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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 刊 辭

  우리대학교 박물관 古蹟調査報告書 第三十四冊으로 晋州上村里先史遺蹟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996년 11월 16일부터 1997년 3월 15일까지 1차, 그리고 

1997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인 1998년 7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서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

면 상촌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문화유적을 발굴

조사 한 결과입니다. 당시 조사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1967년 조성한 진주남강다목

적댐에 대한 보강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주위 수몰지역에 분포한 문화유적에 대해 

긴급구제발굴조사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었으며, 우리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을 비롯해 전

국에서 16개 학술조사단이 동시에 각 지구별로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 우리대학교 조사구역에서 주목되었던 것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주거

지와 그 내부에서 수습된 토기, 석기 등의 유구와 유물이었고, 특히 사구에 축조된 신석

기시대 장방형 대형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된 화장된 인골을 안치한 옹관과 농경구로 파

악되는 석창, 석제보습 등은 당시의 사회상과 문화상은 물론 부분적인 종교와 농경생활

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에서 수습된 호

형토기, 발형토기 그리고 마제석기류 등도 탄화곡물류와 함께 농경과 청동기시대 문화원

류를 이해하는 자료로 고고학은 물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

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과정에서 보고서작성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다해준 동아대학교 당국

과 경상남도, 그리고 한국수자원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단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와 청동기시대 사회상과 문화상 등 그 생활상을 연구하는 연구자 여러분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발간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심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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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1. 이 책은 진주 남강다목적댐 수몰지역 중 상촌리 유적에 관한 보고서로 우리 박물관

에서는 晋州上村里先史遺蹟으로 명명하였다.

2. 유구도면의 방향표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한다.

3. 유구의 단면도에 표기된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다.

4. 도면의 축소비는 다음과 같다.

유구 : 1/25, 1/30, 1/40, 1/50, 1/60, 1/70, 1/80

유물 : 1/2, 1/3, 1/4

5. 유구도면의 범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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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지난 1996년 11월 16일~1997년 3월 15일과 1997년 12월 19

일~1998년 7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일대에 분포하고 있

는 선사시대 문화유적을 발굴조사 하였다. 당시 조사는 1967년 조성된 남강 다목적댐에 

대한 보강공사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즉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1989년 

남강유역의 홍수조절과 서부 경남지역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한 보강공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댐 수역이 111만 5천평 정도 추가해서 수몰되

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해당지역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 결과 진주상촌리선사유적이 

새롭게 발견되었다.1) 과거 이 유적일대는 우엉을 중심으로 하는 심경작물을 재배하는 밭

으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경작과정에서 중장비가 자주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하에 

있던 유구가 파괴되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물들도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

다. 발굴조사 계획당시 조사구역이 방대하여 A, B지역으로 우선 나누고, 그 중 남쪽의 B

지역에 대한 조사를 우리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2)   

  조사결과 우리나라 남부 내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석기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전면

시문 빗살문토기 단계와 신석기시대 후기로 편년되는 봉계리식토기 단계의 주거지, 수혈 

유구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등의 각종 유구와 함께 관련유물들이 출토되었

다.

  

1) 慶尙南道, 1992, 南江댐 水沒地區 地表調査 報告書
2) 당시 수몰지역에서는 모두 22개소의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6개의 학술단체로 구성된 

남강댐 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단이 구성되어 각기 조사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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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치와 환경

  우리대학교에서 발굴조사를 담당한 진주상촌리선사유적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522~9, 534번지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면적은 13,100평이다.

  유적은 진양호의 상류에 해당하며, 이곳으로부터 강폭이 급격히 넓어지기 때문에 강

과 호수의 경계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진양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크게 3개의 지

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북쪽으로부터 지리산 동북측에서 발원하는 대소하천

이 임천과 위천을 통하여 동류하고, 북쪽 덕유산의 지맥인 금원산(1,352.5m)과 기백산

(1,330.8m) 골짜기에서 발원하는 하천이 함양에서 鏡湖江으로 합류하면서 산청을 거쳐 晉

陽湖로 남류하는 본류이며, 진양호까지의 길이는 무려 70km에 달한다. 또 하나는 합천댐 

남쪽에 위치하는 황매산에서 발원하여 주변 산지의 대소하천들과 합류하다 산청군 차황

면에서 발원한 소하천이 신등면 단계에서 합쳐지면서 단성면 하정에서 남강 본류에 합류

되고 있다. 이 지류의 경우 합천댐 지류들과 거의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한 

선사시대의 교통로를 감안한다면 동일한 신석기시대 봉계리식토기가 출토되는 황강유역

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예상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리산의 동쪽 지맥인 산청군 감

투봉에서 발원하여 단성면과 수곡면을 지나 진양호 하류로 유입되는 德川江이 있다. 

  이러한 험한 산지의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수많은 지류들이 너비와 공반할 경우 하류지

역에는 엄청난 양의 수량으로 돌변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과거 남강유역에는 해마다 범

람이 잦아 1969년 홍수방지와 발전, 관개용수 등의 다목적으로 내동면 삼계리와 진주시 

판문동 사이에 댐을 조성하였고, 진양호의 물을 泗川灣으로 방수하는 방법으로 유로를 변

경하여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해를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람과정은 조사 당시 토층상에

서도 문화층 사이에 순사층으로 구성된 간층이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 선사시대로부터 지

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댐 공사로 대평면과 내동면 일부지역이 수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대평면 일대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 일대의 지질은 구릉지대의 경우 중생대 경상계 지층으로 덮여 있으며, 그 위로 제4

기 홍적세 적갈색 점토층이 피복된 상태이며, 강안지역에는 하상퇴적물이 두껍게 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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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후는 대체로 해양성의 온난 다습한 기후를 보이고 있는데 연평균 기온 13.4℃, 1

월 평균기온 -0.2℃, 8월 평균기온 26.7℃이며 연 강수량은 1343㎜내외로 우리나라 최다우

지에 속한다.3) 

  진주상촌리선사유적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우기에는 범람이 심한 편이었지만, 그 외 

시기에는 항상 수량이 풍부하고 어자원이 풍부하여 인류의 생활환경에는 최적의 조건이 

되었을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유적이 위치하는 북서쪽은 지리산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해발 1099.3m의 응석봉이 위치

하며 남강은 이 동쪽을 따라 남으로 흘러 대평리 어은동과 옥방동이 위치하는 이 일대에

서 거의 90°각도로 급하게 꺾이면서 그 배후에 위치하는 소남과 어은․옥방, 그리고 상촌

리 일대에는 사질성 토양의 넓은 배후 충적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구조의 특

징에 따라 이들 충적대지에는 농경문화 요소를 가진 신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 삼

한․삼국시대에 이르는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진주상촌리선사유적도 그 중의 하

나이다. 

  대평리는 남강에 의하여 북쪽의 어은․옥방지역과 남쪽의 상촌․중촌․하촌지역으로 

단절된 상태인데, 댐 조성 이전에는 조그만 다리가 있어 큰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자

유롭게 건너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 당시 상촌과 옥방 사이에는 나루터가 있어 소형

차량까지 건너갈 수 있다. 

  한편, 진주상촌리선사유적은 모두 5개의 기관이 조사하였는데(도면 1, 2),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상촌A유적(상촌리 1호 지석묘 및 제1토기 산포지: 동의대), 상촌B유적(상촌리 1

호 제1토기 산포지: 동아대), 상촌C유적(상촌리 2호 지석묘 및 제2토기 산포지:  한양대), 

상촌D유적(상촌리3~8호 지석묘 및 제2토기 산포지: 건국대), 상촌E유적(상촌리9~13호 지

석묘 및 제3토기 산포지: 대전보건대)이 위치하고 있다.

  본교 박물관이 조사한 상촌 B유적은 상촌마을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m 가량 떨어진 

해발 38m 가량의 평탄한 구릉 상부로, 북쪽으로 접하여 동일 성격의 상촌A유적이 위치하

고 있다. 너비 50m 가량의 낮은 곡저지형을 사이에 둔 남쪽 인접 구릉에 위치하는 상촌C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1기와 수혈유구, 석관묘 3기와 지석묘 1기가 한양대학교 

3) 晉陽郡, 1991,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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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의하여 당시 함께 조사되었으며4), 그 남쪽으로 연접하는 D․E유적의 경우에도 

성격적으로 동일한 청동기시대의 유구들이 각각 확인되었다.

  한편 상촌리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몰지 유적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진양호 하

류역의 내촌리유적을 비롯하여 귀곡동에서도 구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의 분묘유적이 각각 분포하는 것이 발견되어 다른 조사단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강 맞은편에 위치하는 소남리와 대평리 어은․옥방에서는 청동기시

대 환호유적을 비롯하여 대규모 경작지와 주거․분묘유적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

석기시대 후기 단계의 포함층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된 곳은 본교와 동의대 박물관에서 조사한 A․B유적

뿐이며, 신석기 후기 단계의 유물이 확인된 곳은 소남리유적(현 신라대)을 비롯하여 어은

1지구(경남대), 상촌C유적(한양대)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분묘유적

이 중심이다.

  지리적으로 이곳은 서쪽으로 지리산이 근접하여 마치 내륙의 오지와 같은 느낌을 주기

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대소 하천을 수로로 삼아 이동한다면 사천

만을 따라 남해안지역과도 쉽게 교류할 수 있는 지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동

일 토기가 출토되는 황강유역의 봉계리유적과도 지류가 가깝게 이어지고 있어 당시 상촌

리유적이 차지하는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발달된 수로와 주변에 형성된 충적평야 등의 자연환경은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역사시대

의 단성현이나 곤명현 치소가 이곳에 인접하고 진주시의 중심지도 근접해서 위치하는 것

은 모두 지리산과 남강이라는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금을 막론하고 인류활동이 산이나 바다, 강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남강유역의 충적대지나 구릉지 등은 주거지를 비롯한 경작지, 분묘 

등 인간의 생활무대로서는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진주상촌리선사유

적 역시 그런 조건 속에서 형성된 문화유적 중의 하나인 셈이다.

4) 김병모․김아관․박희명, 1999, 진주 상촌리2호 지석묘 및 선사유적, 경상남도․한양대학교 박

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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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진주상촌리선사유적 위치와 주변유적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7  페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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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적현황과 조사경과 

  조사당시 이 일대는 배추와 무, 마, 우엉 등의 원예작물을 재배하던 밭으로 사용되었으

며, 마을 주변 경작지에는 주로 잔디 묘포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자나 고구마 등의 구근류와 보리, 밀, 콩, 팥 등 곡물류를 재배하는 경작지로 주로 

사용해 왔다고 한다. 지역이 낮은 곳으로는 서쪽 산골짜기에서 유입되는 소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점토층이 발달하면서 논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이 일대는 강물이 유적을 휘감아 흐르면서 상류의 유입토가 퇴적되어 해발 38m의 아주 

평탄한 구릉상의 사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층은 현 지표면에서 약 2m 정도 아

래인 해발 36m 지점에서 주로 확인된다. 유적의 서쪽으로는 비교적 낮은 야산을 끼고 마

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조사지역에서 30m 가량 떨어져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구 지형도를 참고하면 원래는 강으로부터 26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도

면 2). 

  조사지역은 심경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를 이용하여 깊이 파내어 복토하면

서 청동기시대층은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으며, 지역에 따라 신석기시대 후기층과 중기층

도 상당부분 파괴되어 지표면에 많은 유물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조사는 대상지역의 구획을 정하고 도면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0m 단위의 그리드를 

설치한 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30m 간격을 두고 모두 5개의 남-북 트렌치를 설치하

였다(가~마 Tr.). 그 결과 토층 단면에서 중장비의 굴착 흔적에 의한 교란층의 범위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마” 트렌치의 경우 교란층 하부에서 부분적으로 신석기시대 토기와 

함께 주거지의 상면이 확인되었다. 이 일대를 중심으로 상부 교란토를 제거하고 유구의 

어깨선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마 트렌치 지역에서 모두 27기의 주거지와 화장시설

로 추정되는 적석유구, 측면에 길게 배치된 구상의 제사유구를 포함한 각종유구들이 확

인되었다. 

  그리고 서쪽의 산지와 마을 사이에는 시굴 트렌치 조사결과 산골짜기를 따라 내려오던 

소하천이 사구를 만나면서 남북으로 길게 습지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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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촌리선사유적의 신석기시대 유적 주변의 환경은 서쪽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하천

이 남북으로 길게 흘러내리면서 물로 둘러싸인 사구지형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는 경상북도 금릉 송죽리유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형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

어 주목된다.

  유적은 해발 36m 정도의 완만한 사구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중기 신석기시대로 편년되

는 전면시문된 빗살문토기 단계부터 봉계리식토기로 대변되는 후기 신석기층과 청동기

시대 문화층이 순서대로 퇴적된 상태였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우엉이나 마와 같은 심

경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대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양을 깊이 파서 뒤엎는 복

토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흔적은 신석기층에서도 곳곳에서 중장비의 교

란흔적이 확인되고 있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상부에 위치하는 청동

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한 유구는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으며, 신석기시대 중․후기 단계의 

것들 또한 상당부분 교란된 상태이다. 

  신석기시대 중기 단계의 주거지는 모두 조사지역 동쪽에 치우쳐 분포하고 있으며, 후

기 단계의 저장혈이나 조리시설로 추정되는 수혈유구와 소성흔이 강한 역석군들은 모두 

서쪽지역에 밀집되어 나타나고 있다. 후기 단계의 주거지들은 조사지역의 중간 지점에서 

주로 확인되었으나 원래는 동쪽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

만, 중장비에 의하여 대부분 삭토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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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단구성

  우리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굴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

        조사단장 심 봉 근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현장책임자 박 광 춘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연 구 원 이 난 영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박 은 경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연구보조원 이 동 주 동아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김 익 준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

지 강 이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교

김 지 태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교

김 기 민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교

이 소 연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교

       보조원 배 덕 환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4학년

차 상 훈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3학년

고 은 정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3학년

손 범 직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학년

김 윤 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학년

황 정 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학년

신 민 경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학년

김 정 훈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학년

한 병 철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학년

장 재 영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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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

       조사단장 심 봉 근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연구원 박 광 춘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박 은 경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이 용 현 동아대학교 박물관 자료과장

       조사보조원 차 한 수 동아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이 동 주 동아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허 은 영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교

田中聰一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교

최 종 혁 동아시아문물연구소 연구원

       보조원 차 상 훈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4학년

오 승 연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4학년

김 주 호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3학년

임 재 형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학년

송 원 영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학년

황 정 희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학년

박 미 정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3학년

박 성 진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2학년    

  그 밖에도 유구, 유물정리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박물관 위순선, 김윤희, 배보늬 박물

관 조교를 비롯하여 정수희(대학원), 박미정(대학원), 김보숙, 위혜주, 이선영, 박창열, 이

수영, 김정현, 안은주, 안성혜, 전병진, 김동현, 김나현, 김미희, 박선하와 박물관 근로장학

생들의 수고가 많았음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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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조사지역 주변 지형도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7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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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진주상촌리선사유적 유구 분포도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7  페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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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사내용

진주상촌리선사유적은 곡류하는 남강 상류역의 배후에 형성된 충적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그 퇴적층은 모두 상류지역에서 운반되어 온 사질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일대가 과거 마나 우엉과 같은 심경작물을 주로 재배하던 곳으로 경작과정에서 굴삭

기와 같은 중장비에 의해 깊이 파헤쳐지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물들이 지표면에 노출

되어 있었다.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당시에도 주변 일대에서는 마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면 4~9에 나

타나는 바와 같이 토층상에서도 확인되고 있었는데, 특히 주거지군이 집중하는 제4~6지

구에서의 경우 신석기시대 중기 단계의 문화층까지 교란되어 유구의 원상을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는 먼저 조사지구 내에서의 유구 성격과 층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30m 간격으로 너

비 1.5m의 시굴 Trench 5개(가~마Tr.)를 조사지역의 지형에 맞춰 남북방향으로 설치하

였다. 각 Tr.의 토층 단면도는 도면 4~9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현 지표면의 해발고도는 하천 상류쪽에 해당하는 북쪽보다 하류인 남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토층단면에서도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

이는 것으로 보아 규칙적인 퇴적과정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층상에 나타나는 황갈색 사질토와 암(흑)갈색 사질토의 층서적인 반복현상도 확인되

는데, 이것은 토양 퇴적기와 안정기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즉, 하천의 범람으로 운반되어 온 모래가 퇴적된 뒤, 차츰 수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식생이 형성되고 사람이나 동물들의 활동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지표면이 오

염된 후, 또 다시 범람으로 모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퇴적과정이 반복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퇴적과정은 각 Tr.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나며, 암(흑)갈색 사질토

층을 중심으로 하는 층위 주변에서 유구나 유물들의 확인되는 것도 그러한 과정과 부합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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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트렌치별로 층위적인 양상이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Ⅲ층의 흑갈색 토층

과 제Ⅴ층의 암갈색 사질토층을 기준으로 서로 연결한 결과 <표1>과 같이 전체적인 층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조사지구 내에 퇴적된 층위적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1> 진주상촌리선사유적 Tr.별 층위 노출상황

           Tr.

 층위
가 Tr. 나 Tr. 다 Tr. 라 Tr. 마 Tr.

Ⅰ ○ ○ ○ ○ ○

Ⅱ ○ ○ ○

Ⅲ ○ ○ ○

Ⅳ ○ ○ ○ ○ ○

Ⅴ ○ ○ ○ ○ ○

Ⅵ ○ ○ ○

Ⅶ ○ ○ ○

Ⅷ ○ ○

Ⅸ ○ ○

Ⅹ ○

 Ⅰ층 ： 암갈색 부식토층 - 미세한 사질성 부식토로 구성된 현 경작층이다. 지역에 따라 

아주 깊이까지 교란되어 있으며, 여러 종류의 흙들이 복잡하게 섞여있다. 빗살

문토기를 비롯하여 무문토기와 석기들이 출토되기도 하지만 자갈과 비닐․기와

편․자기편 등이 포함된다.

 Ⅱ층 ： 황갈색 사질토층(청동기시대) - 나․라․마 Tr.에서만 확인되며 나머지 트렌치

에서는 교란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약간 점성을 띠고 교란층의 영향으로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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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는 부분도 있다. 간혹 무문토기편과 빗살문토기편들이 출토되기도 하지

만, 출토유물은 적은 편이다. 유구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청동기시대의 퇴적층

으로 추정된다.

 Ⅲ층 ： 흑갈색 사질토층(청동기시대) - Ⅱ층과 같이 나․라․마 Tr.에서만 확인되었다. 

흑색에 가까운 사질토양으로 점성이 강하고 신석기시대 후기 단계의 봉계리식 

토기편과 무문토기편, 석기․자갈 등이 채집되었다. 그 후의 조사과정에서 이 

토층 상부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의 장방형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제４~

６지구에서는 토층의 색조가 암갈색을 띤다.

 Ⅳ층 ： 갈색 사질토층(간층) - 모든 Tr.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지점에 따라 암회색․황갈

색․명갈색․갈색과 같이 약간씩 색조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체로 밝은 색을 

띠고 있다. 일부 신석기 후기 단계의 토기편이나 역석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토사의 범람에 의하여 퇴적된 간층으로 판단된다.

 Ⅴ층 ： 암갈색 사(점)질토층(신석기 후기) - 모든 Tr.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수혈유구(주거지) 상부에 퇴적된 토층이다. 이 상부에서 신석

기시대 후․만기로 편년되는 봉계리식토기 단계의 주거지와 제1~３지구의 수

혈 및 야외 노지군(집석유구)의 대부분도 이 토층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이 층위는 신석기시대 후․만기의 구지표로 판단할 수 있다. 

 Ⅵ층 ： 명황갈색 사질토층(간층) - 가~다 Tr.에서 확인된 토층인데 모래 입자가 밝고 굵

은 편이며 약간의 점성이 있다. 층위는 두껍지 않으며 출토유물도 확인되지 않

는다. 토사의 범람으로 형성된 토층으로 신석기시대 후기 단계와 중기 단계의 

간층으로 판단된다.

 Ⅶ층 ： 황갈색 사질토층(신석기 중기) - 다~마 Tr.에서 확인된 토층이다. 신석기시대 중

기 단계에 해당하는 유구들 대부분이 이 토층 상위에서 확인되었으며, 출토유

물의 수도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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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층 ： 암갈색 사(점)질토층 – 다․마 Tr.에서 확인된 토층인데 제Ⅲ․Ⅴ층과 같이 퇴

적 안정기에 형성된 토층이다. 그러나 어떠한 유구나 유물들이 확인되지 않아

서 인간생활과 관련되는 오염층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점성이 강한 편이다.

 Ⅸ층 ： 황갈색 사(점)질토층(유물 비포함층) - 다․마Tr.에서 확인된 토층인데 다 Tr.의 

경우 점성이 강하며 입자가 굵고 잔 자갈돌을 포함하는 마 Tr.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Ⅹ층 ： 명황갈색 사질토층(유물 비포함층) - 마 Tr. 북단 최하위에서 확인되었는데 입자

가 굵은 강모래 층이다. 바닥 부근에서 물이 새어 나와서 더 이상의 조사를 계

속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진주상촌리선사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중기(일부 전기 유물도 존재)~청동

기시대 전기에 걸친 퇴적층․문화층이 중심적으로 확인되었는데 후세의 경작에 의한 

교란으로 인해 신석기시대 후기~청동기시대 전기의 취락에 대한 발굴조사는 2․3지구

를 제외하면 부분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주로 신석기시대 중기의 수

혈유구(주거지)군이 조사된 1~3지구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신석기시대 후기~청동기시대 

전기의 유구 및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층위를 달리하며 조사지구 전

체에 각 시기별 취락이 분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석기시대 중기의 취락에 관해

서는 각 Tr.를 대비할 때에 기준으로 삼은 Ⅴ층(신석기시대 후기)이 조사지구 서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중기에는 1~3지구 쪽은 완만한 경사

지로 되어 있었으며 구릉 상부인 제5․6지구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는 모두 26동이 확인되었으나 그 중 4동(2, 20, 25, 27호)은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

의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석기시대의 것이다. 신석기시대의 것은 다시 중기에 해당하

는 것 14동(3, 6, 8~19호)과 봉계리식토기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 단계의 것 9동(1, 4, 5, 7, 

21~24, 26호)으로 구분된다. 

  특히 층위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도면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분되어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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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가” 트렌치 토층 단면도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7  페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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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나” 트렌치 토층 단면도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7  페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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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다” 트렌치 토층 단면도(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7  페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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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 “다” 트렌치 토층 단면도(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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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라” 트렌치 토층 단면도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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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 “마” 트렌치 토층 단면도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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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다 Tr.을 경계로 서쪽은 전체적으로 후기 단계의 주거지와 적석 화장시설, 토광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기 단계의 유구는 모두 동쪽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이 

현상은 앞서 층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쪽 지역으로 갈수록 중기 단계 제Ⅴ층이 점차 

깊어지고 침수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다~마 Tr.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구지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쪽은 신석기시대 후기 단계에 이르러 저지대가 완전히 매립되면서 주거지를 

포함한 야외 노지와 저장혈과 같은 각종 유구가 활발히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쪽 지역에도 동시기의 주거유적이 집중 분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작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고 일부(1, 2, 4, 5, 7호)만 잔존한 상태이다.

  각 유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0  도판 4)

  마 Tr. 동쪽에서 검출된 유구이다. Ⅴ층 상위에서 탄화물을 포함하는 암갈색사질토를 

매몰토로 한다. 내부조사는 유구 범위에 대해서 십자로 토층 관찰용의 둑을 남기고 사분

법으로 내부조사를 시행하였다. 유구 매몰토는 크게 두 개 층으로 나뉠 수 있었으며, 상

부는 암갈색사질토, 하부는 담갈색사질토이다. 유구 매몰토에서는 토기, 석기, 탄화물 등

이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유구는 동쪽이 유실된 상태이며, 잔존하는 유구의 규모는 잔존길이 294㎝, 너비 248㎝, 

깊이 20㎝이다. 유실된 동쪽을 제외하고 잔존하는 벽의 상태로 추정할 때 방형 또는 장방

형의 유구라고 판단되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61°-E)이다. 유구바닥면 조사에서 노지, 

주혈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이 유구는 주거지 또는 생활 폐기물을 폐기한 자리가 

아닐까 추측된다. 이 부분을 야외노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①탄화물의 출토가 산발

적이며 집중하지 않아 출토량도 적다는 점과 ②유구 매몰토 내부에서 소토가 검출되지 

않고 바닥면에서도 불을 맞은 흔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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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 제1호 주거지 실측도

Ⅰ:암갈색사질토
Ⅱ:담갈색사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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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2-①

5-①
심발형 (8.2) -

0.7~

0.85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흑색

외면：흑색

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에 침선사격자문(沈線斜格子文)

을 시문하여, 다시 구연부를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구순부는 도

구로 정면하였다. 

12-②

5-②
심발형 (6) -

0.75~

0.8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명회갈색

외면：명회갈색

토기 구연부편. 도면12-①과 제작방

법, 문양 등이 거의 유사하다.

12-③

5-③
심발형 (5.3) -

0.7~

1.0

사립․석영

장석(다량)

내면：암갈색

외면：암갈색

토기 구연부편. 도면12-①과 제작방

법, 문양 등이 거의 유사하다.

한다.

  출토유물에는 신석기시대 후·만기의 사격자문토기, 집선문토기 등과 탄화물, 자연석

이 있다. 출토 토기는 작은 파편들이며 서로 접합되지 않지만 모두 동시기에 해당되는 자

료라고 생각된다.

2) 출토유물 (도면 12 도판 5) 

(1) 토기 (도면 12 도판 5)

  도면 12-①~④는 심발형토기의 구연부편이다. 모두 외반구연이며 구순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침선사격자문이 시문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도면 12-⑤는 앞의 자료

들과 같은 형식에 속하는 심발형토기의 동체부편이며 동체부 중간까지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고 그 아래 부분은 무문양으로 남기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봉계리식 토기의 

범주로 파악되는 토기이다. 도면 12-⑥의 심발형토기 저부편도 첨저가 아니라 원저인 점

에서 동시기에 속하는 자료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1호 주거지 출토 토기들은 작은 파편이며, 출토량도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신석

기시대 후․만기에 속하는 것들만 출토된 일괄성 높은 자료로 파악할 수 있다.

<표 2> 제1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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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④

5-④
심발형 (5.5) -

0.7~

0.85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흑갈색

외면：명황갈색

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에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여, 다

시 구연부를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

하였다. 외면에 흑반이 확인된다.

12-⑤

5-⑤
심발형 (7.4) -

0.65~

0.8

사립(다량)

장석․석영

내면：명갈색

외면：흑갈색

토기편.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에 침

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고, 외면 저

부 부근에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12-⑥

5-⑥
심발형 (3) -

0.65~

1.5

사립․장석

석영(다량)

운모

내면：암회갈색

외면：명황등색

토기 저부편. 내외면을 물손질 정면

하였다. 저부는 밑이 둥근 원저이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2-⑦

5-⑦
고석 11.9 5.5 3.1 315 화강암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은 장타원형 

화강암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하단부

에 약간의 고타흔이 보이며 고석일 가

능성이 있다. 

(2) 석기 (도면 12 도판 5)

  제1호 주거지에서는 고석으로 보이는 역석 1점만이 출토되었다. 도면 12-⑦은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넓은 장타원형 화강암을 그대로 이용한 석기이다. 하단부에 약간의 고타

흔(敲打痕)이 보이며 고석(敲石)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 제1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2. 제2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1 도판 6)

  유구는 마 Tr. 동쪽, 층위적으로는 Ⅲ층인 흑갈색사질점토층에 해당한다. 유구의 대부

분이 교란되고 상면 일부만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잔존유구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에 가까우나 한쪽 모서리 부분이 직각 방향으로 꺾어지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방형 혹은 장방형 유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규모는 잔

존길이 270㎝, 잔존너비 202㎝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30°-E)이다. 외곽으로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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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2-⑧

7-①
옹형 (5.4) - 0.8

사질성

장석

사립(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흑갈색

봉계리식토기 구연부편. 구연부는 

외반하며 문양은 구순부에서 2.5cm 

아래에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문양 

너비는 굵은 편이며 가는 평행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갈대와 같은 

것으로 그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연

부에는 수평방향으로 물손질흔이 나

타나며 문양을 시문한 후에 이중구

연토기와 같이 구연부분을 덧씌운 

흔적이 확인된다.

12-⑨

7-②
- (6.3) - 0.8

사질성

사립(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신석기시대 후기 단계의 능형집선

문(菱形集線文) 토기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 문양은 깊게 새겨져 있으

며, 태토에 흑연과 같은 검은 알갱

이들도 다량 확인된다. 

12-⑩

7-③
- (4.1) 

저경 

7.3 
0.7

점토질

석영․장석

내면：적갈색

외면：적갈색

무문토기 저부편이고, 저부는 평저

이다. 외면은 정면되어 있으나 저부 

부분에 접합흔이 확인되고, 바닥 중

앙이 아주 얇은 편이다. 내면에는 거

칠게 긁은 흔적이 남아있다. 

12-⑪

7-④
-  (2.5)

저경 

9.0 
0.8

점토질

석영․장석

내면：적갈색

외면：황갈색

무문토기 저부편이고, 저부는 평저

이다. 내면은 비교적 거친 편이며, 

저부는 중앙이 약간 오목한 들림바

닥이다.

2) 출토유물 (도면 도판 7)

(1) 토기 (도면 12 도판 7)

  도면12의 ①~⑤, ⑧은 남부지역 전형적인 봉계리식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외반

하고 구순부 아래에 3.5cm 가량 간격을 두고 동체부에 격자문을 시문하고 있으며 구연부

에는 물손질 흔적이 있다. 도면12-⑥은 소문의 저부편이고, 도면12-⑨는 능형집선문을 

시문한 봉계리식토기 동체부편이다. 도면12-⑩, ⑪은 무문토기 평저 저부편이다.

<표 4> 제2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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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 제1·2호 주거지 출토유물(1호: ①~⑦, 1호: ⑧~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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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3 도판 8, 9)

  마 Tr. 서쪽편에 위치하는 주거지로 Ⅶ층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지역 내에서 가장 북쪽

에 위치한다. 내부에는 상부의 Ⅴ층 흑갈색 사질토가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채워진 채 

어깨선 일부가 노출되었다. 유구는 서벽과 남벽 일부를 비롯하여 동쪽으로 바닥이 확인

되어 일부 규모는 파악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 굴삭기의 굴착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현대에 이르러 파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주거지 일대는 도면 9의 

토층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쪽이 심한 교란현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구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23°-W)이다. 규모는 길이 785㎝, 너비 438㎝, 

깊이 20㎝이다.

  주거지 내부조사에서는 타원형의 수혈식노지 2개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의 중앙

에 위치한다. 노지1의 크기는 길이 80㎝, 너비 60㎝, 깊이 20㎝이고, 노지2는 길이 80㎝, 

너비 60㎝, 깊이 40㎝이다. 노지1에서는 내부 바닥면에서 할석 1점이 놓여 있는 것이 확

인되었으나, 할석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이 외에 유구의 내·외부에서 수혈 3개

가 검출되었다. 수혈 중에서 유구의 서벽과 중복하여 확인된 수혈 내부에서 창선형 석창

편 6점이 봉부가 북쪽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출토되었다. 수혈의 크기는 직경 50㎝ 내외

이다.

  유물은 노지 주변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유구 내부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토기

는 삼각집선문+어골문, 단사집선문+어골문, 단사집선문, 능형집선문, 삼각집선문, 횡주어

골문 등의 빗살무늬토기와 단도토기가 공반하여 검출되었다. 석기에는 지석 1점, 갈판 1

점, 창선형 석창편 6점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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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제3호 주거지 실측도

Ⅰ:암갈색사질토
Ⅱ:흑갈색사질토
Ⅲ:황갈색사질토
Ⅳ:흑색소토
Ⅴ:흑갈색소토
Ⅵ:암적갈색사질토

노지 1

노지 2

수혈 1

수혈 2

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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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4-①

10-③
심발형 (13.1)

잔폭

11.1
0.8

사질성

장석․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부는 직

립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외면에

는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삼

각집선문 아래에는 어골문이 이어

져 있는 흔적이 나타난다. 침선은 

굵은 편이나 태선침선문의 특징인 

침선 끝 부분 자돌문양은 나타나지 

않는다. 

14-②

10-②
심발형  (16.8)

잔폭

12.3
1.1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빗살문토기편. 구연이 외반하고, 2.3cm 

너비을 가진 다치구 형태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을 5열 시문하

고 그 아래에는 태선침선문기법으

로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구연부 내

면에는 가는 솔질흔이 확인된다.

14-③

10-①
심발형 (13.0)

잔폭

23.4
0.8 사질성

내면：다갈색

외면：다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1.4cm 너

비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새긴 단사

집선문 9열이 확인된다. 하단부 내

외면에 흑색반이 있다.

15-①

11-⑦
- (7.2)

잔폭

7.7
0.6

점토질

장석․석영

내면：흑갈색

외면：암갈색

무문양토기 구연부편. 구연부는 직

립하고, 구연부 한쪽면에는 아주 작

은 유두상(乳頭狀)의 돌기가 나타난

다. 외면에는 검게 탄 그을음이 있

다.

2) 출토유물 (도면 14~16 도판 10~13)

(1) 토기 (도면 14, 15 도판 10, 11)

  제3호 주거지 출토 빗살문토기들은 전체적으로 원저 혹은 첨저 기형의 전면시문토기 

단계의 유물들이다. 구순부는 편평하며 구연부는 대부분 직립구연이다. 전면시문 침선문

토기 단계의 것들로 단치구 혹은 다치구로 압인한 단사집선문양 아래에 남해안지역 특유

의 태선침선 기법이 대부분이지만 도면14-①과 같이 삼각집선문양이 시문된 것이나 토기 

내외면에 붉은 채색을 입힌 단도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단도토기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것과는 달리 마연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5> 제3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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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②

10-⑤
- (6.3)

잔폭

7.5
0.6

사질성

사립(다량)

내면：암황갈색

외면：암황갈색

단면：명황갈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구연부편이

다. 전체적으로 채색되어 있지만 

광택이 없으며 양호한 상태는 아니

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편

평하다. 

15-③

10-④
- (4.0)

잔폭

5.5
0.4 사질성

내면：암적색

외면：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구연부편. 구

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15-④

10-⑥
- (7.5)

잔폭

5.4
0.6 사질성

내면：회갈색

외면：흑색

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너비 0.6cm로 편평하고 

구연부와의 끝 부분이 0.3cm 너비

으로 융기상으로 돌출되어 있다. 그 

아래에 태선침선기법의 능형집선문

이 시문되어 있다.

15-⑤

11-③
- (7.6)

잔폭

7.5
0.5

점토질

석영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문양은 0.4cm 

너비의 시문구를 압인하여 단사집

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모두 8열이 

확인된다. 단치구를 이용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태선 침선기법의 어골

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에는 솔질흔

이 얕게 관찰된다.

15-⑥

11-④
- (3.5)

잔폭

8.7
0.75

점토질

사립(다량) 

․장석

내면：명흑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태선침선기

법의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는

데, 문양의 끝부분을 찔러 자돌문을 

만든 후 연결하였다.

15-⑦

11-①
- (7.3)

잔폭

7.2
0.8

점토질

사립(다량) 

․장석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문양은 삼각

집선문 아래에 어골문이 시문되었

고, 태선침선기법으로 새겼다. 

15-⑧

10-⑦
- (9.8)

잔폭

14.1
0.9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태선침선기

법으로 문양을 새겼는데 횡주어골

문의 상단부를 부분적으로 어긋나

게 교차시켜 격자문의 효과를 나타

내고 있다. 

15-⑨

11-②
- (7.5)

잔폭

9.0
0.85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흑색

외면：암황갈색

빗살문토기편. 저부 가까운 부분의 

파편이다. 태선침선기법으로 횡주

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도면 15-

⑧과 같은 개체의 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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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5-⑩

11-⑤
지석편 (5.9) (4.5) 1.6 50 사암

전체적으로 마연되어 있으며 단면은 

중앙 부분이 삼각형에 가깝고 끝 부분

에는 제형(梯形)을 이루고 있다. 휴대

용 지석으로 추정된다. 

15-⑪

11-⑥
갈판편 (24) (11.9) 3.5 1,800 사암

단면은 직사각형이며 전체적으로 균

형미를 갖추어 잘 다듬어서 만든 것이

다. 사용면은 비교적 매끈한 편이지

만 반대면은 고타흔이 많이 나타난다. 

갈판 제작 과정에서 잔손질 흔적으로 

판단된다.

16-①

12-①

창선형

첨두기
12.5 4.2 0.7 75

이질

점판암

창선형(槍先形). 녹갈색을 띠는 이질

(泥質) 점판암. 암석의 층리는 발달하

였으나 방향성이 약간 불규칙한 편이

며, 결합력이 약하다. 원석에서 떼어

낸 납작한 점판암의 양면을 타격하여 

선단부를 뾰족하게 만들었다. 기부는 

두껍고, 모서리 부분의 각을 없앤 말

각형태이다. 

16-②

12-②

창선형

첨두기
11.1 4.6 0.8 65 점판암 도면16-①과 거의 동일하다.

16-③

12-③

창선형

첨두기
11.9 4.3 0.9 85 점판암 도면16-①과 거의 동일하다.

16-④

13-①

창선형

첨두기
9.5 4.1 0.8 55 점판암

도면16-①과 거의 유사하고, 장착에 

용이하도록 석촉과 같이 기부면을 납

작하게 떼어내었다.

16-⑤

13-②

창선형

첨두기
10.4 4.2 1 65 점판암 도면16-①과 거의 동일하다.

16-⑥

13-③

창선형

첨두기
(6.2) 4.8 0.8 40 점판암

파손된 상태이며, 도면16-①과 거의 

유사하다. 기부가 두껍고, 모서리 의 

각을 없앤 말각형태이다. 

(2) 석기 (도면 15, 16 도판 11~13)

<표 6> 제3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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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제3호 주거지 출토유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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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제3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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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제3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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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7 도판 14)

  제5지구 제6-1호 구상 유구를 중복파괴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유구는 Ⅴ층(도면 9)면에

서 검출되었는데 그 면에서 갈색사질토를 매몰토로 하는 유구로 추정되는 범위가 확인되

었다. 유구 내부조사는 매몰토가 거의 남지 않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토층 관찰용

의 둑을 남기지 않고 시행하였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90°-E)이다. 규모는 길이 351㎝, 너

비 220㎝이다. 조사 결과, 명확한 수혈을 가지지 않고 최대 5㎝ 정도의 두께로 완만한 경

사면에 얇게 퇴적되고 있을 뿐이며, 내부에서 토기편과 석기가 집중해서 출토되었다. 유

구 바닥면은 남북방향으로 약간 경사지고 있으며, 동서방향으로는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바닥면에서는 노지, 주혈 등의 특별한 시설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구 내부의 

남동편에서 소토 집중부분이 확인되었다. 

  본 유구의 성격에 대해서 현황에서 판단할 때, ①명확한 수혈구조를 가지지 않고 ②노

지나 주혈을 수반하지 않는 점에서 주거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교적 큰 토

기편과 석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이 지점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유

구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 성격에 대해서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다. 제1호 주거지와 같

이 생활 폐기물을 폐기한 장소 혹은 상층(Ⅳ층)의 퇴적토가 부분적으로 남은 것일 가능성

도 있다. 출토 토기 중에는 제5호 주거지 출토 토기와 접합하는 토기편도 있어서 양 지점

에 비슷한 시기에 유구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출토유물은 사격자문토기, 연속자돌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해당되는 토기들과 지석 3점, 고석(敲石) 1점이다. 토기편은 비교적 큰 파편으로 접합되

는 심발형토기 등이 유구 서쪽에 집중해서 거의 같은 높이에서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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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제4호 주거지 실측도

소토

소
토

제6-1호
구상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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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8-①

14-①
심발형 (8.0) (33.0)

0.65~

0.9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명황갈색

외면：명갈색

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 다시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손

질하였으며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

하였다. 구연부에 일정한 공백을 두

고 이치구로 침선사격자문을 시문

하였다. 도면20-⑤와 동일개체이다.

18-②

14-②
발형 (6.2) -

0.8~

1.1

사립․장석

운모

내면：암갈색

외면：암갈색

토기편. 내면은 조흔(條痕),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한 후에 끝이 평탄한 

이치구(二齒具)를 이용해 옆으로 연

속자돌을 두 줄 돌려 전체적으로 네 

줄의 연속자돌문이 되도록 시문하

였다. 연속자돌문은 전체를 연결시

키지 않고 일부 세로로 공백을 남겼

다.

2) 출토유물 (도면 18 도판 14)

(1) 토기 (도면 18 도판 14)

  도면18-①은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며, 구연부는 외반하고, 구순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아래 부분에 이치구(二齒具)로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고 있다. 5호 주거지 출토

의 도면20-⑤와 동일개체이다. 도면18-②는 작은 파편이지만 문양의 특징에서 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이치구에 의한 연속자돌을 횡방향으로 2줄 그어서 마치 4줄이 시문된 것처럼 

보인다. 문양은 기면 전체에 새긴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일부 공백부분을 남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무문양이며 기형이 확실하지 않은 도면18-③을 제외하면 모두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속하는 토기라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이며, 또 인접해서 위치하는 제5호 주거지 출토 토기

(도면20-⑤)와 본 유구 출토 토기(도면18-①)가 동일개체임을 감안하면 4호, 5호 주거지가 

서로 비슷한 시기에 사용된 것임을 상정할 수 있다.

<표 7> 제4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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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③

14-③
심발형 (8.6) -

0.75~

1.2

사립․장석

석영

내면：명회갈색

외면：명회갈색

토기편. 내면은 물손질, 외면은 찰

과해서 다시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무문양이며 저부 부근의 파편으로 

추정되어, 저부 쪽에 일부 제작 흔

적이 확인된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8-④

14-④
어망추 8.4 6.4 2.1 155

경질

사암

역기. 도면 하단 연변부에는  앞면에 

가압(加壓)에 의한 박리면이 보이며 

박리면 상태와 사용흔을 통해 망치돌

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쪽 

측연부는 사용 전후로 이미 파손되었

지만 일부 사용흔이 보인다. 그리고 

양 측연에는 결입부가 만들어져, 망

치돌로 사용된 후에 어망추로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연부는 전체

적으로 약간 마모되었으며, 고타흔이 

관찰된다.

(2) 석기 (도면 18 도판 14)

  제4호 주거지에서는 어망추로 전용된 역기(礫器) 1점만이 출토되었다. 도면18-④는 평

평한 경질사암을 그대로 이용한 역기이다. 도면 하단 연변부에 주로 앞면에서의 가압으

로 의한 박리면이 보이는데 박리면의 상태와 사용흔을 통해 망치돌이 사용된 것으로 생

각된다. 오른쪽 측연부는 역석 원래의 자연면이 아니라 사용 중 혹은 사용 전에 이미 파

손된 면이지만 그 면에도 일부 사용흔이 보인다. 그리고 석기 양측연에는 결입부가 만들

어지고 있는데 고타로 인한 박리면과는 다른 특징이 보이는 것에서, 망치돌로 사용된 후

에 어망추로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어망추로 사용되었기 때문인지 주연부는 전체

적으로 약간 마모되었지만 고타흔은 관찰할 수 있다. 

<표 8> 제4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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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8. 제4호 주거지 출토유물 실측도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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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9 도판 15, 16)

  제5호 주거지는 시굴조사에서 라 Tr. 바닥면에서 확인된 소토 집중부분 주변을 정리하

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라 Tr. 단면조사에서는 유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노지가 

확인된 면까지 내려가서 평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지 동쪽에서 흑색사질토의 

범위가 확인되었고, 그 부분에서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토

층관찰용의 둑을 남기고 사분법으로 조사하였다.

  유구매몰토는 크게 2개 층으로 나뉠 수 있었고, 그 상층은 흑색사질토였는데 하층이 흑

갈색사질토이어서 Ⅴ층과의 차이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또 바닥면 조사 후, 본 유구 동편

이 19호 유구와 중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구의 잔존규모는 길이 600㎝, 너비 436㎝, 깊이 39㎝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

(N-74°-W)이다. 유물출토 높이는 아래위로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바닥면에서 15~20㎝정

도 높은 위치에서 거의 수평을 이루면서 출토되었다. 이것은 처음에 노지가 검출된 높이

가 매몰토 상층인 흑색사질토의 높이와 거의 비슷한 높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구 바닥면에서는 노지나 주혈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 여러 상황에서 추측할 때, 본 유구는 유실된 주거지 밑에 중복된 유구일 가능성이 

높고 시굴 Tr. 바닥면에서 확인된 노지는 그 유실된 유구의 바닥이라고 짐작된다. 제5호 

주거지 출토유물의 대부분은 바닥에서 일정한 높이를 두고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미루어 

유실된 주거지의 유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들보다 낮은 높이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있어 

그 일부에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유구인 제19호 주거지의 유물들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

서 제5호 주거지 자체에 관해서는 그 정확한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제４호 주거지와 

비슷한 성격의 유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출토유물에는 사격자문토기, 점열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해

당되는 토기들과 원반상석기 1점, 소형지석 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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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제5호 주거지 실측도

흑색 소성흔

중장비 교란

노지

Ⅰ:흑갈색사질토
Ⅱ:암갈색사질토
Ⅲ:회갈색사질토

적
갈

색
 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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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20-①

17-①
심발형 (13.5) (28.7)

0.7~

0.8

사립(다량)

장석(다량)

운모․석영

내면：암갈색

외면：암갈색

토기편. 구연, 동체부 일부만 잔존

한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순부에서 

일정한 공간을 두고 단치구의 봉상 

도구로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

다. 내외면은 물손질 후 문양을 시

문하여, 다시 구연부를 횡방향 물손

질로 정면하였고,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외면에 탄화물이 부착

되어 있다. 

2) 출토유물 (도면 20, 21 도판 17, 18)   

(1) 토기 (도면 20, 21 도판 17)

  도면 20-①~③, ⑤는 심발형토기 구연부 및 구연~동체부편이며 모두 침선사격자문이 

시문되었다. 도면 20-①, ②, ⑤는 외반구연의 구순부에서 일정한 공간을 두고 문양이 시

문되고 있는데 ①은 단치구(單齒具), ②는 사치구(四齒具), ⑤는 이치구(二齒具)로 시문되

었고, 도면 20-①, ②의 구연부가 약간 외반하고 있는 것에 비해 ⑤는 거의 직립한다. 그

러나 ⑤의 구연부 형태에 관해서는 동일개체인 4호 주거지 출토 토기(도면 18-①)의 구연

부가 약간 외반하고 있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직립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또 도면 

20-③은 삼치구로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한 것이며 구연부를 이중구연으로 만들고 있는 점

에 차이가 있다. 도면 20-④는 발형토기 구연~동체부편인데 비스듬히 짧게 당긴 단사선문

을 횡방향으로 연속적으로 그어서 4줄 시문한 것이다. 도면 21-①은 오치구를 옆으로 짧

게 압인한 문양을 2줄 시문한 것이며 파편이기 때문에 전체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문양 및 

잔존 부분의 특징에서 미루어 심발형토기 동체부편이라고 추정된다.         

  시문구 형태나 구연부의 특징에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해당되

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표 9> 제5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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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②

17-②
심발형 (10.5) (32.0)

0.7~

0.8

점토질

장석․석영

내면：갈색

외면：갈색

토기편. 구연과 동체부의 일부만 잔

존한다. 구연은 약하게 외반하고, 

구순부에서 약간의 공간을 두고 사

치구로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

외면 정면방법은 20-①과 같다. 부

분적으로 흑반이 보인다.

20-③

17-④
심발형 (8.0) (39.3)

0.6~

1.0

사립(다량)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회(흑)갈색

토기편. 구연에서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거의 직립하는 구연부에 

단면 삼각형의 점토를 덧붙여서 이

중구연으로 만들었고, 삼치구로 사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을 물

손질로 조정하여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20-④

17-③
발형 (11.2) (18.4)

0.45~

0.9

사립(다량)

장석(다량)

운모․석영

내면：암갈색

외면：흑갈색

토기편. 구연과 동체부 일부만 잔존

한다. 외면에 비스듬히 짧게 당긴 

단사선문을 횡방향으로 4줄 연속적

으로 시문하였다. 외면에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20-⑤

17-⑤
심발형 (15.0) -

0.7~

1.0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명황갈색

외면：명갈색

토기편. 구연, 동체부 일부만 잔존

한다. 구연은 거의 직립하고, 이치

구로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에 다시 구연

부를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고, 구

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도면18-

①과 동일개체로 추정된다.

21-①

17-⑥
심발형 (7.3) -

0.6~

0.8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토기 동체부편. 동체부 일부만 잔존

한다. 외면에 오치구를 약간 비스듬

히 짧게 당긴 단사선문을 연속시켰

는데, 현재 2열만 남아 있다. 내외면

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2) 석기 (도면 21 도판 18)

  제5호 주거지에서는 원반형석기 1점, 지석 3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21-②는 규질점판암

제 원반형석기로 완형이다. 얇게 박리한 소재의 주연부를 양면에서 박리하여 원형으로 

성형하였다. 도면 뒷면은 연마되어 군데군데 편평하며, 연마흔도 약간 보인다. 연마 상태

는 타제굴지구에서 관찰되는 사용흔과도 흡사하여 타제굴지구 파손품을 재활용한 것으

로 추정된다. 주연부의 2/3 정도에는 고타흔이 현저하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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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21-②

18-①

원반형

석기
- 10.2 1.6 235

규질

점판암

완형. 얇게 박리한 소재의 주연부를 

양면에서 박리하여 원형으로 성형하

였다. 도면 뒷면은 군데군데 편평하

게 연마되었으며, 연마흔도 약간 보인

다. 연마상태는 타제굴지구에서 관찰

되는 사용흔과도 흡사해서 타제굴지

구 파손품을 재활용한 것으로 추정된

다. 주연부의 2/3 정도에는 고타흔이 

남아 있다. 

21-③

18-③
지석 13.9 2.8 2.1 105 사암

소형. 완형. 측연부가 아주 잘 갈린 것

으로 사용면이 많이 마멸되어 단면 형

태가 변형되었다.

21-④

18-②
지석 10.5 4.5 2.2 165 사암

소형. 완형. 단면형태가 편평한 육각

형이고, 도면의 왼쪽 상단부가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21-⑤

18-④
지석 5.4 2.1 1.5 32 사암

소형. 원래 단면이 방형 내지 장방형

이었다고 추정되는 파손품이다. 파손

면이 약간 둥글게 마모되어 있어 파손 

후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 21-③~⑤는 완형의 사암제 지석이다. 도면 21-③은 측연부가 아주 잘 갈린 것으

로 그 부분이 많이 마멸되어 단면 형태가 변형되었다. 도면 21-④는 완형이며, 단면이 

편평육각형을 나타내며 도면 왼쪽 상단부 부근이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도면 21-⑤도 

소형지석으로 원래 단면이 방형 내지 장방형이었다고 추정되는 파손품인데, 파손면이 

약간 둥글게 마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파손 후에도 얼마 동안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표 10> 제5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 59 -

도면 20. 제5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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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제5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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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호 적석 화장시설

1) 유구 (도면 22~24 도판 23~28)

  적석 화장시설은 도면 22의 상층부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 조사과정에서 길

이 600cm, 너비 450cm 규모로 하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안쪽으로 기울어져 차곡차곡 쌓

아 둔 형태로 확인되었다. 적석 사이에서는 흑색 소토나 소성흔과 함께 목탄편, 탄화된 

도토리, 그리고 중기 단계의 빗살문토기편들이 혼입된 상태였다.

  상부 적석을 제거하고 조사범위를 넓혀나가면서 어깨선을 확인한 결과 도면 23, 2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길이 870cm, 너비 550cm, 적석 상부에서의 깊이 110cm 규모의 장방

형 수혈구조가 확인되었다. 상면은 길이 350cm, 너비 225cm 규모로 소성되어 황갈색을 

띠는 말각장방형이며, 중앙에는 열을 심하게 받아 적색을 띠는 길이 139cm, 너비 80cm

의 타원형 적색 소토가 확인되었다. 그 외곽에는 60cm 너비의 얕은 구가 형성되어 있었

는데 붉게 소성된 흔적들이 흑갈색 소토 사이에서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중앙 상면 외

곽으로 박혀 있었던 석재가 강한 열을 받아 부분적으로 소성되면서 나타난 흔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외곽에서 어깨선까지는 목탄이 많이 포함된 흑색 소토로 두껍게 퇴적되어 

있었는데, 동쪽에는 이 토층이 얇고 일부분에는 황갈색으로 소성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소성시 연기가 배출되었던 부분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유물들은 외곽의 흑색 토층에서 출토되었는데, 각종 빗살문토기편들과 함께 

굽이 없는 평저토기, 단도토기, 평저장경호, 마제석부 그리고 5개가 포개진 채 발견된 미

완성품 석부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 미제품 석부는 원래 끈으로 묶어서 놓아두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중앙 부근에서 아주 가루처럼 약한 골편들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물에 세척하기 위하여 넣는 순간 가루로 녹아 버리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현재의 경작면

에서 바닥면까지의 깊이는 370cm에 해당하며, 옆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구상 유구의 

바닥면에서 출토되는 토기들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서로 동시기의 관련유구 임을 알 수 

있다. 옹관을 포함한 여러 유구에서 화장한 인골편들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유구는 

유골을 옹관에 넣기 위해 화장했던 특수한 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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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2.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상부 노출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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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3. 제6호 적석 화장시설 하부 노출

1차 노출

2차 노출

1차
 노

출 2차
 노

출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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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4.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상면 노출

적색 소토

흑색소토(목탄포함)

3차 노출

소성부분

소성된 돌이 박혔던 자리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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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도면 25~36  도판 31∼44)

(1) 토기 (도면 25~29 도판 31∼36)

  도면 25, 26, 27-①은 심발형토기 구연부 및 구연~동부편이며 모두 단사집선문양이 시

문되어 있다. 대체로 구순부는 구연부 두께에 비하여 좁아지면서 편평하지만 단사집선문

양이 없는 도면29-②, ⑤는 구순부가 보다 넓다. 전면시문된 경우와 구연부분에만 문양이 

시문된 경우가 있는데 전면시문의 경우 모두 태선 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어골문양의 가장 상단부분에는 어긋난 방향으로 침선을 새겨 넣어 

마치 부분적으로 격자문양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도면26-②․

③, 도면27-①).

  그리고 도면27-④․⑧과 같이 구연부 문양인 단사집선문의 시문구와 압인 기법을 이용

하여 사선방향으로 시문하면서 번개문양(雷文)을 시문한 것이나 이와 관련되는 변경된 

것들이 도면27-⑤~⑦, 도면28-①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사집선문양 기법이 새로운 번개문

양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것인지 혹은 자체적인 변형과정을 거치면서 번개문양으로 변화

하는 것인지 주목되는 현상이다.

  도면28-①,②는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토기로는 유례가 드문 평저토기이며 파수부를 갖

추고 있다. 또한 도면27-②, ⑤는 전면에 채색된 붉은 단도토기들이며, 도면27-③은 흑색 

장경호 구연과 경부편인데 검게 채색된 느낌을 주고 있어 단도토기가 소성과정에서 검게 

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단도토기들은 기형이 모두 원저 완형이어서 주목된

다. 도면28-③, ④는 거치상으로 압인기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형과 문양의 특징상 일반

적인 것들과는 약간 이질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태토는 전체적으로 세장한 석립이 다

량 혼입된 사질이 중심이며, 간혹 점토질이 강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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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25-①

32-④
심발형 (18.0) (47.5) 0.8

사질

장석(다량)

내면：암황갈색

외면：암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순부는 직

립하며 외면에 너비 1.7cm의 단치구

를 이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을 9

열 시문하고 문양간 사이에는 각각 

0.4cm 간격으로 공백을 두었다. 단

사집선문 아래에는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내외면

에는 불에 그을린 흑색 반점이 크게 

나타나는데 사용과정에서 흡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남해안지역 빗살

문토기의 단사집선문은 이른 시기

의 것들이 간격을 두지 않고 문양을 

배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

러한 특징은 서해안 암사동식토기

에 많다. 

25-②

31-①
심발형 (19.2) (22.0) 0.8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좁으나 편평하며, 내

면에는 사선방향으로 조흔(條痕)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연 상

단에는 너비 0.8cm의 단치구를 이용

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이 7열 시문

되어 있으며 구연 아래에는 무문양

이다. 그을음으로 추정되는 흑색 반

점이 나타난다.

25-③

31-②
심발형 (12.0) (36.0) 0.8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색

외면：명회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순부는 직

립하며 외면에는 너비 0.8cm의 단치

구를 이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을 

11열 시문하고 그 사이에는 각각 

0.2cm 간격으로 띄우고 있다. 구순부 

4cm 아래에는 양쪽에서 뚫은 직경 

1cm의 구멍이 확인된다. 내면 전면

에 그을음이 부착되었다.

<표 11>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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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④

31-③
심발형 (12.0) 10.2 0.8

점토질

장석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부는 직

립하며 구순부는 사선방향으로 경사

를 이룬다. 외면에는 너비 1.6cm의 

다치구를 이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

문을 10열 확인되며 그 사이에는 각

각  간격을 두었다. 단사집선문 최상

단에는 너비 1.1cm의 다치구를 비스

듬히 기울여 빽빽하게 압인하여 아

랫열의 문양과는 차이가 있다. 내면

에는 솔질흔과 조흔이 수평방향으로 

나타나고, 외면 상단에는 적색 안료

가 묻었던 흔적이 부분적으로 확인

된다. 

25-⑤

31-④
심발형 (10.6) 9.0 0.8

점토질

장석

내면：명황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동체에 비하여 좁고 

편평하다. 외면에는 구순부로부터 3

단까지는 너비 0.9cm의 다치구를 이

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이 시문되

었고, 그 아래는 다치상의 단치구로 

압인된 11열의 단사집선문이 확인된

다. 내외면 색채 차이가 뚜렷하며, 

부분적으로 수평방향의 조흔이 나타

난다. 

26-①

32-⑤
심발형 (12.4) (20.9) 0.7

점토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좁고 편평하며 그 아

래 0.5cm 정도 띄운 후 0.8cm 너비의 

단사집선문 7열이 수평방향으로 압

인되어 있다. 또한 단사집선문 아래

에는 양쪽에 둥근 자돌을 갖춘 4.3cm 

길이의 평행한 태선침선이 3열이 간

격을 띄우면서 배치되었다. 그을음

이 전체적으로 흡착되었다. 

26-②

33-③
심발형 16.5 16.3 0.6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적갈색

소형의 심발형토기. 기형은 전형적

인 서해안식의 포탄형을 이룬다. 구

연은 직립하며, 구순부는 아주 얇은 

편이고 편평하다. 구연부에는 단치

구에 의한 좁은 단사집선문이 어깨

부분까지 15열 시문되었으며, 그 아

래는 저부까지 태선어골문을 새겼

다. 부분적으로 단사집선문 아래에 

사선을 2열씩 그어 부분적으로 사격

자문을 나타낸다. 저부는 첨저형 둥

근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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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③

32-①
심발형 18.0 25.5 0.7 사질

내면：흑갈색

외면：암흑갈색

심발형토기. 동체와 구연 일부, 저부 

끝부분이 결실되었다. 기형은 도면

26-②와 동일하게 서해안식의 포탄

형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두께가 아

주 얇으며 구순부는 도구로 편평하

게 처리하였다. 문양은 구연부에서 

견부에 걸쳐 단사집선문을 평행으로 

18열 시문하였으며, 그 아래 동체부

에는 사격자문, 저부에는 태선어골

문이 시문되었다. 저부는 첨저형이

다. 내면에 희미하게 솔질흔이 일부 

나타난다.  

26-④

35-③
- (10.9) (36.9) 0.9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며, 그 아래에 

0.3cm정도 띄운 후 호선상의 단치구

를 이용하여 압인된 단사집선문이 8

열 확인된다. 

27-①

32-③
- (6.2) 5.8 0.5

점토질

장석·사립

내면：명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0.3cm 너비

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압인한 단사

집선문이 8열 확인되며 그 아래에

는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횡주

어골문의 상단부에는 부분적으로 

어긋나게 침선을 그어 격자문의 효

과를 나타낸다. 

27-②

34-⑦
발형 7.8 17.3 08

사질

장석(다량)

내면：암적색

외면：암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편. 전체적인 기

형 복원이 가능하며 내외면에 붉은 

채색이 묻어 광택이 있다. 원래는 아

주 붉은색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용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반점상으로 흡착되어 암적색을 띤다. 

27-③

34-⑧
- (6.4) (6.2) 0.5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색

외면：흑색

소형. 신석기시대 토기 구연부편. 문

양은 없고, 내외면에 점토나 단도, 혹

은 흑색 안료를 약하게 발랐던 것으

로 추정된다. 원래 흑색토기였는지 

그을음에 의해 변색된 것인지는 불

명확하다.   

