌날 흑요석 Tr.26-244 교란층 16.0 5.5 2.0 0.1 48 20

28 좀돌날 흑요석 Tr.26-267 교란층 16.0 3.5 3.5 0.1 48 20

29 좀돌날 흑요석 Tr.26-151 교란층 18.5 5.0 2.0 0.1 48 20

30 좀돌날 흑요석 Tr.26-236 교란층 21.0 5.0 2.0 0.1 48 20

31 좀돌날 흑요석 Tr.26-92 교란층 22.0 10.0 5.5 0.5 48 20

32 격지 흑요석 Tr.26-156 교란층 8.0 11.0 1.5 0.1 49 21

33 격지 흑요석 Tr.26-86 교란층 10.0 10.0 2.0 0.1 49 21

34 격지 흑요석 Tr.26-161 교란층 9.0 11.0 2.0 0.1 49 21

35 격지 흑요석 Tr.26-18 교란층 11.0 9.0 3.0 0.1 49 21

36 격지 흑요석 Tr.26-60 교란층 12.0 9.5 2.0 0.1 49 21

37 격지 흑요석 Tr.26-237 교란층 12.5 11.0 4.0 0.5 49 21

38 격지 흑요석 Tr.26-62 교란층 15.5 11.5 2.5 0.5 4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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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물명
(종류)

돌감
(재질)

출토위치
(유물번호)

유물층
(층위)

크기(㎜) 무게
(g)

사진
번호

도면
번호길이 너비 두께

39 격지 흑요석 Tr.26-152 교란층 15.5 15.0 3.5 0.5 49 21

40 격지 흑요석 Tr.26-12 교란층 10.5 13.5 2.0 0.1 50 22

41 격지 흑요석 Tr.26-133 교란층 10.5 15.5 3.0 0.5 50 22

42 격지 흑요석 Tr.26-4 교란층 10.0 14.5 1.5 0.1 50 22

43 격지 흑요석 Tr.26-84 교란층 10.5 15.5 3.0 0.5 50 22

44 격지 흑요석 Tr.26-6 교란층 12.5 20.5 2.5 0.5 50 22

45 격지 흑요석 Tr.26-7 교란층 17.5 17.5 3.0 0.5 51 23

46 격지 흑요석 Tr.26-17 교란층 17.0 17.0 3.5 0.5 51 23

47 격지 흑요석 Tr.26-8 교란층 20.0 20.0 4.5 1.5 51 23

48 격지 흑요석 Tr.26-3 교란층 17.0 25.0 4.0 1.5 51 23

49 격지 유문암 Tr.26-36 교란층 14.0 19.0 4.5 1.0 52 24

50 격지 규암 Tr.26-56 교란층 25.0 18.0 8.0 4.0 52 24

51 격지 규암 Tr.26-78 교란층 38.0 32.0 21.0 22.5 52 24

52 격지 흑요석 Tr.26-5 교란층 33.0 49.0 9.0 15.0 52 24

53 긁개 흑요석 Tr.26-1 교란층 25.0 29.0 5.0 4.0 52 24

54 부리날 규암 Tr.38-4 2문화층 62.0 75.0 45.0 173.0 53 25

55 밀개 석영맥암 Tr.29-R1 교란층 64.0 54.0 38.0 140.0 82 36

56 격지 석영 Tr.29-38 2문화층 42.0 71.0 13.0 37.0 82 36

57 긁개 석영 Tr.29-26 2문화층 80.0 53.0 24.0 98.0 82 36

58 몸돌 석영맥암 Tr.29-13 3문화층 70.0 53.0 43.5 167.0 83 37

59 격지 석영 Tr.29-23 3문화층 35.0 26.0 15.0 12.0 83 37

60 격지 석영 Tr.29-53 3문화층 27.0 21.5 8.0 5.0 83 37

61 격지 석영맥암 Tr.29-10 3문화층 37.0 26.0 12.5 10.0 84 38

62 격지 석영 Tr.29-61 3문화층 31.0 34.0 10.0 9.0 84 38

63 격지 규암 Tr.29-27 3문화층 42.5 29.5 18.5 18.0 84 38

64 격지 석영맥암 Tr.29-50 3문화층 42.0 36.0 22.0 25.0 84 38

65 격지 석영 Tr.29-65 3문화층 36.0 41.0 12.0 15.0 84 38

66 격지 석영맥암 Tr.29-R2 3문화층 46.5 39.5 24.0 30.5 84 38

67 찍개 규암 Tr.29-70 3문화층 87.0 80.0 84.0 588.0 85 39

68 찍개 규암 Tr.29-57 3문화층 90.0 139.5 62.0 1,021.0 85 39

69 긁개 석영 Tr.29-25 3문화층 63.5 39.0 35.0 76.0 86 40

70 긁개 석영 Tr.29-69 3문화층 36.0 42.0 16.0 18.0 86 40

71 긁개 석영맥암 Tr.29-30 3문화층 48.5 40.0 21.5 40.0 86 40

72 부리날 석영맥암 Tr-29-40 3문화층 40.0 38.5 28.0 44.0 86 40

73 여러면석기 석영 Tr.30-R1 교란구 89.0 104.0 87.0 1,251.0 87 41

74 긁개 석영맥암 Tr.30-14 3문화층 51.5 43.0 19.5 61.0 88 42

75 격지 석영 Tr.31-R1 교란층 45.0 49.5 17.0 40.0 88 42

76 톱니날 석영맥암 Tr.31-R2 교란층 35.0 27.0 13.0 14.0 88 42

77 격지 석영맥암 Tr.47-R1 교란층 40.0 38.0 18.0 26.0 89 43

78 망치돌 석영맥암 Tr.47-R3 교란층 81.0 69.0 73.0 539.0 89 43

79 격지 석영 Tr.32-5 3문화층 29.5 20.0 8.0 6.0 90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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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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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번호