27-④

34-④
- (7.0) (20.0) 0.6 사질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2.1cm 아래

에는 0.5cm 너비의 다치구를 이용한 

뇌문이 사선방향으로 시문되었다. 

내면에는 전체적으로 수평방향의 약

한 조흔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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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⑤

34-③
심발형 (5.2)

잔폭

5.5
0.7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0.8cm 너

비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4열씩 사선

방향으로 압인하였는데 문양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27-⑥

32-⑥
심발형 (5.3) (18.3) 0.6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좁고 뾰족한 편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편평하게 다듬었

다. 구순 아래에 0.7cm의 간격을 띄

운 후 0.5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

하여 단사집선문 3열을 시문하였으

나 간격이 넓고 거칠다. 그 아래에는 

동일한 시문구를 이용하여 사선방

향으로 5열씩 찍어 문양 장식효과를 

높였다. 

27-⑦

34-②
심발형 (28.2) (33.8) 0.6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편. 구연은 직립하고 구

순부는 몸체에 비하여 좁고 편평하

다. 구연부에는 구순 아래 2.5cm 가

량 띄운 후 사선방향으로 너비 0.9cm

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5열과 4열씩 

서로 어긋나게 시문하여 거치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27-⑧

34-①
심발형 (15.4) (35.4) 0.7

사질점토

장석․

사립(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2점을 접합하

였는데 한쪽은 밝은 황갈색을 띠고, 

다른 한쪽은 흑색을 띤다. 구연은 직

립하고, 구순부는 몸체에 비하여 좁

고 편평하다. 문양은 구순 아래 

2.5cm 가량 띄운 후 사선방향으로 너

비 0.8cm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번개

문양(雷文)을 시문하였다. 

28-①

33-②
- 14.8 16.5 0.6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양이부토기(兩耳附土器). 구순부는 

도구를 이용하여 편평하게 다듬었고, 

구연은 약간 내만하며, 2개의 구멍이 

뚫렸다. 동체부 중앙에는 지름 0.5cm

의 구멍이 뚫린 파수가 양쪽에 부착

되었다. 문양은 4.5cm 아래 지점에서 

파수부 위치까지 사선방향으로 단사

집선문을 배치하였는데, 마치 번개문

양을 모방한 듯하다. 저부는 평저이

며 바닥면 지름이 13.7cm이다. 전체

적으로 약한 광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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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②

33-①
- 18.2 15.1 0.7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거의 완형인 양이부토기이다. 구연

부는 약간 내만하고, 구순부는 도구

를 이용하여 비스듬히 깎았다. 한쪽

에는 1cm 아래 지점에 2개의 구멍이, 

그 반대쪽 4.5cm 아래에 1개의 구멍

이 확인된다. 원래 이곳도 구멍이 2

개였을 것으로 보인다. 동체부에는 

구멍이 뚫린 파수부가 양쪽으로 부

착되었다. 구연부 바로 아래에 2조의 

침선으로 된 중호문(重弧文)을 전체

적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다시 동

일 형태의 문양을 새겼다. 그 아래에

는 능형집선문이 시문되었다. 외면

에는 약한 광택이 있고, 부분적으로 

흑색 반점이 나타난다. 저부는 평저

이고, 바닥 지름이 16.8cm 이다.

28-③

35-⑤
- (5.0)

잔폭 

4.3
1.1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편. 0.4cm 너비의 단치구

를 이용하여 사선방향으로 서로 어

긋나게 압인한 8열의 문양이 확인된

다.

28-④

35-④
- (8.1)

잔폭 

6.2
0.9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토기 파수부편. 파수는 두께 3.3cm의 

점토띠를 4cm의 길이로 구부려 만든 

것인데 두께는 0.7cm이다. 외면에는 

단사집선으로 번개문양을 시문하였

다. 내외면에 부분적으로 흑갈색 반

점이 나타난다. 

28-⑤

35-⑥
- (11.0)

잔폭

15.0
0.5

사질

장석(다량)

내면：명적색

외면：명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저부편. 전체

적으로 고르고 밝은 적색의 광택을 

지닌다. 아주 약한 조흔이 확인되는

데 태토의 기면 조정과정에서 나타

난 것인지 적색 안료를 칠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29-①

35-①
심발형 (8.2)

잔폭

11.3
1.0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회백색

외면：회백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순부는 약

간 둥근 편이며 직립하는 구연에 세

침선으로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탄

화된 검은 알갱이들이 많이 확인된

다.

29-②

34-⑥
심발형 (6.7)

잔폭

6.8
0.9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다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이 직립

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구순부 아

래에는 태선침선기법으로 삼각집선

문양이 시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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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③

34-⑤
심발형 (8.0)

잔폭

6.7
0.8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이 직립

하고 약간 두꺼우며, 구순부는 외면

으로 약간 경사졌지만 편평하다. 구

연부에 능형집선문이 시문되었다. 

29-④

32-②
심발형 (10.1) (16.0) 0.8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이 직립

하고, 구순부는 좁고 약간 둥근 편이

다. 구연부에는 거치상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

고, 동체부에는 문양이 없다. 내면에

는 점토띠접합흔이 나타나고, 외면

에는 전체적으로 검은 그을음이 흡

착되었다. 

29-⑤

36-①
심발형 (6.4) (27.3) 0.5

점토질

굵은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이 직립

하고 약간 두꺼우며, 구순부는 편평

하고 태선침선상의 능형집선문이 시

문되어 있다. 

29-⑥

35-②
심발형 (8.8) (23.4) 0.8

사질

장석(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약간 두꺼운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약간 좁

아지면서 편평하다. 구연부에 능형

집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도면29-③

과 동일 개체로 판단된다. 

(2) 석기 (도면 30~36 도판 36∼44)

  도면30-①~④, ⑥은 모두 얇은 점판암을 이용한 미완성품 석기들이다. 이 중 도면30-①

은 얇은 판석을 타격하여 일정한 형태를 만든 후 양면을 마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러

졌기 때문인지 완성되지 않았다. 아마 양익 무경식 마제석촉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된다. 도면30-②는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을 타날한 흔적이 나타나며 기부가 얇은 편이다. 

거의 완성된 단계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30-③은 양 

측면에 가공한 흔적이 확인되지만 상단부가 제작과정에서 부러지면서 완성되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된다. 도면30-④는 점판암 중에서도 이암 성분이 강한 것인데 주로 창선형 첨두

기(尖頭器)에 나타나는 동일한 재질이다. 양 측면에 타날과정에서 홈이 대칭적으로 나타

나며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30-⑥은 전자의 점판암들이 모두 어두운 흑청색 

계통이었음에 비하여 밝은 황갈색을 띤다. 아주 얇은 편으로 가장 자리를 따라 양면에 잔

손질 흔적이 나타나며 마연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면이 비교적 날카로운 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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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타제 석도와 같은 기능이 충분히 예상된다.

  도면30-⑤․⑦은 국부마제석부들이다. 도면30-⑤는 장석 성분이 많이 함유된 단단한 사

암으로 추정되며 날 부분이 넓고 상단부가 1/2 정도로 좁은 형태를 나타낸다. 양쪽 날 부

분과 몸체 돌출된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마연되었으며, 날의 각도로 보아 편인에 가깝다. 

도면30-⑦은 전면 마제석부이다. 재질은 대리석제로 판단되며, 양 측면에는 편평한 소재

를 양쪽에서 찰절하여 떼어낸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평면 형태는 기부보다 인부

가 약간 넓은 제형(梯形)에 가깝고 횡단면은 장타원형을 띤다. 역시 한쪽 날 부분의 각

도가 좁은 편인에 가깝고 길이 또한 한쪽 측면이 길어 용도상으로 도면30-⑤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면31-①은 아주 얇고 넓은 국부마연된 합인석부의 인부편이다. 아주 단

단한 이암질의 점판암으로 표면은 밝은 회백색을 띠고 있다. 날 양측은 대칭상으로 아

주 예리하게 마연되어 있으며 인부 곳곳에 사용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서진 흔적이 나

타나고 있다. 

  도면31-②는 사암제 보습(犁)의 인부편이다. 마연 흔적은 나타나지 않으며 가장자리를 

따라 잔손질을 가하여 인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대체로 예리한 편이다. 날 부분은 사용과

정에서 무뎌진 흔적이 확인된다. 도면31-③은 납작하고 경도가 좋은 변성 사암제 보습으

로 양 측면에 잔손질을 가한 흔적이 뚜렷하다. 전체적으로 장타원상에 가까우나 인부가 

넓고 상단부는 약간 뾰족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부는 굴

지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모된 흔적이 뚜렷하다.

  도면32-①~④, 33①·②은 제6호 적석 화장시설 남쪽 어깨선 부분에서 포개진 채 일괄

로 출토된 타제석기들이다. 원래는 이 6점이 노끈으로 묶여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 제3호 유구에서 일괄로 출토된 창선형 첨두기도 6점이었다. 아마 이 수치는 산지로부

터 공급받았을 때와 같은 교역의 기본 단위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례와 같은 특수한 목

적으로 매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33-①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면이 풍화되면서 

손에 흙이 묻어나는 밝은 황백색조의 니판암 재질이며 미완성품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도면33-①은 이질 점판암으로 약간 어두운 회백색을 띠며 보다 단단한 편이고, 다른 것

들과는 달리 인부에 사용흔이 나타나고 있다. 

  도면32-①은 가장 긴 것이며 중앙에서 약간 꺾여 진 상태이다. 양 단측연부는 대칭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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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장측연부의 한쪽 측면은 다른 부분보다 세밀한 양면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석

도와 같은 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미완성품으로 생각된다. 

  도면32-②는 평면 장방형을 띠며 표면에는 양면에 비교적 굵은 조흔상의 선각이 종방

향으로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상단부를 제외한 3면에는 주연부를 따라 양면 박리한 흔

적이 나타나며 얇은 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미완성품으로 생각된다. 

  도면32-③과 도면33-②는 상단부가 한쪽 편으로 치우쳐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원

래 제작 의도는 장방형이었으나 한쪽 면이 부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하단 인부에

는 세밀한 양면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얇은 석부 제작을 위한 미완성품으로 생각된다. 

  도면32-④는 윗부분이 약간 꺾여진 형태이며 상단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모두 양

면 잔손질이 행해지고 있다. 석부 제작을 위한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도면33-①은 상단

부를 제외한 3면에는 양면 가공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인부로 추정되는 아래쪽이 상대

적으로 넓고 윗부분은 좁으며, 도구에 장착하기 위한 홈이 상부 양측면에 나타나고 있다. 

마연 흔적은 없으나 인부에는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습과 같은 굴지

구로 추정된다. 도면33-③은 회백색을 띠는 얇은 니질 점판암으로 만든 타제석기편으로 

절반가량 절단된 상태이다. 가장자리 양 측면에 잔손질을 가하여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선단부는 아주 날카롭다. 그러나 사용흔은 장측연부 한쪽 측면에 나타나며 반대쪽은 상

대적으로 두껍고 잔손질이 적은 것으로 보아 석도와 같은 용도였을 가능성이 많다.

  도면34-①은 아주 단단하고 얇은 이질 점판암으로 만든 완성품으로 용도는 보습과 같

은 굴지구로 추정된다. 먼저 장방형 판석을 떼어낸 후 가장자리를 따라 양측면에 전체적

으로 잔손질을 가하여 제작한 것인데, 마모흔은 모든 면에서 관찰된다. 내부는 검은 색이

나 표면은 밝은 회록색을 띤다.

  도면34-②는 세립사암질의 타제석기편으로 용도는 창선형 타제 첨두기편으로 추정된

다. 선단부는 절반정도 결실되었으며 기부는 끝 부분이 납작하여 장착이 용이하도록 하

였다. 중앙이 두껍고 단면은 능형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양면 타날하였으나 잔손질 흔적

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34-③은 아주 얇은 회백색 박편이다. 이질점판암의 얇은 파편을 이용하여 한쪽 면

에 잔손질을 가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아주 날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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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4-④는 세사질 점판암으로 내면은 흑색에 가까우나 표면은 황갈색을 띤다. 전체

적으로 양면 타날흔이 나타나고 있으나 장측연부 양쪽에만 집중적으로 잔손질이 가해지

면서 날카롭고 마모흔이 관찰다. 석도(石刀)와 같은 용도였을 가능성이 많다.

  도면34-⑤는 경질 사암제의 석핵이다. 역석의 양측면을 수차에 걸쳐 떼어낸 것으로 표

면에는 불에 탄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도면34-⑥은 화강암제 석부이다. 원래는 장타원상의 매끈한 전면마제석부였으나 상단

부는 일부가 파손되면서 뾰족한 편이다. 인부는 양면 마연되었으나 한쪽 편으로 각이 좁

아지는 편인이며,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인지 부분적인 파손이 심하고 비교적 무딘 편이

다. 허리부분에는 상단과 하단에서 도구에 장착하였던 흔적이 나타나며, 양 끝 부분에 모

두 사용흔이 나타나고 있다.  

  도면35-①과 ③은 모두 갈돌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그 중 ①은 비교적 크기가 작은 

사암제 갈돌편으로 양 단부는 절단된 상태이며 사용된 한쪽 측면도 박리된 상태이다. ③

도 역시 소형 갈돌편이다. 두께는 얇은 편이며 내외면에 마면 흔적이 나타나지만 한쪽 면

이 장기간 사용되면서 깊게 마모되어 있다.

  도면35-②는 휴대용 소형 지석으로 추정된다. 갈돌 보다는 입자가 가는 세립 사암제이

다. 한쪽 단부는 절단된 상태이며 단면은 장오각형이다. 전체적으로 마면되었으나 상대

적으로 상단의 2면이 보다 매끈한 것으로 보아 이 면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면35-④는 얇고 비교적 단단한 세립사암질의 석부편이다. 모암에서 박리된 파편을 부

분적으로 타날하여 장방형과 같은 모양을 갖추고 양측 인부만 국부마연하였다. 상부 절

반 이상이 결실된 상태이며 인부는 편인으로 사용과정에서 상당부분 파손된 상태이다.

  도면35-⑤는 밝은 홍백색을 띠는 화강암제 역석을 이용해 만든 어망추이다. 이 일대강

변에 아주 흔한 재질로 납작한 역석의 양 측면을 서로 어긋난 방향으로 각각 타격하여 양

쪽 측면 일부를 떼어내었다. 

  도면35-⑥은 사암제 갈돌(磨石)이다. 전체적으로 잔손질을 가하여 좌우 대칭을 이룬다. 

사용면은 잘 마면되어 있으나 중앙보다는 가장자리와 양 측단부가 특히 매끈하게 잘 마

모되어 있다. 단면은 제형에 가깝고 마모 상태로 보아 제작 후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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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30-①

41-⑤

미완성 

석기
5.0 2.4 0.3 8 점판암

흑청색. 얇은 판석을 타격하여 일정한 

형태를 만든 후 양면을 마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러졌기 때문인지 완성

되지 않았다. 아마 양익(兩翼) 무경식

(無莖式) 마제석촉을 제작하려던 것으

로 판단된다. 

  도면36-①은 한쪽 부분이 절단된 장방형의 소형석기로 재질은 혈암(Shale)이다. 측단면

에는 층리(stratification)가 뚜렷하게 확인되며 마연흔적이 약하게 확인된다. 장신구이거나 

미완성 석기로 추정된다.

  도면36-②는 비교적 입자가 굵은 사암제 지석편이다. 표면은 마치 사포와 같은 느낌을 

주며 시용면이 다른 면들보다 상대적으로 매끈한 편이다. 측단부가 두껍고 중앙으로 가

면서 점차 얇아지며 절반 이상 결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36-③은 어두운 흑갈색을 띠

는 사암제 소형 지석편이다. 한쪽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가운데 부분은 많이 사용되

면서 마모되어 거의 능형을 나타내고 측단부는 장방형의 단면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잘 마면되어 있으며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골각기나 목기, 혹은 석촉과 같은 마제석기

의 날을 내기 위한 휴대용으로 판단된다. 도면36-④는 단면 제형을 나타내는 사암제 석기

편이다. 한쪽 끝 부분은 결실되었는데 중앙을 기준으로 양측면이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추정된다. 단면 제형의 상단부와 부서진 측면을 제외하면 나머지 네 면이 모두 잘 

마면되어 있으며, 소형 지석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도면36-⑤는 표면에 4열의 깊은 홈이 

나타나고 있는 특수 용도의 조립 사암제 지석이다. 상단부에 3열의 홈이 나타나며, 측면

에 1열이 새겨져 있다. 이 중 상단부 1열은 홈의 깊이가 얕고 측면 1열을 포함한 나머지

는 모두 깊은 편이다. 홈의 바닥은 단면 V자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골각기와 같

은 뾰족한 도구의 날을 내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2>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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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②

41-①

미완성

석기
5.0 2.4 0.3 7 점판암

흑청색.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을 타

날한 흔적이 나타나며 기부가 얇다. 

거의 완성된 단계의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30-③

43-①

미완성

석기
3.6 2.5 0.2 8 점판암

흑청색. 양 측면에 가공한 흔적이 확

인되지만 상단부가 제작과정에서 부

러지면서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30-④

41-④

미완성

석기
6.1 3.0 0.6 10 점판암

흑청색. 점판암 중에서도 이암 성분

이 강한 것인데 주로 창선형 첨두기

(尖頭器)에 나타나는 동일한 재질이

다. 양 측면에 타날과정에서 홈이 대

칭적으로 나타나며 마연 흔적은 확인

되지 않는다.

30-⑤

37-②
마제석부 9.3 5.8 1.8 150 사암

국부마연석부. 장석 성분이 많이 함

유된 단단한 사암으로 추정되며 날 부

분이 넓고 상단부가 1/2 정도로 좁은 

형태를 나타낸다. 양쪽 날 부분과 몸

체 돌출된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마연

되었으며, 날의 각도로 보아 편인에 

가깝다. 

30-⑥

41-②

미완성

석기
9.5 3.7 0.3 20 점판암

밝은 황갈색을 띠는 점판암. 아주 얇

은 편으로 가장 자리를 따라 양면에 

잔손질 흔적이 나타나며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측면이 비교적 

날카로운 인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타제석도(打製石刀)와 같은 

기능이 충분히 예상된다.

30-⑦

37-①
마제석부 12.1  6.6 2.4 340 대리암

아주 매끈하고 광택이 있어 마치 옥부

(玉斧)와 유사하다. 양 측면에는 편평

한 소재를 양쪽에서 찰절하여 떼어낸 

흔적이 뚜렷이 나타난다. 평면형태는 

기부보다 인부가 약간 넓은 제형(梯

形)에 가깝고 횡단면은 장타원형이다. 

한쪽 날 부분의 각도가 좁은 편인에 

가깝고 길이도 한쪽 측면이 길어 용도

상으로 도면30-⑤와는 차이가 있다. 

31-①

39-②

합인석부

인부편
10.8 10.3 0.8 140

이질

점판암

밝은 회백색. 아주 얇고 넓게 국부마

연되었다. 날 양측은 대칭상으로 아

주 예리하게 마연되었으며 인부 곳곳

에 사용과정에서 부서진 흔적이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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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②

38-④
보습 인부편 6.0 12.7 1.1 100 사암

보습(犁)의 인부만 잔존한다. 마연흔

은 나타나지 않고, 가장자리를 따라 

잔손질을 가하여 날 부위를 형성하였

는데 대체로 예리한 편이다. 날 부분

은 사용으로 인해 무디어진 흔적이 확

인된다.

31-③

38-①
보습 18.0 8.3 0.9 280

변성

사암

납작하고 경도(硬度)가 좋다. 전체적

으로 장타원형에 가까우나 인부가 넓

고 상단부는 약간 뾰족한 편이다. 양 

측면에 잔손질을 가한 흔적이 뚜렷하

다.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

부는 굴지구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

모되었다.

32-①

40-④

미완성

타제석도
22.8 6.9 1.1 250 이판암

황백색. 중앙에서 약간 꺾여진 상태

이다. 양 단측연부는 대칭형이고, 장

측연부의 한쪽 측면은 다른 부분보다 

세밀한 양면 가공이 이루어졌다. 석

도와 같은 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미완

성품으로 추정된다. 

32-②

40-③

미완성

타제석부
18 6.5 0.8 이판암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띤다. 표면에는 

양면에 비교적 굵은 조흔상(條痕狀)

의 선각이 종방향으로 무수히 나타나

고, 상단부를 제외한 3면에는 주연부

를 따라 양면 박리한 흔적이 있다. 얇

은 석부를 제작하기 위한 미완성품으

로 생각된다. 

32-③

40-⑤

미완성

타제석부
20.4 6.7 1.4 245 이판암

상단부가 한쪽 편으로 치우쳐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원래 제작 의도

는 장방형이었으나 한쪽 면이 부러졌

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하단 인부

에는 세밀한 양면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얇은 석부 제작을 위한 미완성품

이다. 

32-④

40-①

미완성

타제석부
15.8 7.0 1.1 이판암

윗부분이 약간 꺾여진 형태이고, 상단

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모두 양면 

잔손질을 가하였다. 석부 제작을 위

한 미완성품으로 추정된다.

33-①

38-②
굴지구 15.0 7.7 0.8 190

이질

점판암

약간 어두운 회백색을 띤다. 보습과 

같은 굴지구로 추정되고, 상단부를 제

외한 3면에는 양면 가공 흔적이 나타

난다. 인부로 추정되는 아래쪽이 상

대적으로 넓고, 도구에 장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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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이 상부 양측면에 나타난다. 마연

한 흔적은 없으나 인부에는 사용에 의

한 마모흔이 나타난다. 

33-②

40-②

미완성

타제석부
12 6.8 1 250 이판암

상단부가 한쪽 편으로 치우쳐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원래 제작 의도

는 장방형이었으나 한쪽 면이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쪽 인부에는 

세밀한 양면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얇은 석부 제작을 위한 미완성품으로 

생각된다. 

33-③

39-①
타제석기편 8.1 7.9 0.9 75

이질

점판암

회백색. 타제석기편으로 절반 가량 절

단된 상태이다. 가장자리 양 측면에 

잔손질을 가하여 정교하게 제작되었

으며 선단부는 아주 날카롭다. 사용흔

은 장측연부 한쪽 측면에 나타나며 반

대쪽은 상대적으로 두껍고 잔손질이 

적은 것으로 보아 석도와 같은 용도였

을 가능성이 크다.

34-①

38-③
굴지구 13.7 9.5 1.2 260

이질

점판암

아주 단단하고 얇게 제작되었고, 용도

는 보습과 같은 굴지구로 추정된다. 

장방형 판석을 떼어낸 후 가장자리를 

따라 양측면에 전체적으로 잔손질을 

가하여 제작한 것인데, 마모흔은 모든 

면에서 관찰된다.

34-②

44-①
타제석기편 5.3 52 1.8 50

세립

사암

타제석기편. 용도는 창선형 타제첨두

기편으로 추정된다. 선단부는 절반 가

량 결실되었으며 기부는 끝 부분이 납

작하여 장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중

앙이 두껍고 단면은 능형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양면 타날하였으나 잔손

질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34-③

39-③
박편 3.9 7.7 0.4 15

이질

점판암

회백색. 아주 얇은 파편을 이용하여 

한쪽 면에 잔손질을 가한 것인데 전체

적으로 아주 날카롭다. 

34-④

41-③
석도 11.6 6.0 1.1 110

세사질

점판암

내면은 흑색에 가까우나 표면은 황갈

색을 띤다. 전체적으로 양면 타날흔이 

나타났으나 장측연부 양쪽에만 집중

적으로 잔손질이 가해지면서 날카롭

고 마모흔이 관찰된다. 석도와 같은 

용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 79 -

34-⑤

44-②
석핵 9.3 7.3 5.1 440

경질

사암

역석의 양측면을 수차에 걸쳐 떼어낸 

것으로 표면에는 불에 탄 그을음이 흡

착되어 있다. 

34-⑥

37-③
석부 14.8 5.8 3.4 580

화강

섬록암

원래는 장타원형의 매끈한 전면마제

석부였으나 상단부는 일부가 파손되

면서 뾰족한 편이다. 인부는 양면 마

연되었으나 한쪽 면으로 각이 좁아지

는 편인이며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지 부분적인 파손이 심하고 비교적 무

딘 편이다. 허리부분에는 상단과 하

단에서 도구에 장착하였던 흔적이 나

타나며, 양 끝 부분에 모두 사용흔이 

있다.  .

35-①

36-②
갈판편 16.7 10.4 3.2 980 사암

비교적 크기가 작다. 양 단부는 절단

된 상태이며 사용된 한쪽 측면도 박리

된 상태이다. 

35-②

36-③
지석 10.8 3.6 2.2 160

세립

사암

소형의 휴대용 지석으로 추정된다. 한

쪽 단부는 절단된 상태이며 단면은 장

오각형이다. 전체적으로 마면되었으

나 상대적으로 윗부분의 2면이 보다 

매끈하여 이 면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③

42-②
갈판편 5.2 6.5 2.4 110 사암

소형의 갈판편이다. 두께는 얇은 편이

고, 내외면에 마면 흔적이 나타나지만 

한쪽 면이 장기간 사용되면서 깊게 마

모되었다.

35-④

42-①
석부편 6.8 6.5 15 75

세립

사암

얇고 비교적 단단한 세립사암질의 석

부편이다. 모암에서 박리된 파편을 부

분적으로 타날하여 장방형과 같은 모

양을 갖추고 양측 인부만 국부마연하

였다. 상부 절반 이상이 결실된 상태

이며 인부는 편인으로 사용과정에서 

상당부분 파손된 상태이다.

35-⑤

42-③
어망추 9.8 6.4 2.1 200 화강암

밝은 홍백색. 역석을 이용해 만든 대

형 어망추. 납작한 역석의 양 측면을 

서로 어긋난 방향으로 각각 타격하여 

양쪽 측면 일부를 떼어내었다. 

35-⑥

44-④
갈돌 23.3 7.7 2.7 950 사암

갈돌(磨石). 전체적으로 잔손질을 가

하여 좌우 대칭이 되도록 아주 잘 만

든 것이다. 사용면은 잘 마면되어 있

으나 중앙보다는 가장자리와 양 측단

부가 특히 매끈하게 잘 마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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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면은 제형에 가깝고 마모 상태

로 보아 제작 후 많이 사용되지는 않

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36-①

43-④

미완성

석기
5.0 3.0 0.7 30

혈암

(Shale)

한쪽 부분이 절단된 장방형의 소형석

기. 측단면에는 층리가 뚜렷하게 확

인되며 마연흔적이 약하게 확인된다. 

장신구이거나 미완성 석기로 추정된

다.

36-②

44-③
지석편 8.2 6.8 2.6 200 사암

절반 이상 결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면이 다른 면들보다 상대적으로 

매끈하다. 측단부가 두껍고 중앙으로 

가면서 점차 얇아진다. 

36-③

43-②
지석편 7.2 2.8 1.4 50 사암

어두운 흑갈색. 소형. 한쪽 측면 일

부가 결실되었으며 가운데 부분은 

사용으로 인해 마모되어 능형을 나

타내고 측단부는 장방형의 단면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잘 마면되고, 크

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마제석기나 

골각기의 날을 다듬기 위한 휴대용

으로 판단된다.

36-④

43-③
지석편 11.3 4.1 1.1 50 사암

한쪽 끝 부분은 결실되었고, 중앙을 

기준으로 양측면이 나팔상으로 벌어

지는 형태로 추정된다. 단면형태는 

제형이고, 상단부와 부서진 측면을 제

외하면 나머지 네 면이 모두 마면되었

다. 소형의 지석으로 추정된다.

36-⑤

43-⑤
지석 14.2 8.1 4.9 950

조립

사암

상단부에 3열의 홈이 나타나며, 측면

에 1열이 새겨져 있다. 상단부 1열은 

홈의 깊이가 얕고 나머지는 모두 깊

다. 홈의 단면이 V자상을 나타내어 골

각기와 같은 뾰족한 도구의 날을 내기 

위한 용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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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5.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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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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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7.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3)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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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8.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4)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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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9.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5)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2. 11.  오전 11:30  페이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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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0.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6)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0



- 87 -

도면 31.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7)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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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2.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8)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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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3.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9)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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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4.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10)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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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5.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1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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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6. 제6호 적석 화장시설 출토유물(1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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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1호 구상 유구

1) 유구 (도면 37, 38 도판 45~48)

  라Tr. 동쪽에서 확인되었으며, 제6호 적석 화장시설의 서쪽 측면에 둘러싸듯 길게 조성

된 구상유구이다. 최초 조사과정에서 적석유구 측면에 남북방향으로 길게 들어진 구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남강유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 청동기시대 환호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상부에서 교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석기시대 후

기 단계의 층위를 제거한 후 상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구상유구는 신석기시대 중기 

단계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대가 낮아 상면에서는 물이 계속적으로 침수되

고 있어 아래쪽 낮은 곳으로 물을 흐르게 하여 양수기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조

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는 북쪽 일부의 상면에서

만 유물이 수습되었다. 또한 아래쪽 상면 바닥에서도 많은 양의 석기와 토기 유물들이 물

속에서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단사집선문, 삼각집선문, 능형집선문, 격자문 등의 빗살무늬토기와 마제석

촉, 마제석부, 지석, 어망추 등의 석기가 수습되었다.  

  유구의 잔존 규모는 길이 1,785cm, 너비 155~357cm, 깊이 110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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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7. 제6호, 제6-1호 적석 화장시설, 구상 유구 및 주변 수혈 실측도

중장비로 인한 교란지역

제4호
 주

거지

제6-1호
구상 유구

제20호 주거지
흑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점토

갈색 사질토

명갈색 사질토

제6호 적석 화장시설

호 수혈

호 수혈

호 수혈

호 
수혈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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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8. 제6-1호 구상 유구 토층 단면 및 주변 수혈

<6
-
2호

 수
혈

>

<6
-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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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

>

<6
-
3호

 수
혈

>

<6
-
1호

 수
혈

>

<제
6-

1호
 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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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

층
 단

면
>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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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39-①

50-④
심발형 (5.7)

잔폭

5.0
0.85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이 직

립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구연

부 끝에서부터 너비 1.1cm의 단치

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을 시문

하였다. 

39-②

50-⑤
심발형 (7.3)

잔폭

7.1
0.5

사질점토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암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이 직립

하고, 구순부는 약간 좁아지면서 

수평하다. 구연 끝에서부터 너비 

0.6cm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단사

집선문을 11열 시문하였다. 각 문

양대 사이에는 약 0.2cm 정도 간격

을 두었다.

2) 출토유물 (도면 39~44 도판 49~57)

(1) 토기 (도면 39, 40 도판 49~50)

  제6-1호 구상 유구에서는 남부지방 신석기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전면시문 빗살문토기 

단계의 유물과 함께 상층부에서는 신석기 후기 단계의 특징을 가진 것(도면40-①)이 출토

되었다. 아마 이 상부에 위치하였던 후기 단계의 제4호 주거지 내부에 포함되었던 유물

들이 구상 유구 내부까지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는 대부분 동시기 유물들로 

판단되는데, 그 중 단사집선문양은 도면39-①․②, 도면40-②가 있으며, 모두 단치구를 이

용하여 문양을 시문하고 있다. 태선침선기법의 격자문양 아래에 횡주어골문양을 시문한 

것(도면39-④․⑤)과 능형집선문(도면39-⑦), 삼각집선문(도면39-⑥)과 같은 전반적인 요

소는 수가리패총 제5층 출토 양상과 대체로 동일한 편이다. 그리고 도면40-③의 자돌문양

토기는 태선침선기법의 양 끝에 나타나는 자돌문양의 기법과 관련 깊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동일한 것이 제11호 주거지(도면61-①)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구연부 단사집선

문, 삼각집선문, 능형집선문, 격자문 등의 요소들은 제6호 유구에서 출토되는 것과 동일

한 특징을 보이므로 동시기의 유구임을 알 수 있다.

<표 13> 제6-1호 구상 유구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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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③

49-⑥
심발형 (6.0)

잔폭

6.1
0.5

점토질

장석․석영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내면 상

단에는 아주 가는 솔질 흔적이 나

타난다. 구연부에만 태선침선기법

의 능형집선문이 시문되고 그 아래

에는 문양이 없다.

39-④

50-①
심발형 (13.5)

잔폭

11.4
0.5

점토질

굵은사립

(다량)

내면：암황갈색 

외면：명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약간 좁아지면서 편

평하며 내면에는 아주 가는 솔질흔

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구연부에 

태선침선기법의 격자문이 시문되

고 그 아래에는 횡주어골문이 있다. 

39-⑤

50-②
심발형 (10.8)

잔폭

11.1
0.6 점토질

내면：명회갈색

외면：암갈색 

도면39-④와 내외면에 나타나는 토

기 색채를 제외하고 모든 특징이 

동일하여 같은 개체로 판단된다. 

39-⑥

49-③
심발형 (8.4)

잔폭

8.8
0.85

사질

굵은사립

(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이 직립

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내면 상

단에는 아주 가는 솔질 흔적이 일

부 나타난다. 구연부 끝에서 0.7cm 

가량 띄운 후 태선침선기법의 삼각

집선문이 시문된다. 

39-⑦

49-⑤
심발형 (5.9)

잔폭

4.3
0.7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끝이 약

간 무딘 시문구를 이용하여 능형집

선문을 시문하였다. 탄화된 검은 

알갱이들이 많이 눈에 띤다.

39-⑧

49-②
심발형 (11.7)

잔폭

6.8
0.7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명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이 직립

하고, 구순부는 약간 편평하다. 구

연부에 끝이 뭉툭한 시문구를 이용

하여 삼각집선문을 새겼다.

40-①

 49-④
심발형 (5.0)

잔폭

15.3
0.7

점토질

굵은장석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두껍고 편평하며, 

구연 내면에 점토띠를 덧대어 단면

상에는 마치 후기 단계의 이중구연

토기와 같은 형태이다. 구연부에는 

태선침선기법으로 조잡한 사선문

이 시문되었다.

40-②

50-③
심발형 (6.8)

잔폭

6.6
1.0

사질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다갈색

외면：다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내면에는 

아주 가는 솔질흔이 일부 나타난

다. 구연부에 너비 1.6cm의 단치구

를 이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이 

4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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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③

49-①
심발형 (8.2)

잔폭

8.0
0.6

사질

장석(다량)

내면：암갈색

외면：흑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이 살짝 

외반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내면

에는 아주 가는 솔질흔적이 일부 

나타난다. 구연부에는 끝이 뭉툭한 

시문구를 눌러 새긴 평행한 자돌문

이 나타나는데, 상단과 하단에는 1

열, 그 사이에는 2열씩 2줄 배치하

였다. 

40-④

51-①
심발형 (4.0) - 1.1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명회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저부편. 저부 끝 부분

이 뾰족한 편이다. 부분적으로 사

용과정에서 생긴 그을음에 의한 흑

색 반점이 있다.

(2) 석기 (도면 40~44 도판 50~55)

  도면40-⑤, ⑥는 점판암제 무경식 마제석촉이다. 모두 회청색을 띄며 박리된 얇은 점판

암편을 다듬은 다음 전체적으로 마연한 것이다. 도면40-⑥는 전체적으로 마연되었으나 

기부가 직선적이고 대칭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완성품으로 판단된다. 도면40-⑤

은 기부가 둥글게 만곡하고 중앙이 얇고 양측연부와 선단부가 상대적으로 두꺼운 형태

이다. 좌우대칭이며 경도(硬度)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도면40-⑧은 운모 성분이 많

이 포함된 점판암제 박편으로 흑청색을 띤다. 마제석촉과 같은 소형석기의 소재로 판단

된다. 

  도면40-⑦과 도면41-①은 석부편이다. 도면40-⑦은 너비과 두께가 아주 작은 소형 마제

석부 인부편으로 암질은 화강섬록암이다. 전체적으로 잘 마연되어 광택이 있으며 인부는 

아주 날카롭고 편인이다. 도면41-①은 이암제 국부마제석부로 인부 너비에 비하여 몸체 

길이가 짧다. 인부는 양면이 대칭상으로 예리하게 마연되어 있으며, 대패날과 같이 목기

에 인부만을 장착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가공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만 기부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가공상태가 거친 것으로 보아 재가공된 것일 가능성이 예

상된다. 

  도면41-②는 회백색을 띠는 얇고 단단한 이질 점판암으로 만든 국부마연 석도편이다. 

절반 정도 결실된 상태이며, 전체 모양은 반월형석도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된다. 인부는 

좁고 아주 예리하게 양면을 마연하여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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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1-③은 뾰족하고 긴 사암제 역석의 박편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자연면은 별다

른 가공흔적이 없으나 이면은 선단부 주변을 타날하여 석창과 같이 만들었다. 그러나 재

질과 날이 무디기 때문에 석창으로써의 기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41-④는 얇고 넓은 이질 점판암으로 만든 국부마제석기이다. 1/3 가량 절단되어 결

실된 상태인데 인부는 대칭상의 양인으로 아주 예리한 편이다. 인부의 너비가 좁고 전체

적인 형태가 비대칭인 것으로 보아 파손품을 재가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41-⑤는 소형 원반상석기(end-scraper)이다. 녹회갈색 이질 점판암을 이용하여 원반

상의 형태를 만든 후, 한쪽 면의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타날하여 인부를 조성한 것인데 

인부는 전체적으로 약간 마모된 상태이다.

  도면41-⑥~⑧은 사암제 어망추이다. 도면41-⑥은 판석상의 사암을 전체적으로 타날하

여 원하는 크기와 형태를 갖춘 후 양측단부를 크게 타격하여 홈을 갖춘 것이다. 평면 형

태는 장방형을 나타내고 있다. 도면41-⑦은 타원상의 납작한 역석의 양 선단부를 양면 박

리하여 만든 것이다. 세립사암으로 장석이 많이 포함되어 밝은 색채를 띠며, 층리가 발달

하여 단면이 수 겹으로 박리되었다. 도면41-⑧은 순수 모래만으로 구성된 사암제로, 장방

형에 가까운 역석의 양 측면을 떼어내어 만든 것이다.

  도면42-①은 아주 치밀한 입자를 가진 이암제 소형 박편이다. 표면은 풍화되어 밝은 황

갈색을 띠지만, 내면은 검은 색을 나타낸다. 비록 박편이지만, 박리면은 전체적으로 면도

칼처럼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석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도면42-②는 혼펠스(hornfels)제 타제석기이다. 뚜렷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석기 제작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일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사용흔은 확인되지 

않지만 석재가 무겁고 아주 단단하며 박리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타제석기로 사용될 가능

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도면42-③은 층리가 불규칙한 이암제 창선형 첨두기편이다. 형태를 다듬기 위하여 양

면 타날흔적이 확인되지만 암석 생성 당시의 퇴적상태가 고르지 않아 타날면이 거칠고 

굵은 모래질도 포함되어 있어 제작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42-④, 도면43-①․②는 전체적으로 잘 마면된 사암제 소형 지석이다. 그 중 도면

42-④는 마치 빨래 방망이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데 선단부는 단면형태가 삼각형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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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손잡이로 추정되는 부분은 원형이다. 양 단부는 결실되었으며, 바닥에는 직경 

2.2cm의 홈이 얕게 나타나고 있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지석으로 추정된다. 도면

43-①은 단면형태가 방형에 가깝고 전체의 너비도 동일한 대칭상을 나타낸다. 도면43-②

는 평면 세장방형이며 단면은 장육각형이다. 한쪽 단부가 부러진 상태이다. 

  도면42-⑤·⑥은 사암제 갈돌(磨石)과 갈판(碾石)이다. 도면42-⑤는 단면형태가 장방형

이며 형태를 다듬기 위해 고타흔적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사용면은 단부에서 5.5cm 가

량 띄워져 있어 손잡이로 사용되었으며, 사용면은 너비 6.5cm로 잘 마연되어 있다. 도면

42-⑥은 갈판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원래는 넓은 것이었지만 사용과정에서 부서졌던 것으

로 추정된다. 사용면은 자연적인 상태의 얕은 골이 나타나며 다른 부분보다 매끈하다.

  도면43-③과 도면44-①은 사암제 지석이다. 도면43-③은 긴 세장방형으로 단부 한쪽 면

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삼면에서 잘 마연된 사용흔이 나타나며 단면은 모두 오목렌즈

형이다. 따라서 비교적 둥근 형태의 석기나 물건을 갈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44-①도 

3면에서 사용된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 중 한 곳은 단면이 전자와 동일한 오목렌즈상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V자상의 홈과 너비가 좁은 오목렌즈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석의 측면에도 사용흔이 나타나는데 마연상태가 한쪽 측면으로 경사진 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도면43-③과는 달리 다양한 마연흔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제작물의 용도에 따

라 각각 다른 면을 사용하는 복합 성격의 지석임을 알 수 있다. 

  도면43-④는 사암제 갈돌편이다. 흑회색을 띠며 석영 중심의 입자가 아주 굵은 사립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단면은 반원상 혹은 오각형에 가깝고 상단부

는 박리되어 있으나 원래는 전체적으로 마연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면은 잘 

마연되어 있으나 입자가 굵기 때문에 조금 거친 편이다.

  도면44-②는 대석상의 사암제 발화석이다. 양 단부는 절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원래

는 더 길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석 상단에는 직경 2.3cm 가량 되는 원추형 구멍이 6개

소에서 확인되며 그 이면에도 2개소 확인된다. 구멍은 뾰족한 도구로 고타 후 회전시켜 

만든 것이며, 구멍이 일정한 크기 이상 넓어지면 다시 새로운 구멍을 뚫어 사용하였던 것

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특별한 가공이나 사용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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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40-⑤

50-⑥
마제석촉 5.8 2.3 0.2 8 점판암

회청색. 무경식. 박리된 얇은 점판암 

조각을 다듬은 후 전체적으로 마연하

였다. 기부가 둥글게 만곡하고 중앙

이 얇고 양측연부와 선단부가 상대적

으로 두꺼운 형태이다. 좌우대칭이며 

경도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40-⑥

50-⑦
마제석촉 3.9 2.1 0.2 5 점판암

회청색. 무경식. 박리된 얇은 점판암 

조각을 다듬은 후 전체적으로 마연하

였다. 전체적으로 마연되었으나 기부

가 직선적이고 대칭을 이루지 않은 것

으로 보아 미완성품으로 판단된다

40-⑦

52-②
마제석부편 3.8 2.9 0.9 10

화강

섬록암

마제석부 인부편이다. 전체적으로 잘 

마연되어 광택이 있다. 인부는 편인

이며 아주 날카롭다. 

40-⑧

52-①
박편 2.9 3.9 0.3 6 점판암

흑청색을 띠고, 마제석촉과 같은 소형

석기의 소재로 판단된다. 

41-①

53-①
마제석부 6.3 6.7 1.3 100 이암

국부마제석부. 인부 너비에 비하여 

몸체 길이가 아주 짧다. 인부는 양면

이 대칭상으로 예리하게 마연되었으

며, 대패날과 같이 목기에 인부만을 

장착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가공흔적이 나타나지만 

기부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가공 상태

가 거친 것으로 보아 재가공된 가능성

이 있다.

41-②

52-⑤
석도편 5.1 6.2 0.3 10

이질

점판암

회백색. 얇고 단단한 국부마연석도편

이다. 절반 가량 결실된 상태이고, 전

체 모양은 반월형석도와 유사한 형태

이다. 인부는 좁고 아주 예리하게 양

면을 마연하여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

롭다.

41-③

53-④
석창 9.6 5.3 0.8 70 사암

뾰족하고 긴 역석의 박편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자연면은 별다른 가공흔

적이 없으나 이면은 선단부 주변을 타

날하여 석창 형태로 만들었다. 그러

나 재질과 날이 무디어 석창으로 사용

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6-1호 구상 유구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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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④

53-②
마제석기편 11.2 8.6 0.8 110

이질

점판암

1/3 가량 결실된 상태이다. 인부는 대

칭상의 양인으로 아주 예리한 편이다. 

인부의 너비가 좁고 전체적인 형태가 

비대칭인 것으로 보아 파손품을 재가

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41-⑤

54-①
원반형석기 4.7 4.6 0.8 20

이질

점판암

녹회갈색. 소형 원반상 end-scraper. 

원반 형태를 만든 후, 한쪽 면의 가장

자리를 따라가면서 타날하여 인부를 

조성한 것인데 인부는 전체적으로 약

간 마모된 상태이다.

41-⑥

54-②
어망추 7.0 5.1 1.6 90 사암

비교적 큰 어망추로 판석상의 사암을 

전체적으로 타날하여 원하는 크기와 

형태를 갖춘 후 양측단부를 크게 타격

하여 홈을 갖춘 것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41-⑦

54-③
어망추 8.6 5.7 2.0 160 세립사암

타원상의 납작한 역석의 양 선단부를 

양면 박리하여 만들었다. 층리가 발달

하여 단면이 여러 겹으로 박리되었다. 

41-⑧

54-④
어망추 6.6 6.4 1.2 100 사암

장방형에 가까운 역석의 양 측면을 떼

어내어 제작하였다.

42-①

52-④
박편 2.9 3.5 0.5 8 이암

소형으로 표면은 풍화되어 밝은 황갈

색을 띠지만, 내면은 흑색을 나타낸

다. 박리면이 아주 날카로워서 석기

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2-②

52-③
타제석기 7.5 4.3 1.8 90

혼펠스

(Hornfels)

뚜렷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

아 석기 제작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파

편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사용흔은 

확인되지 않지만 석재가 무겁고 아주 

단단하며 박리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타제석기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42-③

53-③

창선형 

첨두기편
11 5.3 1.5 100 이암

층리가 불규칙한 창선형 첨두기편이

다. 형태를 다듬기 위하여 양면 타날

흔이 확인되지만 암석 생성 당시의 퇴

적상태가 고르지 않아 타날면이 거칠

고 굵은 모래질도 포함되어 있어 제작

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42-④

51-②
지석 10.7 4.1 3.0 150 사암

전체적으로 마연된 지석이다. 마치 

빨래방망이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데 선단부의 단면은 삼각형이고, 손잡

이로 추정되는 부분은 원형이다. 양 

단부는 결실되었으며, 바닥에는 직경 

2.2cm의 홈이 얕게 나타난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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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⑤

51-③
갈돌편 11.9 7.0 4.9 650 사암

단면형태가 장방형이고, 형태를 다듬

기 위해 잘게 쪼은 잔손질 흔적이 전

체적으로 나타난다. 사용면은 단부에

서 5.5cm 가량 띄워져 마연되었다.

42-⑥

51-④
갈판 22.6 8.4 3.0 1,100 사암

갈판(碾石)으로 판단되며, 사용과정

에서 부서진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

면은 자연적인 상태의 얕은 골이 나타

나며 다른 부분보다 매끈하다.

43-①

53-⑤
지석 9.8 2.7 2.3 90 사암

전체적으로 마연되었다. 단면이 방형

에 가깝고 전체 면의 너비도 대칭상을 

나타낸다. 

43-②

53-⑥
지석 10.4 3.1 1.4 80 사암

한쪽 단부가 부러진 상태이다. 전체

적으로 마연되었고, 평면은 세장방형

이며 단면은 장육각형이다. 

43-③

55-③
지석 16.2 5.2 3.4 610 사암

세장방형으로 단부의 한쪽 면이 떨어

져 나간 상태이다. 삼면에 마연된 사

용흔이 나타나며 단면형태는 오목렌

즈형이다. 비교적 둥근 형태의 석기

나 물건을 갈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43-④

55-②
갈돌편 10.7 8.8 5.4 890

조립

사암

흑회색. 단면은 반원상 혹은 오각형

에 가깝고 상단부는 박리되었으나 원

래는 전체적으로 마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4-①

55-①
지석 9.5 6.3 4.7 510 사암

단면형태가 전체적으로 오목렌즈형

을 띤다. 세 면에 사용된 흔적이 나타

나는데 한쪽 면에 V자형 홈과 너비가 

좁은 오목렌즈형의 사용흔이 같이 보

인다. 측면에도 사용흔이 나타나며 

마연상태가 한쪽 측면으로 경사진 양

상을 띤다. 다양한 마연흔이 확인되

는 것으로 보아 제작물의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면을 사용하는 복합 성격의 

지석임을 알 수 있다. 

44-②

54-⑤
발화석 13.2 18.8 8.0 3,650 사암

대석상(臺石狀)의 발화석이다. 양 단

부는 절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원래

는 더 길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석 

상단에는 직경 2.3cm 가량 되는 원추

형 구멍이 6개소에서 확인되며 이면

에도 2개소 확인된다. 구멍은 뾰족한 

도구로 쪼은 후 회전시켜 만든 것이

며, 구멍이 일정한 크기 이상 넓어지

면 다시 새로운 구멍을 뚫어 사용하였

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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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9. 제6-1호 구상 유구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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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0. 제6-1호 구상 유구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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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1. 제6-1호 구상 유구 출토유물(3)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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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2. 제6-1호 구상 유구 출토유물(4)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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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3. 제6-1호 구상 유구 출토유물(5)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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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4. 제6-1호 구상 유구 출토유물(6)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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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7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45 도판 58~60)

  제4지구 Ⅴ층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유구 주변의 교란과 부분적으로 황갈색사질토가 

유구 위에 덮여 있어 어깨선 확인이 아주 어려웠다. 유구 매몰토는 사질이며, 탄화물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흑갈색을 띠고 있다. 유구의 조사는 평면적인 어깨선의 확인이 어

려워서 내부조사를 시행하면서 벽의 위치와 유물 분포상태를 통해서 유구의 형태를 추측

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한 장방형을 나타내며 북동쪽은 교란이나 유실로 인해 거

의 파괴된 상태로 잔존상태가 좋지 않았다. 확인된 유구의 규모는 길이 987㎝, 너비 610

㎝, 깊이 35㎝,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44°-E)이다.

  유구 바닥면을 조사한 결과, 거의 중앙에서 길이 125㎝, 너비 108㎝의 노지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수혈과 주혈이 검출되었다. 수혈은 노지 주위에서 9개, 북동쪽

에 약간 떨어져서 얕은 것이 1개, 남쪽 모서리 부분에서 작은 것이 1개의 총11개가 확인

되었다. 수혈의 깊이는 10㎝전후인 얕은 것에서 30㎝정도인 깊은 것까지 있는데, 노지 주

변에 위치하는 것들은 평균 14.7㎝로 주변 수혈들보다 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들에 관해서는 전부가 아니더라도 분포상태 등도 감안할 때 주혈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주혈 배치 상태가 유구의 주축방향과 약간 차이가 나지만 노지를 중심으로 4∼6개

의 중심 주혈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유구의 동쪽 장벽의 외부에서 주혈 2개와 

수혈 1개가 확인되었다. 2개의 주혈은 각각 유구의 1/3, 2/3 지점에서 장벽과 거의 접해서 

위치하는데 크기는 직경 35㎝이다. 수혈은 장벽의 북쪽 동편에 접해서 검출되었는데, 크

기는 직경 160~170㎝의 타원형이다.

  출토유물 중 토기에는 일부 신석기시대 중기의 토기도 혼재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신

석기시대 후·만기의 사격자문토기, 자돌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이며, 석기에는 굴지구 

5점, 어망추 2점, 갈돌 1점, 갈판 1점 등이 있다. 그리고 기타 탄화물과 자연석도 비교적 

많이 출토되었는데 목기 혹은 건축부재로 추정되는 형태나 출토위치를 나타낸 것은 확인

되지 않았다. 출토유물들의 대부분이 유구 바닥면에서 약간 뜬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그

것들은 주거지 폐기 후에 유입 혹은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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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5. 제7호 주거지 실측도

Ⅰ:흑갈색사질토
Ⅱ:암갈색사질토
Ⅲ:흑갈색소토
Ⅳ:적갈색소토

중
장

비
로

인
한

교
란

지
역

수혈 1

노지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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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도면 46~49 도판 61~64)

(1) 토기 (도면 46, 47 도판 61~63)

  도면 46-①~③, 47-①~⑦, ⑨, ⑩은 심발형토기이다. 도면 46-①, ③,  47-①, ②는 약간 

외반하는 구연부에 구순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침선사격자문이 시문되고 있는데, 도

면 46-①은 뾰족한 도구, 도면 46-③은 끝 부분이 두 개로 갈라진 주걱상 도구, 도면 47-①, 

②는 봉상 도구로 시문되고 있다. 도면 47-③, ④는 이중구연이며, ③은 삼치구로, ④는 

봉상 도구로 시문되고 있다. 도면 46-②는 다치구에 의한 연속자돌문을 옆으로 3줄 시문

한 것이다. 도면 47-⑤는 동체부편인데 침선집선문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도면 47-⑥, ⑦, 

⑨는 구연부 약간 아래 부분의 파편이며 ⑥은 주걱상 도구의 연속자돌에 의한 단사집선

문이 3줄 이상, ⑦은 삼치구에 의한 연속자돌을 옆으로 단속적으로 시문한 문양을 4줄 이

상, ⑨는 다치구에 의한 2줄 이상의 단사집선문 밑에 같은 도구를 비스듬히 짧게 당긴 문

양을 옆으로 연속시켜 2줄 시문하고 있다. 도면 47-⑩은 무문양의 저부편이며 첨저이다.

  도면 46-④, ⑤, 47-⑧은 발형토기이다. 도면 46-④, ⑤는 다치구를 비스듬히 짧게 그은 

문양이 옆으로 3∼4줄 시문하였는데, 이들은 기형 및 문양의 특징에서 동일개체일 가능

성이 높다. 

  이상의 토기 중에서 도면 46-④, ⑤, 도면 47-⑥~⑩은 기형 및 문양의 특징에서 신석기

시대 중기에 속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후․만기에 속하는 자료들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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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46-①

61-①
심발형 (16.6) (35.2)

0.7~

1.1

사립(다량)

장석(다량)

운모․석영

내면：(암)갈색

외면：(암)갈색

내면은 물손질로, 외면은 찰과한 

후에 물손질하여 다시 구연부 내

외면을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였

다.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46-②

61-②
심발형 (12.0) (23.4)

0.6~

0.85

사립(다량)

장석(다량)

운모․석영

내면：암갈색

외면：갈색

내면은 목리조정한 후에 물손질,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

면 정면 후, 선단부가 ∩자형인 사

치구로 예각으로 누른 자돌점열

문을 3줄 시문하여 다시 구연부를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구

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소성

한 후에 양면천공(兩面穿孔)에 의

한 보수공이 확인된다. 

46-③

61-③
심발형 (7.0) (36.4)

0.7~

1.0

사립(다량)

장석(다량)

운모

내면：명갈색

외면：암갈색

내외면을 물손질로 정면한 후에 

선단부가 네모진 주걱상 도구로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선

단부가 2개로 갈라지면서 마치 이

치구로 시문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

46-④

61-④
발형 (5.6) -

0.45~

0.75

사립(다량)

장석(다량)

운모․석영

내면：황등색

외면：황등색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연부를 

다시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고,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다

치구로 비스듬히 짧게 당긴 문양

을 가로로 시문하였다. 구연부 외

반 정도, 색조 등에서 차이가 있지

만 태토, 기형, 문양, 규격 등으로 

판단해서 도면 46-⑤와 동일개체

일 가능성이 크다. 

46-⑤

61-⑥
발형 (7.2) -

0.55~

0.65

사립(다량)

장석(다량)

운모․석영

내면：암갈색

외면：흑갈색

도면 46-④와 유사하여 동일개체

일 가능성이 크다.

47-①

61-⑦
심발형 (5.4) -

0.7~

0.8
사립․장석

내면：흑갈색  

외면：명회갈색

내외면을 물손질 후에 다시 구연부

를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으며, 외

면에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47-②

61-⑤
심발형 (7.0) -

0.7~

0.9

사립(다량)

장석(다량)

내면：암갈색

외면：암갈색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연부를 

다시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한 후

에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표 15> 제7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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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③

61-⑧
심발형 (5.0) -

0.6~

0.9

조사립

(다량)

내면：회흑색

외면：흑갈색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

고, 구순부를 도구로 정면하였다. 

구연부에 점토를 덧붙여 이중구

연으로 만든 후에 삼치구로 사격

자침선문을 시문하였다.  

47-④

62-①
심발형 (4.8) (23.7)

0.6~

0.8

사립(다량)

장석(다량)

내면：암갈색

외면：흑갈색

구연부에 너비 1.2㎝정도의 점토

대를 붙여 이중구연으로 만든 후

에 내외면은 물손질, 구연부는 횡

방향 물손질, 구순부는 도구로 정

면하였다. 외면은 침선사격자문

을 시문하였다.

47-⑤

61-②
심발형 (7.3) -

0.5~

0.75

사립․장석

석영

내면：암갈색

외면：흑갈색

내외면을 물손질 정면하여 능형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내면에 점

토대접합흔이 확인된다.

47-⑥

62-③
심발형 (7.3) -

0.65~

0.8
사립․장석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내면을 목리조정, 외면을 물손질

하여 구연부 쪽에 단사집선문 3줄

을 시문하였다. 외면에 일부 흑반

이 확인된다.

47-⑦

62-⑤
(심)발형 (6.5) -

0.7~

0.8

사립(다량)

장석(다량)

석영

내면：흑갈색

외면：명황등색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에 삼치구

로 7~10회 정도의 연속자돌을 한

단위로 해서 단속적으로 시문하

였다.

47-⑧

62-④
발형 (5.3) (21.0)

0.4~

0.8

사립(다량)

장석(다량)

내면：암갈색

외면：갈색

무문양이며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에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손

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 점토대

접합흔이 확인된다. 구순부는 도

구로 정면하였다.

47-⑨

62-⑥
(심)발형 (7.4) -

0.75~

0.85

사립․장석

석영

흑색광물

내면：암회갈색

외면：명황갈색

내외면을 물손질 정면한 후에 패

각(?) 연변부에 의한 자돌점열 2줄

과 그 아래에 삼치구를 비스듬히 

짧게 당긴 문양을 띄엄띄엄 시문

하였다.

47-⑩

63-①
심발형 (3.6) -

0.6~

1.15

사립(다량)

장석(다량)

석영 

흑색광물

내면：회갈색

외면：명회갈색

무문양이며 원저에 가까운 첨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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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번호

도판 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48-①

63-④

인부마제

굴지구
16.3 10.7 1.3 412 점판암

완형. 얇게 박리한 소재의 주연부에 

양면에서 조정박리를 가하여 타원형

으로 성형한 후, 인부를 양면에서 연

마하였다. 인부 주변은 사용으로 인

해 마모하였으며 측연부는 박리면까

지 마모되었다. 기부 주변에도 마모

흔이 관찰되며 이것은 장착으로 인한 

마모일 가능성이 있다. 

48-②

63-②

인부마제

굴지구
14.1 10.1 1.2 346 점판암

완형. 옆으로 길게 박리한 소재의 주

연부를 양면에서 조정박리해서 장타

원형으로 성형한 후, 인부를 양면에서 

연마하였다. 인부를 중심으로, 몸체

의 1/2정도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관

찰된다. 

49-①

63-⑤

인부마제

굴지구
14.6 10.9 1.1 270 점판암

완형. 옆으로 길게 박리한 소재의 주

연부를 양면에서 조정박리해서 성형

한 것이며, 인부쪽이 크게 파손된 후

에 다시 큰 박리로 인부를 만들고 양

면에서 가볍게 연마하였다. 

49-②

64-①

인부마제

굴지구
8.5 12.0 1.0 195 점판암

기부가 결실되었다. 얇게 박리한 소

재의 주연부에 양면에서 조정박리를 

가해서 성형한 후, 인부를 양면에서 

연마하였다. 인부는 비교적 직선을 

이루고 있으며 사용에 의하여 전체가 

심하게 마모되었다. 

49-③

63-③
원반형석기 13.6 11.5 1.4 275 점판암

완형. 편평하게 박리한 소재 주연부

를 양면에서 박리해서 성형한 것이다. 

위아래가 둥글고 양 장측연부가 직선

적인 점에서 타제굴지구를 전용하였

을 가능성이 높다. 횡단면의 두께가 

좌우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옆에서의 

타격으로 1차적으로 소재를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풍화가 

심하다. 

(2) 석기 (도면 48, 49 도판 63, 64)

<표 16> 제7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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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④

64-②
굴지구 20.7 8.8

1.3~

2.2
444 사암

완형이며, 인부마제굴지구로 추정된

다. 얇게 박리한 소재의 단면이 두꺼

워서 형태가 갖추어지고 있지 않는 측

연부(도면 왼쪽)에 주로 도면 뒷면에

서 조정박리를 가해서 평면형태가 전

체적으로 완만하게 만곡되도록 성형

하였다. 인부는 양면에서 연마되었고 

사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큰 박리

면이 확인된다. 인부에 마모흔이 관

찰되지 않는 점에서 굴지구가 아닌 석

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9-⑤

64-③
박편 15.4 8.6 1.1 170 사암

평면 방추형을 나타내는 편평한 박편

으로 일부 결실되었고, 형태적으로 굴

지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뒷면은 비열로 인해 암적갈색으로 변

색되었는데, 2차 가공 및 사용흔이 불

분명한 점에서 불을 맞아서 모암에서 

자연적으로 박락되었을 가능성도 생

각된다. 

49-⑥

64-④
타제어망추 4.1 4.6 1.0 25 화강암

타제어망추이며 편평하고 작은 부정

형 역석(礫石)의 서로 마주하는 측연

부 두 군데를 양면에서 박리하여 결입

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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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6. 제7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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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7. 제7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8  페이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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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8. 제7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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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9. 제7호 주거지 출토유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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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51-①

66-①
심발형 (5.0)

잔폭

5.4
0.6 점토질

내면：흑갈색

외면：암갈색

압인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뾰족하며 문양

은 끝이 납작한 시문구를 서로 어긋

난 방향으로 압인하여 3열의 횡주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문양이나 구

연부 형태상으로 보아 빗살문토기

보다 이른 전기 단계 토기로 추정된

다. 

9. 제8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50 도판 65)

  제4지구의 중앙, Ⅴ층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유구 매몰토는 탄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

는 흑갈색 사질토와 황갈색 사질토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형은 북

동-남서(N-67°-E)이다. 규모는 길이 797㎝, 너비 569㎝, 깊이 32㎝이다.

  유구 바닥면을 조사한 결과, 노지 1기가 유구의 중앙에서 남벽과 거의 붙은 상태로 확

인되었다. 노지는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90∼95㎝, 깊이 10㎝의 수혈식노지이다. 노지 외

에 주혈이 4개, 수혈 1개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위치는 유구 어깨선에 일부 중복된 형태

로 검출되었다. 주혈의 크기는 직경 50㎝ 내외이고, 유구 바닥면에서부터 깊이 약 10㎝내

외이다. 수혈은 유구의 남서쪽에서 1개가 검출되었다. 수혈의 크기는 직경 35㎝이고, 깊

이는 5㎝이다. 

  출토유물 중 토기에는 일부 신석기시대 중기의 토기도 혼재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신

석기시대 후·만기의 사격자문토기, 자돌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이다.

2) 출토유물 (도면 51 도판 66)

(1) 토기 (도면 51 도판 66)

<표 17> 제8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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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②

66-③
심발형 (5.4)

잔폭

7.8
0.8

사질

사립(다량)

내면：회백색

외면：회백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너비 

1.8cm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

선문을 시문하였다. 

51-③

66-④
심발형 (5.0)

잔폭

3.2
0.7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너비 

1.8cm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

선문을 시문하였다.

51-④

66-⑩
완형 (8.3)

잔폭

5.2
0.5 사질

내면：흑색

외면：홍갈색

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

고 문양은 없으며 외면에는 연하게 

붉은 채색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51-⑤

66-②
심발형 (7.6)

잔폭

7.4
0.6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수평하며 너비 

0.9cm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9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다. 

51-⑥

66-⑤
심발형 (6.7)

잔폭

7.8
1.0 사질

내면：흑색

외면：회백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굵은 횡

주어골문양을 시문하였다.

51-⑦

66-⑥
심발형 (8)

잔폭

5.4
0.8 사질

내면：회백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굵은 횡

주어골문양이 시문되고 있다. 도면

51-⑥와 동일 개체의 동체부편으로 

판단된다.  

51-⑧

66-⑦
심발형 (5.9)

잔폭

6.8
0.9 사질

내면：회백색

외면：회백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굵은 횡

주어골문양이 시문되고 있다. 도면

51-⑥와 동일 개체의 동체부편으로 

판단된다.

51-⑨

66-⑧
심발형 (4.6)

잔폭

4.5
0.9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능형집

선문을 시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

며, 다른 것들에 비하여 시문 깊이

가 얕다. 끝이 성긴 다치구로 시문

한 것으로 판단된다.

51-⑩

66-⑨
완형 (4.0)

잔폭

4.6
0.8 사질

내면：흑색

외면：암적갈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동체부편이

다. 외면은 어두운 적색 안료가 칠

해져 있고 내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면 태토로 보아 도면51-④와 동일 

개체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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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0. 제8호 주거지 실측도

Ⅰ:흑갈색사질토
Ⅱ:암갈색사질토
Ⅲ:흑갈색소토
Ⅳ:적갈색소토

노지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9  페이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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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1. 제8호 주거지 출토유물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9  페이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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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52 도판 67)

  제9호 주거지는 마Tr. 동쪽, Ⅶ층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유구 매몰토는 흑갈색 사질토

와 암갈색 사질토이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76°-W)이

다. 규모는 길이 639㎝, 너비 440㎝, 깊이 20㎝이다.

  유구 바닥면을 조사한 결과, 유구의 중앙에서 북동쪽으로 50㎝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원형의 수혈식노지가 확인되었다. 노지의 규모는 직경 120㎝, 깊이 30㎝이다. 유구의 

내·외부에서 크기가 상이한 주혈과 수혈들이 12개 검출되었다. 내부에서 확인된 주혈은 

8개로 크기는 직경 25㎝, 깊이 20㎝ 내외이다. 유구의 벽을 따라서 배치되어있지만 정형

성은 없었다. 수혈은 노지의 남서쪽에 직경 40~58㎝의 수혈 3개가 일렬로(남-북) 설치되

어있었다. 유구의 서단벽 서쪽 외부에서 유구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혈이 

1개 확인되었다. 수혈의 크기는 직경 106㎝, 깊이 22㎝이다. 

  유물은 토기와 석기 출토되었는데, 토기에는 제형집선문, 능형집선문, 삼각집선문, 단

사집선문, 횡주어골문,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 등이 확인되었다. 석기는 박편, 국부마연 

석부, 갈돌편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3, 54 도판 68, 69)   

(1) 토기 (도면 53 도판 68)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모두 사질 혹은 사질점토성 태토를 사용하여 만든 빗살문토

기편이다. 태토는 이 유적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양상과 같이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고 

미세한 장석립이 많은 점이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기형은 직립구연 원저 혹은 첨저 심

발형토기와 도면53-②와 같은 구연부가 짧게 외반하는 옹형, 그리고 도면 53-⑩과 같은 

평저 심발형토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문양은 납작한 시문구를 연속적으로 압인하여 시문

한 단사집선문과 태선침선 기법을 사용한 횡주어골문과 제형집선문이 있는데, 그 중 도

면 53-②와 같은 경우는 짧은 호선상의 시문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압인한 것이다.

옹형으로 짧게 외반하는 기형적인 특징이나 짧은 압인문양의 전체적인 배치와 같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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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2. 제9호 주거지 실측도

노지

Ⅰ:흑갈색사질토
Ⅱ:황갈색사질토
Ⅲ:암갈색사질토
Ⅳ:적갈색소토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9  페이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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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53-①

68-①
심발형 (7.6)

잔폭

7.1
0.6

사질

사립(다량)

내면：회백색

외면：흑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하

는 구연부는 마치 흑색 안료와 같은 

그을음이 짙게 흡착되어 있다. 구연 

내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나타난다. 

구순부는 수평하며, 내면에는 점토

띠접합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태선침선기법의 제형집선문(梯形

集線文)이 시문되었다.

53-②

68-②
옹형 (5.9)

잔폭

13.4
0.5

사질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옹형토기 구연부편. 구연부는 짧게 

외반하고, 구연 아래에는 너비 0.4cm

되는 반원상의 시문구를 이용하여 

집선문을 짧게 압인하였다. 구연 내

면에 꺾여지는 부분에는 도구로 문

지른 흔적이 확인된다.

53-③

68-⑨
심발형 (4.5)

잔폭

5.5
0.9

사질점토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태선침선기

법의 능형집선문 혹은 삼각집선문

을 시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외

면은 점토질이 강한 반면 내면은 사

질성이다. 

53-④

68-③
심발형 (4.3)

잔폭

6.6
0.9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흑색

외면：흑회갈색

토기편. 너비 1.1cm의 단치구를 이

용하여 단사집선문을 압인하였다.

53-⑤

68-④
심발형 (5.3)

잔폭

4.3
0.8

사질점토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회백색

외면：적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너비 0.8cm

의 다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

양을 압인한 후 아래에는 짧은 횡주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53-⑥

68-⑦
심발형 (6.5)

잔폭

6.6
0.7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적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태선침선기

법의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은 이곳을 비롯한 남부지역의 일반적인 토기들과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아마 남부지

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의 반입품일 가능성이 예상된다. 

<표 18> 제9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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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⑦

68-⑥
심발형 (7.2)

잔폭

7.3
0.9

사질점토

사립(다량)

내면：회백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태선침선기

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고, 내

면에는 수평방향으로 솔질과 같은 

가는 조흔(條痕)이 나타나고 있다. 

외면은 점토질이 강한 반면 내면은 

사질성이 강하다.

53-⑧

68-⑧
심발형 (7.2)

잔폭

8.2
0.7

사질

굵은장석

(다량)

내면：회색

외면：암회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태선침선기

법의 횡주어골문양이 약하게 시문

되었다.

53-⑨

68-⑤
심발형 (7.0)

잔폭

10.9
0.9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회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태선침선기

법의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고, 태

토는 외면은 점토질이 강한 반면 내

면은 사질성이 강하다.

53-⑩

68-⑩
- 3.5

잔폭

5.0
0.7

사질

사립(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신석기시대 평저토기 저부편이다. 

굽이 없이 원만한 평저형을 이룬다.

(2) 석기 (도면 54 도판 69)

  도면54-①은 석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박편으로 판단된다. 강가에서 

채집한 비교적 단단한 암질의 역석을 이용한 것이며, 깨어진 면에는 방사상의 박리흔과 

함께 직교하는 주름선이 많이 나타난다. 박리면의 가장자리는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다. 

  도면54-②는 국부마제석부로 인부 양측이 마연되었으나 편인에 가깝다. 하천가의 납작

한 자연 역석을 가공한 것인데, 인부는 지금 사용하여도 가능할 정도로 아주 날카롭다. 

석부의 상부는 도구에 장착하기 위하여 한쪽 면을 박리하였다. 

  도면 54-③은 황백색을 띠는 이질 천매암제 타제석기이다. 원래의 형태는 얇은 장방형 

국부마연석부로 추정된다. 얇게 박리된 천매암을 전체적으로 양면 타날기법으로 형태를 

다듬은 것인데, 표면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그을음과 같은 것이 검게 착색되

어 있다.   

  도면 54-④․⑤는 굵은 사암제 갈돌편이다. 모두 절반 정도 결실된 상태이며, 사용면은 

아주 잘 마면되었지만 입자가 굵기 때문에 거칠다. 대칭형을 이루며 잔손질을 가한 흔적

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주 정성을 들여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도면 54-④는 단

면 형태가 반원상을 띠며, 도면 54-⑤는 상단부가 말각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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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54-①

69-②
박편 5.0 5.1 0.6 10

혼펠스

(Hornfels)

석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박편으로 판단된다. 강가에서 

채집한 비교적 단단한 암질의 역석

(礫石)을 이용한 것이며, 깨어진 면에

는 방사상의 박리흔과 함께 직교하는 

주름선이 많이 나타난다. 박리면의 

가장자리는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다. 

54-②

69-③

국부마연

석부
9.9 6.1 1.9 210

화강

섬록암

인부 양측이 마연되었으나 편인에 가

깝다. 납작한 자연 역석을 가공한 것

인데, 인부는 아주 날카롭다. 석부의 

윗부분은 도구에 장착하기 위하여 한

쪽 면을 박리하였다. 

54-③

69-①

국부마연

석부
8.6 7.4 1.6 140

이질

천매암

황백색. 원래의 형태는 얇은 장방형 

국부마연석부로 추정된다. 얇게 박리

된 천매암을 전체적으로 양면 타날기

법으로 형태를 다듬은 것인데, 표면에

는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그을

음과 같은 것이 검게 착색되었다. 

54-④

69-④
갈돌편 13.1 6.5 3.3 520 조립사암

갈돌(磨石)편. 절반 정도 결실되었고, 

대칭형을 이루는데 단면형태는 반원

형이다. 잔손질을 가한 흔적이 전체

적으로 나타난다. 사용면은 잘 마면

되었지만 입자가 굵어 거칠다. 

54-⑤

69-⑤
갈돌편 16.2 8.5 4.0 1,000 조립사암

갈돌(磨石)편. 절반 정도 결실되었고, 

대칭형을 이루며 상단부가 말각장방

형이다. 잔손질 흔적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사용면은 잘 마면되어 있

지만 입자가 굵어 거칠다.  

<표 19> 제9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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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3. 제9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9  페이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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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4. 제9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19  페이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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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0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55 도판 70~72)

  제4지구 북편 라Tr. 서쪽, Ⅶ층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매몰토는 상층에 암갈색 

사질토, 하층에 흑갈색 사질토가 있었다. 확인된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

향은 인접한 남강의 흐름방향과 직교하는 북서-남동(N-18°-W)으로 설치되어있다. 규모는 

길이 800cm, 너비 475cm, 깊이 40cm이다.  

  내부시설은 수혈, 노지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지점

에 수혈식노지 1기가 위치하고 있는데 내부에는 적갈색소토로 채워져 있었다. 노지의 크

기는 직경 64~84cm, 깊이 22c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 주혈 

5개와 크기가 상이한 수혈 6개가 확인되었다. 주혈은 2열로 양쪽 장벽에서 100㎝ 가량 떨

어져서 각각 3개씩 검출되었으나 대칭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주혈의 크기는 직경 18~40

㎝이고, 깊이는 20㎝ 내외이다. 확인된 수혈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북쪽 단벽에 붙어서 확

인되었으며, 크기는 직경 108~131㎝, 깊이 30㎝이다. 나머지 4개의 수혈의 크기는 직경 50

㎝, 깊이 15㎝ 내외이다. 

  유물은 유구의 북편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에는 단사집선문, 삼각집선문, 

삼각집선문+어골문, 삼각집선문+횡주어골문,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 등과 단도토기가 

검출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56~58 도판 73~75)   

(1) 토기 (도면 56~58 도판 73~75)

  도면 56-①․②는 소형 빗살문토기로 저부는 첨저이다. 도면 56-①의 경우, 절반가량 결

실되었으나 전체 기형을 복원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도면 56-②도 기울기에 따라 복원하

면 동일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두 전체적으로 밝은 황갈색 바탕에 흑색 반점

이 구연부를 중심으로 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면 56-①과는 파손 부분에서 색깔의 차이

가 명확히 구분된다. 도면 56-③도 역시 구연부의 문양으로 삼각집선문을 채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는 전술한 것들과 동일하다. 전체적으로 흑색, 혹은 흑갈색을 띠고 있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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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5. 제10호 주거지 실측도

라
 트

렌
치

Ⅰ:흑갈색사질토
Ⅱ:암갈색사질토
Ⅲ:적갈색소토

노지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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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56-①

73-①
심발형 17.2 16.0 0.8

점토질

사립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흑색반점

빗살문토기. 거의 완형. 구연은 직립

하고, 끝 부분이 약간 외반하며, 구순

부 아래에서부터 삼각집선문을 시문

하였고, 한쪽 연결부위에는 제형집

선문이 시문되었다. 삼각집선문 아

래에는 어골문이 저부까지 시문되었

으며 어골문 윗부분은 문양 너비가 

아주 짧다. 저부는 첨저형이고, 받침

대 위에 올려놓았던 흔적은 없다.

56-②

73-②
심발형 (7.7) 16.4 0.8

점토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흑색반점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동체부에 비하여 좁

고 편평하다. 구연부에는 삼각집선

문을 시문하였고 그 아래에는 횡주

어골문이 시문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점토를 덧

씌워 정면한 것으로 보인다. 

56-③

73-③
심발형 (16.7) 28.0 0.7

점토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흑색반점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구연부에

는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고, 동체

부는 무문양이다.

56-④

74-⑦
심발형 (15.5) (29.8) 0.6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뭉툭한 도구를 이용

하여 전체적으로 눌러 중앙이 오목

하다. 구연부에는 너비 1.1cm의 호

선상(弧線狀)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9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다. 

57-①

74-②
심발형 (10.4) (29.6) 0.9 사질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구연부 상

단부는 너비 0.9cm의 다치구를 이용

하여 4열의 단사집선문을 빽빽하게 

압인하고, 그 아래에는 너비 0.6cm의 

단치구로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다. 

순부는 도구를 이용하여 편평하게 바깥으로 깎아낸 것이며, 일반적인 상촌리유적의 빗살

문토기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표 20> 제10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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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②

74-①
심발형 (13.2)

잔폭

12.0
0.7

점토질

굵은장석

(다량)

내면：회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좁아지면서 편평하

다. 구연부는 다치구를 이용하여 14

열의 단사집선문을 빽빽하게 시문

하였고, 그 아래에는 태선침선기법

으로 횡주어골문을 새겼다.

57-③

74-③
심발형 (4.7)

잔폭

8.0
0.8

점토질

굵은장석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암적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일부만 잔존

하는 동체부에는 다치구를 이용한 

단사집선문과 횡주어골문이 시문되

었다.

57-④

74-⑤
심발형 (8.1)

잔폭

5.5
0.9

사질

가는장석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일부만 잔존

하는 동체부에 다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아랫 

부분은 무문양이다. 

57-⑤

74-④
심발형 (12.3) (28.9) 0.8

사질

가는장석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부는 너

비 1.7cm 다치구를 이용하여 6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고, 그 아래

의 동체부에는 다치구를 이용하여 

사선방향으로 바둑판과 같은 형태

로 문양을 압인하였다.

58-①

75-①
심발형 (6.1) (20.8) 0.7

사질

사립(다량)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부는 약

하게 외반하고 있다. 구연부 끝에서 

3.5cm 가량 띄우고, 그 아래에 단치

구를 이용한 단사집선문이 시문하

였다. 내외면에는 적황갈색 점토로 

채색되었던 흔적이 확인된다. 

58-②

74-⑥
심발형 (4.5)

잔폭

5.8
0.8

사질

사립(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단치구를 이

용하여 약간 불규칙한 간격으로 조

잡하게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다. 

수차의 재소성 과정을 겪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58-③

74-⑧
심발형 (7.2)

잔폭

8.0
0.7

점토질

장석․운모

석립(다량)

내면：황회갈색

외면：황회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삼각집선문

이나 능형집선문과 같은 문양이 시

문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외면에

는 황회갈색 바탕에 흑색 반점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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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④

75-②
심발형 (5.1)

잔폭

5.2
0.9

사질

장석(다량)

내면：황백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

는 편평하며 구연부 끝에서 사선방

향으로 침선을 그어 구획한 후 양쪽

에 직경 0.9cm의 죽관이나 갈대 줄

기와 같은 시문구를 이용하여 죽관

문(竹管文)을 압날하였다. 강한 열

에 의하여 재소성 과정을 겪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58-⑤

75-④
심발형 (4.2)

잔폭

8.2
0.7

점토질

사립(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으로 기벽은 

아주 얇은 편이다. 문양은 조잡하게 

그어 마치 굵은 조흔문과 같은 효과

를 주는데 끝 부분에 나타나는 특징

으로 보아 문양 구성은 횡주어골문

임을 알 수 있다.

58-⑥

74-⑨
심발형 (8.5)

잔폭

7.9
0.7

점토질

사립(다량)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고, 태선침선

기법으로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도면58-⑤와 동일 개체로 판단된다. 

58-⑦

75-③
심발형 (5.6)

잔폭

7.7
0.9

사질

장석(다량)

내면：회백색

외면：회백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문양은 태선

침선기법으로 삼각집선문 아래에 

종주어골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이

며 강한 열에 의하여 재소성된 것으

로 판단된다.

58-⑧

75-⑤
발형 (5.5)

 잔폭

5.3
0.5

사질

사립(다량)

내면：적색

외면：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구연부편. 구

순부는 좁아지면서 편평하다. 전체

적으로 단도가 두껍게 발려져 있으

며, 외면에 비해 내면이 보다 밝은 

색채를 띤다. 

58-⑨

75-⑥
심발형 (8.2) - 0.7

사질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저부편. 무문양이고, 내

외면에 검은 반점이 넓게 나타난다. 

내면보다는 외면이 매끈하게 정면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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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6. 제10호 주거지 출토유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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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7. 제10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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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8. 제10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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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1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59 도판 76, 77)

  제5지구 마Tr. 서쪽, Ⅶ층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매몰토는 상층에 흑갈색 사질

토 하층에 암갈색 사질토와 황갈색 사질토이다. 확인된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고, 조

사과정에서 북쪽과 동쪽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존하는 현황으로 유구의 원래형태

는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추정할 때 북서-남동(N-25°-W)으

로 추정된다. 잔존하는 유구의 규모는 길이 452cm, 너비 448cm, 깊이 24cm이다.  

  내부시설은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유구의 남벽 중앙에서 130㎝가량 떨어

진 지점에 수혈식노지 1기가 위치하고 있는데 내부에는 적갈색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

지의 크기 길이 116cm, 너비 76㎝, 깊이 18cm이고,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주혈은 유구 

안에서 가장자리를 따라 6개가 검출되었다. 수혈의 크기는 직경 45㎝ 내외이고, 깊이 20

㎝ 가량으로 모두 비슷하며, 원형이다. 수혈은 모두 흑갈색 사질토를 매몰토로 하고 있

다. 유구의 바닥면이 확인된 범위 밖 북서쪽에서 내부의 수혈과 크기와 매몰토가 같은 주

혈 1개가 확인되었다. 특히 내부에 서쪽 벽에서 확인된 주혈 가운데 1개에서 주초석으로 

판단되는 석재가 검출되었고, 외부에서 확인된 주혈에서는 기둥의 보강석으로 판단되는 

석재가 출토되었다.

  유물은 토기와 석기가 유구내부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토기는 단사집선문, 횡주

어골문, 삼각집선문, 자돌문+횡주어골문,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 등이 검출되었으며, 석

기에는 타제석기,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61~64 도판 78∼80)   

(1) 토기 (도면 61~63 도판 78, 79)

  도면63-①은 소형토기로 1/3 가량 결실된 것을 복원한 것이다. 기형은 구경에 비하여 

높이가 낮은 편이나 뾰족한 저부의 형태로 보아 전형적인 서해안식 계통이다. 구연부 쪽

으로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을 띠며, 저부 바닥 가까이에는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띠고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을 띤다. 내외면 잘 정면되어 있으며,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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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9. 제11호 주거지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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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0. 제11호 주거지 주변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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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61-①

78-①
심발형 (20.0) (40.2) 0.5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구연부에

는 1cm 가량의 공백을 두고 끝이 뭉

툭하고 둥근 시문구를 이용하여 자

돌문을 6열 시문하였다. 동체부는 

태선침선기법을 이용하여 횡주어골

문을 배치하였다. 내외면 절반 가량

은 불완전연소되어 흑색을 띠는데 

재연소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61-②

78-③
심발형 (8.0) (29.3) 0.7

점토질

석영․

장석(다량)

내면：적황갈색

외면：적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하

고, 구순부는 편평하며 너비 0.9cm의 

호선상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5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문양대 

사이는 0.5cm 가량 띄웠으며, 동체

부에 태선침선기법으로 횡주어골문

을 배치하였는데, 파손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61-③

78-②
심발형 (13.2) (28.6) 0.8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회백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약간 좁아지면서 편

평하고 너비 1.4cm의 단치구를 이

용하여 6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

였다. 아래에는 태선침선기법의 횡

주어골문을 새겼다.

62-①

78-④
심발형 (5.8) (34.0) 0.9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좁아지면서 약간 편

평하다. 구연부 끝에서 0.7cm 너비

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8열의 단사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에는 가는 솔질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순부는 도구를 이용하여 편

평하게 깍아 내었다. 저부에 받침대를 사용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문양은 구연부에

서 동체부에 걸쳐 조잡하게 태선 어골문을 시문하였으나 저부에는 아주 전형적인 남해안

의 태선어골문양을 잘 시문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 바탕에 비교적 굵은 사립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표 21> 제11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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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②

78-⑥
심발형 (15.7) (29.6) 0.8

사질점토

사립(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직립하는 구

연부는 끝부분이 살짝 외반하고, 구

순부는 약간 좁아지면서 편평하다. 

구연부 끝에서 너비 1.1cm의 단치

구를 이용하여 11열의 단사집선문

을 시문하였다. 내외면이 잘 정면되

어 있다.

62-③

79-⑥
심발형 (13.2) (28.6) 0.8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신석기시대 무문토기 구연부편. 구

연은 약간 내만하고, 구순부는 편평

하다. 내면에는 솔질한  조흔이 전

체적으로 나타난다. 

63-①

79-①
심발형 21.3  21.4 0.8

점토질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1/3 가량 결실된 것을 

복원하였다. 기형은 구경에 비하여 

높이가 낮은 편이나 뾰족한 저부의 

형태로 보아 전형적인 서해안식 계

통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도구를 사용하여 편평하게 깎아내

었다. 저부에 받침대를 사용한 흔적

은 확인되지 않으며, 문양은 구연부

에서 동체부에 걸쳐 조잡하게 어골

문을 시문하였으나 저부에는 전형

적인 남해안식의 태선어골문을 시

문하였다. 내외면은 정면하였으며, 

내면에 가는 솔질 흔적이 나타난다. 

63-②

78-⑦
심발형 (6.5)

잔폭

4.5
0.6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흑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뾰족하며, 기벽도 

아주 얇다. 너비 0.7cm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10열의 단사집선문양대를 

빽빽히 시문하였다.

63-③

78-⑧
심발형 (7.1)

잔폭

5.6
0.7

점토질

장석

내면：흑갈색,

      황갈색

외면：흑갈색,

      황갈색

빗살문토기편. 2개의 파편을 접합

하였는데, 한쪽은 내외면 흑갈색이

며 다른 하나는 황갈색을 띤다. 태

선침선기법의 능형집선문을 시문하

였다.

63-④

79-③
심발형 (8.4)

잔폭

8.1
0.8

사질

점토

장석(다량)

내면：흑색 

외면：명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외면은 태선

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

다. 

63-⑤

78-⑤
심발형 (12.2)

잔폭

13.4
0.8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회백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너비 1.2cm

의 단치구를 이용한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고 그 아래에 태선침선기

법의 삼각집선문을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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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⑥

79-④
심발형 (6.8)

잔폭

5.7
1.1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태선침선기

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으며, 

문양 끝에 둥글고 뾰족한 시문구로 

누른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63-⑦

79-②
심발형 (4.5)

잔폭

6.9
0.9

사질

점토

내면：회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저부와 가까

운 동체부이다. 태선침선기법의 횡

주어골문을 시문하였으며, 문양 끝

에는 뾰족한 시문구로 누른 흔적이 

나타난다. 도면 63-④와 동일 개체

로 판단된다. 

63-⑧

79-⑤
심발형 (2.8) - -

사질

점토

장석․

사립(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저부편. 극히 일부만 남

아 있으며 저부는 뾰족한 형태이다.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저부

에서 삼각집선문 형태로 나타난다. 

도면 63-④와 동일개체로 보인다. 

(2) 석기 (도면 64 도판 79, 80)

  도면64-①은 규소 성분이 많이 혼입된 단단한 사암제 역석의 한쪽 부분을 양면 타날하

여 인부를 형성한 타제석기이다. 중앙에는 자연적인 홈이 패여져 있어 도구에 장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굽어져 있다. 인부는 비교적 날카로운 편이나 사용과정에서 

약간 무뎌진 상태이다.  

  도면64-②는 단단한 혼펠스제의 역석기이다. 한쪽 부분을 떼어낸 후 뾰족한 부분을 양

면 타날하여 인부를 조성하였는데, 상단부는 약간 돌출되어 손으로 잡아 사용하기에 아

주 편하다. 길이 7cm 정도의 인부는 사용흔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제악부(打製

握斧)로 판단된다. 

  도면64-③은 얇은 점판암제의 국부마제석기편이다. 인부는 잘 마연되었으나 사용과정

에서 암석의 층리방향으로 파손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64-④는 사암제 소형지석이다. 지석은 갈돌과는 달리 모두 세립사암질로 구성되었

으며, 상면과 측면은 모두 잘 마면되었으나 한쪽 내면은 부분적으로 마연되어 흔적만 나

타나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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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64-①

80-②
타제석기 10.7 7.7 2.4 410 경질사암

타제석기. 역석의 한쪽 부분을 양

면 타날하여 인부를 형성하였다. 

중앙에는 자연적인 홈이 패여져 

도구에 장착하기 좋지만 굽어져 

있다. 인부는 비교적 날카로우나 

사용과정에서 약간 무디어진 상태

이다. 

64-②

80-③
타제석부 9.9 8.9 4.2 600

혼펠스

(Hornfels)

타제석부로 추정된다. 역석의 한

쪽 부분을 떼어낸 후 뾰족한 부분

을 양면 타날하여 인부를 조성하

였는데, 상단부는 약간 돌출되어 

손으로 잡아 사용하기에 아주 편

하다. 인부는 사용흔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64-③

80-①

국부마제

석기편
4.5 8.6 0.3 50 점판암

국부마제석기편. 인부는 잘 마연

되어 있으나 사용과정에서 암석의 

층리방향으로 파손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64-④

79-⑦
지석 8.9 3.5 0.8 60 세립사암

소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상

면과 측면은 모두 잘 마면되어 있

으나 한쪽 이면은 부분적으로 마

연되어 흔적만 나타나고 있다. 

<표 22> 제11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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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1. 제11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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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2. 제11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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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3. 제11호 주거지 출토유물(3)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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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4. 제11호 주거지 출토유물(4)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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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65 도판 82, 83)

  유구는 마Tr. 동쪽, Ⅶ층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매몰토는 상층에 흑갈색 사질토 

하층에 암갈색 사질토이다. 확인된 유구는 남서쪽 일부가 교란되어 잔존상태가 불량하

다. 잔존하는 벽의 형태로 판단할 때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

(N-20°-W)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735cm, 너비 571cm, 깊이 20cm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는 노지와 수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3기가 검출되었는데, 내부

에는 적갈색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지1은 유구의 중앙에 위치하고, 노지2는 북쪽 단벽

에 근접하여 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설치되었다. 노지3은 동쪽 장벽의 1/2 지점에 벽을 

파괴하고 유구 밖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위치한다. 노지1과 노지2는 원형의 수혈식노지이

며, 크기는 직경 약 90cm, 깊이 20cm이다. 노지3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크기는 길이 

100㎝, 너비 85㎝, 깊이 7㎝이다. 특히 노지3은 적갈색소토가 유구의 바닥면 위로 10㎝가

량 덮여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크기가 다른 수혈이 다수 확인되었다. 유구 

내부에서 24개의 수혈이 확인되었는데, 직경 20㎝ 내외의 수혈이 12개, 직경 25~30㎝의 

수혈이 8개, 직경 40~50㎝의 수혈이 4개가 검출되었다. 직경 20㎝ 내외의 수혈들이 동남

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노지 주변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노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토기에는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 삼각집선

문+종주어골문,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 능형집선문+횡주어골문, 제형집선문+삼각집선문 

등과 단도토기가 검출되었으며, 석기 출토품에는 지석, 어망추, 갈돌, 갈판편 등이 있다.

2) 출토유물 (도면 66~69 도판 84~86)  

(1) 토기 (도면 66~68 도판 84, 85)

  도면66-②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순부는 수평한 편이나 가운데 약한 홈

이 패여 있어 약간 둥근 맛이 난다. 내외면 아주 동일한 밝은 황갈색을 띤다. 문양은 구

순부 아래에서 8~9cm 가량 삼각집선문을 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약간 짧고 무질서하게 삼

각집선문을 시문하였는데 마치 부분적으로 종주어골문처럼 보이기도 한다. 태토는 내외

면 점토질 바탕이나 내부에 사립이 많이 혼입되었다. 



- 152 -

도면 65. 제12호 주거지 실측도

노지 2

노지 1

노지 3

수혈 1

Ⅰ:흑갈색사질토
Ⅱ:암갈색사질토
Ⅲ:적갈색소토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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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66-①

84-②
심발형 (23.8) (39.0) 0.8

사질

굵은장석

(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약간 외반한다. 구연부 끝이 

좁아지면서 구순부는 약간 수평한 

편이다. 구연부 끝에서부터 너비 

0.7cm의 호선상을 띤 단치구를 이

용하여 10열의 단사집선문을 빽빽

히 압인하고 그 아래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 일부는 밝은 황

  도면67-③ 저부 끝부분을 포함한 절반가량이 결실된 것이나 전체적인 복원이 가능하였

다. 구경에 비하여 높이가 낮은 소형 토기로 뾰족한 형태를 한 첨저토기이다. 내면은 전

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을 띠며, 외면은 깨어진 면을 기준으로 한쪽 면은 흑색을 띠며, 

한쪽 면은 밝은 황갈색을 띤다. 토기가 파손되고 난 이후 서로 열을 받은 부위가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구연부는 약하게 내만하는 형태이며, 구순부는 도구로 깎아낸 흔적

은 없다. 태토는 아주 가는 사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내면에 아주 가는 솔질 흔적이 약

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양은 구순부 바로 아래에 1열의 단사집선문양을 한쪽 일부에 압

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동체부에 걸쳐 약간 불규칙적인 태선침선문양을 시문하였다. 문

양은 번개무늬와 장사선문양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부에는 문양이 없다.

  도면67-④ 원저 단도토기완으로 구연부와 동체부 1/3가량이 출토되어 복원한 것이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적색 광택이 있으나 마연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외면에는 수평방향

으로 붙질흔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순부는 예리한 도구로 깎

아내어 아주 편평하다. 태토는 아주 정선된 점토 바탕에 미세한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

고 다른 토기에 비하여 아주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고 있다. 단도는 청동기시대의 붉은 점

토를 마연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태토위에 광물질의 안료를 붓질하여 덮은 뒤 소성하

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도면67-⑤의 무문양토기 경우는 제11호 유구(도면62-③) 출토

품과 접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기의 유구가 동시기성을 나타내는 자료로 판단된다.

<표 23> 제12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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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을 띠지만 전체적으로는 회백

색을 나타나며, 화재나 어떠한 상황

으로 인하여 재소성된 것이다. 

66-②

84-④
심발형 (16.2)

잔폭

13.8
1.0

점토질

사립(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순부는 비

교적 수평한 편이나 약간 둥글다. 

구순부 아래 8~9cm 가량 삼각집선

문을 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약간 짧

고 무질서하게 종주어골문과 유사

한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66-③

84-①
심발형 (12.9)

잔폭

12.5
1.2 사질

내면：회백색

외면：회백색

도면66-①과 동일개체로 재소성되

면서 일그러졌기 때문에 부분적으

로 접합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접합

되지 않는다. 

67-①

85-③
심발형  (7.0)

잔폭

7.5
0.5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외면에는 태

선침선기법으로 사선문이 시문되

었으며 문양의 단부에는 끝이 둥근 

시문구로 누른 자돌문이 나타난다. 

67-②

85-⑤
심발형 (4.5) - 1.1

사질

점토

사립(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저부편. 외면에는 태선

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

었으며 저부 끝은 방사상으로 새겨

져 있다. 

67-③

85-①
심발형 13.8 16.0 0.5

사질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저부를 포함한 절반 가량이 결실되

었으나 복원되었다. 소형이고, 바닥

면이 뾰족한 첨저토기이다. 구연부

는 약하게 내만하며, 좁아지면서 편

평하다. 구순부 바로 아래에 1열의 

단사집선문을 압인하고 동체부에 

걸쳐 약간 불규칙적인 태선침선문

을 시문하였다. 문양은 번개무늬와 

사선문이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부에는 문양이 없다. 내면에 아주 

가는 솔질 흔적이 약하게 나타난다.

67-④

85-④
완형 9.1 19.0 0.6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적색

외면：적색

바닥이 둥근 단도토기완으로 구연

부와 동체부 1/3가량이 잔존하여 복

원하였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적색 

광택이 있으나 마연흔적은 확인되

지 않는다. 외면에는 수평방향으로 

붓질흔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구연

부는 직립하고 구순부는 예리한 도

구로 깎아 내어 아주 편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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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⑤

85-⑥
심발형 (14.0) (33.4) 0.7

점토질

장석․

굵은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약간 내만하는 무문양토기 구연부

편이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외면에

는 솔질에 의한 조흔이 약하게 나타

난다. 내면에는 윤적법에 의한 점토

띠접합흔이 확인된다. 제11호 유구

에서 출토된 도면62-③과 동일개체

이다. 

68-①

85-②
심발형 (12.3)

잔폭

10.3
0.6

사질점토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

는 수평하고, 구연부는 직립하는데 

끝이 약간 외반한다. 구연부 끝에서 

너비 1cm되는 단치구를 이용하여 

0.5cm 정도의 간격을 띄우면서 단

사집선문양대를 시문하였는데 모

두 7열 확인된다. 내면에는 수평방

향으로 가는 솔질 흔적이 나타나며, 

기벽은 크기에 비하여 매우 얇다.

68-②

84-⑥
심발형 (11.2)

잔폭

6.0
0.5 사질점토

내면：흑갈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으로 도면68-

①과 동일개체이다. 단치구를 이용

한 단사집선문 아래에 태선침선기

법의 사선문이 나타나는데 횡주어

골문으로 추정된다.

68-③

84-⑤
심발형 (22.0) (48.3)

0.8

∼1.1

사질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편. 비교적 큰 편이고, 

구순부는 편평하며, 구연부에는 능

형집선문이 시문되었고 그 아래 동

체부에는 횡주어골문이 각각 시문

되었다. 문양의 시문 기법은 한쪽 

끝 부분에 자돌이 나타나는 태선침

선기법이며 저부까지 시문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면 구연부 쪽에

는 수평방향으로 솔질한 흔적이 약

하게 나타난다.

68-④

84-③
심발형 (11.1) (49.9) 0.9

사질점토

사립(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구연부에

는 제형집선문이 시문되었는데, 수

직방향으로 2줄을 그어 구획한 후 

그 사이에 삼각집선문이 각각 시문

되었다. 부분적으로 윤적법에 의한 

점토띠접합흔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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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기 (도면 69 도판 86)

<표 24> 제12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69-①

86-②
지석 6.2 3.0 1.1 50 사암

소형. 전면이 잘 마연되었다. 절반 가

량 절단된 상태인데 많이 사용하였

기 때문인지 부서진 중간 부분이 상

대적으로 아주 얇다. 단부는 단면이 

장방형을 나타내는 반면, 중간 부분

은 중앙이 돌출된 장오각형이다. 전

체적으로 검은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69-②

86-①
지석 9.2 3.4 1.8 100 사암

소형으로 단면형태가 장오각형을 나

타내며, 전체적으로 잘 마연되었다.

69-③

86-④
어망추 3.7 2.9 1.1 25 사암

작고 납작한 장방형의 역석을 양쪽 

단부를 양면 타격하여 제작되었다. 

69-④

86-③
갈돌 10.1 8.8 55 610 규질사암

입자가 아주 굵고 거칠며, 규질 성분

이 강한 사암으로 아주 단단하다. 자

연 역석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바

닥에는 마면 흔적이 잘 나타나 갈돌

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69-⑤

86-⑤
갈판편 12.2 15.1 1.7 450 사암

박리된 갈판 상단부를 접합한 것이

며, 사용과정에서 마연된 흔적이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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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6. 제12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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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7. 제12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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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8. 제12호 주거지 출토유물(3)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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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9. 제12호 주거지 출토유물(4)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0  페이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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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3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70 도판 87~89)

  제13호 주거지는 마Tr. 동쪽에 있는 제12호 주거지에서 2m 가량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

에서 확인되었다. 층위상으로는 Ⅶ층 상면에서 검출되었는데, 흑갈색 사질토가 먼저 확

인되었고 하층에 암갈색 사질토와 황갈색 사질토 순으로 퇴적되어있었다. 유구의 평면형

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26°-E)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516cm, 너비 

344cm, 깊이 30cm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2개가 검출되었는데, 내부에

는 적갈색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지1은 유구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50㎝정도 이동하여 

위치하고, 노지2는 노지1에서 북서쪽으로 100㎝ 가량 떨어져서 설치되었다. 노지1과 노지

2는 원형의 수혈식노지이며, 크기는 직경 약 70cm, 깊이 16cm이다. 유구 내부에서 4개의 

주혈이 검출되었다. 주혈은 유구의 동쪽 장벽 근처에 있거나 어깨선에 중복하여 위치하

며, 크기는 직경 30㎝ 내외이다. 수혈은 2개가 검출되었다. 수혈1은 주혈과 마찬가지로 

동쪽 장벽 어깨선에 중복하여 확인되었다. 크기는 길이 80㎝, 너비 54㎝이고,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다. 수혈2는 동쪽 장벽의 1/2 지점에 외부로 20㎝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크

기는 직경 40㎝, 깊이 10㎝이다. 

  유물은 주로 유구의 남쪽과 북쪽 단벽에 근처에서 출토되었고, 노지 주변에서도 일부 

검출되었다. 토기에는 단사집선문, 능형집선문, 횡주어골문,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 등과 

단도토기가 공반하여 수습되었다. 출토된 석기에는 타제석기 및 석부를 비롯해 마제석부, 

지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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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0. 제13호 주거지 실측도

Ⅰ : 흑갈색 사질토
Ⅱ : 암갈색 사질토
Ⅲ : 황갈색 사질토
Ⅳ : 적갈색 소토
Ⅴ : 암갈색 사질토

수혈 1

수혈 2
노지 1

노지 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1  페이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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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71-①

90-③
심발형 (16.2) (39.5) 0.9

사질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적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내측으로 경사진 상

태로 편평하다. 구연부 끝에서 

1.6cm 너비를 가진 호선상의 시문구

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 4열을 시문

하였다. 각 집선문양대 사이에는 

0.5cm 너비의 간격을 두고 있다. 단

사집선문양대 아래에는 끝이 뭉툭한 

시문구를 아주 얕게 압인한 침선문

이 1조 시문되었으며 동체부에는 문

양이 없다. 외면 1/3 가량은 밝은 적

황갈색을 띠며 나머지 부분은 검은 

그을음이 짙게 흡착되었다. 

71-②

90-②
심발형 (22.5) (32.2) 0.7

점토질

굵은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순부는 바

깥 쪽으로 좁아지면서 편평하고 약

간 외반한다. 구연부 끝에서 0.5cm 

가량 띄운 후 1.1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8열의 단사집선문양대를 

빽빽하게 시문하였고, 동체부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구연부 내

면에는 솔질에 의한 가는 조흔이 약

하게 나타난다. 밝은 황갈색 바탕에 

검은 그을음이 군데군데 넓게 흡착

되었다.

71-③

90-①
심발형 (28.3) (43.9) 0.8

점토질

굵은장석

석영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구연은 직립

하고, 구순부는 도구를 사용하여 편

평하게 만들었다. 구연부에 태선침

선기법의 능형집선문이 시문되었고, 

문양의 한쪽 끝 부분에는 둥근 자돌

문이 나타난다. 내외면 밝은 황갈색 

바탕에 그을음이 흡착되어 문양대 

부분에는 흑갈색을 나타낸다. 내면

에는 약하게 조흔이 확인된다.

2) 출토유물 (도면 71~77 도판 90~96) 

(1) 토기 (도면 71~73 도판 90~92)

<표 25> 제13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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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①

90-④
심발형 (11.0) (20.9) 0.7

점토질

장석

내면：회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약간 좁아지면

서 편평하다. 내면에는 솔질에 의한 

가는 조흔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구연부 끝에서부터 0.7cm 너비의 다

치구를 이용하여 9열의 단사집선문

양대를 빽빽하게 시문하였다. 각 문

양대 사이에는 0.2cm 가량 간격을 두

고 있으며 동체부에는 문양이 시문

되지 않았다. 밝은 황갈색 바탕에 검

은 그을음이 군데군데 넓게 흡착되

었다.

72-②

90-⑤
심발형 (9.4)

잔폭

12.2
0.7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색

외면：흑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직립하는 구

연은 약간 내만한다. 구연부 끝에서 

0.7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11

열의 단사집선문양대를 시문하였다. 

그 아래에는 너비 1.2cm의 단치구를 

사용하여 수직방향의 집선문을 시문

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문양의 흔적

만 나타난다. 구연부에서 1.8cm 아

래에 직경 0.6cm의 구멍이 관통하는

데 바깥쪽에서부터 깊이 뚫은 후 안

쪽에서 일부를 판 것이다. 

72-③

90-⑥
심발형 (8.3)

잔폭

8.1
0.7

사질

가는장석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좁아지면서 편평하고, 문

양은 구연부 끝에서 0.8cm 너비의 다

치구를 이용하여 6열의 단사집선문

양대를 시문하였다. 그 아래에는 동

일 시문구를 이용하여 사선방향으로 

6열씩 압인하여 전체적으로 거치상

의 문양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검

은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다.

72-④

92-②
호형 (4.9)

잔폭

4.6
0.8

점토질

굵은장석

(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신석기시대 호의 경부편이다. 견부

에서 경부가 강하게 꺾여지는 형태

로, 무문양이다.

72-⑤

91-⑧
심발형 (2.1)

잔폭

3.7
0.8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외면에는 세

침선으로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72-⑥

91-⑤
심발형 (8.1)

잔폭

5.0
0.9

사질

점토

굵은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태선침선기

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외

면은 점토질에 가까운 반면 내면은 

사질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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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⑦

91-①
심발형 (5.6)

잔폭

5.5
0.5

점토질

장석

내면：흑갈색 

외면：암적갈

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외면에는 너

비0.5cm의 짧은 단치구를 압인하여 

단사집선문양대를 시문하고 그 아래

에는 태선침선기법으로 횡주어골문

을 시문하였다. 

72-⑧

91-③
심발형 (4.1)

잔폭

3.3
0.7

점토질

세사립

내면：흑갈색

외면：암적갈

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외면에는 태

선침선기법으로 방형의 집선문을 시

문하고 그 아래에는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72-⑨

91-④
심발형 (6.0)

잔폭

7.1
0.8

사질

점토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외면에는 비

교적 조잡하고 거칠게 횡주어골문양

을 시문하였는데, 시문구의 끝은 2갈

래로 갈라지며, 그 사이에는 무질서

한 자돌문양이 나타난다.

72-⑩

91-②
심발형 (5.0)

잔폭

5.7
0.9

점토질

굵은장석

세사립

내면：적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 외면에는 너

비 1.2cm의 다치구를 압인하여 단사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73-①

91-⑦
완형 (7.2)

잔폭

8.8
0.9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명적색

외면：명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동체부편으로 

저부는 원저형이다. 붉은 채색이 내

외면 전체적으로 두껍게 묻어 있으

며 채색이 아주 고르다. 마연한 흔적

은 확인되지 않지만 광택이 있다.

73-②

92-①
심발형 (4.1) - 1.2

사질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저부편. 저부는 첨저형

이고,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아주 잘 

정면되었다. 외면은 점토질 성분이 

많고 매끈한 반면 내면은 상대적으

로 거친 편이다.

73-③

91-⑥
심발형 (1.9) - 1.0

점토질

굵은장석

내면：회갈색

외면：황갈색

전면시문 빗살문토기 저부편이다. 

첨저형의 바닥에는 다섯 갈래로 구

획하여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었다. 

이 문양의 윗 부분에는 횡주어골문

을 시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3-④

91-⑨
완형 (4.0) - 0.9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암적색

외면：암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저부편. 저부

는 원저형이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두껍게 채색되었으나 외면에는 부분

적으로 표면이 훼손되면서 박리되었

다. 채색된 이후 많이 사용되었기 때

문인지 내외면에 그을음이 부분적으

로 흡착되었다. 마연한 흔적은 확인

되지 않지만 광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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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기 (도면 73~77 도판 92~96)

  도면73-⑤는 운모 성분이 많이 포함된 얇은 점판암을 양면에 잔손질을 가하여 만든 소

형 타제석기이다. 재질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마제석촉을 제작하기 위한 미완성품으로 

판단된다.

  도면73-⑥~⑧은 점판암제로 만든 석창 끝에 장착하는 첨두기들이다. 모두 점판암의 양

면을 타날하여 일정한 형태를 만들었는데 인부를 형성하기 위한 잔손질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모두 선단부는 결실된 상태이며 기부는 넓고 장착에 용이하도록 중심부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얇다. 

  도면74-①과 ②는 밝은 황회갈색을 띠는 동일 재질의 얇은 이질 점판암을 가공하여 만

든 석기이다. 암석의 층리가 발달하여 쪼개지는 성질이 비교적 강한 편으로 이 중 도면

74-①은 날 부분에만 예리하게 양면 마연된 국부마제 석부이다. 호선상의 인부를 조성하

였으며, 양면에는 원석에서 박리할 때의 타날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용과정에서 인부

의 한쪽은 대부분 층리를 따라 떨어져 나간 상태인데, 같은 종류의 석기들은 모두 인부가 

평면 호선상 구조를 띠며, 대칭상의 날카로운 양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

단부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실된 것인지는 불명하다. ②는 마

연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평면 장방형의 타제석기이다. 전체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

교하게 잔손질을 가하여 형태를 다듬은 것인데, 상단부가 약간 불규칙한 층리를 따라 떨

어져 나가면서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석기로 판단된다.   

  도면74-③은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는 단단한 이질 점판암을 얇게 떼어낸 후 양면 가

공하여 만든 타제석기이다. 암석의 층리는 발달되었지만 방향성이 비교적 불규칙하며 아

주 단단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인부가 비교적 날카로운 상태지만 사용흔은 하단부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장방형의 타제석부로 판단된다. 양 측면에는 도구에 장착하기 위

함인지 홈이 나타나난다.

  도면75-①은 밝은 회백색을 띠는 이질 점판암으로 만든 타제석기이다. 상단부는 직선

상이며, 하단부는 둥근 형태를 나타내는데, 아주 단단한 편이며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전

체적으로 잔손질을 가하여 인부를 형성하고 있다. 사용에 의한 마모흔은 하단부의 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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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따라가면 확인된다.

  도면75-②는 어두운 암갈색을 띠는 얇은 점판암제 타제석부이다. 암석의 층리는 약간 

불규칙한 편이며, 재질은 단단한 편이다. 원석에서 박리된 얇은 석재를 전체적으로 가장

자리를 따라 양면타날하여 형태를 다듬은 것인데, 특히 하단의 인부에는 양면에서 세밀

한 잔손질을 가하여 인부를 형성하고 있다. 도면75-③는 규질성분이 많이 포함된 사암제 

타제석부이다. 비교적 단단한 편이며, 원석에서 박리된 얇은 석재를 전체적으로 가장자

리를 따라 양면타날하여 형태를 다듬은 것인데, 특히 하단의 인부에는 양면에서 세밀한 

잔손질을 가하여 예리한 인부를 형성하고 있다.  

  도면76-①은 규질 성분이 많이 포함된 어두운 회색을 띠는 화강편마암제 마제석부로 

매우 무겁고 단단하다. 전체적으로 잘 마연된 상태인데, 인부를 포함한 양 단부는 부러져 

결실되었다. 단면은 타원형으로 규질 성분이 많아 마연된 부분에는 광택이 있다. 

  도면76-②․③은 사암제 소형지석으로 전면이 잘 마면되어 있다. 그 중 도면76-②는 회

갈색을 띠며 평면 장방형을 이루고 있다. 단면이 전체적으로 긴 오각형을 나타내는데, 한

쪽 측면은 많이 사용하여 얇아졌기 때문에 석도와도 유사한 느낌을 주며, 양 단부는 부분

적으로 파손되었다. 도면76-③은 어두운 암갈색을 띠며, 평면 형태는 제형에 가깝다. 단

면이 장방형에 가까운 것인데, 한쪽 면에는 중앙에 약하게 돌출한 능선이 나타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도면76-②와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도면76-④는 대형급에 속하는 사암제 지석이다. 부러진 것을 재활용한 것으로 원래의 

형태는 너비가 넓은 평면 장방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면 모두 장시간 사용되면서 

마면 흔적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중간 부분이 닳아 상대적으로 매우 얇아진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 부분이 부러졌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부러진 양 측면에는 뾰족한 

도구를 갈았기 때문인지 마연된 단면 V자상의 홈이 나타나고 있다. 

  도면76-⑤는 굵은 석영과 장석립으로 구성된 조립사암제 역석이다. 한쪽 편평한 면에

는 마면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소형 갈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77-①~③은 모두 완전한 형태를 가진 사암제 장방형 갈돌들이다. 사용면은 전체적

으로 잘 마면되어 편평한 상태이며, 표면에는 원하는 형태의 갈돌을 만들기 위하여 잘게 

두들긴 흔적들이 무수히 나타난다. 그 중 도면77-①은 가장 잘 다듬어진 것으로 단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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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73-⑤

92-③
타제석기 4.8 3.2 0.7 10 점판암

운모 성분이 많이 포함된 얇은 점판

암을 양면에 잔손질을 가하여 만든 

소형 타제석기이다. 재질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마제석촉을 제작하기 

위한 미완성품으로 판단된다.

73-⑥

92-④

창선형 

첨두기
7.1 3.2 0.6 10 점판암

석창 끝에 장착하는 첨두기이다. 선

단부는 결실된 상태이며 기부는 넓

고 장착에 용이하도록 중심부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얇다. 점판암의 양

면을 타날하여 일정한 형태를 만들

었는데 인부를 형성하기 위한 잔손

질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73-⑦

92-⑥

창선형 

첨두기
11.3 4.0 0.9 50 점판암 도면73-⑥과 거의 유사하다.

73-⑧

92-⑤

창선형 

첨두기
9.4 3.6 1.0 40 점판암 도면73-⑥과 거의 유사하다.

74-①

92-⑦
석부 9.8 11.1 1.0 140 점판암

날 부분만 예리하게 양면 마연한 마

제석부이다. 호선상의 인부를 조성

하고 있으며, 양면에는 원석에서 박

리할 때의 타날 흔적이 많이 나타난

다. 사용과정에서 인부의 한쪽은 대

부분 층리를 따라 떨어져 나간 상태

인데, 같은 종류의 석기들은 모두 인

부가 평면 호선상 구조를 띠며, 대칭

상의 날카로운 양인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단부는 원래

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

니면 결실된 것인지는 불명하다.

74-②

93-①
타제석기 9.3 6.5 0.5 50 점판암

마연 흔적이 없는 평면 장방형의 타

제석기이다. 전체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교하게 잔손질을 가하여 형

태를 다듬었다. 상단부가 약간 불규

칙한 층리를 따라 떨어져 나가면서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 석기로 판단

된다.

원상을 나타내며, 도면77-②는 단면형태가 말각 방형에 가깝고, 도면77-③은 말각장방형

이다.

<표 26> 제13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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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③

93-②
타제석부 13.4 7.7 2.0 350 점판암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는 단단한 

이질점판암을 얇게 떼어낸 후 양면 

가공하여 만든 타제석기이다. 암석

의 층리는 발달되었지만 방향성이 

비교적 불규칙하며 아주 단단한 편

이다. 전체적으로 인부가 비교적 날

카로운 상태지만 사용흔은 하단부에

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장방형의 

타제석부로 판단된다. 양 측면에는 

도구에 장착하기 위함인지 홈이 나

타난다.

75-①

93-③
타제석기 6.3 6.5 1.6 60 점판암

밝은 회백색을 띠는 이질점판암으로 

만든 타제석기이다. 상단부는 직선

상이며, 하단부는 둥근 형태를 나타

내는데, 아주 단단한 편이며 가장자

리를 따라가며 전체적으로 잔손질을 

가하여 인부를 형성하였다. 사용에 

의한 마모흔은 하단부의 둥근 면을 

따라 확인된다.

75-②

94-①
타제석부 10.9 6.8 1.3 150 점판암

어두운 암갈색을 띠는 얇은 점판암

제 타제석부이다. 암석의 층리는 약

간 불규칙하며, 재질은 단단한 편이

다. 원석에서 박리된 얇은 석재를 전

체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타날

하여 형태를 다듬은 것인데, 특히 하

단의 인부에는 양면에서 세밀한 잔

손질을 가하여 인부를 형성하였다. 

75-③

94-②
석부 10.4 7.0 1.3 150 사암

규질 성분이 많이 포함된 사암제 타

제석부이다. 비교적 단단한 편이며, 

원석에서 박리된 얇은 석재를 전체

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타날하

여 형태를 다듬은 것인데, 특히 하단

의 인부에는 양면에서 세밀한 잔손

질을 가하여 예리한 인부를 형성하

였다.  

76-①

94-③
마제석부 14.2 7.6 3.9 900

화강

편마암

규질 성분이 많이 포함된 어두운 회

색을 띠는 마제석부로 매우 무겁고 

단단하다. 전체적으로 잘 마연된 상

태인데, 인부를 포함한 양 단부는 부

러져 결실되었다. 단면은 타원형으

로 규질 성분이 많아 마연된 부분에

는 광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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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②

95-①
지석 9.3 4.0 1.3 60 사암

소형 지석으로 전면이 잘 마면되어 

있다. 회갈색을 띠며 평면 장방형을 

이룬다. 단면이 전체적으로 장오각

형을 나타내는데, 한쪽 측면은 많이 

사용하여 얇아졌기 때문에 석도와 

유사함을 띠며, 양 단부는 부분적으

로 파손되었다.

76-③

95-②
지석 7.7 5.3 1.7 110 사암

소형 지석으로 전면이 잘 마면되어 

있다. 어두운 암갈색을 띠며, 평면 형

태는 제형에 가깝다. 단면이 장방형

에 가까운데, 한쪽 면에는 중앙에 약

하게 돌출한 능선이 나타난다.

76-④

95-③
지석 20.0 8.0 5.5 1,400 사암

지석이다. 부러진 것을 재활용한 것

으로 원래의 형태는 너비가 넓은 평

면 장방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면 모두 장시간 사용되면서 마면 

흔적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중간 부

분이 닳아 상대적으로 매우 얇아진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 부분이 

부러졌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부러진 양 측면에는 뾰족한 도구를 

갈았기 때문인지 마연된 단면이 V자

상의 홈을 나타낸다. 

76-⑤

96-①
갈돌 7.5 5.5 2.4 250 조립사암

굵은 석영과 장석립으로 구성된 조

립사암제 역석이다. 한쪽 편평한 면

에는 마면 흔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갈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

정된다.

77-①

96-④
갈돌 22.8 7.9 4.2 1,260 사암

완전한 형태의 장방형 갈돌(磨石)이

다. 사용면은 전체적으로 잘 마면되

어 편평한 상태이며, 표면에는 원하

는 형태의 갈돌을 만들기 위하여 잘

게 두드린 흔적들이 무수히 나타난

다. 잘 다듬어진 것으로 단면형태가 

반원상을 나타낸다.

77-②

96-②
갈돌 19.2 6.4 4.9 1,160 사암

완형의 장방형 갈돌이다. 사용면은 

전체적으로 잘 마면되어 편평한 상

태이며, 표면에는 도면77-①과 마찬

가지로 잘게 두들긴 흔적이 있다. 단

면형태는 말각 방형에 가깝다.

77-③

96-③
갈돌 28.9 8.8 4.2 2,430 사암

장방형의 갈돌이다. 도면77-①과 유

사하며, 단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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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1. 제13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1  페이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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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2. 제13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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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3. 제13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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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4. 제13호 주거지 출토유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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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5. 제13호 주거지 출토유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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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6. 제13호 주거지 출토유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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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7. 제13호 주거지 출토유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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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4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78 도판 97~104)

  제14호 주거지는 마Tr.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제12호 주거지에서 250㎝ 가량 북

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층위상으로는 Ⅶ층 상면에서 확인되었으며, 유구의 매몰

토는 흑갈색 사질토, 암갈색 사질토, 황갈색 사질토 순으로 퇴적되어있었다. 유구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18°-E)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830cm, 너비 

555cm, 깊이 20cm이다.  

  유구 내부조사에서 노지, 주혈, 수혈, 옹관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1기가 검출되었는데, 

내부에는 적갈색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지는 유구의 중앙에 위치하며, 크기는 직경 

100~120㎝이고 깊이 30㎝의 원형 수혈식노지이다. 주혈은 14개가 확인되었으며, 크기는 

직경 30㎝ 내외이고, 깊이는 20㎝ 가량이다. 주혈들은 유구의 서쪽 장벽에서 100㎝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일렬로 7개, 동쪽 장벽에서 같은 거리를 두고 2개, 유구의 벽에 근접하여 5개

가 위치하고 있다. 수혈은 4개가 조사되었는데, 일렬상으로 위치한 주혈 사이에 위치한다. 

크기는 직경 50㎝ 내외이고, 깊이 10㎝ 정도로 모두 비슷하다. 그리고 옹관 3기가 직경 70

㎝ 내외의 크기의 수혈에서 출토되었다. 옹관A는 북쪽 단벽에서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

친 부분에서 확인되었고, 옹관B는 동쪽 장벽의 북쪽 부분에서 유구의 어깨선과 중복하여 

검출되었다. 옹관C는 옹관B에서 남쪽으로 70㎝ 떨어진 유구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주거지 전면에서 출토되었다. 토기에는 능형집선문, 삼각집선문+횡주어골문, 

제형집선문+삼각집선문 등이 있고, 석기에는 창선형 첨두기, 석포, 석부, 어망추, 지석, 갈

판 등이 있다. 

2) 출토유물 (도면 79~87 도판 105~114)   

(1) 토기 (도면 79~83 도판 105~108)

  도면81-④는 절반가량 결실된 상태이다. 구경이 높이보다 큰 소형의 무문양토기이다. 