도면
번호길이 너비 두께

80 격지 규암 Tr.32-22 3문화층 40.0 40.0 18.0 24.0 90 44

81 격지 석영 Tr.32-57 3문화층 32.0 37.0 14.0 19.0 90 44

82 격지 석영 Tr.32-R8 3문화층 32.5 39.0 9.0 12.0 90 44

83 격지 석영 Tr.32-4 3문화층 42.0 60.0 17.0 37.0 90 44

84 격지 규암 Tr.32-44 3문화층 47.0 54.0 25.0 58.0 90 44

85 찍개 석영 Tr.32-17 3문화층 69.0 101.0 75.0 436.0 91 45

86 찍개 규암 Tr.32-25 3문화층 118.0 80.0 65.0 749.0 92 46

87 긁개 석영맥암 Tr.32-R7 3문화층 56.0 42.0 30.0 78.0 93 47

88 홈날 석영 Tr.32-40 3문화층 36.0 27.5 8.0 10.0 93 47

89 홈날 규암 Tr.44-3 3문화층 92.0 58.0 28.5 154.0 93 47

90 몸돌 석영 Tr.46-R4 교란층 88.0 76.0 91.0 805.0 94 48

91 격지 석영 Tr.46-8 3문화층 34.0 30.0 11.0 10.0 95 49

92 격지 석영 Tr.46-R1 3문화층 69.0 53.0 28.0 100.0 95 49

93 긁개 석영맥암 Tr.46-R5 3문화층 46.0 32.0 17.5 24.0 95 49

94 찍개 규암 Tr.46-18 3문화층 131.0 81.0 65.0 846.0 96 50

95 주먹대패 석영 Tr.46-R2 3문화층 90.0 90.0 65.0 639.0 97 51

96 긁개 석영 Tr.46-2 3문화층 67.0 47.0 36.0 96.0 98 52

97 긁개 석영 Tr.46-5 3문화층 67.0 47.0 28.0 99.0 98 52

98 긁개 석영맥암 Tr.46-46 3문화층 80.0 62.0 24.0 120.0 98 52

99 망치돌 석영 Tr.46-48 3문화층 72.0 72.0 64.0 433.0 99 53

100 몸돌 응회암 Tr.50-7 교란층 49.0 28.5 15.0 14.0 100 54

101 몸돌 석영맥암 Tr.50-11 2문화층 52.0 48.5 34.0 53.0 100 54

102 몸돌 석영 Tr.50-5 2문화층 84.0 69.0 47.0 250.0 101 55

103 격지 석영 Tr.50-14 2문화층 48.0 32.0 13.0 29.0 102 56

104 긁개 규암 Tr.50-28 2문화층 101.0 68.0 34.0 211.0 102 56

105 몸돌 규암 Tr.76-1 4문화층 94.0 75.0 72.0 730.0 121 65

106 몸돌 석영맥암 Tr.76-R2 4문화층 110.0 81.0 80.0 805.0 122 66

107 몸돌 석영 Tr.76-R1 4문화층 95.0 66.0 62.0 428.0 123 67

108 격지 석영맥암 Tr.77-R8 4문화층 30.0 32.0 12.0 13.0 124 68

109 망치돌 편마암 Tr.77-R6 4문화층 102.0 65.0 41.0 373.0 124 68

110 몸돌 석영 Tr.117-14 4문화층 130.0 63.0 71.0 1,301.0 151 76

111 몸돌 석영맥암 Tr.117-1 4문화층 90.0 79.0 89.0 843.0 152 77

112 긁개 석영 Tr.117-11 4문화층 61.5 43.0 24.0 63.0 153 78

113 부리날 석영맥암 Tr.117-20 4문화층 35.0 37.0 21.0 19.0 153 78

114 몸돌 석영맥암 Tr.118-5 4문화층 111.0 121.0 117.0 1,644.0 154 79

115 격지 석영맥암 Tr.118-3 4문화층 60.5 41.0 26.0 67.0 154 79

116 격지 석영맥암 Tr.118-2 4문화층 150.0 92.0 43.0 484.0 155 80

117 주먹도끼 석영맥암 Tr.118-10 4문화층 154.0 86.0 59.0 719.0 156 81

118 긁개 석영맥암 Tr.118-6 4문화층 98.0 52.0 56.0 298.0 157 82

119 밀개 규암 Tr.118-R5 4문화층 94.0 68.0 66.0 420.0 158 83

120 사용된자연돌 규암 Tr.118-9 4문화층 115.0 99.0 96.0 1,552.0 15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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