토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을 띠며, 위에서 아래로 나무 같은 것으로 거칠게 정면

한 흔적이 나타난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약한 파상형을 이루며 구순부는 약간 둥근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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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8. 제14호 주거지 실측도

옹관 A

노지

옹관B

옹관C

“마”트렌치

Ⅰ:흑갈색사질토
Ⅱ:암갈색사질토
Ⅲ:황갈색사질토
Ⅳ:적갈색소토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1  페이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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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79-①

107-①
심발형 (17.9) (23.0) 0.7

사질

점토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신석기시대 직립구연 번개무늬토기

편으로 구순부는 약간 좁아지면서 

편평하다. 기형은 최대경이 동체부 

중간에 있는 약간 호형에 가깝다. 문

양은 구연부 끝에서 3.5cm 아래에 수

평으로 약한 침선을 새겨 구획을 정

하고 그 아래에 너비 0.4cm의 짧은 

단치구를 이용하여 사선방향으로 압

인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번개무늬를 

구성하였다. 구연부 문양이 없는 부

분에는 가는 솔질 흔적이 내외면에 

나타나며, 저부에는 문양이 없다. 내

면에는 사선 방향의 조흔이 전체적

으로 나타난다.

79-②

107-②
심발형 (20.0) (25.0) 0.6

사질

점토

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신석기시대 직립구연 번개무늬토기

편으로 구순부는 약간 둥근 편이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한다. 문양은 

다. 태토는 점토 바탕에 가는 장석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저부 바닥은 팽이처럼 끝부분

이 약간 뾰족하게 돌출되었다. 외면에는 약한 광택이 있다. 

  도면82-①은 절반가량 결실되었는데, 완형으로 복원되었다. 구경과 높이의 비가 거의 

유사한 첨저형 토기로 구연부를 중심으로 상부는 어두운 흑색반점을 중심으로 전체적으

로 어두운 흑갈색을 띤다. 저부를 중심으로 아랫쪽 부분은 밝은 황갈색을 띠는데, 이 중 

깨어진 부분을 경계로 서로 색채가 판이하게 다른 부분도 있다. 이것은 토기가 파손된 이

후 어느 한 부분이 새로 소성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내면은 상대적으로 밝은 황갈색

을 띤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순부는 대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편평하게 처리하였

다. 문양은 구순부 아래에 집선사다리꼴문양이 시문되고 그 아래에서 저부 끝부분까지 5

열의 태선의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었다. 삼각집선문의 크기가 열에 따라 서로 달라 단순

하면서도 복잡하다. 내면에는 아주 가는 솔질흔이 확인되며, 태토는 점토 바탕에 아주 미

세한 장석들이 많이 혼입되어 있다. 

<표 27> 제14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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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사립

(다량)

동체부에만 시문되는데, 구연부 끝

에서 5.5cm 아래에 너비 0.5cm의 단

치구를 이용하여 거치상으로 압인하

고 그 아래에 동일기법으로 번개무

늬를 구성한다.

79-③

107-⑥
파배 3.2 4.2 0.4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암갈색

외면：암갈색

파배이다. 수날법(手捏法)으로 소형

토기를 만든 후 동체부에 점토로 파

수를 붙이고 한쪽 부분에서 구멍을 

뚫어 관통한 것이다. 파수는 원래 양

측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한쪽

은 결실되었다. 

79-④

108-④
완형 (7.4) (25.0) 0.7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암적색

외면：암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약간 내만하고 구순부는 

아주 편평하다. 붉은 채색이 내외면 

전체적으로 두껍게 묻어 있고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나 광택이 있

다. 파손품을 복원한 것인데, 그을음

이 양면에 많이 흡착된 부분과 전혀 

흡착되지 않은 선명한 부분이 서로 

접합되는 것으로 보아 토기가 파손

된 후 부분적으로 화재를 당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79-⑤

108-⑤
완형 (6.5) 12.0 1.0

점토질

굵은장석․

사립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작은 완형토기로 저부는 원저형이

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순부는 좁

아지면서 약간 둥근 편이다. 내외면

에는 조흔이 약하게 나타난다. 황갈

색 바탕에 외면에는 그을음에 의한 

흑색 반점이 많이 나타난다. 

80-①

106-②
심발형 (7.1) (18.6) 0.55

점토질

굵은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신석기시대 외반구연 번개무늬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몸체에 비

하여 좁아지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경사지지만 편평한 편이다.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수평방향으로 장사선

을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11열 아래

에는 사선방향으로 어긋나게 침선을 

새겨 격자상의 문양이 나타나고 있

다. 내면에는 전체적으로 희미한 조

흔이 수평방향으로 나타난다. 

80-②

106-⑥
호형 (6.3) (7.0) 0.45

사질

점토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회갈색

신석기시대 빗살문토기 호형토기 

경부 및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옹

형으로 외반하고 구순부는 편평하

고 두께는 매우 얇은 편이다.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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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연부 끝에서 2cm 가량 띄운 후 

수평하게 침선을 그어 구획을 정한 

후 너비 0.3cm의 짧은 단치구를 이

용하여 9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

였다. 또 그 아래에는 너비 0.6cm의 

단치구로 한쪽이 깊게 압날하는 방

법으로 양쪽 대칭되게 문양대를 만

든 후 수직 방향으로 연속 압날하였

는데, 마치 之자문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80-③

106-⑤
심발형 (6.7)

잔폭

4.2
0.8

사질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황적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문양은 

0.6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단

사집선문양대를 형성하였는데 모두 

6열 확인된다. 그 아래에는 짧게 태

선침선기법의 삼각집선문양대를 시

문하였고, 다시 그 아래에는 횡주어

골문을 시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다. 

80-④

107-⑤
심발형 (5.6)

잔폭

8.0
0.6

점토질

장석․

세사립

(혼입)

내면：흑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문양은 

상단에 짧게 그은 삼각집선문이 시

문되었고 그 아래에는 횡주어골문

이 아주 정연하게 나타난다. 도면

83-①과 동일한 배치구조로 볼 수 

있다.

80-⑤

107-③
심발형 (10.8) (21.9) 0.7

점토질

굵은장석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약간 내만하며 구순부는 편

평하다. 구연부 끝에서 3.5cm 가량 

띄운 후 끝이 뭉툭한 시문구를 이용

하여 침선상의 사선을 그어 전체적

으로 거치상의 문양을 새겼으며, 그 

아래에 장사선문을 배치하였다. 내

면에는 수평방향으로 솔질과 같은 

가는 조흔이 나타난다.

80-⑥

106-③
심발형 (21.8) (38.7) 0.8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구연은 옹형상으

로 약간 외반한다. 문양은 구연부 끝

에서 1.5cm 너비의 다치구를 이용하

여 압인한 단사집선문 9열을 배치하

고 그 아래에는 동일 시문구를 사선

방향으로 4열씩 2단으로 교차 압인

하면서 능형문을 구성하였다. 그 아

래에는 문양이 없으며, 구연부 끝에

서 10.5cm 아래에는 직경 0.7cm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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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구멍이 뚫렸는데 내외면에서 

관통시킨 것이다. 

80-⑦

106-④
심발형 (17.9) (41.8) 1.0

사질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흑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1.5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

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 11열을 배

치하고, 그 아래에는 횡주어골문으

로 추정되는 문양을 시문하였다. 내

면 동체부에는 사선방향으로 아주 

가는 솔질흔이 확인되며, 구연부 쪽

으로는 수평뱡향으로 나타난다. 내

외면에 그을음에 의한 흑색 반점이 

넓게 나타난다.

81-①

108-②
호형 (13.5)

저경 

14.9
0.9

사질

점토

석영․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신석기시대 평저 호형토기 로 경부

와 구연부는 결실되었다. 견부와 경

부 접합 지점에는 직경 0.7cm의 구

멍이 뚫린 길이 2.7cm, 너비 1.9cm의 

대추모양 꼭지가 붙어 있다. 원래 

양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한

쪽 부분은 결실된 상태이며, 끈을 끼

워 들 수 있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부는 굽이 없는 평저이며, 동부 최

대경은 어깨 부분에 있다. 외면 어

깨부분까지 아주 넓게 그을음에 의

한 흑색 반점이 나타난다. 도면80-②

의 구연부와 동일 개체일 가능성이 

크다. 

81-②

108-③
호형 (12.0)

저경 

14.0
0.9

사질

점토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신석기시대 평저 호형토기 부로 견

부 윗부분은 결실되었다. 제반 특징

이 도면81-①과 거의 동일한 편이며, 

저부가 보다 원만한 평저형이다. 바

닥과 몸체에는 사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을음이 전체적으로 묻어 

있다.

81-③

107-④
심발형 (7.7)

잔폭

7.5
0.7

사질

점토

굵은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파수부편이다. 토기의 

동체부에 파수를 별도로 제작하여 

접합한 것이며, 그 후 단면이 둥글고 

긴 도구를 이용하여 새로 구멍을 관

통시킨 흔적이 나타난다. 파수 높이

는 1.7cm, 너비 2.6cm이다. 내면에 

비하여 외면이 매끈하고 점토질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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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④

108-①
심발형  12.3 16.1 1.0

사질

점토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무문양토기로 절반 가량은 

결실되었다. 토기는 전체적으로 어

두운 흑갈색을 띠며, 위에서 아래로 

나무 같은 것으로 거칠게 정면한 흔

적이 나타난다. 구연부는 약한 파상

형을 이루며 구순부는 약간 둥근 편

이다. 저부 바닥은 팽이처럼 끝 부분

이 약간 뾰족하게 돌출된 첨저형이

다. 외면에는 약한 광택이 있다. 

81-⑤

108-⑥
심발형 (14.0) - 1.2

사질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흑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는 첨

저형이고, 문양은 없으며 내외면 아

주 잘 정면되어 있다. 외면에는 토기 

제작시 도구 위에 올려놓았던 흔적

이 직경 15cm의 너비으로 둥글게 나

타나며, 바닥에만 흑색 그을음이 일

부 있을 뿐 전반적으로 밝은 황갈색

을 띤다. 반면 내면은 전체가 그을음

에 의한 흑색을 띠는데 색조는 매우 

고르다. 

81-⑥

108-⑦
심발형 (11.5) - 1.0

점토질

장석․석영

내면：암적갈색

외면：적갈색

소형 빗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

는 첨저형으로 상단의 너비가 좁아 

포탄처럼 아주 뾰족한 느낌을 준다. 

문양은 없으며 외면에는 사선방향으

로 약한 조흔이 나타난다. 상단부는 

검은 그을음이 흡착되어 있으며, 하

부는 아주 밝은 적갈색을 띤다. 

82-①

106-①
심발형  18.5 21.7 0.5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로 구순부는 

편평하다. 구순부 아래에 제형집선

문이 시문되고 그 아래에서 저부까

지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었다. 제형

집선문은 하단에서 어긋나게 시문

하여 세 부위 문양의 효과를 주며, 

삼각집선문의 경우도 열에 따라 크

기를 서로 달리하여 아주 복잡한 느

낌을 준다. 

 

 <제14호 주거지 옹관>

  도면83-①은 주거지내 북쪽 어깨선 부분에서 출토한 것이다. 187(?)과 같이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둥근 형태이나 약간 타원형을 이룬다. 완형으로 출토된 것이며, 내부에서는 소

성된 인골편들이 출토되었다. 저부 바닥은 끝부분이 없는데, 점토 접합자국을 따라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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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없앤 것인지 자연적으로 결락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기형은 어

깨부분까지는 수직에 가깝게 완만히 내만하다가 저부쪽으로 급격히 좁아드는 전형적인 

남해안 첨저형토기이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순부는 편평하다. 부분적으로 짙은 흑색 

반점이 구연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부 바닥에 이를수록 아주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내부는 전체적으로 흑색을 띤다. 문양은 구연부에만 삼각집선문이 태선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동체부에 사선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비스듬히, 혹은 수평방향으로 대

나무와 같은 것으로 마연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택은 없다. 부분적으로 솔질한 흔

적도 나타나고 있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저부에는 받침대를 대었던 흔적이 확인된

다. 태토는 비교적 굵은 석영과 장석, 사립들이 포함된 거친 느낌을 주고 있으나 표면은 

아주 매끈하다.  장구경 40.5cm, 단구경 38cm, 기고 36cm, 두께 0.95cm이다. 

  도면82-②는 옹관으로 주거지 동북쪽 가장자리에서 출토된 것이며, 내부에서 소성된 인

골편들이 상당수 출토되었다. 부분적으로 결실되었으나 대부분 접합되어 기형 복원이 가

능하였다. 구경은 원형이 아니라 심하게 타원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 곳 출토 대형토기

들은 대부분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특징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기형은 첨저형으

로 구연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저부까지 좁아들어가는 형태로 서해안식과 유사하다. 구

연부쪽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을 띠고 있으며, 저부로 갈수록 밝은 황갈색을 나타

낸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약간 경사면을 이루면서 편평하다. 내부는 저부 가까이에서 벽

체를 따라 둥글게 흑색을 띠고 있어 소성과정에서 엎어놓아 여러개를 포개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문양은 구연부에서 2열의 단치구에 의한 단사집선문을 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굵은 삼

각집선문을 부가한 후 다시 6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동체부는 문양이 시문되

지 않은 상태이나 수직방향으로 흑색의 문양 흔적이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

어, 채문이 되었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저부는 태선 어골문이 시문되었으며, 제작시 받

침대를 댄 흔적인지 약간 단이 져 있다. 태토는 석영과 비교적 굵은 장석립들이 많이 

혼입되어 있으나 표면은 고운 점토로 덮어 매끈하게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결락되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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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83-①

105-①
심발형 34.3

단:

38.0

장:

40.5

0.95
점토질

석영․장석

내면：흑색

외면：황갈색

옹관1로 명명되었다. 어깨부분까지

는 수직에 가깝게 완만히 내만하다

가 저부 쪽으로 급격히 좁아드는 전

형적인 남해안식 첨저형 토기이다. 

조사 당시 저부 끝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점토 접합자국을 따라 결

실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닥 끝 

부분이 없이 넣었는지, 혹은 자연적

으로 결락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약

간 외반하는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

순부는 편평하다. 문양은 구연부에

만 태선침선기법의 삼각집선문이 시

문되었다. 외면 동체부에는 사선방

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비스듬히, 혹

은 수평방향으로 대나무와 같은 것

으로 표면을 마면한 듯 조흔이 나타

나는데 광택은 없다. 부분적으로 솔

질 흔적도 나타나고 있어 복합적으

로 사용되었다. 부분적으로 짙은 흑

색 반점이 구연부를 중심으로 나타

난다. 저부에는 받침대를 대었던 흔

적이 확인된다. 

82-②

105-③
심발형 46.9

단:

38.5

장:

47.0

1.1

점토질 

석영․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옹관2로 명명되었다. 부분적으로 결

실되었으나 대부분 접합되어 기형복

원이 가능하였다. 구연부 평면형태

는 장타원형을 이루어 특징적이다. 

구연부 쪽은 어두운 흑갈색을 띠고 

있으며, 저부로 갈수록 밝은 황갈색

을 띤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약간 경

사면을 이루면서 편평하다. 문양은 

구연부에 단치구에 의한 단사집선문

을 8열 시문하였는데, 상단 2열과 3

열 사이에는 태선침선기법의 삼각집

선문을 새겼다. 또한 동체부는 소문

(素文)으로 남겨두고 저부는 횡주어

골문이 시문되었다. 동체부에는 수

직방향으로 흑색의 문양 흔적이 전

체적으로 희미하게 나타나 채문(彩

文)되었을 가능성도 추정된다. 첨저

<표 28> 제14호 주거지 출토 옹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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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저부에는 약간 단이 져 있는데, 

제작 시 받침대를 댄 흔적으로 추정

된다. 표면은 매우 고운 점토로 덮어 

매끈하게 처리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결락되어 나타난다.

(2) 석기 (도면 84~87 도판 109~114)

  도면84-①~⑥은 모두 어두운 녹갈색을 띠는 니질 점판암을 다듬어 만든 창선형 첨두기

들이다. 이 중 도면84-④,⑤는 옹관2에 부장된 것들이고 나머지는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

한 것들이다. 모두 선단부는 결실된 상태인데, 그 중 기부가 원상태로 남아있는 양호한 

것은 도면84-④․⑤를 들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결실된 상태이다. 모두 원석에서 떼어낸 

납작한 점판암의 양면을 타날하여 선단부를 뾰족하게 만들었으며, 기부는 대체로 두껍고 

기본적으로 말각상태의 직선상을 나타낸다. 

  도면84-⑦은 점판암제 석포(石鉋)로 추정된다. 어두운 흑갈색을 띠는 단단하고 얇은 점

판암을 전체적으로 잔손질을 가하여 장방형으로 만든 후 면을 고르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약간 거칠게 마면하였다. 상단부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이며, 인부는 아주 짧고 날카

롭게 한쪽 면을 갈아 날을 세운 편인을 형성하고 있다. 인부의 각이 아주 좁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형 석부나 석착의 용도로는 볼 수 없으며 기능상 대패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도면85-①~④는 석부류이다. 이 중 도면85-①․③은 타제석부로 마연되지 않은 미완성 

제품으로 판단되며, 도면85-②․④는 국부마제석부이다. 도면85-①은 층리가 발달된 회백

색 이질 점판암을 소재로 만든 것이며, 판석상의 흔적이 양단에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양

면 타격한 흔적이 나타난다. 상단부는 결실되었으며, 인부에는 보다 세밀한 잔손질 흔적

이 있다. 수평상의 층리가 발달한 관계로 힘을 가했을 때 층리면을 따라 박리상으로 부러

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인부를 가진 마제석기용으로 많이 제작되

고 있다. 따라서 미완성품으로 판단되며 사용흔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도면85-③의 경

우는 아주 단단한 세립사암제로 장방형을 띠는 납작한 역석의 한쪽 단부를 양면 타날하

여 날카로운 인부를 형성하였다. 인부에는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나타났으며 상부에는 



- 188 -

도구에 장착하기 위하여 한쪽 부분을 떼어낸 상태이다. 도면85-②․④는 규질 성분이 많

이 포함된 단단한 화강섬록암제의 국부마연 합인석부이다. 모두 단단하고 예리한 인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도면85-②는 상단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된 상태이며, ④는 사용과정

에서 인부의 한쪽 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도면86-①~④는 모두 얇은 이질 점판암제 석기들이다. 점판암 원석에서 박리된 얇은 석

재를 전체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 타날하여 형태를 다듬은 것들인데, 도면86-①은 

회록색을 띠며 제작도중 상단부가 절단되면서 미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쪽 측면과 

하단부는 양면에서 아주 세밀한 잔손질을 가하여 예리한 인부를 형성하며 형태를 다듬어

오다 한쪽 부분에서는 제작을 중단하고 자연 박리면이 그대로 남아있다. 도면86-②는 짙

은 회색을 띠며 아주 단단한 재질이다. 수평상의 층리가 발달하여 제작 도중 가장자리의 

표면이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다. 원래의 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판단되며, 하단 인부는 

합인으로 아주 예리하게 마연되었으며, 상단부는 결실되었다. 도면86-③도 역시 말각장방

형의 얇은 석기로 판단되며, 밝은 황갈색을 띤다.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양면에 아주 예리

한 잔손질이 가해진 인부편이다. 도면86-④는 표면이 밝은 황갈색을 띠지만 내면은 흑색

과 회색을 띤다. 암석의 수평 층리가 발달하여 절반으로 박리된 상태이며, 파편의 측면에 

나타나는 가공상태로 보아 타제석도로 추정되지만 원상 파악이 곤란하다. 

  도면86-⑤는 회갈색을 띠는 사암제 석기이다. 양면 대칭상으로 전면이 잘 마면되어 있

으며 절반 가량이 절단된 상태이다. 형태상으로 보아 반월형석도와도 유사하지만 인부가 

비교적 무디다. 상촌 유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동일 재질의 소형 지석들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87-①․②는 상촌 유적의 전형적인 소형 지석이다. 도면87-①은 밝

은 회백색을 띠며, 비교적 입자가 굵은 장방형의 완성품이며, 전면이 잘 마면되었다. 한

쪽 단부의 단면형태는 장육각형을 띠지만 반대쪽은 면이 중앙에 있는 능선을 갈았기 때

문에 장방형에 가깝다. 도면87-②는 한쪽 단부만 남은 파편으로 한쪽 면은 중앙에 길게 

능선을 나타내지만 한쪽 면은 편평하다. 측면에 비하여 반대편의 두께가 매우 얇은 것으

로 보아 한쪽 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면87-③~⑧은 모두 하천가의 얇은 역석의 양 측면을 떼어낸 어망추이다. 도면87-③은 

규질사암이며, 도면87-④․⑤는 화강섬록암, 도면87-⑥은 황갈색을 띠는 사암, 도면87-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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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84-①

109-⑤

창선형 

첨두기
8.1 3.8 1.2 50 점판암

어두운 녹갈색을 띠는 이질 점판암

을 다듬어 만든 창선형 첨두기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선단

부와 기부가 결실된 상태이다. 원석

에서 떼어낸 납작한 점판암의 양면

을 타날하여 선단부를 뾰족하게 만

들었으며, 기부는 대체로 두껍고 기

본적으로 말각상태의 직선상을 나타

낸다. 

84-②

109-④

창선형 

첨두기
9.6 3.9 1.0 90 점판암

도면84-①과 거의 유사한 창선형 첨

두기이다. 

84-③

109-①

창선형 

첨두기
11.0 4.2 1.05 80 점판암

도면84-①과 거의 유사한 창선형 첨

두기이다. 

84-④

109-③

창선형 

첨두기
8.8 3.8 0.9 50 점판암

도면82-②인 옹관2에 부장된 창선형 

첨두기로 선단부는 결실된 상태이고, 

기부는 원상대로 남아 있다. 원석에

서 떼어낸 납작한 점판암의 양면을 타

날하여 선단부를 뾰족하게 만들었으

은 백색의 석영섬록암, 그리고 도면87-⑧은 회록색을 띠는 단단한 세립사암이다. 

  도면87-⑨는 입자가 굵은 백색의 규질사암제 역석이다. 한쪽 편평한 면에는 마면된 흔

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보아 갈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면87-⑩․⑪은 사암제 지석과 연석이다. 도면87-⑩은 비교적 두껍고, 단면형태가 장

사각형으로 한쪽 단부만 남아 있다. 층리를 따라 수평방향으로 여러 조각난 것을 접합하

였는데 절반가량은 열에 노출되어 붉게 소성된 상태이다. 네 면에 마면된 흔적이 나타나 

큰 도구를 가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87-⑪은 넓은 대석상의 연석이다. 원

석에서 넓게 떼어낸 후, 떨어져 나간 면을 갈판으로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인 것들과 같이 

면이 고르지는 않지만 마면 흔적은 뚜렷하다. 자연면이 있었던 내면에는 직경 1.5cm 가

량의 홈을 파서 발화석으로 사용하였는데 회전 시 마면된 흔적이 뚜렷하다. 이 주위에도 

직경 0.8cm 가량의 소형 홈이 하나씩 위치한다. 

<표 29> 제14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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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부는 대체로 두껍고 기본적으로 

말각상태의 직선상을 나타내고 있다. 

84-⑤

109-②

창선형

첨두기
10.4 4.2 1.15 55 점판암

도면82-②인 옹관2에 부장된 창선형 

첨두기로 선단부는 결실된 상태이고, 

기부는 원상대로 남아 있다. 원석에

서 떼어낸 납작한 점판암의 양면을 

타날하여 선단부를 뾰족하게 만들었

으며, 기부는 대체로 두껍고 기본적

으로 말각상태의 직선상을 나타내고 

있다. 

84-⑥

109-⑥

창선형

첨두기
7.3 2.3 0.7 10 점판암

도면84-①과 거의 유사한 창선형 첨

두기이다. 

84-⑦

110-①
석포 3.5 - 0.6 40 점판암

석포(石鉋)로 추정된다. 어두운 흑갈

을 띠는 단단하고 얇은 점판암을 전

체적으로 잔손질을 가하여 장방형으

로 만든 후 면을 고르기 위하여 전체

적으로 약간 거칠게 마면하였다. 상

단부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이고, 

인부는 짧고, 날카롭게 한쪽 면을 갈

아 날을 세운 편인을 형성하였다. 인

부의 각이 아주 낮기 때문에 소형 석

부나 석착의 용도로는 볼 수 없으며 

기능상 대패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5-①

110-④
석부 7.8 6.3 0.9 110 점판암

석부. 타제석부로 마연되지 않은 미완

성품으로 추정된다. 층리가 발달된 회

백색 이질점판암을 소재로 만든 것이

고, 판석상의 흔적이 양단에 확인되며, 

부분적으로 양면 타격한 흔적이 나타

난다. 상단부는 결실되었고, 인부에는 

보다 세밀한 잔손질 흔적이 나타난다. 

수평상의 층리가 발달한 관계로 힘을 

가했을 때 층리면을 따라 박리상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많아 일반적으로 날

카로운 인부를 가진 마제석기용으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미완성품

으로 판단되며 사용흔도 확인되지 않

는다. 

85-②

110-③
석부 8.5 6.8 0.9 155

화강

섬록암

규질 성분이 많이 포함된 단단한 화

강섬록암제의 국부마연 합인석부이

다. 상단부가 부분적으로 결실된 상

태이고, 인부는 단단하고 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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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③

111-①
석부 10.7 6.8 1.4 240 세립사암

타제석부. 마연되지 않은 미완성품

으로 추정된다. 아주 단단한 세립사

암제로 장방형을 띠는 납작한 역석

의 한쪽 단부를 양면 타날하여 날카

로운 인부를 형성하였다. 인부에는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나타나고 있

으며 상부에는 도구에 장착하기 위

하여 한쪽 부분을 떼어낸 상태이다.

85-④

110-②
석부 10.5 6.0 1.7 250

화강

섬록암

규질 성분이 많이 포함된 단단한 화

강섬록암제의 국부마연 합인석부이

다. 단단하고 예리한 인부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과정에서 인부의 한쪽 

면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86-①

111-②
미완성 석기 - 11.3 0.7 100 점판암

미완성 석기. 회록색을 띠는 점판암 

원석에서 박리된 얇은 석재를 전체

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 타날

하여 형태를 다듬은 것이다. 제작 도

중 상단부가 절단되면서 미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쪽 측면과 하단

부는 양면에서 아주 세밀한 잔손질

을 가하여 예리한 인부를 형성하며 

형태를 다듬어오다 한쪽 부분에서는 

제작을 중단하고 자연 박리면이 그

대로 남아있다.

86-②

111-③
석기편 7.7 5.8 0.3 80 점판암

짙은 회색을 띠는 단단한 점판암 원

석에서 박리된 얇은 석재를 전체적

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 타날하

여 형태를 다듬은 석기이다. 수평상

의 층리가 발달하여 제작 도중 가장

자리의 표면이 부분적으로 박리되었

다. 상단부는 결실되었는데 원래의 

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판단되며, 

하단 인부는 합인으로 아주 예리하

게 마연하였다.

86-③

111-④
석기 인부편 12.0 7.5 0.4 50 점판암

밝은 황갈색을 띠는 점판암 원석에

서 박리된 얇은 석재를 전체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 타날하여 형

태를 다듬은 것이다. 원래 말각장방

형의 얇은 석기로 판단되고, 가장자

리를 따라가며 양면에 아주 예리한 

잔손질이 가해진 인부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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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④

112-①
타제석도 12.0 7.5 0.25 60 점판암

표면이 밝은 황갈색을 띠지만 내면

은 흑색과 회색을 띠고 있다. 원석에

서 박리된 얇은 석재를 전체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양면 타날하여 형

태를 다듬은 것들인데, 암석의 수평 

층리가 발달하여 절반으로 박리된 

상태이며, 파편의 측면에 나타나는 

가공상태로 보아 타제석도로 추정되

지만 원상 파악이 어렵다. 

86-⑤

112-②
지석 10.7 6.8 1.25 50 사암

회갈색을 띠는 지석이다. 양면 대칭

상으로 전면이 잘 마면되어 있으며 

절반 가량이 절단된 상태이다. 형태

는 반월형석도와도 유사하지만 인부

가 비교적 무디다. 상촌리유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동일 재질

의 소형지석들과 같은 것으로 판단

된다.

87-①

112-④
지석 11.1 5.2 2.1 210 사암

소형의 지석이다. 밝은 회백색을 띠

고, 비교적 입자가 굵은 장방형의 완

성품이며, 전면이 마면되었다. 한쪽 

단부의 단면 형태는 장육각형을 띠

지만 반대쪽은 중앙에 있는 능선을 

갈았기 때문에 장방형에 가깝다.  

87-②

112-③
지석 6.0 4.0 2.5 90 사암

소형의 지석이다. 한쪽 단부만 남은 

파편으로 한쪽 면은 중앙에 길게 능

선을 나타내지만 한쪽 면은 편평하

다. 측면에 비하여 반대편의 두께가 

매우 얇은 것으로 보아 한쪽 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87-③

113-④
어망추 3.7 - 0.7 30 규질사암

어망추. 얇은 역석(礫石)의 양 측면

을 떼어내만들었다.

87-④

113-⑥
어망추 - - 1.0 30

화강

섬록암
얇은 역석의 양 측면을 떼어내었다.

87-⑤

113-⑤
어망추 - - 0.8 30

화강

섬록암
역석의 양 측면을 떼어낸 것이다.

87-⑥

113-②
어망추 4.7 4.6 1.05 50 사암

황갈색을 띠는 사암제로 얇은 역석

의 양 측면을 떼어낸 어망추이다.

87-⑦

113-③
어망추 3.8 3.5 0.8 30

석영

섬록암

백색을 띠는 석영섬록암인 자갈돌의 

양 측면을 떼어내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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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⑧

113-①
어망추 5.0 3.5 1.0 40 세립사암

회녹색의 단단한 세립사암제로 제작

되었는데, 역석의 양 측면을 떼어내

었다. 

87-⑨

114-③
갈돌 7.8 - 2.8 500 규질사암

입자가 굵은 백색의 규질사암제 역

석이다. 한쪽 편평한 면에는 마면된 

흔적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어 갈돌

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87-⑩

114-①
지석 17.4 15.5 4.4 1,000 사암

비교적 두꺼운 단면 장방형으로 한

쪽 단부만 남아 있다. 층리를 따라 수

평방향으로 여러 조각난 것을 접합

하였는데 절반 가량은 열에 노출되

어 붉게 소성된 상태이다. 네 면에 마

면된 흔적이 나타나 큰 도구를 가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87-⑪

114-②
갈판 17.2 15.5 4.4 1,680 사암

넓은 대석상의 갈판(碾石)이다. 원석

에서 넓게 떼어낸 후, 떨어져 나간 면

을 갈판으로 사용하였는데, 일반적

인 것들과 같이 면이 고르지는 않지

만 마면 흔적은 뚜렷하다. 자연면이 

있었던 이면에는 직경 1.5cm 가량의 

홈을 파서 발화석으로 사용하였는데 

회전시 마면된 흔적이 뚜렷하다. 이 

주위에도 직경 0.8cm 가량의 소형 홈

이 하나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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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9. 제14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1  페이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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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0. 제14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1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5:21  페이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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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1. 제14호 주거지 출토유물(3)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4  페이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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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2. 제14호 주거지 출토유물(4)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4  페이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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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3. 제14호 주거지 출토유물(5)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4  페이지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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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4. 제14호 주거지 출토유물(6)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4  페이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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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5. 제14호 주거지 출토유물(7)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4  페이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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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6. 제14호 주거지 출토유물(8)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4  페이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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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7. 제14호 주거지 출토유물(9)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4  페이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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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5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88 도판 115, 116)

  제15호 주거지는 마Tr. 동쪽, 제9호 주거지의 남쪽에 위치한다. 유구는 Ⅶ층 상면에서 

확인되었으며, 매몰토는 상층에 흑갈색 사질토 하층에 암갈색 사질토와 황갈색 사질토이

다. 유구는 북서쪽 모서리 일부가 결실된 상태로 확인되었지만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

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22°-W)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700cm, 너비 455cm, 깊이 40cm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1개가 검출되었는데, 내부에

는 적갈색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지는 유구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50㎝ 가량 이동한 지

점에 위치한다. 크기는 길이 96㎝, 너비 72㎝, 깊이 28㎝이고, 타원형의 수혈식노지이다. 

주혈은 주거지의 가장자리를 둘러 12개가 설치되었으며, 남쪽 단벽 외부에 1개가 위치한

다. 주혈의 크기는 직경 30㎝~40㎝이고, 깊이는 20㎝ 내외이다. 특히 동쪽에 위치한 주혈 

2개는 직경 70㎝, 깊이 5㎝의 얕은 수혈을 조성한 후 내부에 직경 20㎝ 가량을 다시 굴착

해 만들어졌다. 주거지 외부에서 수혈 1개가 검출되었다. 수혈은 동쪽 장벽과 연접하여 

설치되었으며, 크기는 직경 66㎝, 깊이 30㎝이다.

  유물은 주거지 전면에서 검출되었다. 토기에는 삼각집선문, 능형집선문, 횡주어골문,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 양이부호 견부편, 단도토기 등이 있다. 석기에는 마제석촉, 창선

형 첨두기, 국부마제 석기, 지석, 갈판 등이 있다. 

2) 출토유물 (도면 89~95 도판 117∼122)

(1) 토기 (도면 89~92 도판 117∼120)

  도면89-⑤ 저부편이다. 구연부와 견부는 결실되었다. 문양은 바닥 직전까지 태선침선문 

기법으로 능형집선문양을 시문하였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을 보이고 있으

나 바닥은 밝은 황갈색을 띤다. 파편을 접합한 것인데, 깨어진 부분을 경계로 색체 구분

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부셔진 이후에 별도의 소성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태

토는 점토 바탕에 장석을 중심으로 아주 미세한 사립이 다량 혼입된 사질성 태토이다. 외

면은 아주 매끈하게 잘 정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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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8. 제15호 주거지 실측도

Ⅰ:흑갈색사질토
Ⅱ:암갈색사질토
Ⅲ:황갈색사질토
Ⅳ:적갈색소토
Ⅴ:암갈색사질토

수혈 3

수혈 1

노지

수혈 2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5  페이지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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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89-① 

117-①
심발형 (9.0) (39.8) 0.95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흑갈색  

외면：명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며 문양

은 구연부에만 태선침선기법의 사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동체부 이하

는 문양이 없으며, 내면에는 1.3cm 

두께의 윤적법에 의한 점토띠를 접

합한 흔적이 나타난다. 절반 정도는 

열에 의하여 재소성되면서 내외면 

밝은 황갈색을 나타내며, 바탕색은 

흑갈색을 띤다. 

89-②

117-②
심발형 (11.8) (35.7) 0.6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순부는 구연 내면에 점

토띠를 덧붙여 만들면서 단이진 형

태로 원래는 편평하게 하고자 하였

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부 끝에서

부터 태선침선상의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를 띤다.

89-③

117-④
심발형 (4.3)

잔폭

4.0
0.5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암황갈색

외면：흑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기벽은 

아주 얇다. 구연이 직립하는데, 구연 

상단이 바깥으로 얇아지면서 약간 

외반하는 느낌을 준다. 구순부는 좁

고 약간 둥글며, 문양은 구연부 끝에

서 끝이 좁고 뭉툭한 시문구로 능형

집선문양을 시문하였다. 외면은 전

체적으로 그을음이 흡착되어 검게 

나타난다.

89-④

117-③
심발형 (9.3)

잔폭

8.6
0.7

점토질

장석․

석영(다량)

내면：황적갈색

외면：황적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

는 편평하고, 구연은 약간 외반한다. 

구연부 끝에서부터 태선침선기법의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외면 상

단에는 1.6cm 두께의 점토띠 접합 

흔적이 나타나며, 마치 이중구연토

기와 같은 느낌을 준다. 

89-⑤

117-⑤
심발형 (14.6) - 0.8

사질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저부편이다. 문양은 바

닥 직전까지 태선침선기법의 능형

집선문양을 시문하였다. 파편을 접

합한 것인데, 깨어진 부분을 경계로 

<표 30> 제15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 206 -

색채 구분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

어 부셔진 이후에 화재와 같이 별도

의 소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0-①

119-①
심발형 (5.6) (32.9) 0.9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흑색

외면：황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구연 끝부분이 약

간 외반한다. 구연부 끝에서 1.4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

문을 압인하였으며, 내면은 그을음이 

전체적으로 흡착되어 검다. 

90-②

118-④
심발형 (10.5) (21.8) 0.65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암적갈색

외면：암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구연부는 약간 

내만한다. 문양은 구연 끝에서 

0.9cm 가량 띄운 후 너비 0.4cm의 짧

은 단치구를 이용하여 14열의 단사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그 아래에는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

되었으며, 외면은 전체적으로 그을

음이 흡착되어 검다. 

90-③

118-②
심발형 (7.4)

잔폭

11.0
0.7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암황갈색

외면：암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문양은 

단사집선문 아래에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는데, 최상

단부는 등간격을 두고 사행하는 침

선을 2열씩 새겨 부분적인 격자문을 

구성하여 세 가지 문양 효과를 나타

내고 있다. 내면 일부와 외면은 전체

적으로 그을음이 흡착되어 검다.

90-④

118-⑤
심발형 (10.0)

잔폭

14.3
0.6

점토질

장석

내면：황적갈색

외면：적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구연 끝 부분에

서 너비 0.5cm의 짧은 단치구를 이용

하여 16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

다. 그 하단 끝 부분에는 수평하는 

굵은 침선을 1조 그어 동체부의 횡주

어골문양대와 경계를 짓고 있다. 구

연 일부는 밝은 색채를 띠고 있으나 

아래쪽으로는 어두운 흑갈색을 나타

내며, 내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밝다. 

90-⑤

119-②
심발형 (11.8)

잔폭

6.6
0.6

점토질

장석․

세사립

내면：황갈색

외면：적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구순 아

랫부분으로 판단되며, 너비 0.8cm의 

다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양대

를 구성하고 그 아래는 횡주어골문

을 시문하고 있다. 내면에 비하여 외

면이 점토질이 강하고 잘 정면되었

으며, 전체적으로 밝은 색채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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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⑥

119-③
심발형 (10.1)

잔폭

10.0
0.65 점토질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도면90-⑤와 동일개체로 아랫 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선침선 

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전체적으로 시

문되었으며, 제반 특징이 동일하다. 

91-①

118-③
심발형 (12.3) (15.9) 0.6

점토질

사립(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회갈색

직립구연 소형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이다. 구연부는 전체적으로 내만하

며, 구순부는 좁아지면서 둥근 편이

다. 구연과 동체 및 저부의 문양대가 

구분되는 세 가지 문양으로 나타난

다. 구연 끝 부분에서 너비 0.4cm의 

짧은 호선상 단치구를 이용하여 12

열의 단사집선문을 시문하였다. 그 

아래 동체부는 사격자문을 시문하고 

저부에는 횡주어골문이 나타난다. 

내면에는 부분적으로 윤적법에 의한 

점토대 접합 흔적이 확인된다. 

91-②

119-④
심발형 (12.2) (20.9) 0.55

사질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회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전체적으로 약간 내만하며, 구순부

는 편평하다. 문양은 구연 끝 부분에

서 3cm 가량 띄운 후 너비 0.6cm 가

량되는 다치구를 사선방향으로 압

인하면서 번개무늬(뇌문)를 동체부

에만 시문하였다. 

91-③

119-⑥
심발형 (5.8)

잔폭

6.5
0.6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적색

외면：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편이다. 내외

면 붉은 단이 칠해진 상태에서 너비 

0.4cm의 짧은 다치구를 사선방향으

로 압인하여 번개무늬(뇌문)를 시문

하였으며, 문양이 시문된 부분에는 

붉은 채색이 벗겨지고 없다. 내면에

는 수평방향의 조흔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91-④

119-⑤
심발형 (10.0)

잔폭

14.3
0.8

사질

장석․

사립(다량)

내면：흑회갈색

외면：흑회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양은 동

체부에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너비 0.9cm의 단치구를 사선 방향으

로 6~7열 압인하여 단위 문양을 만든 

후, 수평 방향으로 이와 동일 기법의 

연속 문양을 구성하는 수법으로 모

두 3열 배치하였다. 또한 문양대를 

기준으로 아랫 부분에는 사선방향으

로 조흔이 나타나지만 상부에는 확

인되지 않는다. 파편 형태로 보아 구

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

서 구연부는 옹형으로 외반할 가능

성이 많다. 내외면에는 불에 그을린 

검은 반점이 넓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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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⑤

120-①
호형 (3.3)

저경

7.5
0.4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흑색

외면：암적갈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저부편이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붉은 채색이 칠

해진 상태이고, 문양이 시문된 부분

에는 丹이 벗겨졌으며, 내면은 소성

되면서 타 버렸기 때문인지 검은 색

을 띤다. 외면 동체부에는 호선상을 

띠는 너비 0.4cm의 짧은 다치구를 

사선방향으로 압인하였는데, 전체

적으로 번개무늬를 시문하였던 것

으로 판단된다. 

91-⑥

120-③
-

길이

3.4

너비

1.0
1.0 사질점토

내면：명회갈색

외면：명회갈색

직경 0.95cm의 단면 원형 점토 띠로 

양쪽 단부가 결실된 상태이며, 원래

의 형태와 용도는 알 수 없다.  

91-⑦

120-②
호형 (2.9) - 0.5

점토질

장석․

금운모

내면：적갈색

외면：적갈색

양이부호(兩耳附壺) 견부편이다. 경

부와 저부는 결실된 상태이며, 두께

는 매우 얇다. 경부 끝 부분에서 문

양이 일부 확인되는데, 납작한 시문

구를 수평 방향으로 놓고 한쪽 끝을 

강하게 누르는 기법으로 시문하되, 

누르는 방향을 서로 달리 하면서 아

래쪽으로 연속문양을 나타내 전체

적으로는 之자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견부

와 경부 경계지점에는 평면 너비과 

길이 1.2cm의 방형에 가까운 점토띠

를 붙이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귀를 

만들었는데 구멍 지름은 0.4cm이며, 

한쪽은 결실되었다. 내면에는 너비 

1cm 가량되는 윤적법에 의한 점토띠 

접합 흔적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91-⑧

120-④
완형 (8.7) (21.0) 0.5 사질

내면：적색

외면：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아주 편평하고 내외면에는 

붉은 채색이 칠해졌다. 내면에는 광택

이 없으나 외면은 광택이 있으며 표면

도 보다 매끈하다. 토기 단면상에는 

사질 태토 바탕에 양 표면에 아주 고

운 사질 점토를 덮고 그 바깥으로 붉

은 채색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92-①

117-⑥
심발형 (13.5) (23.7) 0.6

점토질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 끝이 좁아지면서 구순부는 

아주 좁고 편평하다. 긴 포탄형으로 

추정되며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0.6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한 단사

집선문양 11열을 시문하고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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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선침선기법의 격자문을 등간

격으로 배치하였다. 격자문 아래는 

다시 단사집선문 6열을 시문하여 구

연부 문양대를 연결시켰으며, 동체

부 이하는 문양이 없다. 

92-②

118-①
심발형 (14.4) (23.9) 0.6

점토질

장석․석영

내면：명황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끝 부분이 좁아지면서 구

순부는 편평하다. 구연부 끝에서 너

비 0.8cm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압인

한 단사집선문 14열을 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끝이 뭉툭한 시문구를 이

용한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하였다. 횡주어골문 최상단에

는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사선을 

2열씩 등간격으로 새겨 격자문을 나

타내는데, 마치 세 가지 문양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92-③

118-⑥
심발형 (10.0) (20.0) 0.7

점토질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순부는 편평하다.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0.7cm 너비의 다치구를 이용

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 10열을 배

치하고, 그 아래에는 동일 시문구를 

사선방향으로 아주 좁게 압인하였

다. 구연부 2.3cm 아래에는 직경 

0.5cm의 구멍이 뚫렸는데 내외면에

서 뚫어 관통시킨 것이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93-①

120-⑤
마제석촉 4.4 1.4 0.3 1 점판암

회청색의 점판암을 이용하여 가공한 

마제석촉이다. 끝 부분을 아주 뾰족

하게 마연하고, 양 날개 부분은 단면

형태가 육각으로 약하게 갈았으나 날

은 날카롭지 않다. 기부는 납작하고 

날카롭다.

93-②

121-③
석도편 (6.9) 3.2 0.45 10 혈암

단단하고 얇은 세장방형의 혈암으로 

만든 석도이다. 한쪽 단부는 결실되

었으며, 암질 단면에는 아주 좁은 엽

리가 발달되어 있다. 세장한 한쪽 부

(2) 석기 (도면 93~95 도판 120~122)

<표 31> 제15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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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양면 타날하여 인부를 형성하였

는데, 엽리를 따라 잔손질을 가하여 

날카롭게 인부를 형성하였다.  

93-③

120-⑥
미완성 석기 6.7 2.7 0.7 10 점판암

회청색을 띠는 운모 성분이 많이 포함

된 점판암제 석기이다. 비교적 재질이 

약하고 원석에서 박리되면서 석재의 

한쪽 부분은 두껍고 무딘 반면, 한쪽 

부분은 얇고 날카롭다. 두꺼운 부분 

중간을 타격하여 넓게 떨어져 나간 흔

적이 뚜렷하며, 그 외 세부적인 가공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미완성 석기

로 석촉과 같은 마제석기를 만들기 위

한 재료로 판단된다. 

93-④

120-⑦

창선형 

첨두기
7.9 3.4 0.2 10 점판암

창선형 첨두기로 추정된다. 두께가 

얇고 균일하며, 입자는 도면93-③보다 

치밀하여 비교적 단단한 편이다. 운

모 성분이 많아 회색의 광택이 있으

며, 양 단부에는 형태를 다듬기 위해 

잔손질을 가하고 있다. 선단부는 결

실되었으며, 기부는 편평하고 특별한 

가공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93-⑤

121-⑥
석핵 6.5 6.1 2.4 210 이암

석핵으로 추정된다. 비교적 단단하고 

무거운 암질로 상단부는 자연면을 유

지하고 있으며, 그 외 모든 면들은 떨

어져 나간 상태이다. 이 자체로는 석기

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박

편을 떼어내고 남은 석재로 추정된다. 

94-①

121-②

국부

마제석기

(石鋤)

21.8 11.5 0.9 500 점판암

이질성분이 강한 단단한 점판암의 층

리를 따라 떼어낸 얇고 넓은 박편을 

가공하여 만든 국부마제 합인석기이

다. 비교적 긴 편이며, 기부보다 인부

가 넓은 양면 대칭상의 합인으로 아주 

예리하게 마연되었다. 장방형에 가까

운 석재의 상단부를 둥글게 세밀한 잔

손질을 가하고 양 측면은 절단면에 부

분적인 가공을 가하여 인부 쪽이 넓은 

구두 주걱상의 형태로 다듬었다. 용

도는 석서(石鋤)로 추정된다.

94-②

121-①

국부

마제석기

(石鋤)

(24.6) 11.0 1.3 710 점판암

원석의 층리를 따라 떼어낸 얇고 넓은 

박편을 가공하여 만든 국부마제 합인

석기이다. 상단부가 결실되었고, 비

교적 긴 편으로 기부보다 인부가 넓은 

양면 대칭상의 합인으로 아주 예리하

게 마연되었다. 인부 쪽의 각을 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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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다 세장한 형태를 띤다. 용도는 

석서(石鋤)로 추정된다.

95-①

122-①
역석기 7.5 7.0 2.6 300 이암

단단한 역석기이다. 원형에 가까운 

자갈돌의 한쪽 부분을 양면 타날하여 

인부를 조성하였는데, 인부는 사용흔

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95-②

122-②
갈돌 7.2 8.1 2.5 300 조립사암

굵은 장석과 석영으로 구성된 조립사

암제 역석을 이용한 갈돌이다. 하천

가의 자연 역석을 그대로 사용하였는

데 바닥에는 마면 흔적이 잘 나타나고 

있어 갈돌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95-③

121-④
지석 13.0 3.2 2.1 500 사암

지석이다. 긴 세장방형으로 단부 양

면은 별다른 가공이 없이 자연면을 그

대로 이용하였다. 나머지 네 면은 전

체적으로 마면되었으며, 한쪽 면의 모

서리 부분에는 많이 사용하여 두께가 

얇아져서 단면형태는 오각형을 나타

낸다.

95-④

121-⑤
갈판 6.1 7.9 2.95 210 사암

갈판이다. 황갈색을 띠는 장방형갈판

의 일부로 판단된다. 사용면은 아주 잘 

마면되었지만 이면과 측면은 떼어낸 

흔적과 제작과정에서 아주 세밀한 잔

손질을 가한 흔적이 나타난다.

95-⑤

122-③
갈판편 (13.0) 21.4 2.8 1,400 세립사암

갈판편이다. 어두운 회색을 띠는 비교

적 단단한 세립사암을 이용하였으며, 

절반 이상이 결실된 상태이다. 사용면

과 이면의 대부분이 넓게 박리된 상태

인데, 곳곳에 제작과정에서 세밀하게 

두드린 흔적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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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9. 제15호 주거지 출토유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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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0. 제15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5  페이지 205



- 214 -

도면 91. 제15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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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2. 제15호 주거지 출토유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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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3. 제15호 주거지 출토유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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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4. 제15호 주거지 출토유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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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5. 제15호 주거지 출토유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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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97-①

126-④
심발형 (12.3) (42.8) 0.6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하는 
구연부는 끝 부분이 바깥으로 좁아지
면서 약간 외반한다. 구순부는 편평
하고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약간 호
선상을 띠는 너비 1.3cm의 단치구를 
이용한 단사집선문 8열을 배치하고 
그 아래 동체부에는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에는 
1.8cm 너비의 윤적에 의한 점토띠 접
합흔적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17. 제16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96 도판 123~125)

  유구는 조사지역의 가장 동단에서 확인되었으며, 제15호 주거지의 동쪽에 위치한다. 층

위상으로는 Ⅶ층 상면에서 검출되었다. 유구의 매몰토는 상층에 회갈색 사질토하층에 흑

갈색 사질토와 황갈색 사질토이다. 확인된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남(N-1°-W)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848cm, 너비 547cm, 깊이 50cm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 노지, 주혈, 수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1개가 검출되었는데, 내

부에는 적갈색소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지는 유구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50㎝ 가량 이동

한 지점에 위치한다. 크기는 직경 85~90㎝, 깊이 30㎝이고, 원형의 수혈식노지이다. 주혈

은 17개가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동편에 주로 배치되어있다. 주혈의 배치가 무질서하여 

정형성을 찾기는 어렵다. 주혈의 크기는 직경 20~55㎝로 다양하며, 깊이는 25㎝ 정도이

다. 그리고 노지 서쪽에 1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수혈 1개가 위치한다. 수혈은 원형으로 

크기는 직경 65㎝, 깊이 15㎝이다.  

  유물은 주거지 전면에서 수습되었다. 토기에는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 삼각집선문+횡

주어골문, 단사집선문+종주어골문+횡주어골문, 단도토기 등이 공반한다. 석기에는 창선

형 첨두기, 원반형 석기, 갈돌 등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97~98 도판 126∼128)

(1) 토기 (도면 97, 98 도판 126, 127)

<표 32> 제16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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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6. 제16호 주거지 실측도

Ⅰ:회갈색사질토
Ⅱ:흑갈색사질토
Ⅲ:황갈색사질토
Ⅳ:적갈색소토
Ⅴ:흑갈색사질토

노지

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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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②

126-⑤
심발형 (21.5) (43.3) 0.6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직립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구연

부 끝에서 1.2cm 너비의 다치구를 이

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 8열을 배

치하고 그 아래에는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내면에 

수평방향으로 가는 솔질 조흔이 나

타난다.

97-③

127-③
완형 (6.2) (23.4) 0.6

점토질

굵은장석

세사립

내면：적색

외면：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구연부편이다. 

내외면 붉은 단이 칠해져 있으며 그

을음에 의한 흑색 반점이 각각 넓게 

나타난다. 구순부는 좁고 편평한 편

이다.

97-④

126-①
완형 (5.0) (13.6) 0.6

사질

장석(다량)

내면：흑색

외면：암황갈색

소형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이다. 구순부는 약간 둥글고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3cm를 띄운 후 너비 

0.4cm의 끝이 ◁상의 뾰족한 단치구

를 이용하여 압인한 문양대를 시문

하였다. 내면은 그을음이 전체적으

로 덮여 검은 색채를 띠며, 수평방향

으로 조흔이 나타난다. 

97-⑤

126-③
심발형 (4.1)

잔폭 

5.8
1.0

점토질

굵은장석

내면：흑색,

      적갈색

외면：흑색

외반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끝 부분이 바깥으로 좁아

지면서 외반하며, 구순부는 편평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흡착

되어 검게 나타나며, 내면 일부는 밝

은 적갈색을 띤다. 

97-⑥

126-②
심발형 (5.9)

잔폭

7.0
0.8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명황갈색

외면：암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며 문양

은 구연부 끝에서 직경 0.7cm의 죽관

문이 3열 압날되어 있으며 동체부 아

래에는 문양이 없다. 

97-⑦

127-④
완형 (6.2)

잔폭 

7.5
0.65

사질

점토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암적색

외면：암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내외면 붉은 단

이 칠해져 있다. 특별한 마연 흔적은 

나타나지 않으나 약한 광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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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①

126-⑥
심발형 (14.2)

잔폭 

13.4
0.4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토기의 

크기에 비하여 기벽이 얇다. 구연은 

내만하고, 구순부는 아주 좁고 뾰족

하다. 문양은 구연부에 삼각집선문

양을 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횡주어

골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에는 부

분적으로 붉은 채색 흔적이 약하게 

나타난다. 

98-②

127-①
심발형 (12.2)

잔폭 

16.3
0.65

사질

점토

장석․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너비 0.7cm

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을 

시문하고 아래에는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내외면에

는 어두운 황갈색 바탕에 그을음이 

흡착되어 전체적으로 흑갈색을 띠

며, 외면이 점토질 성분이 강하고 매

끈한 반면 내면은 사질이 강하고 약

간 거친 느낌을 준다. 

98-③

126-⑦
심발형 (8.0)

잔폭 

10.9
0.7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너비 

0.7cm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

선문양을 시문하고 그 아래 동체부

에는 종주어골문양과 같은 연속 거

치문이 시문되었으며, 아래 저부에

는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

문되었다. 내면에는 전체적으로 그

을음이 흡착되어 짙은 흑갈색을 띠

며, 외면이 점토질 성분이 강하다.

98-④

127-②
심발형 (9.0) - 1.0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는 첨

저형이다. 수직 방향으로 굵은 침선

상의 집선문이 저부 끝 부분까지 다

단으로 시문되었으며, 외면에는 점

토로 덧칠한 흔적이 나타난다. 

98-⑤

127-⑤
- (3.1) - 3.4

점토질

굵은장석

내면：적갈색

외면：적갈색

일정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점토덩

이를 소성한 것이다. 엄지와 검지, 

중지로 누른 흔적이 나타나며, 토기

를 만들다 남은 점토를 소성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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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기 (도면 98, 99  도판 127, 128)

  도면 98-⑥은 회청색을 띠는 운모 성분이 많이 포함된 얇은 점판암제 석편이다. 비교적 

재질이 약하고 원석에서 박리되면서 석재의 한쪽 부분은 아주 얇고 날카롭다. 세부적인 

가공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박편으로 판단된다.

  도면 98-⑦은 니질 점판암제 첨두기편이다. 기부와 측연부 일부만 남은 것으로 상촌리

유적에서 나타나는 창선형 첨두기의 대부분이 이와 동일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  

  도면 98-⑧은 원반상 앤드-스크레이프(end-scraper)이다. 녹회갈색 니질 점판암을 이용

하여 원반상의 형태를 만든 후,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양면 타날하여 날카로운 인부를 

조성한 것인데 부분적으로 약간 마모된 상태이다.

  도면 98-⑨는 장석과 흑운모가 많이 혼입된 화강섬록암제 어망추이다. 하천가의 납작

한 소형 역석을 주워 양 측면을 양면 타날하여 홈을 만든 것이다. 

  도면 99-①은 니질 성분이 강한 단단한 점판암의 층리를 따라 떼어낸 얇고 넓은 박편을 

가공하여 만든 국부마제 합인석기이다. 전체적으로 장방형에 가까우나 인부의 경우 모서

리의 각을 죽여 아주 원만하게 가공한 후 대칭상으로 양면을 예리하게 마연하였다.  

  도면 99-②와 ③은 모두 사암제 갈돌이다. 그 중 ②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암갈색 바탕

에 흰 석영 성분이 나타나고 있다. 한쪽 일부는 결실된 상태이며 입자가 굵은 석영 성분

이 많이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겁고 거친 편이다. 사용면은 잘 마연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잔손질을 가하여 대칭상으로 잘 다듬어져 있고 단면은 반원상을 띤다. ③은 

입자가 대체로 균일한 굵은 모래질로 구성된 사암제 갈돌이다. 밝은 황갈색을 띠며 사용

면은 잘 마면되었고, 이면은 자연면에 양 측면을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단면 형태는 말각

장방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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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98-⑥

127-⑥
박편 1.2 3.8 0.3 5 점판암

회청색을 띠는 운모 성분이 많이 포

함된 얇은 점판암제 석편이다. 비교

적 재질이 약하고 원석에서 박리되면

서 석재의 한쪽 부분은 아주 얇고 날

카롭다. 세부적인 가공흔적은 확인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박편으로 판단

된다.

98-⑦

127-⑦

창선형 

첨두기
5.2 2.7 0.8 20 점판암

첨두기편이다. 기부와 측연부 일부만 

남아있다.

98-⑧

128-①
원반형석기 5.9 7.2 1 70 혈암

원반상 앤드 스크레이프(end- scraper)

이다. 녹회갈색 니질 점판암을 이용

하여 원반상의 형태를 만든 후, 가장

자리를 따라가면서 양면 타날하여 날

카로운 인부를 조성한 것인데 부분적

으로 약간 마모된 상태이다.

98-⑨

127-⑧
어망추 2.8 3.1 1 30

화강

섬록암

장석과 흑운모가 많이 혼입된 화강섬

록암제 어망추이다. 하천가의 납작한 

소형 자갈돌을 주워 양 측면을 양면 

타날하여 홈을 만든 것이다. 

99-①

128-③

국부마제

석기
17.6 8.5 2.3 195

니질

점판암

점판암의 층리를 따라 떼어낸 얇고 

넓은 박편을 가공하여 만든 국부마제 

합인석기이다. 전체적으로 장방형에 

가까우나 인부의 경우 모서리의 각을 

죽여 아주 원만하게 가공한 후 대칭

상으로 양면을 예리하게 마연하였다.

99-②

128-④
갈돌 20.3 10.4 5.8 2,160

조립

사암

갈돌이다. 한쪽 일부는 결실된 상태

이며 입자가 굵은 석영 성분이 많이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겁고 

거친 편이다. 사용면은 잘 마연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잔손질을 가하여 

대칭상으로 잘 다듬어져 있고 단면은 

반원상을 띤다.

99-③

128-②
갈돌 14.2 7.9 0.7 695 사암

갈돌이다. 밝은 황갈색을 띠며 사용

면은 잘 마면되었고, 이면은 자연면

에 양 측면을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단면형태는 말각 장방형에 가깝다. 

<표 33> 제16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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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7. 제16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5  페이지 212



- 226 -

도면 98. 제16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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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99. 제16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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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7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00 도판 129~133)

  제17호 주거지는 5지구의 북단에 위치한다. 층위상으로는 Ⅶ층 상면에서 검출되었다. 

유구의 매몰토는 상층에 회갈색 사질토 하층에 흑갈색 사질토와 황갈색 사질토이다. 유

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23°-W)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950cm, 너비 680cm, 깊이 40cm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1개가 검출되었는데, 내부에

는 적갈색소토와 흑갈색 사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지는 유구의 중앙에서 위치하며, 크

기는 직경 114㎝, 깊이 30㎝의 원형 수혈식노지이다. 주혈은 크기가 상이한 것들이 22개 

확인되었다. 확인된 주혈 중에서 6개는 양 장벽에서 70㎝ 가량 떨어져 위치하는데, 6주식

을 이루고 있다. 크기는 직경 42~56㎝, 깊이 28㎝이다.  그 외에 주혈은 주주혈(主柱穴)을 

보조하는 주혈로 생각되며, 남동쪽에 직경 40㎝ 크기의 주혈 4개가 남북으로 일렬로 배치

되어 있다. 특히 남쪽 단벽에 직경 20㎝ 내외의 작은 주혈 4개가 위치하는데, 구조상 입

구부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유물은 주주혈로 판단되는 구획내부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었다. 토기에는 사격자문, 

단사선문, 단사집선문,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 양이부호, 호형토기 등이 있다. 석기에는 

타제석기를 비롯해 창선형 첨두기, 마제석촉, 국부마연 석부 등이 수습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101~111 도판 134∼144)

(1) 토기 (도면 101~106 도판 134~137)

  도면 103-① 파편을 이용하여 저부까지 복원되어진 번개무늬토기이다. 기형은 견부에

서 구연부쪽으로 내만하다 구연부분에서 외반하는 옹형에 가까운 기형이다. 문양은 구연 

아래에 3cm 가량 띄운 후 수평으로 3치구에 의한 연속압인문양이 일열로 시무되고 그 아

래에 번개문양이 동체부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 동체부 문양 부분에서 구연부까지는 그

을음이 검게 흡착되어 검게 광택이 난다. 저부는 밝은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색 그

을음이 옅게 흡착되어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을 띄고 있다. 구순부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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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0. 제17호 주거지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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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흑갈색사질토 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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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 얇지만 도구를 이용하여 편평하게 바깥으로 깎아내고 있다. 저부에는 어떤 둥근 테

로 만든 틀에 올려진 압흔이 나타나고 있다. 압흔은 흑색으로 그을음이 있는 바깥에 나타

나고 있는데, 그을음은 동물이나 식물의 기름을 태워서 의도적으로 흡착시킨 것으로 추

정된다. 이 행위는 토기 성형 후 완전히 말라 굳기 전에 흡착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흡착

시킨 후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틀의 흔적이 압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부에는 토기 외면을 정면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형 후 마르기전 비교적 넓은 대

칼과 같은 것으로 수직방향으로 마면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아주 미세한 사립이 다량 혼입된 것으로 일반적 토기보다 정선

된 느낌을 주고 있다. 구연부 내외면에는 아주 가는 솔질흔이 확인된다. 구경 17.5cm, 기

고 19cm, 두께 0.5cm이다.  

  도면 104-① 구연부와 동체부 편을 이용하여 전체 복원한 것이다. 동체 기울기로 보아 

기형은 구경에 비하여 길이가 긴 포탄형으로 기형상 전형적인 서해안식에 속한다. 구연

부는 직립하며, 구순부는 도구를 이용하여 편평하게 깍은 후 내면 정면과정에서 위로 깍

아 올리면서 내연부쪽이 뾰족하게 돌출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어두

운 흑갈색을 띠고 있으나 내면은  흑색에 가깝다. 태토는 점토 바탕에 비교적 굵은 사립

이 다량 혼입된 사질태토이며, 외면은 고운 점토로 덧씌워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갈대 줄

기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아래에서 위쪽 사선방향으로 아주 좁게 마면한 흔적이 나타나

고 있다. 문양은 구순부 아래에서 태선침선문으로 2열의 연속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었으

며, 동체부 아래에는 문양이 새겨지지 않았다. 구경 30.5cm, 추정 기고 32cm, 잔고 

22.5cm, 두께 0.8cm이다. 

  도면 105-② 구연부와 동체부 편을 이용하여 전체 복원한 것이다. 동체 기울기로 보아 

기형은 구경에 비하여 길이가 긴 포탄형으로 기형상 전형적인 서해안식에 속한다. 구연

부는 약하게 내만하며, 구순부는 약간 뾰죡한 편이다. 견부에는 외면에서 정교하게 뚫은 

구멍 1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더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외면 색조가 거

의 동일한 편으로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점토 바탕에 사립이 다

량 혼입된 사질태토이다. 외면에 문양은 없으나 아래에서 위쪽 사선방향으로 토기 성형

시 덜 마른 상태에서 문지른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흔적을 따라 검고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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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을 가진 그을음과 같은 것이 흡착되어 흑색 줄무늬처럼 나타나고 있다. 구경 22cm, 

추정 기고 23.5m, 두께 0.75cm이다.

  도면 105-① 파편을 이용하여 저부 끝부분을 제외한 부분까지 복원되어진 번개무늬토

기이다. 기형은 견부에서 구연부 쪽으로 내만하다 구연부에서 외반하는 옹형에 가까운 

기형이다. 문양은 구연 아래에 3.5cm 가량 띄운 후 거치상으로 4치구에 의한 번개문양이 

동체부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 동체부 문양 부분에서 구연부까지는 그을음이 흡착되어 

검게 광택이 난다. 저부는 황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색 그을음이 옅게 흡착되어 있다. 

내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흑갈색을 띄고 있다. 구순부는 두께가 얇지만 도구를 이용하

여 편평하게 바깥으로 깎아내고 있다. 표면은 옅은 광택을 내며 아주 잘 정면되어 있으나 

뚜렷한 정면기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내면 구연부에서는 성형 후 마르기전 비교적 넓

은 대칼과 같은 것으로 수평방향으로 마면 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

에 장석을 중심으로 아주 미세한 사립이 다량 혼입된 것으로 일반적 토기보다 정선된 느

낌을 주고 있다. 구경 21.5cm, 추정 기고 21.59cm, 잔고 20.5cm, 두께 0.6cm이다. 구경

과 높이가 거의 동일하다.  

  도면 105-③ 원저 단도토기완으로 구연부와 몸체 1/3가량이 출토되어 복원한 것이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적색 광택이 있으나 마연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연부에서 저부로 

가는 솔질흔이 나타나고 있다. 구연부는 직립하며 구순부는 예리한 도구로 깎아내어 아

주 편평하다. 태토는 아주 정선된 점토 바탕에 미세한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고 다른 

토기에 비하여 아주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고 있다. 단도는 청동기시대의 붉은 점토를 마

연한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태토위에 광물질의 안료를 붙질하여 덮은 뒤 소성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구경 26cm, 추정 기고  13cm, 잔고 12cm, 두께 0.55cm이다.

  도면 105-④ 절반가량 결실된 상태이다. 기형은 원저 발형이며, 내외면 전체적으로 색

조는 어두운 흑갈색을 띤다. 문양은 없으며, 구순부 아래에 1조의 약한 홈이 있다. 구순

부는 직립하며 편평한 편이다. 태토는 점토 바탕에 굵은 장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구경 14cm, 기고  8.5cm, 두께 0.5cm이다.

  도면 105-⑤ 원저 소형토기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체적으로 황갈색을 띠며 구

연부 아래에는 단치구로 눌러 새긴 단사집선이 일부분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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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01-①

134-⑤
심발형 (11.7) (21.6) 0.6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약간 내만

하는 구연은 직립하고, 구순부는 기

벽에 비하여 좁고 편평하다. 구연부 

끝에서 0.3cm 너비의 좁은 다치구를 

이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 17열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는 태선으로 횡

주어골문을 시문하였는데, 문양대 최

상단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3조씩 침

선을 어긋나게 그어 등간격의 사격자

문을 새겼다.

101-②

135-⑤
심발형 (11.1) (34.0) 0.8

점토질

장석․사립

내면：회갈색

외면：황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끝 부분이 외벽 쪽으로 좁

아지면서 약간 외반하는 느낌을 주

며, 구순부는 편평하다. 구연부 끝에

서 너비 0.9cm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 4열을 배치하였는

데 각 열 사이에는 0.7cm 정도 간격을 

두었다. 내면에는 구연 쪽으로 가늘

문양이 없다. 부분적으로 점토대 접합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조잡하

다. 태토는 점토 바탕에 미세한 장석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으며, 구경 5.5cm, 기고  3cm, 

두께 0.4cm이다.

  도면 106-③ 평저 파수가 부착된 양이부호이다. 저부 및 동체부, 양이부, 그리고 경부 

일부를 이용하여 전체 기형을 복원하였다. 토기는 외면 전체적으로 흑색 광택이 나타나

고 있는 흑도이다. 저부 직경 17.5cm이며, 복원된 동부 최대경은 어깨부분이며, 20.5cm

이다. 경부는 동부 최대경에서 완만히 올라오다 거의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인데 경부 아

래쪽에는 지경 0.7cm의 관통된 고리형 파수부 2개가 양쪽에 붙어있다. 구순부에서 

3.5cm 가량 띄운 아래쪽 경부에는 위에서 아래로 연속 시문된 지자문양이 파수부 아래까

지 시문되어 있다. 토기 외면에는 갈대와 같이 좁은 도구를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마면 

한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장석립들이 다량 혼입되

어 있으며, 구경 11.5cm, 저경 17cm, 기고 23.5cm, 두께 0.4cm이다.

<표 34> 제17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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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솔질한 흔적이 나타나며, 동체부

는 사선방향으로 조흔이 확인된다. 

101-③

135-③
심발형 (12.6) (35.6) 0.7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직

립하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1.2cm 너비의 다치구

를 이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문 9열

을 시문하였다. 단사집선문은 횡으로 

일정한 간격을 띄우면서 전체적으로 

번개무늬와 같은 기하학문을 구성하

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연 끝에

서 3cm 지점에는 지름 1.1cm의 구멍

이 뚫려 있는데, 대부분 제작 이후에 

필요에 따라 뚫었던 것과는 대조적으

로 소성 전에 이미 뚫렸던 것이다. 외

면에는 액상물질이 넘쳐 흘러 내렸던 

흔적이 나타나며, 내면에는 수평방향

으로 여러 조의 조흔이 확인된다.

101-④

135-④
심발형 (13.2) (44.0) 1.2

사질

점토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회백색

외면：회백색

약간 내만하는 느낌을 주는 대형급 직

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

연부는 편평하며, 문양은 구연부 끝에

서 너비 1.9cm의 다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을 압인하였다. 모두 7열

이 확인되며, 토기의 절단 부위에 따

라 색깔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파손 이후에 별도로 소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2-①

134-④
심발형 (14.8) (19.7) 0.5

점토

석영․장석

내면：암황갈색

외면：황갈색

약간 내만하는 느낌을 주는 대형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토기의 크기에 비하여 기벽이 아주 

얇은 편이며, 구연부는 뾰족하다. 문

양은 구연부 끝에서 너비 0.5cm의 단

치구를 이용하여 16열의 단사집선문

을 압인하고, 그 아래에는 태선침선 

기법의 횡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내

외면 하단에는 탄화 유기물의 부착 

흔적이 나타난다.

102-②

135-②
심발형  (11.8) (29.3) 0.55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약간 둥글며, 문양은 구연

부 끝에서 1.1cm 너비의 단치구를 이

용하여 7열의 단사집선문을 압인하

였다. 이 아래에 0.5cm 너비의 평행하

는 약한 횡선 2조가 나타나며, 외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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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고 있는 그을음이 여기에만 묻지 

않았다. 

102-③

135-①
심발형 (16.2) (27.1) 0.65

사질

점토

장석(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편평하며,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0.9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

하여 10열의 단사집선문을 압인하였

다. 동체부에는 태선침선기법의 횡주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103-①

136-②
옹형 19.0 17.5 0.5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로 기형은 옹형에 가깝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순부는 좁지만 

편평하다. 구연 끝에서 3cm 가량 띄

운 후 수평으로 삼치구에 의한 연속

압인문이 1열 시문하고, 그 아래에 번

개문양이 동체부 전면에 나타나고 있

다. 동체부와 구연부는 그을음이 흡

착되어 검게 광택이 나는 반면, 저부

는 밝은 적갈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색 그을음이 옅게 흡착되었다. 구

연부 내외면에는 아주 가는 솔질흔이 

확인된다. 첨저형의 저부는 둥근 테

두리를 가진 틀에 올려졌던 압흔과 

함께 너비가 넓은 대칼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표면을 정면한 흔적이 확인

된다.

103-②

134-③
심발형 38.0 40.5 0.75

사질점토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기형은 구연부에 비하여 

전체 높이는 낮고, 구연부에서 저부

까지 급격히 좁아지는 형태를 나타내

며, 바닥은 뾰족하다. 구연은 직립하

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문양은 구연

부에 단치구에 의한 단사집선문이 6

열 시문되고 동체부 아래에는 문양이 

없다. 구연부, 동체부, 저부 일부에 액

상 물질이 흘러내렸던 흔적이 전체적

으로 희미하게 나타나며, 저부에는 

제작과정에서 둥근 받침대를 댄 흔적

이 확인된다. 

104-①

134-②
심발형 (22.5) (30.5) 0.8

사질

굵은사립

(다량)

내면：흑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로 구연부와 동체부편을 

접합하였다. 구순부는 편평하게 깎은 

후 내면 정면과정에서 위로 깎아 올

리면서 내연부 쪽이 뾰족하게 돌출된 

형태를 이루었다. 직립하는 구연부에

는 태선침선기법으로 2열의 삼각집

선문이 시문되었다. 구연부에서 동체

부에 걸쳐 액상 물질이 흘러내린 흔

적이 희미하게 확인되어 음식물을 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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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내면에는 대칼과 같은 도구를 사

용하여 사선방향으로 아주 좁게 마면

한 흔적이 나타난다. 외면은 고운 점

토로 덧씌워 정면하였다. 

104-②

134-①
심발형 (20.8) (34.4) 0.9

점토질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 끝 부분이 바깥으로 좁아지면서 

약간 외반하며, 구순부는 좁지만 편

평하다. 구연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단사집선문을 1열 시문한 후 태선침

선기법으로 2열의 삼각집선문을 시

문하였는데 겹쳐지면서 전체적으로 

능형집선문처럼 보인다. 그 아래에는 

평행한 3열의 거치문을 시문하였다.

105-①

136-③
심발형 (20.5) (21.5) 0.6

사질

점토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저부 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복원하였는데 구경

과 높이가 거의 동일하다. 직립하는 

구연은 약간 내만하며 구순부는 편평

하다. 구연부 끝에서 3.5cm 가량 띄운 

후 4치구로 압인한 번개문양을 동체

부 전면에 시문하였다. 동체부와 구

연부, 그리고 내면은 그을음이 흡착

되어 흑갈색을 띠지만, 저부는 황갈

색을 띤다. 기면은 잘 정면되어 옅은 

광택이 있고, 구연부 내면에는 성형 

후 비교적 넓은 대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수평 방향으로 마면 흔적이 

나타난다. 

105-②

137-④
심발형 (13.4) (22.6) 0.75

사질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무문양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약하게 내만하며, 구순부는 약간 뾰

족하다. 구연부 끝 5.8cm 아래에는 바

깥쪽에서 정교하게 뚫은 구멍이 1개 

있고, 외면에는 문양이 없으나 사선

방향으로 문지른 조흔이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105-③

137-①
완형 (8.3) (25.25) 0.55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적색

외면：적색

직립구연 단도토기 완으로 구연부와 

동체부 1/3가량을 복원하였다. 구순

부는 아주 편평하며 전체적으로 두껍

게 채색되었다. 광택은 있으나 특별

한 마연 흔적은 확인되지 않으며, 구

연부에서 저부로 가는 솔질흔이 희미

하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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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④

137-②
완형 7.3 (14.6) 0.6

점토질

굵은장석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무문양 완형토기편으로 절반 가량 결

실되었다. 구연은 외반하고, 구순부는 

편평한 편이다. 구순부 아래에 1조의 

약한 홈이 있다. 저부는 원저형이다.

105-⑤

137-③
완형  3.9 6.6 0.4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소형토기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

다. 구순부는 둥근 편이며, 구연 끝 부

분에 단치구로 눌러 새긴 단사집선문

이 일부 시문되었다. 저부는 원저형

이다. 내외면에 부분적으로 점토대 

접합흔적이 나타난다. 

106-①

136-①
심발형  (10.7) - 0.5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는 첨저

형이다. 태선침선기법으로 횡주어골

문을 전체적으로 시문하였으며 바닥 

끝 부분은 방사상으로 시문되었다. 

부분적으로 그을음에 의한 흑색 반점

이 나타난다.

106-②

135-⑥
심발형  (32.5) - 1.2

점토질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황갈색

대형의 빗살문토기 저부편이다. 저부

는 첨저형이고 횡주어골문이 전체적

으로 시문되었으며 바닥 끝 부분은 

여덟 방향으로 구획한 삼각집선문이 

시문되었다.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흑

색 반점이 나타난다.

106-③

136-④

양이부

호
22.6

11.5

/저경

17.5
0.4

사질

점토

장석(다량)

외면：흑색

신석기시대 양이부호(兩耳附壺)이다. 

동체부, 양이부, 저부, 경부 일부를 이

용하여 전체 기형을 복원하였다. 흑색 

광택이 있는 흑도로, 복원된 동부 최대

경은 어깨 부분으로 20.5cm이다. 구연

부는 끝이 약간 외반하고 뾰족하며, 문

양은 경부에만 시문되었는데, 구연부 

끝에서  3.5cm 띄운 후  위에서 아래로 

연속 시문된 ‘之’자문을 배치하였다. 

견부와 경부 경계지점에는 직경 0.7cm

의 관통된 고리형 꼭지가 양쪽에 붙어

있다. 바닥은 평저형이다. 외면에는 대

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수평하게 

마면한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106-④

137-⑤
호형 (7.0) - 0.6

사질

점토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명황갈색

외면：황갈색

호형토기의 저부편이다. 저부는 굽이 

없이 동체부에서 완만하게 평저로 이

어지며, 기형적 특징은 도면106-③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에는 

점포를 덧씌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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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07-①

137-⑥
마제석촉 7.7 2.8 0.5 9.0

이질

점판암

측연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잘 마

연된 양익 무경식 석촉으로 단면형태

가 평탄한 능형을 이룬다. 기부는 장

착에 용이하도록 납작하게 마연하였

는데, 석촉으로는 대형이기 때문에 마

제 창선형 첨두일 가능성도 예상된다.

107-②

139-③

창선형 

첨두기편
3.6 3.5 1.0 40

이질

점판암

창선형 첨두기편으로 양 단부는 결실

되었다. 측연부는 양면 가공하였으나 

무딘 편이며 양면은 부분적으로 마연

되었다.

107-③

138-①
마제석부 7.7 5.4 1.8 150 규암제

마제석부이다. 회색를 띠며, 원석에

서 층리를 따라 떼어낸 편평한 소재를 

가공한 것인데, 인부를 넓게 하고 기

부는 모를 죽인 형태이다. 양면을 전

체적으로 부분마연된 상태이며, 인부

는 양쪽을 완전마연하여 예리하게 처

리하였다. 마연 과정에서 한쪽 측부

의 각을 아주 좁게 하고 이면은 완만

히 가공하여 편인을 이루었다.

107-④

139-①

창선형 

첨두기편
9.0 4.0 1.0 50

이질

점판암

거의 완형으로 선단부는 결실되었으

며, 기부는 말각처리하였다. 

107-⑤

139-②

창선형 

첨두기편
4.6 2.9 0.6 8

이질

점판암

창선형 첨두기편. 양 단부는 결실되

었다. 타제지만 측연부가 날카롭다. 

107-⑥

139-④
박편 4.4 3.1 0.4 5

이질

점판암

제작과정에서 원석의 층리를 따라 떨

어져 나간 박편으로 판단된다. 

107-⑦

137-⑦
마제석부 22.7 7.6 3.7 1,125 규암

마제석부이다. 약간 붉은 색을 띠며, 

전면 마연되었다. 세장방형으로 가운

데 부분의 너비을 넓게 하고 상단부 

너비을 가장 좁게 하였디다. 인부는 

양면 대칭상의 합인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마모된 상태이다. 

108-①

138-②

국부마제

석기
18.7 7.2 1.1

이질

점판암

회갈색을 띠는 국부마제석기이다. 비

교적 단단한 점판암의 층리를 따라 박

리된 얇은 판석을 말각장방형으로 가

공하였다. 양 측연부는 비교적 거칠

게 타날하여 형태를 다듬고 상단부는 

잔손질을 가하여 매끈하게 처리하였

(2) 석기 (도면 107~111 도판 137~142)

<표 35> 제17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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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부는 양면 대칭으로 예리하게 

마연된 합인이며 한쪽 부분은 말각처

리하였다.

108-②

138-③

국부마제

석기
19.7 10.2 1.3 350

이질

점판암

밝은 회황갈색을 국부마제석기이다. 

원석의 층리를 따라 박리된 얇고 단단

한 판석을 가공하였다. 하부는 아주 넓

은 반면 상부는 좁고 뾰족하다. 인부는 

합인이고, 양면 대칭으로 예리하게 마

연하였는데, 최대너비까지 마연하여 

전체적으로 뾰족한 형태를 이룬다. 

108-③

138-④
타제석기 16.4  8.5 1.1

이질

점판암

밝은 황갈색을 띠는 타제석기이다. 

상단부는 뾰족하지만 가공흔적이 없

는 것으로 보아 떼어낸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모두 양

면 잔손질을 가하여 예리한 날을 형성

한다. 인부에는 마모흔이 나타난다.

108-④

138-⑤
타제석기 13.2 5.0 0.4 60

이질

점판암

황갈색을 띠는 타제석기로 한쪽 단부

는 결실되었다. 층리면을 따라 떼어

낸 아주 얇은 판석의 양 측연부에 세

밀한 잔손질을 가하여 칼과 같이 예리

한 인부를 형성한다. 

109-①

139-⑤

원반형

석기
7.6 7.7 1.0 100 혈암

원반상 앤드․스크레이프(end- scraper)

이다. 원석을 원반 형태를 만든 후, 가

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양면 타날하여 

인부를 조성한 것이다. 한쪽 부분이 상

대적으로 많은 잔손질을 가하여 예리

할 뿐만 아니라 마모흔이 나타나고 있

어서 이 면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된다.

109-②

140-③
지석 10.3 3.0 2.3 125 사암

황회갈색을 띠는 소형의 지석이다. 

완형이고, 평면형태 세장방형으로 전

체적으로 잘 마면되었다. 원래 단면

이 장방형에 가까운 소재의 한쪽 측면

을 마연하여 석도와 같은 인부를 형성

하고 있어, 단단한 석재를 가공하기 

위한 찰절구(擦切具)로서의 기능도 

추정된다. 

109-③

140-④
지석 10.2 4.5 1.7 140 사암

납작한 형태의 소형 지석이고, 전체적

으로 마면되었다. 단면이 장방형인 

소재의 양 측부를 많이 사용하면서 약

한 능선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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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④

141-②
지석 20.4 6.2 3.8 800 사암

비교적 큰 지석으로 단면형태가 장방

형이고, 세장한 측면 한쪽 부분에 마

면 흔적이 나타난다. 재질에 있어서

도 다른 것들에 비하여 입자가 비교적 

굵은 편이다. 

109-⑤

140-①
지석 14.75 7.8 1.5 310 사암

다른 지석에 비해 너비가 넓은 소형 

지석이고, 전면이 잘 마면되어 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이루며, 한쪽 모

서리의 양면을 갈아 한쪽 부분에 마치 

석도와 같이 인부를 형성한다.

109-⑥

140-②
지석 13.0 6.1 1.5 210 사암

다른 지석에 비해 너비가 넓은 소형 

지석이고, 전면이 잘 마면되어 있다. 

양면에 인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

한 형태의 석도상 지석들은 대부분 찰

절구(擦切具)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09-⑦

140-⑤
지석 10.2 3.9 1.9 160 사암

지석이다. 단면 장방형의 지석으로 

한쪽 면의 양 모서리 가장자리를 갈아 

약한 능선이 나타낸다. 

110-①

141-①
지석 8.8 5.3 0.9 70 사암

소형 지석이다. 결을 따라 떨어진 평

면 제형상의 사암제 소재를 다른 것들

과는 달리 별다른 가공이나 마면 없이 

한쪽 모서리만 부분적으로 마연하여 

사용하였다.

110-②

141-④
지석편 12.35 7.9 4.4 650 사암

대형의 지석편으로 측면 부분이다. 

모든 면을 사용하였는데, 원래 주로 

사용되었던 면이 오랜 기간 사용되면

서 얇아 부러진 것을 재활용하는 과정

에서 측면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110-③

141-③
갈돌편 8.0 9.5 4.3 500 사암

규질 성분이 많이 포함된 사암제 갈돌

편이고, 한쪽 단부 파편이다. 단면은 

반원상에 가깝고 사용면은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닳아 중심부가 상당히 얇

아진 상태이다. 

110-④

142-②
발화석 13.1 12.4 6 1250 사암

사암제 발화석이다. 원석에서 떼어낸 

자연면을 별다른 가공 없이 상부에 네 

개의 구멍을 뚫어 사용하였는데, 구멍

은 쪼은 흔적과 이후 사용하면서 마연

된 흔적이 같이 확인되고 있다.

111-①

142-①
지석 28.0 8.5 6.5 2900 세립사암

황회갈색을 띠는 지석이고 완형이다. 

별다른 가공 없이 자연 상태의 소재 

한쪽 면을 이용하여 마면하였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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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들보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면이 

아주 매끈하다. 단면은 많이 사용되

면서 중앙부와 한쪽 측면이 닳아 넓은 

U자상의 홈을 나타낸다. 예리한 인부

를 형성해야 하는 마제석부와 같은 도

구의 인부를 마연하기 위한 것으로 판

단된다.  

111-②

142-③
갈돌 27.0 8.0 4.5 1,625 사암

밝은 황갈색을 띠는 완전한 형태를 가

진 단면 반원상의 갈돌(磨石)이다. 평

면형태는 대칭상의 장타원형으로 봉

상에 가깝고 전체적으로 잔손질을 가

하면서 두들겨 형태를 다듬은 후 마면

하였다. 특히 사용면은 전체적으로 

잘 마연되어 횡단면이 약간 만곡하며, 

종단면은 아주 편평하다. 

111-③

142-④
갈판 46.1 26.2 4.0 9,450 사암

갈판(碾石)이다. 층리를 따라 편평하

게 떨어져 나온 판석을 적당한 크기로 

타격하여 떼어낸 후 주연부 및 평탄면

에 세밀한 잔손질을 가하여 만든 것이

다. 양면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면은 

안상(鞍狀)으로 약간 만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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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1.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6  페이지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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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2.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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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3.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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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4.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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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5.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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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6.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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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7.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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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8.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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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09.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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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0.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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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1. 제17호 주거지 출토유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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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13-①

146-①
심발형 (4.6) (18.9) 0.6

점토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암황갈색

외면：적황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 

끝 부분이 좁아지면서 약간 외반하

며 구순부는 좁고 편평하다. 구연은 

옹형상으로 약간 외반한다.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2cm 가량 띄운 후 

0.5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사

선방향으로 압인하면서 번개문양을 

새겼다. 

19. 제18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12 도판 145)

  유구는 5지구에 위치하며, 라Tr.에서 일부가 확인되었다. 층위상으로는 Ⅶ층 상면에서 

검출되었다. 유구의 매몰토는 상층에 흑갈색 사질토가 하층에 암갈색 사질토와 황갈색 

사질토이다. 확인된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42°-W)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830cm, 너비 570cm, 깊이 30cm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1기가 검출되었는데, 내부에

는 적갈색소토와 흑갈색 사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지는 유구의 중앙에서 위치하며, 크

기는 길이 135㎝, 너비 97㎝, 깊이 28㎝의 타원형 수혈식노지이다. 주혈은 6주식으로 양 

장벽과 단벽이 만나는 4곳과 양 장벽의 1/2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주혈의 크기는 직경 40

㎝ 내외이고, 깊이 20㎝로 모두 거의 동일하다. 

  유물은 노지 주변에서 대부분 출토되었다. 토기에는 단사집선문, 삼각집선문, 능형집선

문,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의 빗살무늬토기, 양이부호, 단도토기등이 확인되었으며, 석기

는 타제석기 및 석부, 마제석부, 마제석촉, 지석, 갈판, 발화석 등이 수습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113 도판 146)

(1) 토기 (도면 113 도판 146)

<표 36> 제18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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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2. 제18호 주거지 실측도

Ⅰ:회갈색사질토
Ⅱ:흑갈색사질토
Ⅲ:황갈색사질토
Ⅳ:적갈색소토
Ⅴ:흑갈색사질토

노지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6  페이지 227



- 254 -

113-②

146-⑤
심발형 (10.1)

잔폭

5.1
0.8

사질

장석(다량)

내면：회갈색

외면：암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둥근 편이며, 문양은 구연

부 끝에서 1.4cm 너비의 주름조개 선

단부와 같은 다치구를 이용하여 1열 

압인한 후 2.5cm의 간격을 두고 다시 

1열 압인하고 있다. 그 사이와 아래

에는 3조의 침선을 거치상으로 그어 

X자상으로 문양을 구성하고 있다. 

113-③

146-②
심발형 (4.1)

잔폭 

4.3
0.8

사질

사립(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내연부 쪽이 약간 높지만 

편평하고,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1.5cm 너비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단

사집선문을 압인하였다.

113-④

146-③
심발형 (3.9)

잔폭 

5.8
0.7

사질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1.5cm 너

비의 단치구를 이용하여 사선방향으

로 단사집선문을 압인하고 있는데, 

문양대 사이에 간격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전체적인 구성은 번개문

으로 판단된다.

113-⑤

146-④
- 2.2 - 0.6

점토

장석(다량)

내면：암황갈색

외면：암황갈색

소형 토기 저부편으로 판단된다. 저

부는 첨저형이고, 수날법으로 제작

된 것이다.

(2) 석기 (도면 113  도판 146)

  도면 113-⑥과 ⑧은 밝은 황갈색과 회갈색이 나타나는 니질 점판암의 층리를 따라 박

리된 얇은 판석을 가공한 석기편이다. 모두 진주상촌리선사유적에서 많이 나타나는 얇은 

국부마제석기와 같은 종류이며, 그 중 ⑥은 선단부편으로 측면은 별다른 가공 흔적이 나

타나지 않으나 선단부는 양면 타날하여 예리하게 인부를 형성하고 있다. ⑦은 기본적으

로 전체에 양면 타날 한 흔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예리한 세부 가공은 한쪽 측면과 선단

부 절반 정도에 가해지고 있다. 이 자체로만 본다면 타제석도로서의 기능이 예상되지만, 

별도의 국부마연된 인부를 가지는 석기의 파편일 가능성도 높다.

  도면 113-⑦은 회록색을 띠는 얇은 니질 점판암을 마연하여 양 측면에 예리한 인부를

형성하고 있는 석검으로 판단된다. 양쪽 단부는 결손 된 상태이며, 단면은 세장한 육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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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13-⑥

146-⑥

국부마제

석기편
3.6 6.6 0.6 15

이질

점판암

밝은 황갈색과 회갈색이 나타나는 

이질점판암의 층리를 따라 박리된 

얇은 판석을 가공한 석기편이다. 모

두 상촌리유적에서 많이 나타나는 

얇은 국부마제석기와 같은 종류이

다. 선단부편으로 측면은 별다른 가

공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나 선단부

는 양면 타날하여 예리하게 인부를 

형성하였다. 

113-⑦

146-⑦
석검 6.5 3.4 0.6 10

이질

점판암

회녹색을 띠는 얇은 이질점판암을 

마연하여 양 측면에 예리한 인부를 

형성하는 석검으로 판단된다. 양쪽 

단부는 결손된 상태이며, 단면은 세

장한 육각형에 가깝다. 한쪽 면에는 

직경 0.7cm 가량 되는 둥글게 박리된 

흔적이 십여 개 나타나는데 의도적

인 행위로 판단된다.

113-⑧

146-⑧
석기편  6.0  7.1 1.0 60

이질

점판암

이질점판암의 층리를 따라 박리된 

얇은 판석을 가공한 석기편이다. 기

본적으로 전체에 양면 타날한 흔적

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예리한 세부 

가공은 한쪽 측면과 선단부 절반 정

도에 가해졌다. 이 자체로만 본다면 

타제석도로서의 기능이 추정되지만, 

별도의 국부마연된 인부를 가지는 

석기의 파편일 가능성도 높다.

에 가깝다. 한쪽 면에는 직경 0.7cm 가량 되는 둥글게 박리된 흔적이 십여 개 나타나는

데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되지만 이유는 알 수 없다.

<표 37> 제18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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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3. 제18호 주거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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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15-①

150-⑤
심발형 (11.6) (41.0) 0.8

사질

점토

장석(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문양은 구연부 끝
에서 1.8cm 너비의 단치구를 사용하
여 압인한 단사집선문 7열을 배치하
고 그 아래에는 동일 시문구를 사선방
향으로 압인하였다. 사용과정에서 흡
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그을음이 
내외면 두껍게 흡착되어 있으며, 내면
에는 수평방향으로 솔질에 의한 조흔
이 약하게 나타난다. 

20. 제19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14 도판 147~149)

  유구는 라Tr. 동쪽에서 제5호 주거지에 의해 서쪽 장벽 일부가 파괴된 상태로 확인되었

다. 유구의 매몰토는 상층에 다갈색 사질토가 하층에 흑갈색 사질토와 황갈색 사질토이

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8°-W)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

이 782cm, 너비 524cm, 깊이 50cm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 노지, 주혈, 수혈이 확인되었다. 노지는 1개가 검출되었는데, 내

부에는 적갈색소토와 흑갈색 사질토가 채워져 있었다. 노지는 유구의 중앙에서 위치하며, 

크기는 길이 135㎝, 너비 97㎝, 깊이 28㎝의 타원형 수혈식노지이다. 주혈은 주거지의 양 

장벽에서 40㎝ 가량 떨어진 지점에 6주식으로 설치되었다. 크기는 직경 40㎝ 내외이고, 

깊이 20㎝이다. 남쪽 단벽 중간에 거의 붙어서 1개의 주혈이 더 확인되었는데, 크기는 직

경 35㎝, 깊이 20㎝이다. 수혈은 북쪽 단벽을 중복 파괴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수혈의 크

기는 길이 210㎝, 너비 110㎝, 깊이 50㎝의 타원형이다. 이외에 주거지 남서쪽 외부에 10

㎝ 정도 떨어져 수혈 1개가 검출되었다. 크기는 직경 150㎝, 깊이 15㎝이다.

  유물은 주거지 전면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토기에는 단사집선문, 횡주어골문 등의 

빗살무늬토기와, 양이부호, 호, 단도토기들이 검출되었다. 석기에는 타제석기, 타제석부, 

지석, 고석, 어망추, 국부마제 석기와 역석이 다량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115~120 도판 150~154)

(1) 토기 (도면 115~117 도판 150~152)

<표 38> 제19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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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4. 제19호 주거지 실측도

Ⅰ:암갈색사질토
Ⅱ:회갈색사질토
Ⅲ:다갈색사질토
Ⅳ:흑갈색사질토
Ⅴ:황갈색사질토
Ⅵ:흑색소토

노지

수혈 1

<제
5호

주
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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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②
151-①

심발형 (9.9) (42.5) 0.9
사질
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으로 끝 부분

이 살짝 외반한다. 구순부는 편평하

고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1.3cm 너

비의 단치구를 사용하여 압인한 단

사집선문 9열이 확인된다. 내외면

에는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흡착되

어 흑갈색을 띤다.

115-③

150-②
완형 (7.5) (22.0) 0.6

점토질

장석․

세사립

내면：적색

외면：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는 약간 둥글게 처리하였으

며, 전체적으로 붉은 단(丹)이 두껍

게 묻어있으며 붉은 색채가 아주 고

르고 밝다. 특별한 마연흔적은 확인

되지 않지만 광택이 강하며, 구갑(龜

甲)과 같은 미세한 균열이 전체적으

로 나타난다. 한편 단면에서는 태토 

표면에 고운 점토를 바르고 그 위에 

붉은 채색을 입힌 것이 확인된다.  

115-④

150-①
완형 (7.2) (22.0) 0.5

점토질

장석․

세사립

내면：적색

외면：적색

신석기시대 단도토기 구연부편이

다. 구순부는 약간 뾰족한 형태를 

띠며, 문양은 선단부가 삼각상의 짧

은 단치구로 압인한 단사집선문 1

열을 구연 끝 부분에 1열 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사선방향으로 압인하

면서 번개문양을 구성하고 있다. 전

체적으로 붉은 단(丹)이 두껍게 묻

어있으며 붉은 색채가 고르고 밝다. 

특별한 마연흔은 확인되지 않지만 

광택이 있다. 

115-⑤

151-⑥
심발형 (10.9)

잔폭

13.8
0.7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명회갈색

대형의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태선침선기법으로 횡주어골문을 시

문하였으며, 내외면 밝은 회갈색을 

띠고 있으나 내면은 그을음이 묻어 

전체적으로는 흑갈색을 나타낸다. 

내면에 비하여 외면이 점토질이 강

하다.

115-⑥

151-③
심발형 (5.1)

잔폭

3.1
0.7

사질

점토

장석(다량)

내면：회갈색

외면：흑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으로 

약간 외반하며, 구순부는 편평하다. 

문양은 구연부 끝에서 0.8cm 너비

의 단치구를 사방향으로 4, 5개씩 

압인하여 전체적으로는 사격자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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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⑦

151-⑤
심발형 (4.2)

잔폭

4.1
0.6

점토

장석

내면：적갈색

외면：적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이다. 문양은 

0.9cm 너비의 다치구를 이용하여 

단사집선문을 다단으로 시문하고 

그 아래에 수평하는 3조의 침선을 

새긴 후 그 아래에는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115-⑧

151-⑦
심발형 (3.9)

잔폭 

7.7
0.6

사질점토

장석(다량)

내면：흑색

외면：회갈색

빗살문토기 동체부편으로 태선침선 

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었다. 

바닥에 가까운 부분으로 내면보다 

외면이 점토질이 강하고 매끈하다.

116-①

152-①
심발형 (4.8) (28.4) 0.75

사질

세사립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직립구연 무문양토기 구연부편이

다. 구순부는 둥근 편이며, 문양은 

없다. 외면에는 검은 그을음이 흡착

되어 있다.

116-②

151-④
심발형 (4.9) (33.9) 0.8

점토질

사립(다량)

내면：명회갈색

외면：회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 끝 

부분이 약간 밖으로 돌출된 상태이

다. 구순부는 약간 둥근 편이며, 문

양은 구연부 끝에서부터 끝이 뭉툭

한 시문구로 짧게 그은 평행 사단선

문이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구연부

를 중심으로 가는 솔질에 의한 조흔

이 약하게 나타난다. 

116-③

151-②
심발형 (6.3) (34.9) 1.2

사질

점토

세사립

(다량)

내면：암갈색

외면：흑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

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문양은 구연 

끝에서 1.3cm 너비의 단치구로 압

인한 단사집선문이 시문되었다. 

116-④

150-④
심발형 (12.0) (38.1) 0.8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동일 개체로 판단되며 제반 특징이 

동일하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문양

은 구연부 끝에서 1.8cm 너비의 단

치구를 사용하여 압인한 단사집선

문양 7열을 시문하고 그 아래에는 

동일 시문구를 사선방향으로 6~8조

씩 압인하여 단위 문양대를 만든 후 

이를 수평하게 1열 배치하였다. 내

면에는 수평방향으로 솔질에 의한 

조흔이 약하게 나타난다.

116-⑤

150-⑥
심발형 (5.8) (37.3) 0.6

사질점토

장석․

세사립

(다량)

내면：황갈색

외면：명황갈색

직립구연 빗살문토기 구연부편이

다. 구순부는 좁아지면서 편평하고 

문양은 구연 끝에서 너비 0.9cm의 

단치구로 압인한 단사집선문을 시

문하였다. 내면 일부를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아주 밝은 황갈색을 띠

는데 강한 열에 재소성되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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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①

151-⑨
심발형 (3.5) - 1.0

점토질

사립

내면：적갈색

외면：적갈색 

끝이 뾰족한 빗살문토기 저부편이

다.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저부 끝 부분이다.

117-②

151-⑧
심발형 (4.0) - 0.9

점토질

장석․

세사립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끝이 뾰족한 빗살문토기 저부편이

다. 태선침선기법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저부 끝 부분이다.

117-③

150-③
- (2.9)

잔폭

4.7
0.6

사질

점토

장석

내면：흑색

외면：황갈색

아주 얇은 빗살문토기편으로 기형

은 불확실하다. 기벽은 아주 얇은 

편이지만, 이 또한 단면 가운데 부

분이 전체적으로 유기물이 탄화된 

목탄 띠가 나타나고 있어 얇은 점토

띠 2겹을 서로 포개어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117-④

152-②
호형 (2.8)

잔폭

3.4
0.5

사질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빗살문토기 양이부호의 꼭지 일부

분이다. 길이 2.3cm, 너비 0.9cm, 두

께 0.7cm 규모의 점토띠를 견부와 

경부의 경계지점에 붙인 후 직경 

0.4cm의 구멍을 뚫어 관통한 것이

다. 내면에는 동체부에 경부를 덧붙

인 점토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117-⑤

152-③
호형 (3.0)

(저경)

12.0
6.0

점토질

장석(다량)

내면：황갈색

외면：흑갈색 

빗살문토기 장경호 저부편으로 추

정된다. 저부는 평저형이고, 굽이 

없고 완만하게 이어진다. 외면에는 

사용과정에서 생긴 흑색 그을음이 

골고루 흡착되었으며, 내면에는 부

분적인 흑색 반점이 확인된다. 

(2) 석기 (도면 117~120 도판 152~154)

  도면 117-⑥은 운모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점판암제의 석기이다. 뾰족하고 얇은 박편을 

이용하여 좌우 대칭상으로 양 측면을 마연하였는데, 기부로 추정되는 한쪽 단부는 결실

되었다. 석검이나 석창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양 측면을 마연하였기 때문에 인부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표리 양면에는 모암에서 박리되면서 나타나는 자연면을 제외하고 특

별한 가공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117-⑧은 회록색 바탕에 드문드문 짙은 암갈색이 묻어 있는 니질 점판암제의 창선

형 첨두기이다. 선단 일부는 결실되었으며, 양 측연부는 단부 양면에서 잔손질을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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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상으로 만든 후 기부는 말각조정하였다. 

  도면 117-⑧은 녹갈색을 띠는 혈암제 양면가공석기이다. 방형에 가까운 소재를 전체적

으로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양면 타날하여 인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인부는 전체적으로 

마모되어 아주 무딘 편이다.

  도면 117-⑨는 회록색을 띠는 혈암제 역석기이다. 제형에 가까운 하천가의 역석 한쪽 

부분을 양면 타날하여 인부를 조성하였는데, 상단 일부는 손으로 잡아 사용하기 편하도

록 부분적으로 타날하여 아주 편하게 하였다. 인부는 거치상으로 어긋나 있으며,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확인된다. 타제 악부로 판단된다.  

  도면 118-①과 ②, 도면 118-④는 밝은 황백색을 띠는 니질 점판암의 얇고 넓은 박편을 

가공한 석기들이다. 그 중 ①은 아주 얇고 예리하게 박리되면서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인

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뾰족한 한쪽 측면에는 편면에 잔손질을 가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

어 이 부분이 사용면으로 추정된다. ②는 얇은 국부마제석기의 인부편이다. 인부는 합인

으로 둥글고 예리하게 양면 마연하였으며, 한쪽 편면은 사용과정에서 넓게 박리되어 떨

어져 나간 상태이다. ④는 평면이 넓은 제형에 가까운 얇은 박편석기이다. 한쪽 측부는 

결손된 상태이며, 상단은 비교적 거칠게 타날하여 양면 조정하였고 측면은 형태를 다듬

기 위해 잔손질을 가했지만 예리한 인부는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 하단부는 양 측면에 세

밀한 잔손질을 가하여 예리한 인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면을 사용하기 위한 타제석

도라 추정된다. 

  도면 118-③은 흑회색을 띠는 단단한 니암제 타제석기이다. 암석 형성 당시 퇴적 상태

가 부안정하여 층리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거친 느낌을 준다. 원석

에서 박리된 평면 방형의 박편을 전체적으로 양면 가공하여 형태를 다듬은 다음 한쪽 모

서리의 양 측면을 양면 타날하여 떼어낸 후 끝 부분을 돌출시킨 것이다. 이 경우 예리한 

인부는 결입부에 형성되는데 낫과 같이 돌출부에 걸어서 자르는 결입석기로 추정된다.

  도면 ⑤~⑧은 모두 역석의 양측면을 양면타날하여 떼어낸 어망추이다. ⑤는 규질성분

이 많이 포함된 단단한 사암제 역석을 이용하여 만든 것인데 아주 소형이다. 조성 과정에

서 자연면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양면을 전체적으로 박리된 상태인데, 무게 조정을 위

한 의도적인 행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⑥과 ⑦은 황갈색을 띠는 장방형의 사암제 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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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양 측면을 떼어낸 것인데, 이 중 ⑥은 홈의 주변에도 양면 가공한 흔적이 많

이 나타나는 반면 ⑦은 없다. ⑧은 규질 성분이 많이 포함된 세립사암제로 만든 것이다. 

하천가의 단단하고 납작한 역석을 주워 편면의 절반 정도를 박리시킨 후 양 측면에 홈을 

만들었다.

  도면 119-①․③은 사암제 소형지석이다. 그 중 ①은 납작한 장방형으로 전면이 모두 

마면된 완제품이며, 표리면의 측변은 모두 사용과정에서 연마되어 얇아진 상태이다. ③

은 세립사암제 지석이다. 횡단면이 제형에 가까운 자연 역석의 한쪽 면을 이용하여 사용

한 것인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면 119-④는 어두운 황갈색을 띠는 사암으로 만든 역석제 고석이다. 단면 원형에 가

까운 세장한 형태로 한쪽 선단부에는 약하게 고타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재질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도토리와 같은 견과류나 단도토기의 안료와 같이 약한 물질을 찧는

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19-②는 황갈색을 띠는 사암제 갈돌이다. 한쪽 측면 일부는 결실되었으며, 단면

은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사용면은 거의 평탄하지만 중앙부가 양단부보다도 완만하게 오

목해지면서 얇아진다. 원석에서 떼어낸 후 잘게 두들겨 만든 고타흔이 곳곳에 나타나며, 

리면에는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나 회전 마모흔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화석의 

용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에 마연 흔적이 있어 지석의 용도로도 사

용되었을 것이 추정된다. 

  도면 120-①~⑪은 모두 주거지 내부에서 일괄 출토된 것들이다. 어망추를 만들기 위하

여 하천가에서 납작한 역석을 채집하여 모아 놓은 것들로 모두 이 일대 하천변에서 많이 

채집되는 화강섬록암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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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17-⑥

152-⑤
석기 6.6 2.3 0.3 5 점판암

운모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점판암제의 

석기이다. 뾰족하고 얇은 박편을 이

용하여 좌우 대칭상으로 양 측면을 마

연하였는데, 기부로 추정되는 한쪽 단

부는 결실되었다. 석검이나 석창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양 측면을 

마연하였기 때문에 인부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표리 양면에는 모암에서 박

리되면서 나타나는 자연면을 제외하

고 특별한 가공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다.

117-⑦

152-④

창선형

첨두기
8.6 3.1 0.7 20

이질

점판암

회녹색 바탕에 드문드문 짙은 암갈색

이 묻어 있는 이질점판암제의 창선형 

첨두기이다. 선단부 일부는 결실되었

으며, 양 측연부는 단부 양면에서 잔

손질을 가하여 대칭상으로 만든 후 기

부는 말각조정하였다. 

117-⑧

153-③
석기 7.1 7 1.4 180 혈암

녹갈색을 띠는 혈암제 양면가공석기

이다. 방형에 가까운 소재를 전체적

으로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양면 타

날하여 인부를 형성하는데, 인부는 전

체적으로 마모되어 아주 무딘 편이다.

117-⑨

153-④
역석기 8.8 7.6 4.3 450 혈암

회녹색을 띠는 혈암제 역석기이다. 

제형에 가까운 하천가의 역석 한쪽 부

분을 양면 타날하여 인부를 조성하였

는데, 상단 일부는 손으로 잡아 사용

하기 편하도록 부분적으로 타날하였

다. 인부는 거치상으로 어긋나 있으

며,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확인된다. 

118-①

153-①
박편 6.6 9.6 0.2 25

이질

점판암

밝은 황백색을 띠는 이질점판암의 얇

고 넓은 박편을 가공한 석기이다. 아

주 얇고 예리하게 박리되면서 전체적

으로 날카로운 인부를 형성하는데, 뾰

족한 한쪽 측면에는 편면(片面)에 잔

손질을 가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이 사용면으로 추정된다. 

<표 39> 제19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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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②

152-⑥

국부마제

석기편
4.9 9.3 0.7 50

이질

점판암

얇은 박편을 가공한 국부마제석기의 

인부편이다. 인부는 합인으로 둥글고 

예리하게 양면 마연하였으며, 한쪽 편

면은 사용과정에서 넓게 박리되어 떨

어져 나간 상태이다.

118-③

153-②
타제석기 7.0 7.3 1.0 90 이암

흑회색을 띠는 단단한 타제석기이다. 

암석 형성 당시 퇴적 상태가 불안정하

여 층리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매우 거친 느낌을 준다. 원

석에서 박리된 평면 방형의 박편을 전

체적으로 양면 가공하여 형태를 다듬

은 다음 한쪽 모서리의 양 측면을 양

면 타날하여 떼어낸 후 끝 부분을 돌

출시킨 것이다. 이 경우 예리한 인부

는 결입부에 형성되는데 낫과 같이 돌

출부에 걸어서 자르는 결입석기로 추

정된다.

118-④

152-⑦
타제석도 7.0 11.1 0.5 50

이질

점판암

평면이 넓은 제형에 가까운 얇은 박편

석기이다. 한쪽 측부는 결손된 상태

이며, 상단은 비교적 거칠게 타날하여 

양면 조정하였고 측면은 형태를 다듬

기 위해 잔손질을 가했지만 예리한 인

부는 형성되지 않는다. 반면 하단부

는 양 측면에 세밀한 잔손질을 가하여 

예리한 인부를 형성하므로 이 면을 사

용하기 위한 타제석도로 추정된다. 

118-⑤

154-⑥
어망추 1.9 2.2 0.5 3 사암

어망추이다. 규질 성분이 많이 포함

된 단단한 역석의 양측면을 타날하여 

떼어내었다. 조성 과정에서 자연면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양면을 전체적

으로 박리하였는데, 무게 조정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18-⑥

154-②
어망추 5.1 4.3 1.1 40 사암

어망추. 황갈색을 띠는 장방형의 역

석을 이용하여 양 측면을 떼어내었는

데, 홈 주변에도 양면 가공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118-⑦

154-④
어망추 5.7 4.4 1.7 60 사암

어망추. 황갈색을 띠는 장방형의 사

암제 역석을 이용하여 양 측면을 떼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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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⑧

154-①
어망추 4.8 4.5 0.6 25

세립

사암

규질 성분이 많이 포함된 세립사암제

로 만든 것이다. 하천가의 단단하고 

납작한 역석을 주워 편면의 절반 정도

를 박리시킨 후 양 측면에 홈을 만들

었다.

119-①

153-⑤
지석 11.3 4.2 1.2 90 사암

소형 지석이다. 납작한 장방형으로 

전면이 모두 마면된 완제품이며, 표리

면의 측변은 사용과정에서 연마되어 

얇아진 상태이다.

119-②

154-⑤
갈돌 21.6 8.8 3.8 1,225 사암

황갈색을 띠는 사암제 갈돌이다. 한

쪽 측면 일부는 결실되었으며, 단면은 

말각장방형에 가깝다. 사용면은 거의 

평탄하지만 중앙부가 양단부보다도 

완만하게 오목해지면서 얇아진다. 원

석에서 떼어낸 후 잘게 두들겨 만든 

고타흔이 곳곳에 나타나며, 이면에는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나 회전 마모

흔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화

석의 용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에 마연 흔적이 있어 

지석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을 것이 추

정된다. 

119-③

153-⑦
지석 16.4 3.4 2.0 180

세립

사암

지석이다. 횡단면이 제형에 가까운 

자연 역석의 한쪽 면을 이용하여 사용

한 것인데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119-④

153-⑥
고석 13.3 3.4 2.9 190 사암

어두운 황갈색을 띠는 사암으로 만든 

역석제 고석이다. 단면 원형에 가까

운 세장한 형태로 한쪽 선단부에는 약

하게 고타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재질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도토

리와 같은 견과류나 단도토기의 안료

와 같이 약한 물질을 찧는데 사용하였

던 것으로 판단된다.

120-①

154-③
역석 5.0 3.2 2.0 35

화강

섬록암

어망추를 만들기 위해 채집한 역석이

다. 

120-②

154-③
역석 5.3 4.3 1.6 60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120-③

154-③
역석 4.6 4.0 1.6 55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120-④

154-③
역석 6.6 4.1 1.6 80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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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⑤

154-③
역석 5.7 5.7 1.9 105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120-⑥

154-③
역석 5.2 5.3 1.6 57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120-⑦

154-③
역석 8.3 4.3 1.5 105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120-⑧

154-③
역석 5.8 3.9 1.7 55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120-⑨

154-③
역석 6.0 3.8 1.8 75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120-⑩

154-③
역석 6.2 4.5 2.2 115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120-⑪

154-③
역석 6.4 4.5 1.7 85

화강

섬록암
도면120-①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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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5. 제19호 주거지 출토유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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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6. 제19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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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7. 제19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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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8. 제19호 주거지 출토유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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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19. 제19호 주거지 출토유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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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0. 제19호 주거지 출토유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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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22-①

157-⑤
심발형 (5.2) (22.9) 0.8

사립․운모

장석

내면：회갈색

외면：회황갈색

심발형 공열문토기 구연부편. 동체

부에서 약간 내경하면서 올라가서 

구연부에서 다시 외반하는 기형이

며 구순부는 좁은 면을 이루고 있

다. 구순부에서 1.1~1.4㎝아래 부분

에 내면에서의 자돌에 의한 반관통 

공열문이 시문되었다. 외면은 물손

질, 내면은 목리조정 후에 가벼운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21. 제20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21 도판 155~156)

  유구는 라Tr. 동쪽에 위치하며, 유적의 가장 남단에서 확인되었다. 층위상으로는 Ⅶ층 

상면에서 검출되었다. 유구의 매몰토는 먼저 흑갈색 사질토가 상면에서 확인되었으며, 

하층에 암갈색 사질토와 흑갈색 사질토가 퇴적되어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

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18°-E)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605cm, 너비 460cm, 깊이 

20cm이다.

  유구의 바닥면 조사에서 수혈이 1개 조사되었다. 수혈은 원형으로 주거지 외부에 북서

쪽으로 50㎝ 정도 떨어져 위치하는데, 크기는 직경 56㎝이다. 

  유물은 주거지의 북동쪽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각목돌

대문토기, 단도마연토기, 호형토기, 파수부호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토제품에는 어망

추, 방추차가 있고, 석기에는 미완성마제석부, 지석, 갈판편이 수습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122, 123 도판 157~159)

(1) 토기 (도면 122, 123 도판 157, 158)

<표 40> 제20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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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1. 제20호 주거지 실측도

<제6-1호 구상 유구>
Ⅰ:암갈색사질토
Ⅱ:흑갈색사질토

교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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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②

157-⑥
심발형 (5.4) (28.1) 0.7

사립․운모

장석

내면：명황등색

외면：명황등색

심발형 구순각목문토기 구연부편이

다. 구연부는 내만하였다. 구순부를 

동체부보다 약간 두껍게 하고 면을 

만든 후, 얕은 각목을 비스듬히 새기

고 있다. 내면 쪽은 표면이 떨러져 

나갔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외면은 

횡방향으로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122-③

157-⑦
호형 (3.3) (9.6) 0.4

사립․운모

흑색 

광물

내면：적등색

외면：적등색

호형 단도마연토기 구연부편이며 내

경하는 경부에서 구연부가 강하게 

외반하고 구순부는 설상을 나타낸

다. 내외기면 전면에 얇게 단도하여, 

외면 구연부는 횡방향, 경부는 종방

향으로 마연되고 내면은 횡방향으로 

마연하였다.

122-④

157-④
심발형 (4.7) - 1.0

사립․석영

장석

내면：명황백색

외면：명황백색

심발형 공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연이며 내외기면을 물손질로 

정면한 뒤, 구순부에서 0.8㎝ 아래에 

내면에서의 자돌에 의한 반관통 공

열문이 시문되었다. 구순부는 좁은 

면을 이룬다.

122-⑤

157-①
심발형 (5.6) - 0.8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흑색

외면：황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구연부가 약간 

내만한다. 구순부는 평탄면을 이루고 

있으며 구순부에서 2.5㎝정도 아래에 

수평으로 침선을 그어서 구획하여 그 

내부에 주걱상 도구로 자돌하여 사격

자문을 부분적으로 시문하였는데 마

치 이중구연토기와 같은 문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순부 바로 아래에 

점토덩어리가 일부 부착되어 있는데 

문양을 의식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외

기면은 물손질, 내면은 횡방향의 목

리조정으로 정면되었다. 

122-⑥

157-③
심발형 (4.7) - 0.7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명적갈색

외면：등색

심발형 각목돌대문토기 구연부편이

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순부는 둥

글게 처리되었다. 구순부에서 0.5㎝

정도 아래에 1.3㎝ 두께의 단면 삼각

형 점토대를 더 붙여서 그 돌대 위에 

각목을 크게 새기고 있다. 외면은 물

손질하였으며 내면에는 목리조정 흔

적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122-⑦

157-②
심발형 (5.2) - 0.7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흑색

외면：회흑색

심발형 각목돌대문토기 구연부편이

다. 구연부는 외경하고, 구순부는 둥

글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구순부에 

점토대를 형성하고 단사선문의 각목

을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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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⑧

158-②
심발형 (7) - 0.7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명황백색

외면：명황백색

심발형토기 동체부편이다. 파편 자

료이며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구연부

에 점토를 얇게 더 붙여서 그 하단부

에 단사선문으로 각목을 새기고 있

다. 외면 구연부는 횡방향 목리조정, 

저부 쪽은 종방향 목리조정으로 정

면되고 내면은 횡방향의 목리조정으

로 정면되었다.

122-⑨

158-③
호형 (3.1) - 0.5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회갈색

외면：적등색

소형 호형토기 저부편이며 평저이

다. 저부 하단은 손가락 혹은 도구로 

누른것 같이 저면과 접하는 부분이 

밖으로 띠어나고 있다. 외면은 단도

되었고 종방향으로 마연되고 있다. 

저면 및 내면에는 단도되고 있지 않

는데 내면은 물손질로 정면되고 있

다. 저면에는 외면 쪽에서의 타격으

로 천공되었다. 저경 6.9㎝이다.

122-⑩

158-④
심발형 (5.3) - 0.5

사립

운모․장석

내면：명황등색

외면：명황등색

심발형토기 저부편이며 평저이다. 

저부 하단에는 손가락으로 누른 지

두압흔(指頭壓痕)이 보인다. 외면은 

종방향의 목리조정 후에 물손질로, 

내면은 너비 2㎝정도인 나무판으로 

사선방향으로 긁은 후에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저경 7.9㎝이다. 

122-⑪

158-⑤
호형 (6.6) - 0.9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명회황갈색

외면：명회황갈색

굽을 가진 저부편이다. 평저이며 저

면에는 목엽압흔(木葉壓痕)이 뚜렷

하게 남아 있다. 저부 하단부에는 손

가락으로 누른 지두압흔이 보이며, 

외면을 물손질, 내면을 너비 2㎝정도

의 나무판으로 비스듬히 조잡하게 

긁은 후에 물손질로 정면하고 있다. 

기형은 불확실하나 저부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점에서 대형 호형토

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저경 10㎝

이다.   

123-①

158-①
심발형 (4.7) - 0.9

사립․장석

흑색 

광물

내면：명회황갈색

외면：명회황갈색

파수부 심발형토기 파수부편이다. 

파수부 횡단면은 타원형이며 기면조

정 후에 점토괴를 붙이고 물손질해

서 잘 부착시켰다. 내외면 모두 물손

질로 정면하였고 외면에는 일부 흑

반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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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23-②

158-⑥
방추차 3.0 - 0.8

사립․운모

장석

내면：황등색

외면：회황갈색

완형의 방추차이다. 편평한 점토 원

반의 중앙에는 뒤에서 자돌로 구멍

을 뚫었는데 구멍지름은 0.8㎝이고, 

앞면의 구멍 주위가 약간 융기되었

다. 앞면 일부와 주연부 및 뒷면 일

부에 짙은 녹색 안료가 남아 있어 채

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가장자리는 

면처리하였다. 무게 30g

123-③

158-⑧
어망추 -

장축

5.2

단축

4.4

0.9
사립․석영

운모

내면：명회갈색

외면：명회갈색

완형의 어망추이다. 편평한 평면 타

원형의 점토판 중앙에 지름 0.4㎝정

도의 구멍을 뚫었고, 구멍 부분을 

장축방향으로 지나가도록 침선을 

양면에 일주시켰다. 무게 30g

123-④

158-⑦
어망추

2.9~3.

0
- 1.9

사립․운모

장석

내면：적갈색

외면：적갈색

완형의 어망추이다. 약간 편평한 구

형 점토괴에 지름 0.25~0.3㎝정도의 

구멍을 십자로 뚫었다. 무게 10g 

(2) 토제품 (도면 123 도판 158)

  도면  123의②는 회흑색을 띄는 원판상의 방추차인데 한쪽이 약간 넓어 보인다. 그리고 

③과④는 적갈색과 회갈색을 띄는 어망추인데 동체부에 그물에 매달기 편리하도록 침선

을 넣은 것이다. 

<표 41> 제20호 주거지 출토 토제품 일람표

(3) 석기 (도면 123 도판 159)

  도면 123의⑤는 니암제 마제석부 미제품으로 기부만 남은 파손품이다. 전체를 크게 박

리해서 정형한 후에 주연부를 고타로 모를 죽이고 있다. 양면에 부분적으로 가볍게 연마

한 흔적이 보인다. 

  도면 123의⑥은 사암제 소형 지석으로 일부 결손된 것이다. 전면이 사용면이며 평활하

게 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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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123의⑦은 사암제 마반 파편이며 한 쪽 단부만 남아 있다. 양면을 사용하였으나 

주요 사용면은 후면이며 약간 내만하는 사용흔을 남기고 있다. 

<표 42> 제20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23-⑤

159-①

미완성

마제석부
(8.4) 6.4 2.3 300 이암

마제석부 미완성품으로 기부만 남은 파손

품이다. 전체를 크게 박리해서 정형한 후 

주연부를 고타로 모를 죽이고 있다. 양면

에 부분적으로 가볍게 연마한 흔적이 보

인다. 

123-⑥

159-②
지석 (10.4) (3.8) 1.3 90 사암

소형 지석으로 일부 결실되었다. 전면이 

사용면이며 평활하게 갈려 있다.

123-⑦

159-③
갈판편 (12.1) 13.1 0.7 650 사암

갈판편이며 한 쪽 단부만 남아 있다. 양면

을 사용하였으나 주요 사용면은 후면이며 

약간 내만하는 사용흔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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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2. 제20호 주거지 출토유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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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3. 제20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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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21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24 도판 160, 161)

  유구는 다 Tr. 서편, Ⅴ층 상면에서 검출된 흑색사질토를 매몰토로 한 유구이다. 시굴

조사에서 다 Tr. 로 인해 유구 동쪽 절반이 파괴되었다. 유구 조사는 다Tr. 서벽의 단면과 

그것에 직교하는 방향의 트렌치를 통해서 어깨선을 확인했는데, 그 대부분이 이미 파괴

된 상태였기 때문에 토층 관찰용의 둑을 시굴 Tr. 단면으로 대용해서 유구 내부조사를 실

시하였다.

  유구 평면형태는 동쪽 부분이 상술한 바와 같이 시굴 Tr.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었고, 

북쪽도 삭평된 상태여서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잔존 부분의 상황에서 판단할 때 방형 

혹은 장방형을 나타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구를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추정할 때, 장축

방향은 북서-남동(N-72°-E)이다. 잔존규모는 길이 504㎝, 너비 292㎝, 깊이 20㎝이다. 매몰

토는 흑색사질토 단일층으로 탄화물 입자가 약간 포함되고 있었다. 

  주거지 바닥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었는데 북쪽이 남쪽보다 약간 높고, 직경 18~20

㎝, 깊이 ７~13㎝인 수혈 ３개가 확인된 것 외에는 노지나 다른 시설들은 확인되지 않았

다. 그러나 내부조사 과정에 있어서 유구 잔존부분 거의 중앙부에서 원형으로 된 경화면

이 검출되었다. 경화면의 직경은 112∼130㎝이며, 중앙부 바닥면에서 ６㎝정도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경화면 바로 상부에서는 대석상의 돌과 사암제 발화석이 출토되

고 경화면 내부에서는 작은 골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경화면 아래에서는 수혈이 

확인되지 않고, 바닥면 바로 위에 퇴적된 상태로 검출된 것에서 미루어 경화 면의 형성시

기는 유구와 거의 동시기 혹은 폐기된 직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경화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식량 등을 폐기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골편이 모두 작은 파

편이라서 종의 동정 등의 분석을 할 수 없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유구

는 대부분이 이미 파괴된 상태였지만 잔존 부분의 형태적 특징에서 동시기의 주거지로 

판단되는 유구들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유구라고 생각된다. 

  출토유물은 소수이며, 게다가 토기는 모두 작은 파편만 출토된 점은 주거지로 추정할 

수 있는 기타 유구들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출토토기는 무문양의 동체부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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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4. 제21호 주거지 실측도

Ⅰ:암갈색사질토
Ⅱ:회갈색사질토
Ⅲ:적갈색소토
Ⅳ:흑갈색사질토

수혈 1

수혈 2

“다” 트렌치

노지

수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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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25-①

162-③
심발형 (3.6) - 0.9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적갈색

외면：흑갈색

토기 동체부편이다. 내외면을 물

손질로 정면 후, 침선에 의한 구획 

내부에 다치구로 집선문을 시문하

였다.

125-②

162-②
(심)발형 (4.6) -

0.55

~

0.6

사립․운모
내면：회갈색

외면：적갈색

토기 동체부편이다. 내면은 물손질, 

외면은 비스듬히 찰과해서 다시 물

손질 정면하였다. 접합되지는 않지

만 도면 125-③과 동일개체로 추정

된다.

125-③

162-①
(심)발형 (6.0) -

0.5~

0.7
사립․운모

내면：회갈색

외면：적갈색

토기 동체부편이다. 내면은 물손질, 

외면은 비스듬히 찰과해서 다시 물

손질로 정면하였다. 소성 후에 양면

에서 뚫은 구멍이 1개 잔존한다.

이 대부분이며, 유문토기는 집선문이 시문된 신석기시대 후·만기 토기의 동체부편 1점

뿐이었다. 석기에 관해서도 가공 및 사용흔이 있는 것은 지석 ３점과 발화석 1점, 박편 1

점이 출토되고 나머지는 자연석들이었다.

2) 출토유물 (도면 125 도판 162)

(1) 토기 (도면 125 도판 162) 

<표 43> 제21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2) 석기 (도면 125 도판 162)

<표 44> 제21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

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25-④

162-④
지석 (7.1) 6.6 3.2 302 사암

지석. 도면상의 위아래는 결실되었다. 도

면 앞면과 오른쪽 측면이 사용면이며 넓은 

사용면인 앞면은 가로로 단면을 잘았을 때 

중앙부분이 약 2㎜정도 안으로 오목하게 

패였고 오른쪽 측면도 약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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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5. 제21호 주거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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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2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27 도판 163, 164)

  유구는 다 Tr. 서편, Ⅴ층 상면에 설치된 유구이며, 매몰토는 탄화물을 많이 포함한 흑

색사질토이다. 유구 확인과정에서 흑색사질토는 유구 중앙부에 갈수록 얇아지고 그 부분

에 Ⅳ층으로 생각되는 토층이 퇴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퇴적층은 명갈색~황갈색을 띠

고 있으며 엄밀히는 Ⅳ층과는 약간 차이가 보였다. 이 유구는 시굴조사에서 다 Tr.로 인

하여 유구 동쪽 2/5정도가 파괴된 것이며, 평면조사와 함께 다 Tr. 서벽 단면을 조사해서 

유구 검출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본 유구가 일부 다 Tr. 동쪽까지 달하는, 평면 장방형을 

나타내는 유구였음이 밝혀졌다. 또 제22호 주거지 남쪽에 제23호 주거지의 절반이상이 

중복되고 있었으며, 서쪽에서는 제24호 주거지와 일부 중복되고 있었다.

  유구 매몰토는 흑색사질토이며 탄화물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755㎝, 너비 475㎝, 깊이 40㎝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45°-W)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 노지와 주혈 등이 검출되었다. 주혈의 크기는 직경 24~50㎝, 깊

이 12~19㎝이며, 벽면에 따라서 비교적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직경 46㎝와 50㎝인 

비교적 큰 주혈은 장벽의 중간부분 가까이에 위치하며, 단벽에는 직경 24~30㎝정도의 작

은 것이 5개정도 확인되었다. 제23호 주거지와의 중복부분에서는 어느 유구에 수반되는 

주혈인지 판단내리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위치관계에서 ３개는 제22호 주거지의 것임

을 알 수 있다. 노지는 유구 중앙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150㎝ 편재한 위치에 직경 60㎝정

도의 규모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14㎝정도 떨어져서 직경 26㎝, 깊이 10

㎝의 수혈이 검출되고 그 내부에서 소토, 탄화물,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다른 노지를 

비교해서 조사한 결과, 소토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된 예는 드문 편인 점서 아마 노지에서 

나온 재를 일시적으로 폐기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 유구 남쪽에서도 노지와 수혈

이 1개씩 확인되었는데 그 위치나 검출 상황에서 미루어 중복된 제23호 주거지의 것이라

고 판단된다. 이상의 조사를 통해 확실한 노지와 주혈 구조를 갖춘 제22호 유구는 주거지

로서 사용된 유구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에는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해당되는 사격자문토기, 자돌문토기, 조우문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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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6. 제22·23·24호 주거지 중복관계

<제24호 주거지>

노지

노지

노지

<제23호 주거지> <제22호 주거지>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7  페이지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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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7. 제22호 주거지 실측도

<제23호 주거지>

Ⅰ:암갈색사질토
Ⅱ:회갈색사질토
Ⅲ:적갈색소토
Ⅳ:흑갈색사질토

수혈 1

노지

수혈 2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8  페이지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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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부호 등의 토기와 굴지구 ８점, 석부 1점, 어망추 1점등의 석기, 그리고 탄화물과 자

연석이 있다. 유물들은 유구 바닥면에서 일정한 높이로 약간 뜬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주

로 유구의 북쪽에서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128~131 도판 165~169)

(1) 토기 (도면 128, 129 도판 165, 166)

  도면  128-⑤․⑨, 129-④는 심발형토기이다. 도면  128-⑤, 129-④는 외반하는 구연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단부가 ∩자형인 다치구로 옆으로 자돌점열문을 각각 3줄 이상과 

5줄, 도면  128-⑨는 봉상 도구로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고 있다.  

  도면  128-①~④․⑧, 129-①은 발형토기이다. 도면  128-①~④는 토기의 구연부 및 구

연부~동부편인데 직립 내지 외반하는 구연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돌․압인점열문을 

시문하고 있다. 도면  128-⑧, 129-①은 무문양이며 전자는 주로 물손질로 기면 조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후자는 목리 조정과 물손질이 병용되고 있는 평저토기라는 점에서 다른 

신석기시대토기와는 특징을 다르게 한다.

  도면  128-⑥은 파수부 토기이며 직립하는 구연부의 약간 아래에 세로 방향으로 환상의 

파수부를 부착시키고 있다. 기형은 불확실하다.

  도면  129-②․③은 호형토기이며 ②는 완형인 것에 대해, ③은 경부를 결실하고 있으

나 동부 이하는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기형상의 특징에서 보면 같은 형식에 속하는 

것들이며 경부와 견부의 경계에서 약간 내려간 부분에, 동부 성형 후에 기벽에 구멍을 뚫

고 파수부를 부착시켜서 다시 봉상 도구로 옆으로 구멍을 뚫은 것이다. 도면  129-③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도면  129-②를 참고로 하면 모두 경부에 세로 방향으로 

연속자돌한 문양이 옆으로 여러 줄 시문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출토 토기의 시기는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도면  129-①을 제외하면 모두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속하는 것이다. 도면  129-①에 관해서는 부분적인 교란부분에서의 출토된 

것이며 직접 유구와는 관련성이 없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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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28-①

165-③
발형 (9.3) (17.0)

0.5~

0.7

조사립

(다량)

내면：흑색

외면：흑갈색

발형토기. 구연은 직립하고, 구연부

에 일정한 공백을 두고 선단부가 삼

각형에 가까운 시문구로 자돌점열

문을 3~4열 시문하였다. 구연부 주

변에 흑색 탄화물 부착되어 있다.

128-②

166-①
발형 (5.8) (18.0)

0.6~

0.7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발형토기.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에 

주걱상 도구의 모서리 부분으로 점

열문을 촘촘히 가로로 6줄 시문하

였다. 기면에는 탄소 성분이 흡착되

면서 검게 광택을 띤다.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 구순부는 도구로 정

면하였다.

128-③

165-②
발형 (9.7) (19.0)

0.5~

0.7
사립(다량)

내면：회갈색

외면：명회갈색

발형토기.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

연부는 횡방향 물손질, 구순부는 도

구로 정면하였다. 구연부에 일정 간

격을 두고 선단부가 반원형인 시문

구로 자돌점열문을 옆으로 8열 시

문하였다. 내외면에 흑반이 보인다.

128-④

165-①
발형 (11.0) (19.3)

0.6~

0.85
사립(다량)

내면：회갈색

외면：명회갈색

발형토기.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

연부는 횡방향의 물손질,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구연부에 일정

한 공간을 두고 죽관상 시문구로 횡

방향의 자돌점열문을 9열 시문하였

다. 내외면에 흑반이 보인다.

128-⑤

166-④
심발형 (6.8) -

0.7~

0.95

사립․장석

운모

내면：흑갈색

외면：암회갈색

심발형토기.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

에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손질하

여 정면하였다. 선단부가 얕은 ∩자

상으로 된 다치구로 약간씩 옆으로 

당기면서 자돌점열문을 가로로 3줄 

이상 시문하였다. 

128-⑥

166-⑥
(심)발형 (8.0) -

0.5~

0.75

사립․장석

운모

내면：회갈색

외면：황갈색

파수부 토기.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기벽을 모두 쌓

아 올린 후에 구연부에서 약간 아래

에 세로로 환상 파수를 부착하였다.

128-⑦

166-③
- (4.2) -

0.5~

0.6
사립․운모

내면：갈색

외면：갈색

토기편. 내외면을 물손질로 정면한 

후에 2치구로 산형문을 시문하였

다.

<표 45> 제22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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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⑧

165-④
발형 (11.0) (18.1)

0.5~

0.8

조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발형토기이고, 무문양이다. 직립구

연이며 구순부 단면이 둥글다. 전체

적으로 물손질로 기면 조정되었는

데 내면에 점토 접합흔이 남아 있고 

제작시 지두압흔도 보인다. 

128-⑨

166-⑤
심발형 (9.3) -

0.65~

0.7

사립․장석

운모

내면：적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내외면을 물손질로 정

면한 후에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

였다.

129-①

166-⑦
발형 (23.5) 16.7

0.6~

2.1

사립․운모

석영

내면：명황등색

외면：명황등색

발형토기이고, 무문양이다. 가운데 

부분이 약간 안으로 들어간 굽이 있

는 평저이며 저부에서 서서히 벌어

지면서 올라가서 구연부가 직립한

다. 구순부 단면 형태는 설상(舌狀)

을 나타낸다. 내면을 횡․사방향으

로 목리조정하여, 외면은 횡․사방

향의 목리조정 후에 물손질로 조정

하였다. 저부 접합부에 지두압흔이 

명료하게 확인된다. 저경은 9㎝이

다.

129-②

165-⑤
호형 17.2 (8.1)

0.3~

0.8

석영(조)

장석(조)

(다량)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동체부가 구상(球狀)을 나타내는 

원저의 양이부호형토기이다. 경부

가 내만 후, 다시 구연부가 짧게 외

경하고 있다. 내외면을 물손질로 정

면하여, 구순부의 약간 밑에서 너비

가 좁은 주걱상 시문구로 세로 방향

으로 약간 비스듬한 연속자돌문을 

여러 조로 시문하였다.  

129-③

165-⑥
호형 (12.9) -

0.4~

0.85

사립․장석

운모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귀가 달린 호형토기편이다. 경부가 

결실되었고 동체부는 둥글며, 저부

는 원저이다. 동체부 성형 후 견부

에 천공해서 파수부를 부착시켰는

데 다시 봉상 도구로 옆으로 자돌해

서 천공하였다. 견부 가장 아래 부

분에 자돌문이 일부 확인된다. 내외

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129-④

166-②
심발형 (16.2) (25.9)

0.65~

0.8
사립․운모

내면：암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에 일정한 공백

부를 두고 선단부가 ∩자형인 5치

구를 옆으로 짧게 단속적으로 당긴 

문양을 5열 시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하였고, 구연부는 횡방향 물

손질로 정면하였다.



- 292 -

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30-①

167-②
굴지구 (9.1) 11.0 0.8 122 점판암

타제굴지구이다. 얇게 박리한 석재의 주연부

를 양면에서 박리해서 성형한 것이며 도면 

앞면 왼쪽 측연부에는 일부 부러뜨린 면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 인부 일부가 결실되었

는데 인부는 비교적으로 직선적이며 사용에 

의해서 약간 마모되었다. 도면 뒷면의 인부 

부근이 크게 박락되었다. 

130-②

167-④
굴지구 (7.4) 9.2 0.6 63 점판암

굴지구의 인부편이다. 주로 인부 부근을 조

정박리하여 양면에서 연마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 오른쪽 측면은 가공이 미비하고 부

러뜨린 면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다. 인부에 

보이는 2개의 박리면은 사용으로 인해 형성

된 것이며, 인부 주변은 약간 마모되었다.

130-③

168-③
굴지구 (8.85) (7.3) 1.0 91 점판암

기부가 결실된 인부마제굴지구이다. 얇게 박

리된 소재의 주연부를 양면에서 조정박리해

서 성형한 것인데, 인부는 한쪽 면에서 연마

해서 날을 세웠다. 인부 형태는 좌우 비대칭

이며 왼쪽은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결실된 

부분에는 다시 박리가 가해지고 사용에 의한 

마모흔도 확인되어 재가공해서 사용된 것으

로 판단된다. 형태와 작은 규격 면에서 굴지

구가 파손되어 원반형석기로 다시 가공한 것

으로 추정된다. 

130-④

168-①
박편 (6.6) 8.8 1.4 (111) 점판암

편평한 박편이다. 파손품이며 끝 부분이 일

부 결실되었다. 석핵에서 박리된 석재의 한

쪽 면에만 주연부에 박리면이 관찰되고, 다

른 면은 자연면을 남기고 있다. 굴지구의 일

종으로 추정되며 사용흔이 확인되지 않아 기

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

연부의 박리면이 연변부를 따라 좁은 범위에

만 한정되어 자연적으로 박락되었을 가능성

도 있다.  

(2) 석기 (도면 130, 131 도판 167~169)

<표 46> 제22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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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①

167-③
굴지구 (8.4) 6.7 1.7 116 혈암

타제굴지구로 기부가 결실되었다. 편평한 박

편의 주연부를 양면에서 박리해서 성형하였

다. 인부 평면형태는 둥글고 사용에 의한 마

모흔이 약간 확인된다. 

131-②

167-①
편인석부 9.5 6.1 1.4 143 편마암

소형의 편인석부이다. 인부 오른쪽 모서리와 

기부 일부가 결실되었지만 거의 완형이다. 

편평한 소재 주연부를 양면에서 박리로 성형

하여 앞뒷면과 인부를 연마한 것이며, 양 측

연부를 가공하여 무디다. 인부를 양쪽 면에

서 마연하였으나 한쪽 면을 다른 면보다도 

강하게 깎아내어 편인으로 제작되었다. 

131-③

168-②
마제석부 (7.6) 6.6 1.3 84

규질

점판암

소형의 마제석부이다. 얇게 박리한 박편 주

연부에 박리조정을 가해서 표주박 모양으로 

성형한 것인데 양 측연부에는 장착을 위한 

결입부를 만들었다. 인부는 결실되었지만 기

부에 고타흔이 관찰되어 쐐기로도 사용된 것

으로 추정된다.

131-④

169-①
굴지구 (12.8) (10.7) 0.8 155

세립

사암제

인부마제 굴지구이다. 얇게 떼어낸 석재의 

주위를 양면에서 박리하여 성형하고 인부는 

한쪽 면만 연마하였고, 인부 주변은 앞뒤 모

두 마모되었다. 인부 선단부는 사용에 의해

서 부서져 있다. 오른쪽 측연부와 기부가 결

실되었고, 측연부 파손면에 마모흔이 관찰되

어 파손 이후에도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131-⑤

169-②
굴지구 (6.25) (11.1) 0.4 51 점판암

타제굴지구이며 얇게 때낸 소재 주연부를 양

면에서 박리해서 성형한 것이다. 인부와 기

부를 결실한 자료이지만 측연부가 직선에서 

모서리에 이행하는 부분이 남아 있음으로 인

부 혹은 기부에 가까운 부위의 파편인 것으

로 추정된다. 

131-⑥

169-③
어망추 8.3 5.5 1.8 124 화강암

타제어망추이다. 편평한 평면 장타원형을 나

타낸 자갈돌의 장축 양단부에 양면에서의 박

리로 결입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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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8. 제22호 주거지 출토유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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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29. 제22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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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0. 제22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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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1. 제22호 주거지 출토유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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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23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32 도판 170)

  제22호 주거지 바닥조사 과정에 있어서 바닥면에서 확인된 소토 집중부(노지)가 제22

호 주거지의 노지로 하기에는 너무 치우쳐있고, 또 제22호 주거지 남쪽에 유물의 집중이 

보여서 주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유구이다. 유구 매몰토는 군데군데 흑색사질토, 

암갈색사질토, 갈색사질토 등이 섞여있어서 평·단면 모두 명확한 어깨선의 확인이 어려

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22호 주거지와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서 바닥면을 따라서 유구

노출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제22호 주거지와 바닥 높이가 거의 같은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북동쪽 절반이상이 제22호 주거지와 중복되고 있어서 정확한 규모나 형태를 알 

수 없었으나 잔존부분의 형태와 동시기의 주변 유구의 형태에서 평면장방형을 나타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47°-E)이고, 잔존규모는 길이 

555㎝, 너비 420㎝, 깊이 20㎝이다.

  유구 바닥면 조사에서 노지와 주혈들이 검출되었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크

기는 길이 104㎝, 너비 92㎝이다. 특히 노지 중앙부가 유구 바닥면보다 5㎝정도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주혈은 노지를 중심으로 해서 직경 36~40㎝, 깊이 21~27㎝인 것이 ３개 

확인되었는데 다 Tr. 굴착과정에서 파괴된 부분에 1개가 더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노지를 

중심으로 ４개의 주주혈(主柱穴)이 있던 것이 된다. 전술한 제22호 주거지도 기본적으로

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유구인 것 같은데 제23호 유구에서는 제22호 주거지처럼 벽면에 

따라 돌아가는 보조주혈이 확인되지 않았고, 보조주혈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 노지 북동

쪽에 1개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상의 조사결과에서 노지와 주혈을 갖춘 제23호 유구는 주

거지로서 사용된 유구로 인정할 수 있다.

  유물 출토상태로 특징적인 것은  노지 서쪽에 있는 주혈 내부에서 갈돌, 발화석, 자연

석 등이 일괄로 출토된 점인데 기둥을 빼낸 후에 주혈 내부에 의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노지 서쪽에 있는 직경 64~70㎝, 깊이 8㎝의 얕은 수혈은 제22호 

주거지의 것으로 생각되는 주혈과 중복 혹은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음으로 제23호 주거

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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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2. 제23호 주거지 실측도

소토

수혈

<제
22

호
 주

거
지

>

Ⅰ:암갈색사질토
Ⅱ:회갈색사질토
Ⅲ:적갈색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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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33-①

171-①
심발형 (21.7) (37.0)

0.6~

1.2

세사립

(다량)

내면：흑갈색

외면：흑회갈색

심발형토기. 잔존하는 구연부와 

동체부로 복원하였다. 살짝 외반

하는 구연부에는 일정 간격을 두

고 너비가 좁은 판상 시문구로 능

형집선문을 2단으로 시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해서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뒤, 구순부

를 도구로 정면하였다. 

133-②

171-③
발형 (6.3) (16.0)

0.5~

0.65

사립․장석

운모

내면：암갈색

외면：갈색

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

에는 평행 사행침선을 촘촘히 시

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 구순부

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출토유물은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해당되는 사격자문토기, 능형집선문토기, 평행사선

문토기 등의 토기편과 굴지구 3점, 인부마제석부 1점, 갈돌 2점, 발화석 1점, 갈판 1점 등

의 석기이며, 탄화물와 자연석도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도면 133, 134 도판 171~174)

(1) 토기 (도면 133 도판 171)

  도면  133-①은 심발형토기 구연부~동부편이다. 구연부가 외반하고 있고 구연부에 일

정한 공백을 두고 동체 상부에 침선능형집선문을 아래위로 엇갈리게 2단으로 시문하

고 있다. 도면  133-②는 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약간 외반하는 구연부에 일정한 간격

을 두고 그 밑에 평행 사침선문을 촘촘히 시문하고 있다. 도면  133-③은 심발형 혹은 

발형토기 저부이며 바닥면에 토기 성형시에 찍힌 것으로 생각되는 목엽압흔이 보인다

(도판 171-⑥). 도면  133-④는 소형의 배형 토기이며 점토 덩이를 손으로 주물어서 만든 

것이다.

<표 47> 제23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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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③

171-⑥
(심)발형 (4.8) -

0.6~

1.3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흑갈색

외면：암갈색

토기 저부편이다. 저부는 원저형

이고 저부에 목엽흔이 있다. 내외

면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133-④

171-②
배형 3.1 5.7

0.7~

0.75

사립․장석

운모

내면：갈색

외면：갈색

점토를 손으로 주물러 제작한 소

형 토기이다. 외면 구연부 부근과 

내면을 물손질 정면하였고, 기타 

외면은 거친 상태로 정면하지 않

았다.

(2) 토제품 (도면 133 도판 171)

  도면 133-⑤․⑥은 소성 점토괴이며, 토기 제작시에 쌓아올리는 점토 띠가 소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 각각 지름이 1.3㎝과 1.4㎝이며 원래는 일련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48> 제23호 주거지 출토 토제품 일람표

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33-⑤

171-⑤
점토괴 (3.7) 1.4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토기 제작시에 쌓아올리는 점토띠

가 소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33-⑥

171-④
점토괴 (4.3) 1.3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도면 133-⑤과 동일하다.

(3) 석기 (도면 133, 134 도판 172, 173)

  제23호 유구에서는 굴지구 3점․인부마제석부 1점․갈돌 2점․대석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33-⑦․⑧, 134-③은 굴지구이다. 도면  133-⑦은 점판암제 타제 굴지구이며 약

간 두껍게 박리한 소재를 양면에서 박리해서 성형되고 있다. 인부에는 사용에 의한 마모

흔이 관찰된다. 인부편이며 잔존 길이 5.6㎝․최대 너비 10.3㎝․최대 두께 1.7㎝․무게 

112g이다. 도면  133-⑧은 사암제 타제 굴지구이며 편평한 소재의 주연부를 양면에서 조

정박리해서 성형한 후에 양면을 고조해서 가볍게 연마하고 있다. 기부편이며 잔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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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33-⑦

173-①
굴지구 (5.6) 10.3 1.7 112 점판암

타제 굴지구의 인부편이다. 두껍게 박리한 

소재를 양면에서 박리해서 성형하였다. 인

부에는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관찰된다. 

133-⑧

172-③
굴지구 (9.7) 10.2 0.8 85 사암

타제 굴지구의 기부편이다. 편평한 소재의 주

연부를 양면에서 조정박리해서 성형한 후에 

양면을 고조(叩調)해서 가볍게 연마하였다.

9.7㎝․최대 너비 10.2㎝․두께 0.8㎝․무게 85g이다. 도면  134-③은 점판암제 굴지구이

며 얇은 소재 박편의 주연부를 양면에서 조정박리해서 성형된 것이다. 기부에 이차가공

이 가해지고 있지 않고 절단면 그대로인 점에서 판단하여 파손품을 재가공한 것일 가능

성이 있다. 인부는 사용에 의해서 마모되고 있다. 일부 결손 된 상태이며 길이 9㎝․너비 

9.7㎝․두께 0.6㎝․무게 62g이다. 

  도면  134-①은 혈암제 인부마제석부인데 타제굴지구를 재가공하여 편평한 소재 주연

부를 양면에서 박리해서 성형한 것이다. 인부는 도면  앞면에서 연마되고 있는데 사용으

로 인해 심하게 부서지고 있다. 도면  오른쪽 측연부가 왼쪽 측연부보다도 박리조정이 잘 

가해지고 있는 점에서 판단하여 원래 오른쪽 측연부를 인부로 하는 타제굴지구의 파손품

을 재가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완형이며 길이 11.2㎝․최대 너비 7.1㎝․최대 두께 1

㎝․무게 100g이다.

  도면  134-②․④는 사암제 갈돌이다. 도면  134-②는 도면  단축 단면이 반타원형을 나

타내며 사용면은 거의 평탄하지만 중앙부가 양단부보다도 약간 볼록해지고 있고, 횡단면

은 왼쪽 끝 부분이 약간 돌출된 형태이다. 결손품이며 잔존 길이 8.4㎝․최대 너비 8.8

㎝․최대 두께 2.8㎝․무게 112g이다. 도면  134-④는 평면형태가 말각 장방형을 나타내

는 것으로 완형이다. 단축 단면은 편평한 말각 장방형이며 사용면이 약간 밖으로 볼록해

지고 있고 장축 단면은 양단부가 두껍고 중앙부가 얇게 되고 있다. 제작방법은 소재를 크

게 때낸 후에 고타에 의해 성형한 것 같은데 곳곳에 고타흔이 남아 있다. 또 일부 피열되

고 있다. 길이 24.8㎝․최대 너비 9.4㎝․최대 두께 2.8㎝․무게 996g이다. 

<표 49> 제23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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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①

172-①

인부마제

석부
11.2 7.1 1 100 혈암

완형의 인부마제석부이다. 타제굴지구를 

재가공하여 편평한 소재 주연부를 양면에

서 박리해서 성형한 것이다. 인부는 도면 

앞면에서 연마하였는데 사용으로 인해 심

하게 부서지고 있다. 도면 오른쪽 측연부

가 왼쪽 측연부보다도 박리조정이 잘 가해

지고 있는 점에서 판단하여 원래 오른쪽 

측연부를 인부로 하는 타제굴지구의 파손

품을 재가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134-②

173-②
갈돌 (8.4) 8.8 2.8 112 사암

갈돌이고, 일부 결실되었다. 단축 단면이 

반타원형을 나타내며 사용면은 거의 평탄

하지만 중앙부가 양단부보다도 약간 볼록

하고, 횡단면은 왼쪽 끝 부분이 약간 돌출

된 형태이다. 

134-③

172-②
굴지구 9 9.7 0.6 62 점판암

굴지구이고, 일부 결실되었다. 얇은 소재 

박편의 주연부를 양면에서 조정박리해서 

성형된 것이다. 기부에 2차가공이 가해지

고 있지 않고 절단면 그대로인 점에서 판

단하여 파손품을 재가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인부는 사용에 의해서 마모되고 있

다. 

134-④

173-③
갈돌 24.8 9.4 2.8 996 사암

완형의 갈돌이다. 평면형태가 말각장방형

을 나타내는데, 단축 단면은 편평한 말각 

장방형이며 사용면이 약간 밖으로 볼록해

지고 있고, 장축 단면은 양단부가 두껍고 

중앙부가 얇다. 제작방법은 소재를 크게 

떼어낸 후에 고타에 의해 성형한 것 같은

데 곳곳에 고타흔이 확인된다. 또한 일부 

피열(被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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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3. 제23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8  페이지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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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4. 제23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8  페이지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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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5. 제24호 주거지 실측도

수혈 2

Ⅰ:암갈색사질토
Ⅱ:회갈색사질토
Ⅲ:적갈색소토
Ⅳ:흑갈색사질토

수혈 3

노지

수혈 4

수혈 5

수혈 1

<제
23

호
 주

거
지

>
<제

22
호

 주
거

지
>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8  페이지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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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24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35 도판 175, 176)

  제22호 주거지 서편에 토기편 등의 유물과 그 주변에서 탄화물과 소토가 집중하는 부

분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그 주변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여 어깨선을 확인하고 그 장축방

향을 따라 토층 관찰용의 둑을 설정해서 유구 내부조사를 행하였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21°-E)이고, 잔존규모는 길이 600㎝, 너비 424㎝, 깊이 20㎝이다.

  유구 주변 및 유구와 중복하여 크고 작은 수혈, 수혈, 노지 등이 확인되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유구 매몰토 상위 혹은 유구와 중복해서 파내어진 것들이며 유구에 수반된 것

이 아니다. 노지에 관해서도 매몰토 상부에서 불을 피운 것이며 소토와 그 주위에 탄화물

이 집중되고 있다. 유구 내부조사의 결과 유구 바닥면에서는 확실히 유구에 수반한다고 

할 수 있는 노지, 주혈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출토유물은 모두 바닥면에서 약간 뜬 상태

로 출토되었다. 이 유구는 형태, 규모, 장축방향 등에서 제23호 주거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노지, 주혈을 수반하지 않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출토토기에는 신석기시대 전기의 심발형토기편 1점이 포함되고 있는 외에는 사격자문

토기, 집선문토기, 자돌문토기, 파수부호 등 모두 신석기시대 후 · 만기의 자료들이며 

비교적 큰 파편자료도 보인다. 석기에는 굴지구 2점, 어망추 1점, 갈돌 1점, 고석 1점, 

발화석 2점, 지석 1점이 있다. 기타 탄화물, 자연석도 약간 출토되었는데 제25호 주거지 

출토유물로 보고한 것들 중에는 주변의 수혈이나 수혈 중에서 출토된 자료도 포함되고 

있다.

2) 출토유물 (도면 136~138 도판 177~179)

(1) 토기 (도면 136, 137 도판 177, 178)

  도면  136-①~③, 137-③은 심발형토기의 구연부~동부편이다. 도면  136-①~③은 외반구

연의 구연부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그 아래에 시문된 것이며, ①․③은 각각 봉상의 도구

와 이치구로 사격자문을 시문되고 있고 ②는 선단부가 ∩자상으로 된 다치구를 짧게 당

긴 자돌 점열문을 3줄 횡방향으로 시문되고 있다. 도면  137-③은 구연부가 약간 내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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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36-①

177-⑦
심발형 (4.9) (28.3)

0.7~

0.9
사립․운모

내면：회갈색

외면：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로 정면하여 구연부를 다

시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후 침선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구순부

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외면에 일

부 흑반이 확인된다.

136-②

177-⑤
심발형 (13.5) (30.3)

0.6~

0.9

사립․장석

운모

내면：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로 정면한 후에 선단부가 

∩자상으로 된 다치구로 약간씩 

옆으로 당기면서 누른 자돌점열

문을 가로로 2줄 시문하였고, 그 

아래 위쪽 줄과 겹치도록 1줄을 

더 시문하였다.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외면에 탄화물 부착

하였다.  

는 기형인데 구순부의 약간 밑에서 짧은 침선으로 사격자문을 시문한 것이다. 일정 구간

마다 사격자의 시문 순서를 바꾸어서 문양에 변화를 가지게 하고 있다.

  도면  136-④․⑤는 발형토기의 구연부~동부 파편인데, 구연부를 외반시키고 그 부분을 

일정한 공백부로서 남긴 후, 그 아래에 횡방향의 자돌점열문을 각각 5줄과 6줄 시문한 것

이다. 도면  136-④는 자돌점열문 중에서 가장 아래 줄의 시문각도를 약간 틀리게 함으로

서 문양대구획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면  137-①은 약간 외반하는 구연부편인데 구연부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짧은 압인상

의 단침선으로 조우문을 시문한 것이다. 기형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발형일 가능

성이 높다.

  도면 137-②는 호형토기의 경부편이다. 구연부에 약간의 공백부를 두고 선단부가 U자

상으로 된 도구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연속자돌한 문양을 여로 줄 시문하고 있다. 

<표 50> 제24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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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③

177-⑥
심발형 (13.9) (34.6)

0.6~

0.8

사립․운모

석영

내면：암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선단부가 

네모진 주걱상 도구(2치구)로 침

선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

을 물손질한 후에 다시 구연부를 

횡방향의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136-④

177-③
발형 (10.6) (18.7)

0.5~

0.7

사립․장석

운모

내면：암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로 정면한 후에 구연부를 

횡방향의 물손질로 정면하여 구

순부를 도구로 정면, 내면에 점토

접합흔이 남아 있다. 주걱상 도

구에 의한 자돌점열문을 촘촘히 

가로로 4줄 돌렸고, 그 아래에 같

은 도구로 시문각도를 약간 다르

게 한 자돌점열문을 1줄 시문하

였다. 외면에 탄화물 부착되어 

있다.

136-⑤

177-④
발형 (8.0) (18.7)

0.5~

0.7
사립․장석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발형토기 구연부편. 구연부에 공

백을 남기고 선단부가 뾰족한 시

문구로 횡방향으로 약간 비스듬

한 자돌점열문을 6열 시문하였

다. 내외면을 물손질하였고, 구연

부는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였

다. 외면에 그을음이 흡착되었다.

137-①

178-①
- (3.9) -

0.6~

0.7

사립․장석

운모

내면：암갈색

외면：흑갈색

토기 구연부편으로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구연부에 조우문(鳥羽

文)을 시문하였다. 내외면을 물

손질하였고, 구순부는 도구로 정

면하였다. 

137-②

177-②
호형 (5.4) (5.1)

0.5~

0.6

사립․장석

운모

내면：황등색

외면：회갈색

호형토기편. 구연부는 외반하고, 

선단부가 U자상으로 된 도구로 

위에서 아래로 연속자돌한 문양

을 여러 줄 시문하였다. 내면을 

물손질하여 구순부는 도구로 정

면하였다.  

137-③

177-①
심발형 (9.7) -

0.5~

0.9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명회갈색

외면：황등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구연부가 

거의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구순

부 단면은 둥글다. 구순부에서 

약간 아래에 짧은 침선에 의한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

을 물손질로 정면하였고, 내면 구

연부 부근에 약간 비스듬히 올라

가는 물손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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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기 (도면 137, 138  도판 178, 179)  

  제24호 주거지에서는 굴지구 2점, 타제어망추 1점, 갈돌 1점, 갈판 1점, 발화석 3점과 

지석 혹은 대석일 가능성이 있는 역석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도면  137-④․⑥은 사암제 갈판이며 파편 자료이지만 동일개체라고 생각된다. ⑥은 전

체 형태를 알 수 없으나 편평한 장방형 갈판의 일부가 박락한 것이며 단면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되고 있다. 사용면은 사용에 의해 평활하게 되고 있으나 곳곳에 고타흔이 관찰된

다. 이것은 분쇄 대상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면  137-⑤는 화강암 강돌이며 모서리 부분을 중심으로 표면이 박락되고 있고 대석일 

가능성도 있으나 고타흔 등의 사용흔은 부분명하다. 길이 14.7㎝, 너비 11.3㎝, 두께 6.9

㎝, 무게 1,900g이다.

  도면  138-①~③은 사암제 발화석이며 ①은 입자가 굵은 편이다. 도면  138-①은 단면이 

편평한 말각오각형을 나타내며 한쪽 면 거의 중앙에 직경 2.4㎝, 깊이 1.1㎝정도인 단면 

V자형의 요부 1개를 가지고 있고, 그 뒷면에도 직경 1.4㎝, 깊이 0.7㎝정도의 요부 1개가 

보인다. 요부 외의 부분에는 사용흔이 관찰되지 않다. 길이 21.3㎝, 너비 17.7㎝, 두께 5㎝, 

무게 2,250g이다. 도면  138-②는 파손품이지만 직경 3㎝, 깊이 0.7㎝정도의 요부가 1개 보

인다. 길이 11.3㎝, 잔존 너비 7.2㎝, 두께 2.5㎝(요부에서 1.9㎝), 무게 249g이다. 도면  

138-③은 요부를 2개 가진 것이며 절리면에 따라 석기가 갈아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요부가 새겨진 면을 거의 수평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요부 단

면은 V자형을 나타내며 하나는 직경 2.6㎝, 깊이 1.1㎝ 다른 하나는 직경 1.9㎝, 깊이 0.9

㎝이다. 요부 주위에 고타흔이 약간 보인다. 무게는 490g이다.

  도면  138-④는 입자가 굵은 사암이며 평․단면 모두 장방형을 나타내고 있다. 지석 혹

은 대석일 가능성도 있으나 고타흔, 마연흔 등의 사용흔은 보이지 않다. 길이 11.6㎝, 최

대 너비 7.6㎝, 최대 두께 6.1㎝, 무게 571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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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37-④

178-③
갈판편 (11.0) (9.2) (1.6) (190) 사암

갈판편이고, 파손되어 일부만 잔존한다. 

도면 137-⑥과 동일개체라고 생각된다. 

137-⑤

178-②
역석 14.7 11.3 6.9 1,900 화강암

강돌이며 모서리 부분을 중심으로 표면이 

박락되었다. 대석(臺石)일 가능성도 있으

나 고타흔 등의 사용흔은 불분명하다. 

137-⑥

179-④
갈판 (22.8) (9.1) (3.2) (700) 사암

갈판으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체 형태

를 알 수 없으나 편평한 장방형 갈판의 

일부가 박락한 것이며 단면 모서리 부분

은 둥글게 되었다. 사용면은 사용에 의해 

평활하게 되었으나 곳곳에 고타흔이 관

찰된다. 이것은 분쇄 대상물을 보다 효율

적으로 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38-①

178-⑤
발화석 21.3 17.7 5.0 2,250 조립사암

발화석이다. 단면이 편평한 말각오각형

을 나타내며 한쪽 면 거의 중앙에 직경 

2.4㎝․깊이 1.1㎝ 정도인 단면 V자형의 

凹  부 1개를 가지고 있고, 그 뒷면에도 

직경 1.4㎝․깊이 0.7㎝정도의 凹부 1개

가 보인다. 凹부 외의 부분에는 사용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138-②

179-③
발화석 11.3 (7.2) 2.5 249 사암

발화석 파손품이고, 직경 3㎝․깊이 0.7

㎝ 정도의 凹부가 1개 보인다. 

138-③

178-④
발화석 10 9.8 4.3 490 사암

발화석. 凹부를 2개 가진 것이며 절리면

에 따라 석기가 마연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그 경우, 凹부가 새겨진 면을 거의 수

평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凹부 단면은 V자형을 나타내며 하

나는 직경 2.6㎝, 깊이 1.1㎝․다른 하나

는 직경 1.9㎝․깊이 0.9㎝이다. 凹부 주

위에 고타흔이 약간 보인다. 

138-④

179-②
역석 11.6 7.6 6.1 571 조립사암

평면과 단면형태 모두 장방형을 나타낸

다. 지석 혹은 대석일 가능성도 있으나 

고타흔과 마연흔 등은 보이지 않는다.

<표 51> 제24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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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6. 제24호 주거지 출토유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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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7. 제24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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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8. 제24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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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25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39 도판 180~182)

  유구는 3지구의 남단에 위치하며, 제25호 주거지는 해발 36m부근에 위치한다. 제26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내부에 축조하였다. 평면은 세장방형이며, 인접한 남강의 흐름방향과 

평행한 북동-남서(N-83°-W)로 설치되어있다. 벽면은 40°의 경사를 이루며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하여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는 흑갈색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

데, 내부에는 흑갈색사질토, 회갈색사질토가 퇴적되어있었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953㎝, 

너비 376㎝, 깊이 30㎝이다. 

  내부시설은 주혈과 노지가 확인된다. 주혈은 바닥가장자리를 따라 장축과 나란하게 9

개씩 2열이 배치된 18주식에, 양 단축에 각각 2개의 보조주혈이 추가되어있는 구조이다. 

주혈 간의 간격은 90cm~150cm로 비교적 정연한 편이다. 주혈의 크기는 직경 18~30cm, 깊

이 15~20cm이다. 노지는 바닥 중앙에서 북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1기(노지1), 바닥중앙부

근에 1기(노지2), 바닥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1기(노지3)가 위치하고 있었다. 

노지는 3기 모두 원형의 수혈식노지이며 내부에는 적갈색소토와 목탄으로 채워져 있었는

데, 노지1과 노지3의 경우 노지범위 내에 5~10cm크기의 할석들이 집중하고 있었다. 노지

의 크기는 직경 50~60cm, 깊이는 10~15cm정도이다.  

 유구의 규모는 길이 953㎝, 너비 376㎝, 깊이 30㎝이다.

 출토유물은 공열토기, 구순각목단사선문토기 등의 무문토기와 어망추, 토우, 석촉편, 원

반형석기, 석도편, 석착, 미완성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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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9. 제25호 주거지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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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
(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40-①

183-⑦
발형 12.0

(21.6)/

저경 

10.0

0.6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사립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발형토기편을 도면 복원하였다. 

높은 굽을 가진 저부에서 서서히 

벌어지면서 구연부에서 직립하

는 기형이다. 구연부는 둥글게 

처리하였고, 저부는 평저이다. 

외면은 목리조정 후에 강하게 물

손질, 내면은 목리조정으로 정면

하였다. 목리조정은 내저부 부근

에서 종방향 내지 사방향, 동체

상부에서는 횡방향으로 정면되

었다. 구연부는 횡방향으로 강하

게 물손질되었다.

140-②

183-⑥
발형 13.1

(20.9)/

저경 

10.0

0.5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사립

내면：명회황갈색

외면：회황갈색

발형토기편을 도면 복원하였다. 

높은 굽을 가진 평저형 저부에서 

서서히 벌어지면서 구연부에서 

직립하는 기형이며 구연부는 둥

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목리조

정 후에 강하게 물손질하였고 내

면은 목리조정으로 정면하였다. 

구순부 1㎝아래에 지름 0.7㎝의 

구멍을 소성 전에 외면 쪽에서 천

공하였는데 뚜껑을 고정하거나 

매달기 위한 구멍으로 추정된다. 

140-③

183-⑤
발형 9.7

11.5/

 저경 

5.1

0.6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사립

내면：암등색

외면：황등색

소형 발형토기이고, 구연부 일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성형은 조잡하고 외면에 점토대

를 윤적한 흔적이 남아 있다. 높

은 굽을 가진 저부에서 비스듬히 

올라가서 구연부가 직립하는 기

형이고, 전체적으로 휘어져 있어

서 모양이 변형되었다. 외면은 

목리조정 후에 강한 물손질, 내

면은 횡방향의 목리조정으로 정

면하였다.

2) 출토유물 (도면 140~143 도판 183~185)

(1) 토기 (도면 140, 141 도판 183)

<표 52> 제25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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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④

183-④
심발형 (12.4) (25.6) 0.6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사립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회황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동체상부 파

편이며 무문양이다. 약간 내만

하는 직립구연이며 구순부는 부

분적으로 면처리하였다. 외면은 

종방향으로 목리조정하여 구연

부 부근을 강하게 횡방향으로 물

손질하였으며, 내면은 주로 사방

향의 목리조정으로 정면하였다. 

너비 3㎝ 정도의 점토판을 외경

접합으로 성형하였으며 동체부

에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140-⑤

183-②
심발형 (4.0) (32.7) 0.3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사립

내면：황등색

외면：황등색

심발형 공열문토기 구연부편이

고, 외면 쪽은 표면의 대부분이 

박락하고 있어서 상태가 안 좋

다. 약간 내만하는 구연부에서 

0.5~1.0㎝ 아래에 내면 쪽에서의 

자돌로 반관통 공열문을 시문하

였다. 구연부는 면처리되어 각

목이 새겨져 있다. 외면은 물손

질, 내면은 횡방향의 목리조정으

로 정면하였다.

141-①

183-①
심발형 (10.5) (24.8) 0.8

점토질

장석․사립

내면：명황갈색

외면：갈색

심발형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

이고, 구연은 직립한다. 성형시 

구연부의 점토판을 접합할 때에 

일부러 단이 되도록 접합흔을 남

겨서 이중구연으로 만든 후, 접

합부에 주걱상 도구에 의한 각목

을 비스듬히 새겼다. 구순부는 

평탄면을 이루며 주걱상 도구에 

의한 각목을 크게 새기고 있다. 

외면은 물손질, 내면은 사방향 

또는 횡방향의 목리조정으로 정

면하였다. 

141-②

183-③
호형 (7.1) (20.7) 0.8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사립

내면：명회황갈색

외면：명회황갈색

호형토기 경부편이다. 견부에서 

약간 외반하면서 직선적으로 벌

어지고 있는데 구연부는 외경하

고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외면은 나무판 같은 도구로 옆으

로 긁은 후에 물손질하였고 내면

은 횡방향 내지 사방향의 물손질

로 정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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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③

183-⑧
심발형 (8.2)

저경

9.1
1.3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사립

 내면：황등색

 외면：황등색

평저 심발형토기 저부편이다. 

굽이 있는 저부에서 직선적으로 

벌어지면서 올라가는 기형이며 

저부 하단에는 손가락으로 누른 

지두압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외면에는 점토판을 외경접합한 

접합흔이 보인다. 저면은 중앙

부분이 주연부보다 높아지는 형

태이다. 외면은 물손질, 내면은 

사방향의 목리조정 후에 물손질

로 정면하였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무게

(g)
태토 색조 특징(추정)

지름
너비 두께

141-⑤

184-①
방추차 (4.8) - 0.95 11

사립․석영

운모․장석
적갈색

토제 방추차 파편이며 1/2정도

만이 잔존한다. 편평한 점토 원

반의 중앙에 한 방향에서의 자

돌로 추정지름 0.8cm 구멍을 

뚫었으며 자돌된 면의 반대쪽

이 약간 융기하였다. 전면을 물

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주연부

에는 면을 가진다. 

141-⑦

184-③
어망추

3.2~

]3.3
- - 35

사립․석영

운모․장석
명황백색

완형의 둥근 토제품이며 지름 

0.25㎝정도의 구멍이 뚫려 어

망추로 생각된다. 전체 물손질

로 정면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흑반이 관찰된다.

141-⑧

184-①
어망추 -

장축

3.6 

단축 

3.2

0.9 11.3
사립․석영

운모․장석
회백색

토제 어망추이며 완형이다. 원

형에 가까운 편평한 타원형 점

토판 중앙에 지름 0.2㎝의 구멍

을 뚫고 장축 단부에 각각 1곳, 

2곳 홈을 새겼다. 전체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2) 토제품 (도면 141 도판 184)

<표 53> 제25호 주거지 출토 토제품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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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⑨

184-①
어망추 -

장축

3.6

단축

3.2

0.7 9.8
사립․석영

운모․장석
회백색

토제 어망추이며 완형이다. 편

평한 원형 점토판 중앙에 지름 

0.3㎝의 구멍을 천공하여 구멍

을 지나가도록 양면에 침선을 

그어서 홈을 새기고 있다. 전

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하였

다. 

141-⑩

184-①
어망추 -

장축

3.4

단축

3.0

0.9 8.8
사립․석영

운모․장석
적갈색

토제 어망추이며 완형이다. 편

평한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 점

토판의 중앙에 지름 0.3㎝의 구

멍을 뚫고 장축 양단부에 홈을 

새기고 있다. 전체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141-⑪

184-①
어망추 3.0~3.2 - 1.0 7.8

사립․석영

운모․장석
회백색

토제 어망추이며 완형이다. 편

평한 거의 원형인 점토판의 중

앙에 지름 0.3㎝의 구멍을 뚫고 

구멍을 사이에 둔 양단부에 홈

을 새기고 있다. 전체 물손질

로 정면하였다.

141-⑫

184-②

동물형 

토제품

잔존높

이 3.2
-

1.0~

1.2
6.3 점토질 암갈색

개를 형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제품이다. 머리와 목부위까

지만 잔존한다. 얼굴에는 입․

코․귀를 간략하게 표현하였

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정면

하였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41-④

184-①

원반형

석기

지름

5.2
- 0.4 15 사암

원반형석기이다. 혈암에 가까운 세립사암

제로 완형이다. 얇게 박리한 소재 주연부

를 박리조정으로 크게 형태를 만든 후에 

전체적으로 연마하여 일부 연마흔도 확인

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연마되지 않고 

박리면이 남아 있는 부분도 보인다.

(3) 석기 (도면 142, 143 도판 184, 185)

<표 54> 제25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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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⑥

184-①
방추차 3.9 - 0.38 19 사암

방추차이다. 혈암에 가까운 세립사암제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얇게 박리한 소재를 

이용하여 주연부를 박리조정한 후, 전체

적으로 연마하여 형태를 다듬고, 중앙부

에는 양면에서 회전천공해서 지름 0.5㎝

의 구멍을 뚫었다. 

142-①

185-①
마제석촉 (4.3) 1.3 0.3 (5) 혈암

마제석촉이며 선단부와 측연부 일부를 결

실하였다. 원래는 유엽형 마제석촉 파손

품였는데 기부쪽 측연부에서 찰절에 의해

서 홈을 새기고 다시 석촉으로 재활하였

다.

142-②

184-⑥
찰절구 (8.9) 5.0 0.45 40 사암

찰절구이며 양 단부가 결실되었다. 편평

한 사암을 전면적으로 연마하여 한 쪽 장

측연부를 갈아 편인을 형성하였다. 반대

면도 마연되어 부분적으로 양인이 된 곳

도 있다. 

142-③

184-⑤

원반형

석기
(12.1) - 0.9 120 사암

원반형석기편이고, 1/2정도만 남아있다. 

두께 1.1㎝ 정도의 편평한 판석을 타격하

여 원상으로 만든 후에 주연부를 정연하

게 간 것이다. 주연부에 면을 가진 원판인

데 용도는 미상이다.

142-④

185-②

미완성 

마제석부
16.4 7.6 3.9 1,270

규질

사암

마제석부 미완품이다. 원석에서 박리한 

소재를 타날하여 기본적인 형태를 조성하

고, 잔손질을 가하여 모를 축이는 과정에

서 부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손 후에도 

가공을 시도하였지만 더 이상 두께를 줄

일 수 없어서 폐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142-⑤

184-⑦
마제석검 (16.2) 4.4 1.3 130 이암

마제석검이고, 봉부는 결실되었다. 가볍

게 휘어진 소재를 이용하여 주연부를 양

면박리해서 성형하였으며 신부를 중심으

로 연마하였다. 신부의 능선은 앞면에만 

보이며 뒷면은 횡단면이 오목하게 밖으로 

만곡하였다. 병부는 거의 박리면 그대로

이다. 

142-⑥

184-⑧

미완성 

마제석부
21.6 6.9 1.85 800 점판암

마제석부 미완품이다. 판상으로 박출한 

소재의 주연부에 양면에서 타날하여 성형

한 후, 주연부에 잔손질이 가해졌다. 도면 

왼쪽 측연부 및 인부쪽 2/3정도까지는 자

연면이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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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①

184-④

환상

옥기편
(4.8) - 0.6 4 연옥

밝은 백록색을 띠는 환상옥기편이며 단면

이 편평한 삼각형을 나타낸다. 원판상의 

소재를 한 쪽 면에서 천공하여 고리형으

로 만들고 전면을 정연하게 연마하였다. 

전체의 1/3정도만 잔존한다.

143-②

185-④
지석 12.4 4.1 3.3 302 사암

지석이다. 앞뒷면을 사용하였고, 사용면

은 편평하다. 

143-③

185-③
지석 19.7 3.1 1.9 250 사암

봉상형 지석이다. 횡단면은 정방형에 가

깝고 네 면 모두 사용흔이 관찰되는데 사

용면은 약간 내만한다. 

143-④

185-⑤
대석 28.8 10.3 4.6

(1,80

0)
사암

판상석기이다. 평탄면은 편평하고, 부분

적으로 고타흔이 남아 있으며 마모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너비가 좁아서 갈판으

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평

탄면의 고타흔으로 미루어 대석으로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43-⑤

185-⑥
역석 17.1 7.6 3.5 760 사암

편평한 타원형 역석이고, 양 단부에 고타

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사용흔은 보

이지 않는다. 고타흔도 아주 부분적인 것

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흔적인지는 판단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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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0. 제25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9  페이지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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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1. 제25호 주거지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9  페이지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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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2. 제25호 주거지 출토유물(3)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9  페이지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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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3. 제25호 주거지 출토유물(4)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9  페이지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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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26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44 도판 186, 187)

  제３지구, Ⅲ층에서 제25호 주거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변에서 신석기시대 

후·만기의 토기편들을 포함하는 황갈색사질토의 범위를 확인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조

사해서 제25호 주거지 북편에 있는 세장방형의 어깨선이 검출되었다. 유구 내부조사는 

제25호 주거지의 Tr.를 연장시켜서 토층 관찰용의 둑을 남기고 시행하였는데, 유구는 깊

이가 거의 없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얕아져 너비 280㎝정도로 어깨선과 바

닥면이 일치되었다. 거기서부터 남쪽으로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그 이상의 유

구 검출을 불가능했다. 이것은 이미 유구가 삭평되었던 결과이며 원래는 보다 남쪽으로 

유구가 연속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동-서(N-90°-W)이고, 

유구의 규모는 길이 1490㎝, 추정하는 너비는 604㎝, 깊이 20㎝이다.

  유구 바닥면은 거의 수평이며, 중심부분이 제25호 주거지에 의해서 파괴되어있었고 노

지 및 명확한 주혈을 확인하지 못했다. 주혈에 관해서는 큰 것으로 직경 60~80㎝가 되

는 수혈이 몇 개가 확인되었는데 상부구조를 올린 것으로서는 너무 그 수가 적어 깊이도 

얕은 편이다. 따라서 실제로 상부구조를 올렸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그 구조와 구체

적인 성격에 관해서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출토유물은 유구 전체에 산재해서 출토되었는데 토기편과 석기, 자연석 등이 약간의 

높이 차이를 가지면서 매몰토 하부에서 상부까지 비슷한 밀도로 출토되었다. 토기편은 

사격자문토기, 연속자돌문토기, 조우문토기, 이중구연토기 등으로 신석기시대 후·만기 

토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모두 작은 파편이며, 주거지로 추정되는 다른 유구와는 차이가 

있다. 또 석기에는 굴지구 3점, 어망추 3점, 소형지석 1점, 지석 3점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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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4. 제26호 주거지 실측도

<제25호 주거지>

<제26호 주거지>

Ⅰ:암갈색사질토
Ⅱ:흑갈색사질토
Ⅲ:회갈색사질토
Ⅳ:적갈색소토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0.  오후 4:49  페이지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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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45-①

188-②
발형 (7.9) -

0.6~

1.0

사립(다량)

장석․운모

내면：(암)갈색

외면：암갈색

발형토기 구연부편. 구연부에는 이

치구에 의한 연속자돌문을 가로로 3

줄 시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에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손질

하여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145-②

189-①
심발형 (7.5) (24.0)

0.8~

1.3

사립(다량)

운모

내면：황갈색

외면：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다시 구연부를 횡방향

으로 물손질한 후에 침선사격자문

을 시문하였다.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2) 출토유물

(1) 토기 (도면 145, 146 도판 188, 189)

  도면  145-②~⑤, 146-①~④는 심발형토기이다. 도면  145-④․⑤, 146-①은 구연부가 이

중구연으로 되고 있는데 도면  145-④는 물손질에 의해서 이중구연의 비후부가 희미하게

만 남아있다. 외반 혹은 직립하는 구연부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도면  145-②~⑤, 146-

①․④는 봉상 도구로, 도면  146-③은 선단부가 2개로 갈라진 주걱상 도구로 침선사격자

문을 시문하고, 도면  146-②는 봉상 도구로 평행 사선을 긋고 있다.

  도면  145-①, 146-⑤~⑦, ⑨는 발형토기이다. 외반 혹은 직립하는 구연부에 일정한 공

간을 두고 도면  145-①은 2치구에 의한 횡방향의 연속자돌 3줄, 도면  146-⑤~⑦은 압인

상의 단침선에 의한 조우문, 도면  146-⑨는 선단부가 파상으로 된 주걱상 도구로 옆으로 

연속자돌한 문양이 시문되고 있다. 

  도면  146-⑧은 약간 내만하는 구연부편인데 서로 간격을 두고 시문된 단사집선문이 2

줄 보인다. 기형은 확실하지 않으나 심발형일 가능성이 있다. 

  도면  146-⑩․⑪은 호형토기의 파수부편이다. 동체부에 파수부를 부착시킨 후에 봉상 

도구로 옆으로 구멍을 천공한 것이다. 도면  146-⑪은 파수부와 동부의 접합부에서 덜어

져나간 것이다.

<표 55> 제26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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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③

188-⑧
심발형 (6.9) (31.0)

0.8~

1.0

사립․장석

운모

내면：갈색

외면：암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다시 구연부를 횡방향

으로 물손질한 후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고, 구순부는 도구로 정

면하였다.  

145-④

188-⑨
심발형 (6.4) (37.0)

0.8~

1.0
사립

내면：황갈색

외면：황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연부에 얇게 점토를 

붙이고 이중구연으로 만들었는데,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손질한 뒤

에 구순부를 도구로 정면하였다. 

구연부에 일정한 공백을 두고 침

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외면에

는 흑반이 확인된다.

145-⑤

189-③
심발형 (6.1) (33.0)

0.9~

1.0
사립․장석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연부에 얇게 점토를 

붙이고 이중구연으로 하여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구연부에 

일정한 공백부를 두고 침선사격자

문을 시문하였다. 

146-①

189-⑤
심발형 (7.0) (32.0)

0.7~

1.0

사립(다량)

장석

내면：흑색

외면：흑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

질로 정면하였다. 구연은 이중구

연으로 만들고 접합부에 지두압흔

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구연부에

는 약간 공간을 두고 침선사격자

문을 시문하였다.

146-②

188-③
심발형 (4.5) -

0.8~

1.1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흑갈색

외면：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다시 구연부를 횡방향

으로 물손질한 후 침선집선문을 

시문하였고, 구순부는 도구로 정

면하였다. 외면에 흑반이 확인된

다.

146-③

189-②
심발형 (5.2) -

0.6~

1.0

사립․장석

운모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다시 구연부를 횡방향

으로 물손질한 후 침선사격자문을 

시문하였고, 구순부는 도구로 정

면하였다. 

146-④

189-④
심발형 (6.6) -

0.8~

0.9

사립(다량)

장석․운모

석영

내면：황갈색

외면：암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로 정면하며 침선사격자문

을 시문하였고, 구순부 단면형태

는 둥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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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⑤

188-⑤
발형 (4.5) -

0.55~

0.65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암갈색

외면：갈색

발형토기편.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고, 2조

의 단사침선문과 비스듬한 L자상 

단침선을 조합시킨 조우문(鳥羽

文)을 시문하였다. 

146-⑥

188-⑥
발형 (4.3) -

0.4~

0.7

사립․장석

석영

내면：명황토색

외면：명황토색

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

손질한 후에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여 구순부는 도구로 정

면. 비스듬한 L자상 짧은 침선과 

사침선을 조합한 조우문을 시문하

였다.

146-⑦

188-⑦
발형 (3.3) -

0.5~

0.6

세사립

(다량)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손질

하여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손질

한 후 구순부를 도구로 정면하였

다. 구연부에 일정한 공백부를 만

들고 그 아래에 짧은 침선을 조합

시켜서 조우문을 여러 개 시문하

였다.

146-⑧

188-④
(심)발형 (5.0) -

0.6~

0.8

사립․장석

운모

내면：회갈색

외면：회갈색

발형토기편. 내외면을 거칠게 찰

과한 후에 내면은 거칠게, 외면은 

매끄럽게 물손질하였다. 구순부는 

좁은 평탄면을 이른다. 선단부가 

뾰족한 도구로 단사침선을 가로로 

촘촘히 새기고 2㎝정도 사이를 두

어서 다시 같은 문양을 반복하여 

시문하였다.

146-⑨

188-①
발형 (5.8) -

0.6~

0.9

사립(다량)

장석

내면：암흑갈색

외면：암흑갈색

발형토기 구연부편. 내외면을 물

손질하여 구연부를 횡방향으로 물

손질한 후에 구순부를 도구로 정

면. 구연부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선

단부가 파상을 이르는 주걱상 도

구로 횡방향으로 연속자돌해서 시

문하였다. 

146-⑩

189-⑥
호형 (4.7) -

0.5~

0.6

사립․장석

운모․석영

내면：황등색

외면：황등색

호형토기의 파수부이다. 기면에 

점토괴를 붙이고 물손질로 정면한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천공하였다.

146-⑪

189-⑦
호형 (5.3) - -

사립․운모

석영

내면：황등색

외면：황등색

호형토기 파수부이다. 접합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점토괴를 성형하여 

물손질로 정면한 후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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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기 (도면 147, 148 도판 189, 190)  

  제26호 주거지에서는 굴지구 3점․삭기 1점․타제 어망추 3점․소형지석 1점․지석 

3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47-①은 점판암제 삭기이다. 횡장박편의 타점쪽 측연부에 주로 배면에서의 타격

으로 조정박리해서 인부를 만들고 있다. 앞면에는 굴지구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사용흔

이 남아 있어서 굴지구 파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길이 6.8㎝․너비 5.2㎝․두께 

0.8㎝․무게 30g이다.

  도면  147-②․③은 굴지구이다. 도면  147-②는 역암제 타제 굴지구이며 소재 주연

부에 양면에서 조정박리해서 타원형으로 성형된 것이며 사용에 의해서 인부 주변이 약간 

마모되고 있다. 일부 결실되고 있으며 길이 12.1㎝․최대 너비 8.9㎝․최대 두께 1.4

㎝․무게 149g이다. 도면  147-③은 점판암제 마제 굴지구이며 편평하게 박리한 소재를 

양면에서 조정박리해서 성형한 후에 인부를 양면에서 연마하여 주연부 및 양면도 가볍게 

연마하고 있다. 거의 완형이며 길이 23㎝․너비 10.1㎝․두께 0.6㎝․무게 276g이다.

  도면  148-③․④․⑦은 지석이다. 도면  148-3은 입자가 굵은 사암제 소형지석이며 

횡단면 능형인 세장방형을 나타낸다. 사용면은 도면  앞면 오른쪽의 한 면뿐이며 다른 유

사품과 비교해서 조잡하게 제작되었다. 파손품이며 잔존 길이 5.9㎝․최대 너비 2.6㎝․

두께 2㎝․무게 56g이다. 도면  148-④는 입자가 고운 편평한 사암제 지석이다. 주연부

의 대부분이 파손면이다. 양면에 전체적으로 연마흔이 관찰되는데 도면  앞면에 뾰족한 

것을 간 것 같은 홈을 수반하는 사용흔이 석기 중앙부에 집중하고 있고, 뒷면에는 장축 

방향에 너비 1.5㎝․깊이 0.5㎜정도의 얕은 홈이 남아 있는 점에서 파손된 후에도 계속

해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 정도 크기이었음이 짐작된다. 현황에서 크기는 길이 

9.3㎝․최대 너비 4.1㎝․두께 1㎝․무게 51g이다. 도면  148-⑦은 입자가 굵은 사암제 

지석이다. 파손으로 인해 전체 형태를 알 수 없으나 도면  앞면이 사용에 의해서 얕은 U

자형으로 우묵하게 들어가고 있다. 마반일 가능성도 있다. 잔존 길이 9.9㎝․잔존 너비 

7.7㎝․잔존 두께 2.1㎝․무게 149g이다. 

  도면  148-⑤ 입자가 굵은 사암제의 지석상 석기인데 판상의 사암의 한 면에 너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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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47-①

190-②
삭기 6.8 5.2 0.8 30 점판암

삭기(削器)이다. 횡장박편의 타점 쪽 측연

부에 주로 배면에서의 타격으로 조정박리

해서 인부를 만들었다. 앞면에는 굴지구에 

보이는 것과 비슷한 사용흔이 남아 있어서 

굴지구 파편을 재가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147-②

190-③
굴지구 (12.1) (8.9) 1.4 149 역암

타제굴지구이고, 일부 결실되었다. 소재 

주연부에 양면에서 조정박리해서 타원형

으로 성형되었으며 사용에 의해서 인부 주

변이 약간 마모되었다. 

147-③

190-①
굴지구 23.0 10.1 0.6 276 점판암

거의 완형인 마제굴지구이다. 편평하게 박

리한 소재를 양면에서 조정박리해서 성형

한 후에 인부를 양면에서 마연하였고, 주

연부 및 양면도 가볍게 다듬었다. 

148-①

190-⑤
어망추 4.7 4.3 1.2 45 사암

일부가 결실된 타제어망추이다. 평면형태

가 정방형에 가까운 편평한 역석의 양쪽 

단 가운데를 박리하여 결입부를 만들었다. 

㎜․깊이 3㎜정도이며 단면 V자상의 홈이 한 줄 보인다. 유구지석일 가능성도 있으나 홈 

부분에는 사용흔이 분명하지 않아 불확실하다. 석재의 재질과 두께에서 판단하여 소형지

석을 찰절기법으로 제작하려고 한 미제품일 가능성도 생각된다. 길이 4.8㎝․너비 4.5

㎝․두께 2.8㎝․무게 68g이다.

  도면  148-1․②․⑥은 타제 어망추이다. 도면  148-①은 사암제이며 평면 정방형에 가

까운 편평한 역석의 대향하는 2변에 양면에서의 박리로 결입부를 만들고 있다. 일부 결

실되고 있으며 길이 4.7㎝․너비 4.3㎝․두께 1.2㎝․무게 45g이다. 도면  148-②는 역

암제이며 편평한 둥근 역석의 장축 양단부에 결입부가 보이는데 의식적으로 박리한 것인

지는 부분명하다. 완형이며 길이 2.9㎝․너비 2.6㎝․두께 1.2㎝․무게 15g이다. 도면  

148-⑥은 편평한 부정형 화강암제이며 한 쪽 결입부는 양면에서의 박리로 성형하여 다

른 쪽에는 자연적인 만입부의 일부에 약간의 박리를 가함으로서 결입부를 만들고 있다. 

완형이며 길이 6.6㎝․너비 5.8㎝․두께 1.5㎝․무게 84g이다.

<표 56> 제26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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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②

190-④
어망추 2.9 2.6 1.2 15 역암

완형의 어망추이다. 편평하고 둥근 역석의 

장축 양단부에 결입부가 보이는데 의식적

으로 박리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148-③

189-⑧
지석 (5.9) 2.6 2 56 조립사암

소형 지석이고, 일부 파손되었다. 횡단면 

능형인 세장방형을 나타낸다. 앞면 오른쪽

의 한 면만 사용되었고, 뿐이며 다른 유사

품과 비교해서 조잡하게 제작되었다.

148-④

190-⑧
지석 (9.3) (4.1) 1.0 51 세립사암

편평한 지석이고, 주연부의 대부분이 파손

면이다. 양면에 전체적으로 연마흔이 관찰

되고, 앞면에 뾰족한 물체를 마연한듯한 

홈이 중앙부에 집중되었으며, 뒷면에는 장

축 방향에 너비 1.5㎝, 깊이 0.5㎜ 정도의 

얕은 홈이 남아 있는 점에서 파손된 후에

도 계속해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48-⑤

189-⑨
지석 (4.8) (4.5) 2.8 68 조립사암

사암제 지석이다. 한쪽 면에 너비 0.3, 깊

이 0.3cm 정도이며 단면 V자상의 홈이 한 

줄 보인다. 유구지석일 가능성도 있으나 

홈 부분에는 사용흔이 분명하지 않아 불확

실하다. 석재 재질과 두께의 특징등에서 

소형지석을 찰절기법으로 제작하려고 한 

미완성품일 가능성도 있다.

148-⑥

190-⑥
어망추 6.6 5.8 1.5 84 화강암

완형의 타제어망추이다. 편평한 부정형 화

강암제이며 한 쪽 결입부는 양 면에서의 

박리로 성형하여 다른 쪽에는 자연적인 만

입부의 일부에 약간의 박리를 가하여 결입

부를 만들었다. 

148-⑦

190-⑦
지석 (9.9) (7.7) (2.1) 149 조립사암

지석이다. 파손으로 인해 전체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앞면이 사용에 의해서 얕은 U자

형으로 오목하게 패였다. 갈판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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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5. 제26호 주거지 출토유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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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6. 제26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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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7. 제26호 주거지 출토유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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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8. 제26호 주거지 출토유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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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27호 주거지

1) 유구 (도면 149 도판 191~194)

  제27호 주거지는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주거지 가운데 가장 서단에 위치한다. 주거지는 

해발 36m부근 입지한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78°-E) 

축으로 설치되어있다.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1143cm, 너비 794cm, 깊이 30cm이다. 벽면은 

40°의 경사를 이루며 바닥은 깊이 5cm로 점토를 주거지내에 부분적으로 얇게 깔아다졌다.

  주거지는 흑갈색 생토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내부에는 흑갈색사질토, 암갈색사

질토, 회갈색사질토, 황갈색사질토 등이 퇴적되어 있었다.

  주거지 서쪽 바닥가장자리와 중앙에서 동쪽으로 치우친 지점 바닥에서 120cm크기의 

원형의 소토덩어리가 확인되는데 무너진 벽체의 일부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은 주초석(柱

礎石)과 주혈, 노지, 저장혈 등이 확인되었다. 주초석은 장축과 나란하게 5개씩 2열씩 놓

여있었으며, 2열 사이에 2개의 주초석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 주초석 간의 간격은 

200cm~250cm가량으로 비교적 정연한 편이다. 주초석의 크기는 20cm~65cm이다. 주혈은 

각각의 주초석 아래에서 모두 확인된다. 주초석과 마찬가지로 5개씩 2열씩 놓여있는 10

주식구조에서 2열 사이에 위치한 2개의 보조주혈이 더해진 형태이다. 주혈의 크기는 직

경 45~80cm이며, 깊이는 23~30cm이다. 중간주혈의 크기는 직경 35cm 깊이 20cm이다. 노

지는 주거지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에 석상위석식(石床圍石式)노지 1기가 위치

하고 있는데 내부에는 적갈색소토로 채워져 있었다. 바닥면에 깊이 10cm정도의 장방형 

수혈을 판 후 6개의 판석을 가장자리를 따라 돌린 후 내부에 판석을 채워 고정시킨 형태

이다. 규모는 길이 115cm, 너비 75cm, 높이 15cm정도이다. 저장혈은 남쪽 장벽 가장자리

를 따라 원형수혈 3기, 방형수혈 1기가 확인된다. 원형수혈의 경우 크기는 직경 55cm~ 

95cm, 깊이 25cm 정도이다. 그중 주거지 남동쪽 모서리부근에 위치한 저장혈의 경우 내

부가 목탄과 소토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운데 탄화곡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방형수혈의 

경우 주거지 남서쪽 모서리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크기는 길이 130cm, 너비 100cm, 깊

이 30cm정도이다.

  출토유물에는 공렬토기, 각목돌대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 등의 각종 무문토기를 비롯해 

어망추, 석촉편, 방추차, 옥가공류와 천하석제 옥원석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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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9. 제27호 주거지 실측도

Ⅰ:흑갈색사질토
Ⅱ:암갈색사질토
Ⅲ:회갈색사질토
Ⅳ:적갈색사질토
Ⅴ:황갈색사질토

수혈

소토 1

상형노지

소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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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50-①

196-④
심발형 (17.8) (21.9) 0.5 점토질

내면：갈색

외면：황갈색

외이토기(外耳土器) 구연~동체부

편이고, 구연부가 약간 내만한다. 

구순부는 편평하고 외면 구순부 

아래에 지름 2.8㎝정도의 점토덩

이를 붙여 돌출부를 만들었다. 기

벽 양면은 종방향 혹은 사방향으

로 목리조정 후 물손질하였으며, 

구연부는 옆으로 물손질하였다. 

150-②

195-②
심발형 (9.2) (27.6) 0.8 점토질

내면：황등색

외면：황갈색

공열문토기 구연부편이고, 구연부

는 거의 직립한다. 구연부에 내기

면쪽에서의 자돌로 의한 반관통 

공열문을 시문하여 그 바로 옆에

는 점토덩이를 붙인 돌출부가 보

인다. 내외면을 물손질로 정면하

여 구순부는 편평하다.

150-③

195-①
심발형 (18.0) (28.1) 0.7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암회색

외면：황갈색

공열문토기편이다. 구연부 내면 쪽

의 자돌로 반관통한 공열문을 돌렸

는데, 외면 쪽 돌출부가 떨어져 나

가면서 관통된 부분도 있다. 동체

상부에 최대경이 있고 구연부는 약

간 내경하며, 구순부는 둥글다. 외

면은 물손질, 내면은 횡방향의 목

리조정 후에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151-①

196-⑥
심발형 (6.5) (25.8) 0.7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갈색

외면：갈색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이다. 구

연부는 거의 직립하며 바깥쪽에는 

점토를 덧붙여 두껍게 만들었다. 

구순부는 둥글며, 문양은 구연의 

두꺼운 부분에 대칼과 같은 도구

로 자돌하여 거치상의 각목을 새

겼다. 기면 바깥은 물손질, 기면 

안쪽은 종방향의 목리조정 후에 

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구연 외

면의 두꺼운 부분 아래는 특히 강

하게 옆으로 물손질되면서 부분적

으로 오목하게 들어갔다.

2) 출토유물 (도면 150~153 도판 195~198)

(1) 토기 (도면 150~152 도판 195~197)

<표 57> 제27호 주거지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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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②

196-⑦
심발형 (4.8) (30.9) 0.6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등색

외면：등색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이다. 직

립하는 구연부는 외면에 방형으로 

점토를 덧붙여서 두껍게 만들고 

구순부는 편평하다. 양 기면에는 

얇게 슬립(Slip)을 입히고 있는데, 

약간 광택이 있다. 내외면에 물손

질 흔적이 나타난다.    

151-③

196-③
심발형 (4.1) (18.1) 0.5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외이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는 

거의 직립하며 구순부는 편평하다. 

외면의 경우 구순부 아래에 세로 

1.5, 가로 4.5, 높이 1.6㎝의 점토덩

이를 덧붙여 파수부와 같은 돌출부

를 만들었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

로 정면한 흔적이 나타난다. 

151-④

196-①
심발형 (3.3) - 0.8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회갈색

외면：명회황갈

색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이다. 외

반하는 구연부 외면에 점토를 얇

게 덧붙여 이중구연으로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구연부 하단에 

옆으로 1조의 침선을 그어 구획한 

후 이중구연 위에는 침선을 거치

상으로 돌렸다. 내외면은 물손질

하여 정면하였으며, 구순부는 편

평하다. 

151-⑤

196-⑤
심발형 (5.0) (19.7) 0.57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황갈색

외면：명갈색

각목돌대문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은 거의 직립하며 외면에는 

방형의 점토띠를 덧붙여 두꺼운 

편이며 그 위아래는 물손질 흔적

이 나타난다. 구순부는 단을 이루

며, 두꺼운 구연부 외면에는 대칼

로 새긴 각목이 시문되었다. 내외

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151-⑥

195-⑤
심발형 (6) - 0.8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회등색

외면：갈색

심발형 공열문토기 구연부 파편이

며 구연부는 약간 내경하는 직립

구연이다. 구순부에서 0.6㎝정도 

밑에 내면쪽에서의 자돌로 반관통

한 공열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

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구순부는 

둥글다.  

151-⑦

196-②
심발형 (6.7) (16.4) 0.7

점토질

장석․운모

내면：암갈색

외면：회황등색

심발형 외이부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 외면에 지름 3.0㎝정도의 점

토 덩이를 붙여 손잡이와 같은 형

태를 만들었다. 구연부는 편평하

고 직립하며 내외면은 물손질 정

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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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⑧

195-③
심발형 (5.3) - 0.8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황등색

외면：명회갈색

직립구연 심발형 공열문토기 구연

부 파편이다. 구연부 끝에서 0.7㎝

정도 아래에는 내면에서 자돌하여 

반관통시킨 공열문이 배치하였다. 

그리고 외면에 돌출한 것과 같은 

열에 지름 1.5~2.0㎝ 정도의 점토

덩이를 붙여 동일 효과를 나타낸

다. 내외면은 물손질 흔적이 확인

되고 구순부는 아주 좁다.

151-⑨

195-④
심발형 (8.2) (22.4) 0.7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명황갈색

외면：명황갈색

직립구연 심발형 공열문토기 구연

부편이다. 구연부 끝에서 0.4~0.6

㎝ 정도 아래에 내면에서 바깥으

로 자돌한 반관통된 공열문을 시

문하였다. 외면은 물손질 흔적이 

나타나며, 내면 구연부는 사방향

의 목리조정으로 정면된다.

151-⑩

196-⑧
심발형 (8.5) - 0.6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황갈색

외면：암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내만

하는 구연부는 외면에 점토띠를 

덧붙여 두껍게 만들고 각목을 새

겨 넣었다. 구연부 아래에는 대칼

과 같은 도구로 조정하여 이중구

연을 강조하였다. 구순부는 편평

하다. 내외면 물손질로 정면하였

고, 내면에 목리조정 흔적이 나타

난다.

152-①

197-②
배형 (3.6)

저경 

6.6
0.3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명황색

외면：명황색

배형토기 저부편이다. 기형은 굽

이 있는 편평한 저부에서 약간 볼

록해지면서 올라간다. 동상부는 

점토대 접합면을 따라 떨어져 나

갔으며, 굽과 접합면에는 손가락

으로 누른 흔적이 나타난다. 바닥 

2.5㎝ 정도 높이에는 소성 전에 뚫

린 직경 0.1cm의 작은 구멍이 있

다. 저면에는 넓은 활엽수의 엽맥

문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내외

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152-②

197-③
호(?) (5.8)

저경 

12.0
0.9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명등색

외면：명회황갈

색

호형토기 저부편이다. 저면 중앙

부가 약간 주연부보다 높아지며 

저부에서 크게 벌어지는 기형이

다. 내외면에는 물손질 흔적이 나

타나는데, 외면은 목리조정 후에 

물손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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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③

196-⑨
배형 (4.8)

저경 

6.0
1.2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황등색

외면：황등색

배형토기 각부편이다. 몸체와 각

부를 따로 제작하여 붙인 것이 아

나라 동시에 제작한 점이 특징적

이다. 아마 어떠한 틀 위에 점토를 

붙이고 나중에 빼는 방법으로 저

면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부는 짧으며 단부는 방형을 이루

고 있다. 물손질로 정면되었고 외

면에 일부 흑색 반점이 확인된다.

152-④

197-①
배형 (2.7)

저경 

6.0
0.7

점토질

석영․장석

운모

내면：황등색

외면：등색

유대 배형토기 각부편이다. 도면

152-③과 동일한 제작기법을 가진 

것이며, 단각이고 각부 단부는 방

형을 이룬다. 외면은 단도마연되

고 있으며 내면에는 너비가 좁은 

목리조정이 일부 확인되며 내부는 

조잡한 물손질로 정면되었다.

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무게

(g)
태토 색조 특징(추정)

지름
너비 두께

152-⑤

197-④
어망추 -

장

5.6단4.

6

1.3 46
사립․석영

운모․장석
황회백색

완형의 토제어망추이다. 평면이 

말각장방형인 편평한 점토판 중

앙에 한 방향의 자돌로 지름 0.5

㎝의 구멍을 뚫은 후 한 쪽 면에

만 침선으로 홈을 새겼다. 뒷면

에는 평행의 봉과 같은 것으로 

누른 압흔이 4줄 보인다. 전면이 

물손질로 조정되었다.

152-⑥

197-④
방추차 4.9 - 1.4 19

사립․석영

운모․장석
황갈색

토제방추차편이고 1/2정도 잔존

한다. 편평한 점토판 중앙에 한 

방향에서의 자돌로 구멍이 뚫려 

있고 앞면이 약간 융기하고 있

다. 전면을 물손질로 정면하였

으며 뒷면에 목엽압흔이 희미하

게 보인다. 

(2) 토제품 (도면 152 도판 197)

<표 58> 제27호 주거지 출토 토제품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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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⑦

197-④
어망추 4.6 - 0.85 21

석영․운모

장석
명황갈색

토제어망추이며 완형이다. 편평

한 점토 원판 중앙에 직경 0.3㎝

의 구멍을 뚫은 후에 장축방향

을 따라 홈을 넣어 양쪽 구멍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전체

를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152-⑧

197-④
어망추 -

장

3.65

단 

3.15

1.2 16
석영․운모

장석
황등색

토제어망추이며 완형이다. 편평

한 점토판 중앙에 직경 0.5㎝의 

구멍을 뚫은 후에 장축 양 단부

에 홈을 새겼다. 전체는 물손질

로 정면하였다. 

152-⑨

197-④
어망추

2.7~

2.9
- 0.8 7

사립․석영

운모․장석
황갈색

토제어망추이며 완형이다. 편평

한 점토원판 중앙에 직경 0.4㎝

의 구멍을 뚫은 후 장축방향을 

따라 홈을 새겨 양쪽 구멍이 연

결되도록 하였다. 전면은 물손

질로 정면하였다. 

152-⑩

197-④
어망추 2.6~2.7 - 0.9 6

사립․석영

운모․장석
명황등색

토제어망추이며 완형이다. 편평

한 점토판 양면에 침선으로 홈

을 새기고겼다. 전면을 물손질

로 정면하였다.

152-⑪

197-④
어망추 2.7~2.8 - 0.9 10

사립․석영

운모․장석
암갈색

토제어망추이며 완형이다. 편평

한 점토판 중앙에 직경 0.2㎝의 

구멍을 뚫은 후 구멍부분을 지

나가도록 한 쪽 면에서 양단부

까지 홈을 새겼다. 전면이 물손

질로 정면하였다.

152-⑫

197-④
어망추

장

3.5

단

3.15

0.8 12
석영․운모

장석
황갈색

토제 어망추이며 완형이다. 편

평한 점토원판 중앙에 직경 0.5

㎝의 구멍을 뚫은 후에 장축방

향으로 홈을 새겨 양쪽 구멍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전

면이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152-⑬

197-④
어망추

길이

4.6
2.3 1.8 24

사립․석영

운모․장석
등색

완형의 토제어망추이다. 나ant

가지 등 봉상의 것을 축으로 주

위에 점토를 붙이고 성형하였는

데 구멍지름은 0.5~0.6㎝이다. 

전체를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3) 석기 (도면 152, 153 도판 197, 198)  

  도면 152-⑭~⑰은 모두 사암제 반월형석도이다. 이 중 ⑭․⑮는 단부만 일부 잔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잘 마연되어 있고 편인이다. ⑯ 역시 파편으로 직경 0.4㎝ 정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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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이 양면에서 회전 천공되어 있다. 전면이 마연되었으며, 편인이지만 인부에 날이 세워

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제품으로 판단된다. 아마 천공 과정에서 부러져서 폐기되었

던 것 같다. ⑰은 사암제 마제 반월형 석도이며 완형이다. 판상으로 박리하는 석재를 소

재로 하여 도면  앞면은 절리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뒷면은 고타조정 후에 연마되고 있

다. 인부는 앞면을 뒷면보다 강하게 연마한 편인으로, 주연부는 모서리가 둥글게 된 평탄

면을 이루고 있다. 공부는 양면에서 회전천공된 것이 2개 뚫리고 있는데 중간까지 천공

하다가 그만 둔 부분이 앞면에 1군데, 뒷면에 2군데 확인된다.   

  도면 152-⑱은 요기식 장삼각형 마제석족이며 선단부를 약간 결실하고 있는 외에는 완

형이다. 기부가 둥글게 결입하고 있으며 측연부는 양면에서 갈아서 날을 세우고 있다. 횡

단면은 편평한 육각형을 나타내고 있다. 

  도면 153-①은 사암제 소형 지석 파편이다. 편평한 장방형 사암의 주연부를 연마하여 

성형하고 있으며 양면을 사용면으로 하고 있다. 도면  앞면은 너비 0.8㎝정도의 얕은 홈

을 이용한 유구지석이며 뒷면은 전면이 편평하게 갈려 있다. 

  도면 153-②는 니암제 마제석기이며 도면  앞면의 장측연부와 뒷면 전면을 연마한 석기

이다. 도면  앞면 아래쪽 장측연부의 왼쪽 4/5정도에는 날이 세워져 있지 않고 나머지 1/5

정도에만 양인의 날이 세워져 있다. 뭔가를 자르는 이기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

확한 용도는 부명하다.  

  도면 153-③은 혈암에 가까운 세립사암제의 방추차이며 완형이다. 판상으로 박리된 소

재박편을 대중 박리조정과 고타조정으로 정형하고 양면 및 측연부를 연마하였다. 구멍 

부분은 천공할 부분을 고타한 후에 천공구에 의해서 양면에서 회전천공하고 있다. 

  도면 153-④는 화강암제 환상석기파편이며 전체의 1/2정도가 잔존하고 있다. 소재 전면

을 고타조정한 후에 연마하고 있으며 구멍 부분도 먼저 고타한 후에 양면에서 회전천공

되고 있다. 어떤 추의 역할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방추차와는 형태가 다르

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도면 153-⑤는 사암제 갈돌 파편이다. 불을 맞아서 약간 풍화가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흔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는다. 사용으로 인해서 변형된 모양이 단면에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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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52-⑭

198-③
반월형석도 (3.8) (4.9) 0.7 15 사암

반월형석도. 단부만 일부 잔존한다. 전체

적으로 잘 마연되었고, 편인이다.

152-⑮

198-⑤
반월형석도 (4) (4.6) 0.5 15 사암

반월형석도. 단부만 일부 잔존한다. 전체

적으로 잘 마연되었고, 편인이다.

152-⑯

198-①
반월형석도 (5.5) (6.2) 1.1 50 사암

반월형석도. 일부 결실하였다. 지름 0.4㎝ 

정도의 구멍이 양면에서 회전 천공되어 있

다. 전면이 마연되었으며, 편인이지만 인

부에 날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완성품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구멍을 뚫

는 과정에서 부러져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

다. 

152-⑰

198-④
반월형석도 6.7 12.4 0.65 85 사암

완형의 반월형석도이다. 판상으로 박리하

는 석재를 소재로 하여 도면 앞면은 절리

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뒷면은 고타조정 

후에 연마되었다. 인부는 앞면을 뒷면보다 

강하게 연마한 편인으로, 주연부는 모서리

가 둥글게 된 평탄면을 이룬다. 공부는 양

면에서 회전천공된 것이 2개 뚫렸는데 중

간까지 천공하다가 그만 둔 부분이 앞면에 

1군데, 뒷면에 2군데 확인된다.

152-⑱

197-⑤
마제석촉 (5) 1.75 0.25 5 혈암

凹기식 장삼각형 마제석촉이다. 선단부가 

약간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기부가 

둥글게 결입하였으며 측연부는 양면에서 

갈아서 날을 세웠다. 횡단면은 편평한 육

각형을 나타낸다.

153-①

197-⑧
지석편 (7.6) 3.4 1 70 사암

소형의 지석편이다. 편평한 장방형 사암의 

주연부를 연마하여 성형하였으며 양면에 

사용흔이 있다. 앞면은 너비 0.8㎝정도의 

얕은 홈을 이용한 유구지석이며 뒷면은 전

면이 편평하게 마연되었다. 

  도면 153-⑥는 사암제 갈돌 파편이다. 모암에서 적당한 두께의 판석을 사용한 것으로, 

사용면은 도면  앞면이며 편평하게 잘 마연되어 있다. 뒷면에는 피열된 흔적이 약간 확인

된다.

<표 59> 제27호 주거지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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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②

198-②
마제석기 (8) 3.4 0.4 25 이암

마제석기. 앞면의 장측연부와 뒷면 전면을 

연마한 석기이다. 앞면 아래쪽 장측연부의 

왼쪽 4/5정도에는 날이 세워져 있지 않고 

나머지 1/5정도에만 양인의 날이 세워져 

있다. 뭔가를 자르는 이기(利器)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용도는 불명하다. 

153-③

197-⑥
방추차 5.1 - 0.6 25 사암

혈암에 가까운 세립사암제의 방추차이다. 

완형이고, 판상으로 박리된 소재 박편을 

대략 박리조정과 고타조정으로 정형하고 

양면 및 측연부를 마연하였다. 구멍은 천

공할 부분을 고타한 후에 도구에 의해서 

양면에서 회전천공하였다.  

153-④

197-⑦
환상석기편 5.5 - 2.1 70 화강암

화강암제 환상석기편으로 절반 가량 잔존

한다. 소재 전면을 고타조정한 후에 연마

하였으며 구멍 부분도 먼저 고타한 후에 

양면에서 회전천공하였다. 어떤 추의 역할

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방추

차와는 형태가 다르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153-⑤

198-⑥
갈돌편 11.1 8.4 5.3 730 사암

갈돌편이다. 불을 맞아서 약간 풍화가 진

전되었기 때문에 사용흔은 뚜렷하지 않다. 

사용으로 인해서 변형된 모양이 단면에 잘 

나타난다.

153-⑥

198-⑦
갈판편 (17) (10.5) 5.2 1,650 사암

갈판편이다. 모암에서 적당한 두께의 판석

을 박출해서 사용한 것으로, 사용면은 도

면 앞면이며 편평하게 잘 마연되었다. 뒷

면에는 피열된 흔적이 약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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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0. 제27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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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1. 제27호 주거지 출토유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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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2. 제27호 주거지 출토유물(3)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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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3. 제27호 주거지 출토유물(4)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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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광군

1) 유구 (도면  154~157, 도판 199~202)

  제1~3지구 Ⅲ층 하부~Ⅳ층 상면에 걸쳐서 총 383기의 방형수혈유구, 집석유구, 수혈, 

지상식노지로 추정되는 소토 집중부 등이 검출되었다. 이들은 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후․

만기 및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들이 확인된 것과 거의 동일한 평면에서 검출된 것들이

다. 유구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모두 즐문토기(대부분이 신석기시대 후․만기의 토기편 

들이고, 일부 전․중기의 토기편도 보인다.)이며, 일부 유구를 제외하면 적극적으로 청동

기시대의 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 검출면이 신석기시대 후․만

기의 문화층인 Ⅲ층 하부에서 Ⅳ층 상면인 점에서 유구들의 대부분은 신석기시대에 속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유적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Ⅲ층까지 경작으로 인한 교란이 확인

되었으며, 주거지 등의 비교적 깊은 유구 외에는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유구는 거의 파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던 유구들이나 유물이 출토된 유구들 

가운데에 청동기시대의 유구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기서는 제1~3지

구에서 검출된 주거지 이외의 유구들에 관해서 방형수혈유구와 기타 수혈군에 일차적으

로 대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1) 방형수혈유구(도면  160, 161 도판 203, 204)

  방형수혈유구는 제1지구와 제2지구에서 각각 1기씩 조사되었다. 제1지구 34호 유구는 

길이 226㎝, 너비 211㎝, 깊이 9㎝이며 거의 평면 정방형을 나타내고 있다(도면  160 ②). 

유구내부에서 주혈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유구 북서 모서리와 남동 모서리 부근에 각

각 길이 22㎝, 너비 19㎝, 깊이 13㎝와 길이 29㎝, 너비 28㎝, 깊이 33㎝의 주혈이 확인되

었다. 확인된 주혈 가운데 북서 모서리 주혈은 내부 바닥 면에서는 편평한 원형의 역석이 

출토되었다. 후자의 주혈에 관해서는 위치적으로 방형수혈유구와 관계가 불확실하나 전

자에 관해서는 그 위치나 내부 바닥의 역석에서 판단해서 상부구조를 위한 주혈이었음이 

상정된다. 그 경우, 다른 모서리 부분에도 주혈들이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생각되지만 유

구가 별로 깊지 않고 서북 모서리의 주혈도 깊이 13㎝로 얕은 편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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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서는 이미 삭평된 것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또 유구 서벽 거의 중간부분에 벽에

서 19㎝정도 돌출된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그 부분에 탄화물이 다량으로 혼입된 소토 집

중부가 확인되었고, 그 바로 옆에서 길이 10㎝정도의 역석 2개가 서로 나란히 출토되었

다. 검출상황에서는 방형수혈유구에 수반하는 아궁이 시설일 가능성도 생각되지만 확실

하지 않다. 유구의 소속시기에 관해서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토기편 등이 출토되지 않

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본 유적에서 점토바닥을 가진 유구는 청동기시대유구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미루어 청동기시대 유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도 소형 유구이며, 내부에서 특별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던 것에서 분명하지 않지만 근

접하는 제27호 주거지의 부속적 시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제2지구 7호 유구는 길이 329㎝, 너비 306㎝ 깊이 23㎝의 거의 정방형을 나타내고 있으

며, 상면에서 노지․주혈 등의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도면  161). 유구의 시기에 관해서

는 유구내부에서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무문양의 즐문토기편

이 출토되었지만, 그 확실한 소속 시기는 물론 기능 및 성격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2) 기타 수혈군(도면  159~169, 도판 205~212)

  제1~3지구에서 방형수혈유구를 제외하면 총 381기의 수혈군(여기서는 수혈․집석유

구․지상식노지 등의 총칭으로서 사용하고 있다.)이 확인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물 출토상황과 유구의 층위적인 검출상황에서 대부분이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축조된 유구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부 청동기시대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을 가능성

이 있다. 조사된 유구들 가운데에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유구의 특징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준

은 다음과 같다. ① 역석의 집중도:한 유구에서 역석들이 다량으로 출토된 경우라도 역석

끼리 밀착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집석유구에서 제외시켰다. ② 하부 수혈의 유·무 ③ 매

몰토의 특징:부식토를 중심으로 매몰되었거나 소토나 탄화물들이 다량으로 포함하는 경

우이다. ④ 유물 및 역석의 출토상황:5점 이상을 출토된 유구를 다수로 분류하였다. 유구

의 시각적 특징 4가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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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류：집석유구

   Ⅰa류：수혈내부에 직경 10~15㎝정도의 강돌을 촘촘하게 채운 집석유구가 설치된 것

이다. 수혈내부 매몰토에는 소토․탄화물들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고 있다.

   Ⅰb류：지표면에 평면적으로 집석유구가 설치된 것이다. 유구 하부에 소토․탄화물

집중부를 수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역석들이 움직이고 약간 흩어져 있

어도 어느 정도의 집중성이 보일 경우에는 본 유형에 포함시켰다.

Ⅱ류：수혈

   Ⅱa류：매몰토에 소토․탄화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수혈이다.

Ⅱa1류：내부에서 유물․역석들이 많이 출토되지만, Ⅰa류와 다르게 유구 내에 

흩어져서 출토된 것이다. 

Ⅱa2류：내부에서 유물․역석들이 소수만 출토되거나 전혀 출토되지 않는 것이

다. 

   Ⅱb류：매몰토가 부식토이며, 소토․탄화물들이 혼입되고 있을 경우라도 소량인 것이

다.

Ⅱb1류：내부에서 유물․역석들이 다수 출토되는 것이다.

Ⅱb2류：내부에서 유물․역석들이 소수만 출토되는 것이다.

Ⅲ류：평면적으로 소토․탄화물들이 광범위하게 산포되는 것이다. 평면형태는 부정형(不

定形)을 나타내고 있다.

  제1~3지구에서 조사된 토광군은 이상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유구에 대한 개별

적인 설명은 유구수가 많은 관계로 각 조사지구마다 정리한 일람표로 대신하기로 한다

(제3지구는 1․2차 유구면과 3차 유구면으로 나눠서 표시하였다.). 조사된 유구 전체의 

규모 및 특징은 표 60~62와 같다. 제3지구의 1~3차에 관해서는 제3지구에서 유구 검출

면이 상하 최대 80㎝ 정도의 해발고도 차이를 가지면서 중복해서 나타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제3지구 1차 유구 검출면과 2

차 유구 검출면은 10~20㎝의 해발고도 차이이고, 3차 유구 검출면과는 60㎝ 정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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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보인다. 제1․2지구의 유구 검출면과 거의 같은 해발고도는 제3지구 1․2차 유구 

검출면이다. 그래서 제1․2지구와 제3지구의 1~3차 유구 검출면에서 조사된 유구들을 

각 유형 별로 다시 정리하여(표 62), 동일 검출면이라고, 생각되는 제1․2지구와 제3지

구 1․2차 유구 검출면에서의 각 유형의 분포상태를 모식도화해서 나타낸 것이 도면  

158이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 조사지구의 유구 검출수는 제1지구 68기(17.

8％), 제2지구 100기(26.1％), 제3지구 215기(56.1％)이며 조사구의 서쪽에서 동쪽으

로 갈수록 유구 분포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유구들이 복잡하게 중복되

고 있는 Ⅲ지구에서는 전체의 약 60％정도가 조사되는 높은 유구 밀집도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리고 이들 유구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수혈군이 동아대학교 발굴현장의 바로 북쪽

에 인접하는 동의대학교 발굴현장에서도 확인되었기 때문에 저습지인 남쪽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북․서쪽으로 그 범위가 보다 넓어질 가능성은 높다. 유구 검출상황은 

Ⅱb2류가 가장 많고, 다음에 Ⅱa1류․Ⅱa2류․Ⅱb1류, 그리고 Ⅰa류․Ⅰb류의 순으로 

되었으며, Ⅲ류 및 방형수혈유구가 소수 확인되었다.

  도면  15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평면적인 유구 배치상태는 제1~3지구의 각 조사지구

마다로 대략 군을 이루는 경향이 보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보다 작은 군의 설정이 가능하

다. 그러나 명확히 작은 단위의 군을 설정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표 62를 참고로 지구 

별로 유구 검출상황을 살펴보면, 제1․2지구와 제3지구 사이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제1․2지구에서는 Ⅱb2류가 65~7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Ⅱa2류가 다음으

로 많다. 제1지구에서는 Ⅱa1류 Ⅱb1류 Ⅰa류 등이고, 제2지구에서는 Ⅱa1류 Ⅱb1류 등이 

보인다. 제1․2지구 대해 제3지구에서는 Ⅱb2류가 가장 많은 점은 똑같으나 40％정도이

며, Ⅱa1류 Ⅱb1류 Ⅱa2류 Ⅰa류 Ⅰb류 Ⅲ류 등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다. 그리고 제1․2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Ⅰb류와 Ⅲ류가 약간이나마 검출되었다는 점도 다르다. 이상, 

유구 배치상태의 특징만을 언급하였는데, 다음에는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정

리해 두고자 한다.

  먼저 Ⅰa류에 해당하는 유구 수는 20기(전체의 5.2％)으로 자치하는 비율은 작지만 제1

지구에서의 1기를 제외하면 모두 제3지구 1·2차 유구 검출면에서 조사되었다(도판 

205~207). 제3지구에서는 전면에 산재해서 검출되고 있는데 제3지구(1․2차) 119호 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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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약간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보인다. 유구규모는 길이 54~162㎝, 너비 54~155

㎝이며, 다른 유형에 속하는 유구들과 비교해서 편차가 작은 편이다. 유구는 얕은 수혈내

부에 역석들이 밀집되고 있는 상태로 검출되었는데 역석은 모두 피열되어 파쇄된 것도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서는 토기편, 골편 등이 있다. 매몰토는 탄화물을 포함

한 소토이며, 바닥면이 경화된 것도 일부 확인되었다.

 Ⅰb류에 관해서는 조사된 15기 모두 제3지구 1․2차 유구 검출면에서 확인되었으며, 전

체의 3.9％를 차지하고 있다(도판 208). 역시 제3지구(1․2차) 119호 유구를 중심으로 집

중 분포하는 경향이 보인다. 유구규모는 길이 24~220㎝, 너비 24~166㎝이며, Ⅰb류가 평

면에 만들어진 유구이기 때문인지 역석들이 약간 흩어진 것도 보인다. 유구 하부나 주변

에 탄화물에 의한 오염이나 소토를 수반하는 예도 보이며, 특히 하부에 소토가 형성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불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다. 역석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위

석식 노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도면  164의 3-91호 수혈)도 포함된다.

 Ⅱa류는 매몰토에 소토․탄화물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유구이며 제1~3지구에서 검출되

었다(제1지구 29.5％, 제2지구 21％, 제3지구 30.2％). 유구규모는 내부에서의 유물․역석 

출토양이 많은 Ⅱa1류가 깊이 58~311㎝, 너비 49~239(도판 209)인 것에 대해, 유물․역석 

출토양이 적거나 전혀 출토되지 않는 Ⅱa2류가 깊이 23~172㎝, 너비 20~166(도판 210)로 

되고 있다. Ⅱa1류에는 Ⅰa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소토가 원위치를 유

지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그 자리에서 불은 피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Ⅱa2류 가운데에는 내부에서 유물들이 거의 출토되지 않고 내부토가 소토만으로 되고 있

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소토가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그 자리에서 불

은 피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경우 유구 검출상황은 주거지 내부의 지상

식 노지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Ⅱb류는 수혈 매몰토에 소토․탄화물의 혼입이 소량 혹은 전혀 보이지 않고 부식토가 

주인 것이다. 제1․2지구 검출 유구의 대부분(제1지구의 67.6％, 제2지구의 78％)을 차지

하고 있으며 제1~3지구 전체에서도 62％가 된다. 역시 내부에서 유물 역석의 출토양이 많

은 Ⅱb1류와 거의 출토되지 않는 Ⅱb2류로 나뉘어진다. 유구규모는 Ⅱb1류가 길이 

25~276㎝, 너비 23~163㎝(도판 211), Ⅱb2류가 길이 19~164㎝, 너비 18~151㎝(도판 21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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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번호

규모(㎝)
유형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108 101 28 Ⅱa2 토기편, 역석 소토

2 30 28 23 Ⅱb2

3 40 34 24 Ⅱa2 토기편 흑갈색 소토

4 120 90 26 Ⅱb2 토기편

5 23 23 20 Ⅱa2

6 61 61 20 Ⅱb2 토기편, 역석

7 112 100 17 Ⅱa2 토기편, 역석 흑갈색 소토

8 53 46 19 Ⅱa2 흑갈색 소토

9 35 35 18 Ⅱb2

10 42 40 17 Ⅱb2

11 34 34 20 Ⅱb2

12 49 48 20 Ⅱb2 탄화물

13 41 39 16 Ⅱb2

14 31 30 13 Ⅱb2

15 167 144 37 Ⅱa1 토기편, 역석(일부 피열) 소토 혼입

16 93 61 21 Ⅱa2 적갈색 소토

17 57 49 18 Ⅱb2

18 107 102 30 Ⅱb2 토기편, 역석

19 19 18 17 Ⅱb2

20 21 20 15 Ⅱb2

21 120 80 29 Ⅱb1 토기편, 석기편, 역석

22 88 51 14 Ⅱb2 토기편

23 32 32 23 Ⅱa2 흑갈색 소토

24 84 82 22 Ⅱb2

다. Ⅱb1류는 제1지구에서 제3지구로 향할수록 유구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Ⅱb2류는 상대적으로 Ⅱb1류보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3지구보다도 제1․2

지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제1․2지구의 중심 유구가 되고 있다. 그러한 Ⅱb2류에 관해

서는 수혈 외에도 지표면에서의 부분적인 오염으로 인해서 하부가 수혈상에 보인 것이 

포함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Ⅲ류는 그것만으로 하나에 독립된 유형이라기보다도 다른 유형과 복합 혹은 근접하면

서 소토나 탄화물이 평면적으로 어느 정도 넓게 부정형으로 산포되고 있는 것이다(도판 

212). 확인된 3기모두가 제3지구에서 조사되었는데 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많이 분포하

고 있는 제3지구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 유형의 형성 요인과도 깊게 연관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표 60> 제1지구 토광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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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42 122 38 Ⅱa1 토기편, 역석 소토 소량 혼입

26 152 140 27 Ⅱb2 토기편, 역석

27 128 112 28 Ⅰa 토기편, 역석(다량, 피열)

28 172 170 34 Ⅱa1
토기편(다수), 

역석(다량, 피열)

29 108 108 25 Ⅱb2

30 48 45 23 Ⅱb2

31 172 112 26 Ⅱb1 토기편, 역석, 탄화물

32 90 89 20 Ⅱb2 토기편

33 90 88 30 Ⅱa2 역석 중앙부에 적갈색 소토

34 226 211 9 역석, 탄화물 점토 바닥

35 34 34 20 Ⅱb2

36 22 20 21 Ⅱa2 흑갈색 소토

37 28 28 20 Ⅱa2 소토 혼입

38 37 32 22 Ⅱb2

39 40 40 21 Ⅱa2 소토 혼입

40 98 94 20 Ⅱb2

41 100 96 23 Ⅱb2

42 176 90 44 Ⅱb2

43 83 76 17 Ⅱb2 토기편, 역석

44 310 112 25 Ⅱa1 토기편, 석기편, 역석 소토 혼입

45 169 120 54 Ⅱa1 토기편(다수), 석기편, 역석 부부적으로 소토 혼입

46 46 44 16 Ⅱa2 흑갈색 소토

47 43 40 17 Ⅱa2 토기편 소토 혼입

48 50 36 20 Ⅱa2 소토 혼입

49 32 24 15 Ⅱb2

50 66 61 15 Ⅱa2 흑갈색 소토

51 36 26 19 Ⅱb2

52 36 34 15 Ⅱb2

53 41 41 20 Ⅱb2

54 65 65 25 Ⅱb2

55 70 60 20 Ⅱb2 탄화물

56 93 78 19 Ⅱa2 토기편, 역석 흑갈색 소토

57 48 44 14 Ⅱb2

58 51 46 15 Ⅱb2

59 56 54 13 Ⅱb2

60 41 40 25 Ⅱb2

61 100 107 16 Ⅱb2

62 130 128 15 Ⅱb2

63 66 44 23 Ⅱb2

64 68 54 20 Ⅱb2

65 91 85 19 Ⅱb2

66 59 57 9 Ⅱb2

67 112 92 14 Ⅱb2

68 56 50 12 Ⅱ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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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번호

규모(㎝)
유형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70 63 46 Ⅱb2 토기편, 석기편

2 59 56 32 Ⅱa1 토기편, 대석(?) 흑갈색 소토

3 30 30 14 Ⅱb2

4 86 62 30 Ⅱb2 토기편, 역석

5 66 66 17 Ⅱb2

6 90 88 17 Ⅱb2

7 329 306 23 토기편, 석기편

8 108 101 28 Ⅱa2 토기편, 역석 소토 혼입

9 40 38 11 Ⅱb2

10 76 76 32 Ⅱb2

11 166 146 34 Ⅱa1
토기편․석기편, 

역석(피열)·탄화물(다량)

12 24 24 31 Ⅱb2 역석

13 24 22 25 Ⅱb2

14 29 28 32 Ⅱb2

15 32 30 28 Ⅱb2

16 30 29 12 Ⅱb2 토기편

17 26 26 28 Ⅱb2

18 46 43 45 Ⅱb2

19 69 61 21 Ⅱb2 역석

20 67 57 20 Ⅱb2 역석

21 165 133 18 Ⅱb2

22 76 72 14 Ⅱb2

23 67 66 Ⅱb2

24 126 106 34 Ⅱb1 역석(다수, 피열)

25 160 148 12 Ⅱb2

100 80 34 Ⅱb2 역석

26 134 132 46 Ⅱa1
토기편, 역석(다수), 

탄화물

27 164 151 56 Ⅱb2 토기편, 역석

28 244 198 26 Ⅱa1 역석

29 26 24 14 Ⅱb2

30 26 23 27 Ⅱb2

31 26 24 34 Ⅱb2

<표 61> 제2지구 토광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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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56 142 27 Ⅱb2

33 110 100 35 Ⅱb2

34 147 140 21 Ⅱb2

35 54 48 13 Ⅱb2 토기편, 역석

36 68 60 28 Ⅱb2

37 180 138 16 Ⅱb2 토기편, 역석

38 171 160 27 Ⅱb2 역석

39 33 33 32 Ⅱb1

40 24 21 33 Ⅱb2

41 26 24 36 Ⅱb2

42 33 32 Ⅱb2

43 66 45 16 Ⅱb2

44 28 28 Ⅱb2

45 78 72 30 Ⅱb2 역석

46 126 110 40 Ⅱb2 역석(피열)

47 100 98 38 Ⅱa1
토기편, 역석(피열),

탄화물(다량)

48 48 46 23 Ⅱb2 역석

49 61 60 14 Ⅱb2

50 26 26 Ⅱb2

51 53 50 14 Ⅱb2 토기편, 역석

52 90 80 15 Ⅱb2

53 28 27 26 Ⅱb2

54 123 119 39 Ⅱa1
토기편(다수),

역석(다수), 탄화물, 골편

55 66 62 14 Ⅱb2

56 52 52 12 Ⅱb2 토기편

57 60 53 29 Ⅱb1 역석

58 51 48 12 Ⅱa2 토기편, 탄화물

59 102 86 11 Ⅱa2 토기편, 역석, 탄화물 소토

60 146 146 10 Ⅱa1
토기편, 역석(다수),

탄화물

61 34 33 27 Ⅱb2

62 76 74 22 Ⅱb2 토기편, 역석

63 53 48 12 Ⅱb2

64 30 24 22 Ⅱb2

65 122 115 26 Ⅱa1 토기편, 역석(다수)

66 68 62 16 Ⅱa1 토기편 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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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18 106 29 Ⅱb1 토기편, 역석

68 118 66 17 Ⅱb2 토기편, 역석

69 102 100 14 Ⅱb2

70 76 64 10 Ⅱb2

71 132 83 12 Ⅱb2 토기편

72 88 84 13 Ⅱb2

73 36 32 21 Ⅱb2

74 54 51 15 Ⅱb2 토기편

75 25 23 17 Ⅱb1 토기편, 역석

76 73 71 18 Ⅱb1 토기편, 역석

77 34 33 11 Ⅱb2

78 56 52 9 Ⅱb2

79 76 72 12 Ⅱb1 토기편, 역석

80 29 28 11 Ⅱb2

81 64 60 10 Ⅱb2

82 77 75 15 Ⅱa2 토기편, 역석 흑색 소토

83 94 92 13 Ⅱa2 역석 흑색 소토

84 63 57 17 Ⅱb1 토기편, 역석

85 72 70 16 Ⅱb1 토기편, 역석

86 50 49 Ⅱa2 적황색 소토

87 28 24 Ⅱa2 토기편, 석기편 적황색 소토

88 74 74 Ⅱa2 탄화물(다량) 흑색 소토

89 77 62 20 Ⅱa2 흑색 소토

90 70 70 Ⅱa2 흑색 소토

91 66 66 18 Ⅱb2 토기편, 역석

92 86 86 24 Ⅱb2 토기편

93 48 44 17 Ⅱa2 역석 흑색 소토

94 62 60 17 Ⅱb2 역석

95 148 130 Ⅱb2

96 52 50 23 Ⅱb2

97 55 52 24 Ⅱb2 토기편, 역석

98 68 64 29 Ⅱb2 토기편, 역석

99 50 50 16 Ⅱb2 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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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

번호

규모(㎝)
유형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44 44 16 Ⅱb2

2 130 96 19 Ⅱb1 토기편, 역석, 탄화물 중복의 가능성

3 140 108 25 Ⅱb2

4 96 58 8 Ⅱb2 역석

5 106 92 22 Ⅱb1 역석

6 164 142 16 Ⅱb1 역석

7 136 126 48 Ⅱb1 토기편, 역석(다수)

8 59 43 19 Ⅱb2 역석

9 98 83 18 Ⅱb2 역석

10 60 56 Ⅱb2

11 139 129 30 Ⅱb2

12 136 130 14 Ⅱb2 역석

13 104 81 10 Ⅱb2

14 110 66 18 Ⅰa 역석(밀집) 상층에 흑갈색 소토

15 134 108 14 Ⅱb1 역석

16 78 58 9 Ⅱb2 역석

17 50 38 9 Ⅱb2

18 66 63 21 Ⅱa2 토기편, 역석

19 38 37 11 Ⅱb2

20 188 124 18 Ⅱb1 역석

21 46 46 13 Ⅱa2 상층에 흑갈색 소토

22 66 42 Ⅱa2 역석

23 280 214 15 Ⅱa1 토기편, 역석(피열)

24 250 160 22 Ⅱb1 토기편, 역석(다수)

25 58 52 14 Ⅱa2 역석 적갈색 소토

26 80 69 17 Ⅱb2

27 72 67 26 Ⅱb2 역석

28 178 138 52 Ⅱa1 토기편, 역석 황갈색 소토 혼입

29 98 95 27 Ⅱb1 역석

30 41 39 15 Ⅱb2

31 28 22 Ⅱb2

32 54 44 10 Ⅱb2 역석

33 66 60 16 Ⅱb2

<표 62> 제3지구(1 ․ 2차 노출) 토광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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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 22 18 Ⅱb2

35 41 39 22 Ⅱa2 역석, 탄화물 상층 흑갈색 소토

36 94 80 5 Ⅰb 역석(밀집, 피열) 소토

37 120 96 22 Ⅱa2 토기편 상층 흑갈색 소토

38 89 82 22 Ⅱa2 토기편, 역석 적갈색 소토

39 30 27 12 Ⅱb2 상층 적황색 소토

40 104 71 19 Ⅱa1 역석

41 276 163 15 Ⅱb1 역석(다수)

42 74 61 20 Ⅱa1

43 62 44 9 Ⅱb2 역석

44 220 112 Ⅰb 역석(피열)

45 62 62 20 Ⅱa2 역석 상층 적갈색 소토

46 172 166 22 Ⅱa2 역석 바닥 방형

47 58 48 19 Ⅱa2 토기편, 역석 적황색 소토

48 107 62 20 Ⅱb1 역석

49 80 66 24 Ⅱb 토기편, 역석(다수) 중심부에 흑갈색 소토

50 147 104 17 Ⅱa1 역석 흑갈색 소토

51 46 46 9 Ⅱb2

52 52 46 10 Ⅱb2

53 156 120 17 Ⅱa1 역석, 탄화물 흑갈색 소토

54 109 96 26 Ⅱb1 역석(다수)

55 144 94 27 Ⅱb2 역석

56 55 50 10 Ⅱa1 토기편, 역석

57 104 82 29 Ⅱa1 토기편, 역석(다수) 적갈색 소토

58 112 69 27 Ⅱa1 역석 흑갈색 소토

59 88 78 17 Ⅱa1 토기편, 역석, 탄화물

60 230 130 26 Ⅱb1 역석

61 100 70 34 Ⅱa1 역석(다수) 상층 흑갈색 소토

62 123 80 Ⅱb2

63 69 49 14 Ⅱa2 토기편, 역석 흑갈색 소토

64 88 60 21 Ⅱa1
토기편, 발화석, 

탄화물(소량)
흑갈색 소토

65 75 59 32 Ⅱb2 역석

66 58 48 16 Ⅱa1 역석

67 105 100 30 Ⅱb1 역석, 탄화물 상층 흑갈색 소토

68 223 140 14 Ⅱb1 역석(다수)

69 30 28 10 Ⅱb1 역석(다수)



- 365 -

70 52 44 23 Ⅱb1 역석

71 68 49 12 Ⅱb2 역석

72 117 67 13 Ⅰa 역석(밀집)

73 70 48 10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74 46 44 14 Ⅱa2 흑갈색 소토

75 41 38 Ⅱa2 흑갈색 소토

76 62 50 14 Ⅱa1 석기편, 역석 적색 소토

77 65 62 18 Ⅱa1 역석, 탄화물 소토

78 92 87 28 Ⅱa1 토기편, 역석 상층 흑갈색 소토

79 88 66 20 Ⅱa1 토기편, 역석, 탄화물

80 52 48 18 Ⅱb2 역석

81 70 64 18 Ⅰa 역석(밀집) 상층 흑갈색 소토

82 43 39 7 Ⅰb 역석(밀집, 피열) 소토

83 69 65 16 Ⅱb2

84 44 40 9 Ⅱb2

85 103 65 18 Ⅰa 토기편, 역석(밀집) 흑갈색 소토

86 48 46 18 Ⅱb2

87 89 81 29 Ⅰa 역석(밀집) 상층 흑갈색 소토

88 68 60 10 Ⅱa1 토기편, 역석(밀집)

89 84 70 11 Ⅰa 역석(밀집, 피열) 흑갈색 소토

90 66 57 6 Ⅰb 역석(밀집, 피열) 소토

91 67 54 Ⅰb 역석(피열), 탄화물(소량) 위석식 노지와 유사

92 132 102 24 Ⅰa 토기편, 역석(밀집) 상층 흑갈색 소토

93 75 46 10 Ⅰb 역석(밀집, 피열) 소토

94 60 54 13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95 78 78 14 Ⅰa 토기편, 역석(밀집)

96 41 40 Ⅰb 토기편, 역석 위석식 노지와 유사

97 73 66 9 Ⅱb1 토기편, 역석

98 112 108 25 Ⅱa1 토기편, 역석 상층 흑갈색 소토

99 106 102 15 Ⅱa1 역석(한 쪽에 집중) 흑갈색 소토

100 31 31 20 Ⅱb2

101 116 113 12 Ⅰa 역석(다수) 흑갈색 소토

102 48 43 11 Ⅱb2

103 78 67 7 Ⅰa 역석(밀집, 피열), 탄화물

104 24 24 Ⅰb 역석 흑갈색 소토흑갈색 소토

105 34 28 Ⅱb2

106 267 188 7 Ⅲ 역석 흑갈색 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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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37 108 24 Ⅰa 역석(다수) 흑갈색 소토

108 62 46 8 Ⅱb2

109 102 72 14 Ⅱa2 토기편 적갈색 소토

110 26 24 13 Ⅱb2

111 30 28 10 Ⅱb2

112 32 32 10 Ⅱb2

113 34 33 11 Ⅱb2

114 150 120 15 Ⅰa 토기편, 역석(밀집, 피열) 흑갈색 소토

115 43 42 9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116 218 166 Ⅱb1 역석(다수)

117 118 60 Ⅰb 역석(밀집, 피열)

118 62 52 17 Ⅱa1 역석 흑갈색 소토

119 820 430 Ⅲ 토기편, 석기편, 역석 혼재 흑갈색 소토

120 212 102 22 Ⅱb1 역석(다수)

121 137 104 26 Ⅱa1 역석 명황갈색 소토

122 164 72 Ⅰb 토기편, 역석(피열) 적갈색 소토

123 70 61 26 Ⅱb1 토기편, 석기편, 역석

124 70 62 10 Ⅱb1 역석

125 102 86 27 Ⅱa1 토기편, 역석(다수, 피열) 다갈색 소토

126 134 90 15 Ⅱa1 역석(다수) 흑갈색 소토

127 76 66 Ⅰb

128 312 239 32 Ⅱa1
토기편, 석기편,

역석(다수)

129 139 133 18 Ⅰb
토기편, 발화석,

역석(밀집)
흑색 소토

130 80 60 28 Ⅱa1 역석 흑갈색 소토

131 98 92 29 Ⅱb1 역석

132 100 67 17 Ⅱb1 역석

133 64 61 11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134 66 54 20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135 45 45 Ⅰb 역석

136 66 48 Ⅰb 역석(피열) 흑갈색 소토

137 53 44 12 Ⅱb2 역석

138 141 115 26 Ⅱa1 역석 적황색 및 흑갈색 소토

139 184 165 26 Ⅱa1 토기편, 역석(다수) 흑갈색 소토

140 188 110 24 Ⅱb1 토기편, 역석

141 44 42 Ⅱb2 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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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2 46 Ⅱb2

143 79 75 13 Ⅱb2

144 121 104 11 Ⅱa1 역석(다수), 탄화물 흑갈색 소토

145 80 65 9 Ⅱa1 역석 흑갈색 소토

146 95 78 13 Ⅱa1 역석(다수)

147 93 81 22 Ⅱa1 토기편, 역석(다수) 흑갈색 소토

148 86 76 15 Ⅱa1 역석 흑갈색 소토

149 64 63 11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150 86 77 20 Ⅱa2 역석 적황색 소토

151 70 62 18 Ⅰa 역석 흑갈색 소토

152 132 120 25 Ⅱa1
석기편, 역석(다수), 

탄화물
흑갈색 소토

153 232 192 39 Ⅱa1 토기편, 역석

154 80 74 Ⅰa 역석(밀집) 흑갈색 소토

155 50 62 Ⅱb2 역석

156 92 64 17 Ⅰa
토기편, 역석(피열), 

탄화물
흑갈색 소토

157 54 54 20 Ⅰa 역석

158 162 155 22 Ⅰa 역석(밀집)

159 101 99 10 Ⅱa1 역석 흑갈색 소토

160 97 75 13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161 38 32 16 Ⅱb2

162 46 46 14 Ⅱb2 역석

163 158 120 20 Ⅰa 역석(다수), 탄화물(곡물) 흑갈색 소토

164 82 78 15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165 33 31 12 Ⅱb2

166 132 94 12 Ⅱb2 역석

167 135 48 12 Ⅱb2 역석

168 374 298 13 Ⅲ 토기편, 역석, 탄화물
바닥 전면에 탄화물 및 

흑갈색 소토

169 76 76 20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170 56 56 14 Ⅱb2

171 175 120 26 Ⅱb1 토기편, 역석(다수)

172 191 191 28 Ⅱa1 토기편, 역석(피열)

173 58 55 26 Ⅱb1 역석

174 77 70 15 Ⅱb2 역석

175 82 80 14 Ⅱb1 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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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68 132 16 Ⅱa1 토기편, 역석(밀집)

177 70 68 13 Ⅱb2 역석

178 76 66 34 Ⅱb1 역석

179 80 79 31 Ⅱa2 역석 흑갈색 소토

180 160 144 13 Ⅰa 역석(밀집)

181 163 144 29 Ⅱa1
토기편(다수), 역석,

탄화물
흑갈색 소토

182 50 36 Ⅰb

183 76 62 9 Ⅱb2 역석

유구

번호

규모(㎝)
유형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71 55 16 Ⅱb2

2 79 65 13 Ⅱb2

3 91 87 16 Ⅱb2

4 92 87 14 Ⅱb2

5 68 693 24 Ⅱb2

6 98 65 20 Ⅱb2

7 80 65 17 Ⅱb2

8 70 59 21 Ⅱb2

9 40 40 8 Ⅱb2

10 76 70 10 Ⅱb2

11 132 120 48 Ⅱb2

12 134 123 23 Ⅱb2 토기편

13 73 70 8 Ⅱb2 토기편

14 90 81 12 Ⅱb2 토기편

15 143 118 6 Ⅱb2

16 78 71 12 Ⅱb2

17 70 67 14 Ⅱb2

18 171 150 10 Ⅱb2

19 98 77 21 Ⅱb2

20 46 44 12 Ⅱb2

21 49 40 7 Ⅱb2

22 169 165 13 Ⅱb2

23 101 95 17 Ⅱb2

<표 63> 제3지구(3차 노출) 토광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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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7 55 10 Ⅱb2

25 61 59 17 Ⅱb2

26 89 77 20 Ⅱb2

27 55 46 11 Ⅱb2

28 46 44 8 Ⅱb2

29 89 70 14 Ⅱb2

30 51 51 8 Ⅱb2

31 83 73 73 Ⅱb2

32 53 46 9 Ⅱb2

<표 63> 제1~3지구 토광군 검출상황

1지구 2지구
3지구

전체
전체 1․2차 3차

Ⅰa 1(1.5) 0 19(8.8) 19(10.4) 0 20(5.2)

Ⅰb 0 0 15(7) 15(8.2) 0 15(3.9)

Ⅱa1 5(7.4) 10(10) 40(18.6) 40(21.9) 0 55(14.4)

Ⅱa2 15(22.1) 11(11) 25(11.6) 25(13.7) 0 51(13.4)

Ⅱb1 2(2.9) 9(9) 28(13) 28(15.3) 0 39(10.2)

Ⅱb2 44(64.7) 69(69) 85(39.5) 53(29) 32(100) 198(51.8)

Ⅲ 0 0 3(1.4) 3(1.6) 0 3(0.8)

방형수혈 유구 1(1.5) 1(1) 0 0 0 2(0.5)

총계 68(17.8) 100(26.1) 215(56.1) 183(47.8) 32(8.4) 383

  

※ ( )내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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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4. 제1지구 토광군 배치도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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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5. 제2지구 토광군 배치도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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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6. 제3지구 3차 노출면 토광군 배치도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56



- 373 -

도면 157. 제1~3지구 토광군 유형별 분포도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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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8. 제1지구 토광군 실측도(1)

<1-24호 토광>

<1-27호 토광>

<1-29호 토광>

<1-28호 토광>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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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9. 제1지구 토광군 실측도(2)

<1-31호 토광>

<1-34호 토광>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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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0. 제2지구 토광군 실측도

<2-6호 토광>

<2-7호 토광>

<2-8호 토광>

<2-68호 토광>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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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1. 제3지구 1·2차 노출면 토광군 실측도(1)

<3-37호 토광>

<3-36호 토광>

<3-35호 토광>

<3-34호 토광>
<3-38호 토광>

<3-49호 토광>

<3-40호 토광>

<3-54호 토광>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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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2. 제3지구 1·2차 노출면 토광군 실측도(2)

<3-44호 토광>

<3-82호 토광>

<3-90호 토광>

<3-93호 토광>
<3-95호 토광>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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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3. 제3지구 1·2차 노출면 토광군 실측도(3)

<3-87호 토광>

<3-88호 토광>

<3-86호 토광>

<3-91호 토광> <3-94호 토광>

<3-92호 토광>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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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4. 제3지구 1·2차 노출면 토광군 실측도(4)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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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5. 제3지구 1·2차 노출면 토광군 실측도(5)

<3
-
12

2호
 토

광
>

<3
-
12

9호
 토

광
>

<3
-
16

5호
 토

광
><3

-
16

3호
 토

광
>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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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6. 제3지구 1·2차 노출면 토광군 실측도(6)

<3-152호 토광>

<3-154호 토광>

<3-153호 토광>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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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7. 제3지구 1·2차 노출면 토광군 실측도(7)

<3-159호 토광>

<3-160호 토광>

<3-158호 토광>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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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8. 제3지구 1·2차 노출면 토광군 실측도(8)

<3-180호 토광>

<3-181호 토광>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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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토유물 (도면 169~173 도판 213~218)

(1) 토기 (도면 169~171 도판 213~215)

  제1~3지구 토광군에서 출토된 토기는 모두 신석기시대의 토기들이며, 그 중에는 일부 

전․중기에 해당되는 자료도 포함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후․만기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들 전․중기 토기도 후․만기단계의 토기들과 섞여 나온 것에서 유구들이 설치

된 당시의 교란 등에 의해서 아래 층에 포함되었던 유물들이 혼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

라서 토기가 출토된 유구의 시기는 모두 신석기시대 후․만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서는 출토유물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들만을 보고하도록 한다.

  도면 169-①~⑭, 170-①~③, 171-①은 모두 심발형 내지 발형토기편이다. 도면 169-①은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며 구연부에 구순부 직하에서 단사집선문을 4조 시문하고 그 밑에 

조압문을 옆으로 돌리고 수평구획하고 있다. 도면 169-②는 심발형토기 구연부 파편이다. 

구순부 직하에서 2치구에 의한 단사집선문 3조를 아래위로 서로 약간씩 간격을 두면서 

옆으로 시문하고 있다. 도면 169-③은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며 구순부 바로 아래서 구연

부에 단침선으로 횡주어골문이 시문되고 있다. 토기편 왼쪽 절반정도의 문양은 비교적 

정연하게 시문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른쪽의 문양은 약간 조잡하다. 도면 169-④는 심발

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부 밑에 공백을 띄우고 단사선문을 옆으로 1조 돌리고 다시 

그것과 교차되도록 단사선문이 시문되고 있다. 도면 169-⑤는 발형토기로 추정되는 구연

부편이며 먼저 구순부 바로 밑에서 구연부에 2치구로 연속N자문을 세기고 다시 그것과 

겹치도록 평행사선문을 시문하고 있다. 도면 169-⑥은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파편이 

작아서 확실하지 않으나 구순부 직하에서 평행사선대로 산형문을 시문하여 그 밑에는 그

것과 상하 대칭으로 산형문이 시문되는 문양구성인 것 같다. 도면 169-⑦은 심발형토기의 

구연부 파편인데 구순부에서 약간 떨어져서 단사선문을 옆으로 돌이고 다시 약간 사이를 

두고 같은 문양을 계속해서 반복시킨 것이다. 토기편에서는 3조까지 확인된다. 도면 169-

⑧~⑪․⑬은 외반하는 구연부를 옆으로 강하게 물손질하여 공백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그 

아래쪽 동체상부를 문양대로 하는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도면 169-⑧은 평행사선문, 

⑨는 능형집선문, ⑩은 사격자문 등 침선문이 시문되고 있고, ⑪은 3치구에 의한 단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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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⑬은 문양부분이 거의 결실되고 있음으로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침선에 의한 능형집

선문이 시문되고 있을 것 같다. 도면 169-⑫․⑭는 구연부의 기벽을 그 아래쪽보다도 두

껍게 하고 이중구연으로 만든 것이다. ⑫는 무문양이며 ⑭는 이중구연부 밑에 침선으로 

사격자문이 시문되고 있다. 

  도면 170-①은 심발형토기의 구연부~동체상부 파편이며, 외반하는 구연부를 옆으로 강

하게 물손질해서 무문양대로 만들고 그 밑에 침선으로 아래를 향한 삼각집선문이 시문된 

것이다.

  도면 170-②․③, 171-①은 발형토기의 구연부~동부 파편이다. 도면 170-②는 외반구연

을 무문양대로 해서 그 밑에 2치구로 연속자돌을 2조 돌리고 전체로 4조의 연속자돌문이 

시문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도면 170-③, 171-①도 그것과 비슷한 문양구성을 가진 것

들인데 도면 170-③은 굵은 도구로 연속자돌에 가까운 자돌점열문을 4조, 도면 171-①은 

각봉상 도구로 연속자돌을 3조 각각 시문하고 있다. 특히 도면 171-①은 3조의 연속자돌

문을 전체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약간 공백을 띄우고 다시 시문을 시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도면 171-②는 완형토기의 구연부~동부 파편이다. 구연부를 옆으로 강하게 물손질하고 

있으며 가볍게 외반되고 있다. 구연부의 무문양대 밑에서 동체상부에 걸쳐서 단침선으로 

시문된 산형문을 아래위로 5열 겹쳐서 격자상을 나타내고 있다. 문양형태에서 보면 조우

문과 관련되는 문양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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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69-①

213-①
심발형 (6.1) -

0.65

~

0.9

사립

흑색광물

백색광물

내면：명회갈색

외면：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

부 바로 아래에서 선단부가 약간 

만곡하는 도구로 짧은 집선문을 

횡방향으로 4조 돌렸는데, 시문구 

선단부가 두 갈래로 갈라져 2치구

상으로 시문된 부분도 보인다. 자

돌점열문의 아래쪽에는 조압문

(爪壓文)을 옆으로 1조 돌리고 수

평구획하였다. 구순부에는 흑반

이 확인된다. 내외면 물손질하였

으며 내면 구순부 아래에 점토대 

접합흔이 남아있다. 

제1지구 26호 출토. 

169-②

213-②
심발형 (4.5) -

0.6~

0.7

사립․장석

백색광물

내면：명적갈색

외면：명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내외

면을 물손질하여 구순부 바로 아

래에서 2치구에 의한 단사집선문

을 간격을 두고 3조 시문하였다.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제3지구(1․2차) 168호 출토.

169-③

213-③
심발형 (4.5) -

0.8~

1.0

사립․장석

흑색광물

내면：황회갈색

외면：황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순부 

바로 아래에는 단침선에 의한 횡

주어골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

은 물손질되었다. 제2지구 76호 

출토.

169-④

213-④
심발형 (6.2) -

0.6~

0.8

사립․장석

흑색광물

내면：명황회갈색

외면：명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내외

면을 물손질해서 구순부에서 3.2

㎝ 정도 간격을 띄우고 단사선문

을 일주시킨 후, 반대 방향으로 경

사된 단사선문이 교차되게 시문

하였다. 구순부 단면형태는 설상

(舌狀)을 나타낸다. 제1지구 15호 

출토.

169-⑤

213-⑤
발형 (5.3) (18.2)

0.5~

0.6
사립․운모

내면：회갈색

외면：암회갈색

발형토기편. 외면을 물손질하고 

구연부에 2치구로 산형문을 시문

한 후에 다시 그 위에 단치구로 평

행사선문을 겹쳐서 시문하였다. 

구순부는 설상을 나타내었다. 

제2지구 71호 출토.

<표 65> 제1~3지구 토광군 출토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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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⑥

213-⑥
심발형 (4.3) -

0.6~

0.7

사립․장석

흑색광물

내면：적갈색

외면：적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

부 바로 아래에서 여러 줄을 한 단

위로 하는 평행사선대를 산형으

로 배치하였고, 내외면을 물손질, 

구순부를 도구로 정면하였다. 

제3지구(1․2차) 106호 출토.

169-⑦

213-⑦
발형 (4) -

0.5~

0.7

사립․운모

석영

내면：적갈색

외면：암회갈색

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내외면

을 물손질하였으며 구순부를 도

구로 정면하고 좁은 평탄면을 가

진다. 외면에 목리 조정흔이 일부 

보인다. 구연부 아래에 서로 간격

을 두면서 단사선문을 옆으로 3조 

이상 시문하였다. 

제3지구(1․2차) 168호 출토.

169-⑧

214-①
심발형 (7.5) -

0.9~

1.0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내외

면을 물손질한 후, 구연부를 횡방

향으로 물손질하였고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구연부에 일

정한 공백을 두고 평행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제3지구(1․2차) 147호 출토.

169-⑨

214-③
심발형 (7.7) -

0.8~

1.0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부 

일정 공백부 아래에 능형집선문 

시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하

여 구연부를 횡방향 물손질, 구순

부를 도구로 정면하였다.

제3지구(1․2차) 153호 출토.

169-⑩

214-②
심발형 (7.6) -

0.6~

1.0

사립․장석

운모

내면：회갈색

외면：암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부

에 일정한 공백을 띄우고 사격자

문 시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

한 후 구연부를 횡방향 물손질, 구

순부를 도구로 정면하였다. 

제3지구(1․2차) 153호 출토.

169-⑪

214-④
심발형 (5.9) -

0.6~

1.0

사립․장석

운모

내면：명회갈색

외면：명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순

부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 3치구에 

의한 단사선문을 무질서하게 시

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하였

는데 내면에 점토대 접합흔이 남

아있다.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 

구순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제1

지구 15호 출토.

169-⑫

214-⑤
심발형 (5.2) -

0.9~

1.0

사립․운모

석영

내면：회갈색

외면：암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으로 이중구

연토기이며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순부를 도구로 정면하였다. 

제3지구(1․2차) 168호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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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⑬

214-⑥
심발형 (7.9) -

1.0~

2.1

사립․장석

운모

내면：회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연부

에 일정한 공백을 두고 평행사선

문을 시문하였다. 구연부를 가볍

게 외반하도록 성형한 후, 다시 구

순부 외면에 점토를 단면 삼각형

으로 덧붙여 강하게 외반시켰다. 

내외면 물손질,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제2지구 2

호 출토.

169-⑭

215-①
심발형 (8.7) -

0.9~

1.1

사립․장석

운모

내면：명황등색

외면：암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고 이중구

연이며 구연부 바로 아래에 사격

자문 시문하였다. 내외면은 물손

질,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 구순

부는 도구로 정면하였다. 

제3지구(1․2차) 128호 출토.

170-①

215-②
심발형 (10.3) (32.6)

0.7∼

1.1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회갈색

외면：명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

부에 일정한 공백을 두고 삼각집

선문을 서로 삼각형의 정점이 접

하도록 시문하였는데 그 사이를 

능형의 공백부로 남겼다. 내외면

은 물손질하였고, 구연부를 횡방

향 물손질, 구순부를 도구로 정면

하였다. 

제3지구(1․2차) 92호 출토.

170-②

215-③
발형 (12.8) (24.0)

0.5∼

0.9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흑갈색

외면：암갈색

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

에 일정한 공백을 두고 그 아래에 

2치구에 의한 연속자돌 2조를 돌

려 모두 4조의 연속자돌문을 시문

하였다. 외면의 찰과상 조정흔 위

에서 내외면을 물손질하고 구연

부를 물손질, 구순부를 도구로 정

면하였다.

제3지구(1․2차) 176호 출토.

170-③

215-④
발형 (12.4) (25.0)

0.6∼

0.85

사립․석영

운모

내면：갈색,회갈색

외면：암갈색

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

의 일정 공백 아래에 옆으로 연속

자돌에 가까운 자돌점열문을 4조 

시문하였다. 외면 동체하부의 찰

과상 조정흔 위에 내외면을 물손

질한 후, 구연부를 횡방향 물손질

하였다. 외면 구연부~동체상부에 

탄화물이 부착되었다. 

제3지구(1․2차) 140호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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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①

215-⑥
발형 (18.7) (22.4)

0.6∼

0.9
운모․석영

내면:암회갈색

외면:황갈색

발형토기편이고, 구연부에 일정

한 공백을 띄우고 횡방향 연속자

돌문을 3조 시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한 후, 구연부를 횡방향 물

손질하였다. 제2지구 54호 출토.

171-②

215-⑤
완형 (12.0) (18.9)

0.6∼

0.9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회갈색

외면:흑갈색

완형토기편이고, 구연부에 일정

한 공백을 띄우고 단침선에 의한 

산형문을 아래위로 다중으로 겹

쳐서 여러 줄의 산형문 혹은 능형

문을 나타낸다. 내외면을 물손질

하고 구연부를 횡방향 물손질, 구

순부를 도구로 정면하였다. 외면 

구연부에서 동체상부에 걸쳐 탄

화물이 부착되어 있다. 

제1지구 31호 출토.

(2) 석기 (도면 172, 173 도판 216~218)

․타제 굴지구(도면 172-①․②, 도판 216-①․②)

  ①은 사암제이며 편평하게 박리한 횡장박편을 소재로 하여 그 주변에 2차가공해서 성

형한 것이다. 약간 두껍고 인부는 사용에 의해서 둥글게 되고 있는데 마모흔이 약간 확인

된다. 완형이며 최대 길이 11.9㎝, 최대 너비 9.8㎝, 최대 두께 1.7㎝, 무게 289g이다. 제3

지구(1․2차) 170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②는 화강암제이며 편평하게 박리한 소재 주변

에 2차가공해서 성형한 것이다. 기부 및 인부의 일부가 결실되고 있다. 인부에 사용에의

한 마모흔이 약간 확인된다. 잔존 길이 10.4㎝, 최대 너비 10.6㎝, 최대 두께 1.4㎝이며 무

게는 246g이다. 제3지구(1․2차) 128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삭기(도면 172-③, 도판 217-①)

  점판암제의 장타원형 삭기이며 편평한 소재 주위에 2차 가공을 가해서 성형되고 있다. 

약간 두꺼운 도면 하단부가 기부, 상단부가 선단부로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첨두기처럼 

선단부가 뾰족하지는 않는다. 선단부에 굴지구에 특징적인 마모흔이 관찰되며 도면 앞면

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찰흔도 굴지구의 사용흔과 흡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석기는 굴지

구를 재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면의 큰 박리면은 그 사용흔들과 중복되고 있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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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굴지구를 재가공할 때에 두께를 줄이기 위해 박리된 박리면이라고 생각된다. 양 측연

부에는 작은 박리로 인부가 형성되고 있어서 사용흔으로 보이는 마모흔이 약간 관찰된

다. 완형이며 최대 길이 13.1㎝, 최대 너비 4.4㎝, 최대 두께 0.7㎝, 무게 59g이다. 제3지구

(1․2차) 110호 유구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인부마제 석부(도면 172-④․⑤, 도판 216-③, 217-②)

  ④는 점판암제이며 편평하게 박리한 소재의 측연부 및 기부에 2차 가공해서 성형하고 

있으며, 인부는 양면에서 갈아서 양인으로 만들고 있다. 원래는 굴지구로서 사용된 것을 

재가공한 것으로 생각되며 인부 주변에는 굴지구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마모흔이 인정된

다. 큰 박리흔은 굴지구가 결손되었을 때에 박리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박리면 위에 2차 

가공 시의 박리면이 일부 보인다. 인부에는 사용에 의한 박리가 관찰되며 박리방향은 양

면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미루어보아서 종부로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

다. 완형이며 최대 길이 10.4㎝, 최대 너비 7.9㎝, 최대 두께 1㎝, 무게 137g이다. 제3지구

(1․2차) 168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⑤는 점판암제의 소형품이며 편평한 소재의 측연부

에 2차가공하여 인부는 양면에서 갈아서 만들고 있는데 한 면을 다른 면보다 강하게 갈

아서 편인으로 완성시키고 있다. 사용에 의한 인부의 박리는 주로 도면 뒷면에 관찰되며 

인부형태와 소형인 점을 생각하면 석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기부의 일부가 결

실되고 있는데, 최대 길이 6.4㎝, 최대 너비 3.4㎝, 최대 두께 0.6㎝, 무게 16g이다. 제3지

구(1․2차) 168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사용흔 박편(도면 172-⑥, 도판 218-①)

  니암제의 부정형 박편이며 연변부에 부규칙한 박리흔이 관찰된다. 박리면은 대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박편 연변부를 그대로 이용했을 때에 박

리된 사용흔이라고 판단된다. 도면 앞면에 남아있는 연마흔에서 보아서 마제석기 파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생각된다. 박편 길이 5.2㎝, 박편 너비 5.9㎝, 최대 두께 0.6㎝, 무게 

23g이다. 제3지구(1․2차) 128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타제 어망추(도면 173-①~⑤, 도판 218-②~⑥)

  ①은 사암제이며 편평한 원형 역석의 단축 단부를 양면박리해서 결입부를 만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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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형이며 최대 길이 4.1㎝, 최대 너비 3.5㎝, 결입부 사이 3.1㎝, 최대 두께 1.1㎝, 무게 

22g이다. 제2지구 11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②는 사암제이며 편평한 원형 역석의 장축 

단부에 주로 도면 뒷면에서의 박리로 결입부를 만든 것이다. 최대 길이 4.2㎝, 결입부 사

이 3.9㎝, 최대 너비 3.9㎝, 최대 두께 1.3㎝, 무게 29g이다. 제3지구(1․2차) 128호 유구에

서 출토되었다. ③은 사암제이며 편평한 부정형 역석의 장축 단부에 양면박리해서 결입

부를 만든 것이다. 최대 길이 5.1㎝, 결입부 사이 4.7㎝, 최대 너비 3.7㎝, 최대 두께 1㎝, 

무게 32g이다. 제3지구(1․2차) 168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④는 사암제이며 편평한 타

원형 역석의 장축 단부를 양면에서 박리해서 결입부를 만든 것이다. 최대 길이 5.7㎝, 결

입부 사이 5.1㎝, 최대 너비 5.1㎝, 최대 두께 1.5㎝, 무게 69g이다. 제3지구(1․2차) 139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⑤는 화강암제이며 약간 두꺼운 편평 타원형 역석의 장축 단부를 

양면박리해서 결입부를 만든 것이다. 완형이며 최대 길이 4.9㎝, 결입부 사이 4.1㎝, 최대 

너비 4.2㎝, 최대 두께 1.7㎝, 무게 44g이다. 제3지구(1․2차) 128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발화석(도면 173-⑥, 도판 218-⑦)

  편평한 판상의 사암을 이용한 것이며 평면형태는 거의 정방형을 나타낸다. 도면의 좌

우 측면보다 상하 측면의 파면이 새롭고 좌우 측면의 모서리 부분이 마모되어서 둥글게 

되고 있는 것에서, 원래는 평면 장방형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 측

면도 약간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마모되고 있고 그 파면부에 피열된 흔적이 나타나고 있

는 것에서 사용된 당시부터 이미 지금과 같은 형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면의 

요부가 중앙 가까이에 뚫리고 있는 점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요부 크기는 1.8×2㎝정도이

며 깊이가 0.5㎝이다. 상면에는 전체적으로 연마흔이 보이며 갈돌 또는 지석으로 사용되

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대 길이 13.7㎝, 최대 너비 13.3㎝, 최대 두께 3.6㎝, 무게 

1290g이다. 제3지구(1․2차) 152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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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72-①

216-①
타제굴지구 11.9 9.8 1.7 289 조립사암

완형의 굴지구이다. 편평하게 박리한 횡장

박편을 소재로 하여 그 주변에 2차가공해서 

성형한 것이다. 약간 두껍고 인부는 사용에 

의해서 둥글게 되고 있는데 마모흔이 약간 

확인된다. 

제3지구(1․2차) 170호 출토

172-②

216-②
타제굴지구 (10.4) 10.6 1.4 246 화강암

편평하게 박리한 소재 주변에 2차가공해서 

성형한 것이다. 기부 및 인부의 일부가 결

실되고 있다. 인부에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약간 확인된다. 

제3지구(1․2차) 128호 출토 

172-③

217-①
삭기 13.1 4.4 0.7 59 점판암

완형의 장타원형 삭기(削器)이며 편평한 소

재 주위에 2차 가공를 가하여 성형하였다. 

약간 두꺼운 도면 하단부가 기부, 상단부가 

선단부로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첨두기처

럼 선단부가 뾰족하지 않다. 선단부에 굴지

구에 특징적인 마모흔이 관찰되며 도면 앞

면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찰흔도 굴지구의 

사용흔과 흡사하다. 따라서 이 석기는 굴지

구를 재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면의 큰 

박리면은 그 사용흔들과 중복되고 있어 굴

지구를 재가공할 때 두께를 줄이기 위해 박

리된 것으로 보인다. 양 측연부에는 작은 

박리로 인부가 형성되었고 사용흔으로 보

이는 마모흔이 약간 관찰된다. 

제3지구(1․2차) 110호 유구 출토

172-④

216-③

인부

마제석부
10.4 7.9 1 137 점판암

완형의 마제석부이다. 편평하게 박리한 소

재의 측연부 및 기부에 2차 가공해서 성형

하고 있으며, 인부는 양면에서 갈아서 양인

으로 만들고 있다. 원래는 굴지구로서 사용

된 것을 재가공한 것으로 생각되며 인부 주

변에는 굴지구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마모

흔이 인정된다. 큰 박리흔은 굴지구가 결손

되었을 때에 박리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박

리면 위에 2차 가공 시의 박리면이 일부 보

인다. 인부에는 사용에 의한 박리가 관찰되

며 박리방향은 양면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

나고 있는 점에서 미루어보아서 종부로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제3지구(1․2차) 168호 출토 

<표 66> 제1~3지구 토광군 출토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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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⑤

217-②

인부

마제석기
6.4 3.4 0.6 16 점판암

소형품이며 편평한 소재의 측연부에 2차가

공하여 인부는 양면에서 갈아서 만들고 있

는데 한 면을 다른 면보다 강하게 갈아서 

편인으로 완성시키고 있다. 사용에 의한 인

부의 박리는 주로 도면 뒷면에 관찰되며 인

부형태와 소형인 점을 생각하면 석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기부의 일부가 결

실되고 있는데, 

제3지구(1․2차) 168호 출토 

172-⑥

218-①
박편 5.2 5.9 0.6 23 이암

부정형 박편이며 연변부에 불규칙한 박리

흔이 관찰된다. 박리면은 대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박

편 연변부를 그대로 이용했을 때에 박리된 

사용흔이라고 판단된다. 도면 앞면에 남아

있는 연마흔에서 보아서 마제석기편을 이

용했을 가능성이 생각된다. 

제3지구(1․2차) 128호 출토

173-①

218-②
어망추 4.1 3.5 1.1 22 세립사암

완형의 어망추이다. 편평한 원형 역석의 단

축 단부를 양면박리하여 결입부를 만들었

다. 제2지구 11호 출토

173-②

218-③
어망추 4.2 3.9 1.3 29 세립사암

어망추로 편평한 원형 역석의 장축 단부에 

주로 도면 뒷면에서의 박리로 결입부를 만

든 것이다. 제3지구(1․2차) 128호 출토. 

173-③

218-④
어망추 5.1 3.7 1 32 세립사암

어망추이다. 편평한 부정형 역석의 장축 단

부에 양면박리해서 결입부를 만들었다. 

제3지구(1․2차) 168호 출토. 

173-④

218-⑥
어망추 5.7 5.1 1.5 69 세립사암

완형의 어망추이다. 편평한 타원형 역석의 

장축 단부를 양면에서 박리해서 결입부를 

만들었다. 

제3지구(1․2차) 139호 출토.

173-⑤

218-⑤
어망추 4.9 4.2 1.7 44 화강암

완형의 어망추이다. 약간 두꺼운 편평 타원

형 역석의 장축 단부를 양면박리해서 결입

부를 만든 것이다. 

제3지구(1․2차) 128호 출토.

173-⑥

218-⑦
발화석 13.7 13.3 3.6 1,290 사암

방형의 발화석이다. 편평한 판상의 사암을 

이용하였으며 평면형태는 거의 정방형을 

나타낸다. 도면의 좌우 측면과 상하 측면 

모서리 부분이 약간 마모되었고 그 깨어진 

면에 피열된 흔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상면

의 凹부가 중앙 가까이에 뚫려 있다. 요부 

크기는 1.8×2㎝정도이며 깊이가 0.5㎝이다. 

상면에는 전체적으로 연마흔이 보이며 지

석 혹은 연석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3지구(1․2차) 152호 출토.



- 395 -

도면 169. 제1~3지구 토광군 출토유물(1)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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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0. 제1~3지구 토광군 출토유물(2)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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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1. 제1~3지구 토광군 출토유물(3)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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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2. 제1~3지구 토광군 출토유물(4)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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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3. 제1~3지구 토광군 출토유물(5)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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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기형

규격(cm)

태토 색조 특징(잔존)

높이

(추정)

구경
두께

174-①

219-①
호형 (15.1) 7.8 0.5

석영․운모

장석

내면：암갈색

외면：갈색

파수부 장경호형 토기편이다. 견

부까지 성형한 위에 경부를 연결

시켜 기형을 만들고 경부와 견부

의 접합 부분에 파수부를 부착시

켰다. 경부는 약간 볼록해지며 구

연부 아래에서 가볍게 내만한 후

에 구연부에서 다시 직립한다. 구

30. 지표채집

1) 유물 (도면 174~177 도판 219~223)

  여기서 보고하는 유물들은 발굴조사 당시 조사지점의 지표면 및 주변, 교란층에서 채

집된 자료들이다. 따라서 여러 시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지만 시기를 나누지 않고 함께 

보고하도록 한다.

(1) 토기 (도면 174~176 도판 219~222)

  이상 지표채집 토기들 중, 도면 174-①·②가 신석기시대 중기, 도면 176-①이 청동기시

대 전기에 해당되는 자료인 외에는 거의 신석기시대 후·만기에 해당되는 자료들이다. 그

들 중 도면 174-④, 도면 175-④는 구순부 직하에서 시문이 시작되고 있고 구연부 문양대

에만 문양이 시문되며 나머지는 무문양이다. 구연부 형태가 외반구연이 아니라 직립구연

을 하고 있다는 점이나 문양대의 위치에서 보면 신석기시대 중기단계에 속하는 토기로 생

각되지만 도면 175-④와 같은 문양단위는 중기단계 토기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태토가 사질성이 강한 태토인 점은 신석기시대 후․만기 토기와 오히려 유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특징에서 신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의 과도기적인 토기 혹은 후기초두

에 편년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한편, 도면 176-④에 관해서는 도면 174-①과는 달리 경부

와 견부 접합부가 보다 약간 내린 견부에 파수부가 부착되고 있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후․만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고 태토가 사질성이 강한 점에서도 그것은 생각할 수 있다. 

<표 67> 지표채집 토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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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 아래에는 일정 공백을 두고 

그 아래에  ‘之’자문을 종방향으로 

여러 줄 시문하였다. 동체부 이하

는 결실되었지만 잔존부분의 형

태로 볼 때 저부가 평저인 기형으

로 추정된다. 외면 견부는 물손질,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

하였고, 내면 경부는 도구로 긁은 

후 물손질, 다른 부분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174-②

219-⑥
발형 (6.2) (7.1) 0.4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명등색

외면：명등색

소형의 파수부 발형토기편이다. 

동체상부에서 구연부까지 내만하

고 구순부를 둥글게 처리되었다. 

구연부 약간 아래에 종방향의 파

수부를 부착하였다. 문양은 구연

부에 일정한 공백을 두고 주걱상 

시문구로 연속자돌해서 뇌문을 

비듬히 시문하였다. 내면은 물손

질하였고, 구연부는 시문 후 옆으

로 물손질하였다.  

174-③

220-②
발형 (6.0) (19.9) 0.6

사립․운모

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동체부

에서 구연부 쪽으로 가면서 약간 

좁아지고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

순부에 좁은 면을 가지고 있다. 구

연부에 일정한 공백을 남기고 그 

아래에 각봉상(角奉狀) 시문구로 

횡방향 연속자돌문을 4조 돌리고 

중간에 종방향의 공백을 마련한 

후 다시 시문하였다. 내외면은 물

손질, 구연부는 강한 횡방향 물손

질로 정면하였다.   

174-④

219-③
심발형 (10.6) - 0.9

사립․운모

장석

내면：명회갈색

외면：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부

는 거의 직립하고 구순부는 면을 

이룬다. 내외면을 물손질하였으며 

구연부 문양대에 태선침선에 의한 

평행사선문을 시문하였다.

174-⑤

220-①
발형 (11.4) (19.8) 1.0

사립․운모

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발형토기편이다. 동체부는 약간 

볼록해지고 구연부 바로 아래에서 

내만한 후에 구연부에서 외반하고 

구연부는 면처리되었다. 구연부에 

일정 공백을 남기고 그 아래에 2치

구에 의한 연속자돌에 가까운 자돌

점열을 옆으로 2줄 시문하였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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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은 물손질로,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외면에는 

탄화물이 일부 부착되었다.   

174-⑥

220-③
발형 (7.7) - 0.8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회갈색

외면：암갈색

발형토기편이다. 동체부가 약간 

볼록해지면서 올라가고 구연부 

밑에서 내만해서 직립한 후 다시 

구연부가 외반한다. 구순부는 면

처리되었으며 내외면을 물손질, 

구연부를 횡방향의 물손질로 정

면되었다. 구연부 아래에 왼쪽에

서 오른쪽 방향으로 봉상(奉狀) 시

문구로 횡방향 연속자돌문 4줄을 

시문하여 종방향 공백을 사이에 

두고 시문을 계속하였다. 

174-⑦

219-⑦
심발형 (9.0) - 0.9

사립․운모

장석

내면：회갈색

외면：회갈색

심발형토기편이다. 동체부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서 구연부가 외반

하고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되었

다. 조잡하게 제작된 것이며 쌓아

올린 점토대의 흔적들이 내외면에 

남아 있다. 내면은 조잡하게 물손

질로 정면하였으며, 구연부에 약

간의 공백을 남기고 조잡한 사격

자문이 시문하였다. 사격자문은 

부분으로 시문순서를 바꾸고 문양

에 변화를 주었다. 동체상부에 보

수공이 양면에서 뚫렸다.

174-⑧

220-④
심발형 (8.8) - 0.7

사립

석영(조)

운모․장석

내면：회갈색

외면：황회갈색

심발형토기편이며 동체부에서 구

연부로 약간 내만하여 구연부에

서 외반하며 구순부는 둥글게 마

무리하였다. 내면은 물손질, 구연

부를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였

으며 외면 구연부 에는 점토대 접

합흔이 남아있다. 구연부에 일정

한 공백을 두고 그 아래에 끝이 평

탄한 시문구로 사격자문을 시문

하였다.

174-⑨

221-④
심발형 (8.6) - 0.7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회갈색

외면：황갈색

심발형토기편이다. 동체부가 약

간 외경하여 구연부 바로 아래에

서 직립한 후에 구연부가 외반한

다. 구순부는 면을 이루고 내외면

을 물손질하였고 구연부를 옆으

로 물손질해서 정면하였다. 구연

부에 일정한 공백을 남기고 그 아

래에 뾰족한 주걱상 시문구로 평

행사선문을 시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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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①

221-③
심발형 (3.2) (30.4) 0.7

사립

석영(조)

운모․장석

내면：황회갈색

외면：황등색

심발형 이중구연토기 구연부편이

다. 구연부 아래가 약간 좁아지고 

구연부는 밖으로 굴곡한다. 구연부 

외면 쪽에 단면이 편평한 역삼각형

을 나타내는 점토를 덧붙여 이중구

연을 조성하였다. 구연부는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여 구순부는 면을 

이룬다. 문양은 구연부 비후부(肥

厚部) 아래에 폭이 넓은 주걱상 시

문구로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175-②

220-⑥
심발형 (11.6) (24.9) 0.6

사립

석영(조)

운모․장석

내면：명회갈색

외면：황갈색

심발형토기편이다. 구연부 아래

에서 내만하고 구연부가 다시 외

반하는 기형이며 구순부는 면을 

이룬다. 구연 아래에 공백을 두고 

주걱상 시문구로 사격자문을 시

문하였다. 내외면을 물손질하여 

구연부는 옆으로 물손질하였다. 

175-③

219-④
심발형 (7.4) (35.2) 0.7 사립․장석

내면：흑갈색

외면：흑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구

연이며 구순부는 면을 이룬다. 내

외면을 물손질한 후 구연부에 일정

한 공백을 남기고 주걱상 시문구로 

옆으로 단사집선문을 2조 시문하

였다. 문양 시문 후 구연부는 다시 

횡방향으로 물손질하였다. 외면 일

부에 탄화물이 부착되어 있다.  

175-④

219-②
심발형 (11.0) (46.0) 0.9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명회갈색

외면：명회갈색 

심발형토기 구연부편이다. 구연

은 직립하고, 구연부 바로 아래에 

능형집선문 시문하였다. 내외면

을 물손질 정면하였다.

175-⑤

220-⑤
심발형 (8.8) (58.9) 1.0

사립․운모

장석

내면：암회갈색

외면：명회갈색

심발형토기편이다. 동체부는 직

선으로 올라가고 구연부는 외반

한다. 구순부 외면 쪽에 단면삼각

형으로 점토를 덧붙여 구순부에 

넓은 면을 만들었고 구연 단부를 

밖으로 강하게 돌출하도록 하였

다. 구연 아래에는  공백을 두고 

봉상 시문구에 의한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내외면은 물손질, 구

연부는 횡방향 물손질로 정면하

였다.

176-①

221-⑤
심발형 (7.3) - 0.7

사립․운모

장석

내면：황갈색

외면：갈색

공열문토기 구연부편이다. 직립

구연이며 구순부는 면을 가진다. 

구연 하부의 점토 접합흔을 지우

지 않고 그 부분에 단사선문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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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 공열문은 구연부에서 0.5㎝ 

위치에 내면 쪽에서의 자돌로 반

관통되게 시문하였다. 외면은 물

손질, 내면은 횡방향 목리조정으

로 정면하였다.  

176-②

229-⑤
발형 (6.0) (17.6) 0.7 사립․장석

내면：황등색

외면：황등색

발형토기편이다. 동체부에서 서

서히 만곡하면서 올라가고 구연

부가 직립한다. 구순부는 좁은 면

을 가지며 내외면을 물손질 정면

하였다. 구연부에 일정한 공백을 

남기고 연속자돌을 상단에는 산

형으로, 하단은 비스듬히 시문하

였다. 외면에는 흑반(黑斑)이 나

타난다.

176-③

221-①
심발형 (7.3) - 0.9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명갈색,

      회갈색

외면：명갈색

심발형토기 동체부편이다. 구연 

아래에 공백을 남기고 아래를 향한 

직각삼각형의 집선문을 옆으로 연

속시킨 문양이라고 추정된다. 내

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176-④

221-②
호형 (5.9) - 1.0

사립

석영(조)

운모․장석

내면：암갈색

외면：황갈색

토기 파수부편이다. 점토대를 쌓아

올리고 성형 후, 파수부를 부착시킨 

것이다. 파수부 구멍은 도면 왼쪽에

서 오른쪽 방향으로 천공하였다. 내

면에 점토 접합흔이 확인되며 파수

를 부착할 때 밖에서 누른 흔적이 

안쪽에 융되어 나타난다. 

177-①

222-①
완형 6.2 11.2 0.8

사립․석영

운모․장석

내면：갈색

외면：갈색

소형의 완형토기이며 구연부를 

일부 결실하였으나 거의 완형이

다. 저부는 첨저에 가까운 원저이

며 권상법(卷上法)으로 저부에서 

쌓아올려 성형하였으며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무문양이며 

외면에 점토 접합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내외면과 구연부는 물

손질로 정면하였다. 

(2) 석기 (도면 176, 177 도판 222~223)

  도면 176-⑤․⑥은 타제 굴지구이다. 도면 176-⑤는 점판암제이며 일부 결실하고 있으

나 거의 완형이다. 편평한 소재 박편의 주연부를 양면에서 박리해서 성형하고 있는데 도

면 뒷면은 박락이 심해서 잘 모르지만 앞면은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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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인부쪽은 원래 기부였던 부분이며 원래의 인부(도면 기부쪽)가 결실해서 반대쪽을 

이용한 것 같다. 기부쪽(결실된 원래의 인부)에는 일부 박리가 확인되지만 재가공이 가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인부쪽은 사용에 의한 마모가 관찰된다. 길이 11.5㎝, 폭 8.2㎝, 

두께 1㎝이며 무게 150g이다. 도면 176-⑥은 규질점판암제이며 인부와 기부를 약간 결실

하고 있다. 편평한 소재의 주변을 양면박리해서 철자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고 있다. 인

부주변에는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보인다. 길이 (21.9)㎝, 폭 9.7㎝, 두께 1.5㎝이며 무게 

240g이다.

  도면 176-⑦, 177-⑥은 사암제 소형 지석이다. 도면 176-⑦은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나타

내는데 단면형태가 원래 편평한 장방형였던 것이 사용에 인해서 오각형으로 변한 것이

다. 주요한 사용면은 도면 아래와 앞면 위쪽의 많이 갈린 면이다. 도면 왼쪽은 결실한 것

이지만 연마해서 파면을 다듬어 있다. 완형이며 길이 11.5㎝, 폭 4.4㎝, 두께 1.6㎝, 무게 

150g이다. 도면 177-⑥은 단면이 장방형인데 가운데 부분이 볼록해진 주상을 나타내고 있

다. 사용면은 장측연부이며 4면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완형이며 길이 12.8㎝, 폭 3.2㎝, 두

께 2.5㎝이며 무게는 170g이다.

  도면 177-②․⑦은 혈암제 마제석검이다. 도면 177-②는 유병유단식 마제석검 병부 파

편이다. 병부 단면은 편평한 장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손으로 잡은 부분을 방형으로 크게 

결입시켜, 파두부는 원형으로 만들었다. 결입부 단면도 장타원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

제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에는 길이 너무 짧은 편이다. 또 검신부는 거의 결실하고 있지

만 잔존부에서 추정하면 병부에서 절선부에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다시 좁아지는 동장형

을 나타내고 있을 것 같다. 도면 177-⑦은 검신부와 병부가 결실된 유병식 마제석검이며 

완성품 혹은 그것에 가까운 상태에서 파손한 것 같다. 검신부의 파면이 연마되고 있고 도

면 왼쪽 인부를 앞면에서의 연속적인 계단상 박리에 의해서 재가공하고 있다. 또 병부는 

결손부 모서리 및 뾰족한 연변부를 다듬어서 심부에는 특히 얕은 결입부를 만들었다. 이

상 특징에서 보아서 마제석검 파손품을 낫과 같은 도구 혹은 삭기로서 전용된 것으로 추

정된다. 잔존 길이 (10.8)㎝, 폭 4㎝, 두께 1.7㎝이며 무게 85g이다.

  도면 177-③은 점판암제 인부 마제 굴지구이다. 완형이며 편평하게 박리된 소재 주위에 

주로 뒷면에서의 큰 박리에 의해서 성형한 것이다. 오른쪽 측연부는 자연면 그대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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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도판번호
유물명칭

규격(cm) 무게

(g)
암질 특징

길이 너비 두께

176-⑤

223-④
굴지구 11.5 8.2 1 150 점판암

타제 굴지구. 일부 결실하였으나 거의 완

형이다. 편평한 소재 박편의 주연부를 양

면에서 박리해서 성형하였는데 도면 앞면

은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뚜렷하게 남아있

다. 도면 인부 쪽은 원래 기부였던 부분이

며 원래의 인부(도면 기부쪽)가 결실해서 

반대쪽을 이용한 것 같다. 기부 쪽(결실된 

원래의 인부)에는 일부 박리가 확인되지만 

재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인

부 쪽은 사용에 의한 마모가 관찰된다.

176-⑥

223-③
굴지구 (21.9) 9.7 1.5 240

규질

점판암

타제 굴지구. 인부와 기부 약간 결실하였

다. 편평한 소재의 주변을 양면박리해서 

凸자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었다. 인부 

주변에는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보인다.

176-⑦

223-②
지석 11.5 4.4 1.6 150

세립

사암

완형의 소형 지석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이고 단면형태가 원래 편평한 장방형이였

는데 사용에 의해 불등변오각형으로 변한 

것이다. 주된 사용면은 도면 아래와 앞면 위

쪽의 많이 갈린 면이다. 도면 왼쪽은 결실되

었지만 연마해서 깨어진 면을 다듬었다. 

177-②

222-⑥
마제석검 (13.3)

3.9~

7.0
1.4 170 혈암

유병유단식 마제석검의 병부편이다. 병부 

단면은 편평한 장타원형이고 손으로 잡은 

부분을 방형으로 크게 결입시켰고, 파두부

는 원형으로 만들었다. 결입부 단면도 장

타원형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손으로 잡고 

앞면도 자연면이다. 인부는 박리조정 후, 양면에서 잘 연마해서 양인으로 만들고 있다. 

왼쪽 측연부에서는 1/2정도까지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관찰되며 앞뒷면에도 마모흔이 보

인다. 길이 16.9㎝, 폭 9.9㎝, 두께 0.8㎝, 무게 300g이다.

  도면 177-④는 천하석 원석이며 표면에는 광택을 띠고 있다. 절리면에 따라서 박락한 

것 같은데 가공흔은 찾을 수 없다. 길이 3.2㎝, 폭 2.5㎝, 두께 1.3㎝이며 무게 10g이다.

  도면 177-⑤는 혈암제 유엽형 유경 마제석촉이며 선단부 및 경부의 일부를 결실하고 있

지만 거의 완형이다. 잔존 길이 (7.5)㎝, 잔존 경부 길이 1.1㎝, 최대 폭 1.3㎝, 최대 두께 

0.6㎝이며 무게 6g이다.

<표 68> 지표채집 석기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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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에는 길이가 짧은 편이다.

177-③

222-⑤
굴지구 16.9 9.9 0.8 300 점판암

완형의 인부마제 굴지구이다. 편평하게 박

리된 소재 주위에 주로 도면 뒷면에서의 

큰 박리에 의해 성형하였다. 도면 오른쪽 

측연부는 자연면 그대로이며 앞면도 자연

면이다. 인부는 박리조정 후, 양면에서 잘 

연마해서 양인으로 만들었다. 왼쪽 측연부

에서는 1/2정도까지 사용에 의한 마모흔이 

관찰되며 앞뒷면에도 마모흔이 보인다. 

177-④

222-②
원석 3.2 2.5 1.3 10 천하석

광택을 띠는 천하석 원석이다. 표면은 절

리면을 따라 박락되었고, 가공흔은 찾을 

수 없다. 

177-⑤

222-③
마제석촉 (7.5) 1.3 0.6 6 혈암

유엽형 마제석촉으로 경부를 가지고 있다. 선

단부 및 경부의 일부 결실하였지만 거의 완형

이고, 신부의 가운데는 능형으로 다듬었다.

177-⑥

223-①
지석 12.8 3.2 2.5 170 사암

소형 지석으로 완형이다. 단면이 장방형인

데 가운데 부분이 볼록해진 주상(柱狀)을 

나타낸다. 주된 사용면은 장측연부이며 네 

면 모두를 사용하였다. 

177-⑦

222-④
마제석검 (10.8) 4.0 1.7 85 혈암

신부와 병부가 결실된 유병식 마제석검이

다. 검신부의 깨어진 면을 연마하였고, 도

면 왼쪽 인부를 앞면에서의 연속적인 계단

상 박리에 의해서 재가공하였다. 병부는 

결손된 부분 모서리 및 뾰족한 연변부를 

다듬어서 심부에는 특히 얕은 결입부를 만

들었다. 아마도 마제석검 파손품을 낫과 

같은 도구 혹은 삭기(削器)로 전용된 것으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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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4. 지표채집 유물(1)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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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5. 지표채집 유물(2)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75



- 410 -

도면 176. 지표채집 유물(3)

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76



도면 177. 지표채집 유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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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박물관2_레이아웃 1  15. 1. 31.  오전 10:43  페이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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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종합고찰

  우리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담당한 진주상촌리유적은 주지하다시피 남강댐 보강공

사를 위한 주변 수몰지역에 대한 조사였다. 조사과정에서 폭 2m의 트렌치를 30m 간격으

로 먼저 설치하고 이 트렌치를 기준해서 1-6지구의 6개 구역으로 다시 세분해서 실시하

였다. 대부분의 트렌치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무문토기가 확인되었는데 신석기시대 토기편

이 집중하는 4, 5, 6지구를 1차 조사하였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중기로 

편년하는 전면시문의 침선문토기 단계의 주거지와 그 위에서 파괴된 청동기시대 전기 주

거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3지구와 1차 조사에서 조사가 미진했

던 4~6지구를 2차 조사에서 실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를 비롯해서 

신석기시대 중기, 후기와 말기에 해당하는 주거지, 저장혈 등을 확인하였다. 1, 2차에 걸

쳐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신석기시대 중기 주거지 14기, 신석기시대 후·말기 주거지 9

기 등 모두 27기를 확인하였다. 이미 전장에서 주거지나 수혈 등의 개별 유구와 출토유

물의 특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 유적의 포괄적인 성격

과 고고학적 의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고찰에 대신코자 한다.   

먼저 진주상촌리유적의 자연지형과 문화층의 잔존 상태이다. 이곳은 함양, 산천 등 지

리산 북동기슭의 남강댐 상류에서 사행상으로 곡류하는 강안 배후에 형성된 충적대지이

다. 처음 기반대지 형성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그 위에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시작해

서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그 사이에 각  시기의 문화층이 순서대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

었다. 우리들이 이 충적대지를 조사할 당시까지도 현지 농민들은 심경작물인 산마나 우

엉을 경작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수확하는 등 경작활동이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

부에 위치했던 청동기시대 문화층은 몇몇 유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훼손시킨 상태였다. 

청동기시대 문화층 아래는 신석기시대 후기와 말기의 문화층이 존재하고 그 아래에는 신

석기시대 중기의 전면시문 침선문토기 문화층이 있었다. 이 문화층이 가장 하층에 속하

며 그 하부에는 자연 역석층과 사질층이 반복하는 퇴적층으로 이 층에는 문화층이 존재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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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곳 문화층의 세부 퇴적 층위이다. 물론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작지인 표토층의 1m 정도 깊이에는 장방형의 대형주거지에 주초석과 상형노지를 갖추

고 새김돌대문과 공렬문을 가진 무문토기를 동반하는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층이 위치하

고 있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문화층 바닥 아래 50cm정도 깊이에는 신석기시대 말기 즉, 

이중구연토기와 후기의 사격자문을 가진 소위 봉계리식토기가 혼재한 문화층이 있었고 

그 아래 30cm-50cm 깊이에는 신석기시대 중기로 편년되는 전면시문의 침선문토기 문화

층이 있었다. 그 아래는 자연 사력층으로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는 자연퇴적층이다. 따라

서 상하 문화층 사이의 시기적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지 않지만 문화층의 퇴적 순

서는 지금까지 고고학적으로 연구된 편년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신석기시대 중기 

전면시문의 침선문토기 단계에서 후기 봉계리식토기 단계로, 그리고 구분은 확실하지 않

지만 봉계리식 단계에서 말기 이중구연토기 단계로, 이중구연토기 단계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새김돌대문 무문토기 단계로 그 퇴적 순서가 마치 교과서와 같이 정연하게 나타

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유적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

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다음은 신석기시대 중기유적의 분포와 성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해안의 신석기

시대 유적이 대부분 해안이나 강변에 퇴적된 패총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연구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유적의 경우 대동강, 청천강, 한강 강안의 궁산리1), 지탑리2), 미사

리3), 암사동유적4)처럼 내륙지역의 남강 유역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후

기에서 말기에 해당하는 봉계리5)식토기 단계의 유적이 이미 남해안 내륙 곳곳에서 확인

된바 있지만 중기단계의 유적은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하나 주목할 것은 강안

의 사력층을 이용한 초기 농경인 밭농사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즉 신석기시대 전기까

지 유동적인 수렵, 어로의 채집경제생활 단계에서 기장, 피, 조 등의 잡곡재배와 수확은 

보다 안정적인 식생활을 개선하고 보장 받으면서 경작지 주변을 이탈하지 않는 정착생활

이라는 사회적 변화까지도 유도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주상촌리유적은 그런 사실

1) 고고민속학연구소, ｢궁산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2, 과학원출판사, 1957.

2) 고고민속학연구소, ｢지탑리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8, 과학원출판사, 1961.

3) 渼沙里發掘調査團, 渼沙里, 1994.

4) 국립중앙박물관, 岩寺洞,古墳調査報告26, 1995.

5) 동아대학교박물관, 陜川 鳳溪里遺蹟,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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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층해 주는 대표유적 중의 하나라는데 그 의미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중기에 해당하

는 전면시문의 침선문토기 등장, 국부마제의 석제보습의 출현, 말각장방형의 대형주거지, 

주거지 내부 매옹 안치 등 적극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는 강안을 경작지로 하는 농경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음 신석기시대 후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사이의 변화이다. 신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

는 봉계리식토기와 말기의 이중구연토기 단계의 문화층이 구분없이 혼재된 상태롤 이곳

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청동기시대의 여명을 예고하듯 신석기시대 중기 문화보다는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주거지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는 대

신 그 수가 늘어나고 주변에  저장용 대소 수혈들이 밀집하는 분위기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잉여생산물의 저장이 일상화 되고 중기의 대가족제도가 중소가족제도로 분화가 이

루어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농경도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벼농사가 도입되었거나 여

명 단계에 이를 정도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종류도 다양화 된 양상을 탄화곡물류를 통해서 

짐작 가능하다. 토기와 석기의 기종이 다양화되고 제작수법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며 주거

지 주변의 공간사용에도 의미를 부여한 느낌이 든다. 신석기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대

변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다음은 청동기시대 시작의 확인이다.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로 전환은 당시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족 이동이나 기후 변화, 선진

문화의 유입 등 여러 요소가 그 계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석

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전환은 기후적으로는 크게 영향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6) 문헌상에 나타나는 동이족의 이동이나7) 벼농사를 중심한 농업의 발달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사실은 시기적으로나 청동기시대 문화 내용과 원류를 생각하면 보다 설득

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청동기시대는 청동기를 비롯해서 무문토기, 마

제석기. 지석묘, 석관묘, 벼농사, 금석제 무기 등이 문화 요소로 자주 거론되고 연구대상

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초기청동기 실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교하리8), 

옥석리9), 흔암리10)에서 발견된 장방형 대형주거지를 비롯해서 새김돌대문, 공렬문, 홍도 

6) 이동주, 韓國 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 硏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6.

7) 金庠基, ｢韓·濊·貊 移動考｣, 사해 제1호, 1948.

8) 국립중앙박물관, 韓國支石墓硏究,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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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무문토기와 석검, 석촉, 반월도, 합인석부, 편평석부 등의 마제석기, 지석묘, 석관묘, 

환호, 벼를 비롯한 탄화곡물 등 대부분의 청동기시대 문화요소가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여기에서 확인되는 일부 주거지, 토기, 석기 등의 유구와 유물의 특징은 시기적으로 

청동기시대 시작과 함께 하는 것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신석

기시대와 청동기시대 교환관계는 물론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문화의 전파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자료이기도 하다.

다음은 주거지 분포상에 나타난 정보 분석이다. 도면 3에 의하면 모두 27기의 주거지 

가운데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동쪽에 분포하고(3,6,8,9,10-19호) 후기와 

말기의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넓게 혼재하며(1,4,5,7,21-24,26호)청동기시대 것도 동쪽에

서 서쪽까지 산만한 분포 상태를(2,20,25,27호)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좁은 지역에서 가급

적 중복을 피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예감할 수 있어 장기간 거주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

다. 중복은 신석기시대 중기의 15호와 후기의 1호가 그리고 중기의 19호와 후기의 4호, 5

호가 중복되며 후기의 22호, 23호, 24호도 중복된다. 또 후기의 26호와 청동기시대 25호

도 각각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유구의 중복은 두 가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

는 중기와 후기 또는 후기와 청동기시대 유구가 중복되는 경우는 축조시기의 특징상 선

행하는 유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으므로 중복이 가능하지만 후기의 것이 함께 

중복되는 22, 23, 24호는 시기적으로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확장을 위한 수리나 구조 변경 등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 분포도

를 종합하면 비교적 해당시기의 중복이 드물다는 것은 한곳에 장기간 머물지 않고 자주 

이동하였다는 결과로 해석되며 물론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청동기시대 전기까지 연속적

이었다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다음은 유물의 특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

가 주류를 이루고 다음이 석기이다. 시작과 함께 대종을 이루고 있는 토기는 역시 신석기

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전면시문 침선문토기이다. 남해안의 부산동삼동11)이나 영선동패

9) 국립중앙박물관, 韓國支石墓硏究, 1993.

10) 서울大學校 博物館, 欣岩里, Ⅰ~Ⅳ, 1973·1974·1976·1978.

11) 橫山長三郞, ｢釜山府絶影島 東三洞貝塚調査報告｣, 史前學雜誌 5-4, 1933.

川民次郞, ｢南朝鮮牧丿島東三洞貝塚｣, 考古學 4-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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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에서 출토된 보다 선행하는 융기문토기나 압인문토기는 이곳에서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이 점은 유적의 출발시기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신석기시대 토

기편년의 당위성을 검증해주는 역할이 되어 주목된다. 그리고 토기 가운데는 신석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궁산리, 지탑리, 암사동, 미사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직립구연에서 첨저형 

저부에 이르는 일직선상의 기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서 출토된 매옹과 같이 짝 벌어진 어깨선을 가진 기형을 두고, 문양만 보고 중기의 일반

적인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다. 후기 토기편 가운데도 관심 있게 파악해

야할 자료가 많아 보인다. 신석기시대 중기 또는 후기의 해안과 내륙지역의 교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부에 ‘之’자문을 새

긴 병형토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무문토기의 경우 새김돌대문토기에 

대한 주목할 부분이다. 물론 현재 양국의 토기 편년관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일본 야요이문화 초기단계의 돌대문 옹형토기와 이 새김돌대문토기가 무관하다

고 말 수 없기 때문이다.13) 석기도 국부마연 보습과 창형석기는 농경과 어로 등의 생활

과 직접 관련된 도구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마제석검과 석촉 등 무기의 등장

은 환호와 함께 적대관계의 사회가 구성된 단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국형성

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하겠다. 

다음 매옹과 적석유구를 통한 원시종교의 확인이다. 주거지 내부에 화장한 인골을 안

치한 매옹과 주거지 주변에 적석시설을 마련하고 여기에 제사지낸 흔적 등은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조상신을 모시는 풍습의 원시신앙을 예측케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신석기시대

에 매옹이 확인되어 주목되지만 진주상촌리유적에서의 매옹 발견은 원시인의 정신세계

는 물론 장례풍습과 당시의 의례행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14)

마지막으로 진주상촌리유적에는 수렵과 어로를 주업으로 하고 밭농사를 부분적으로 

Sample, L.L. Tongsamdong, ｢A Contribution to Korea Neolitic Culture History｣ Artic Anthropology Ⅺ
-2, 1974.

국립중앙박물관, 東三洞貝塚 Ⅰ~Ⅳ, 2002-2005.

12) 金東鎬, ｢瀛仙洞貝塚의 再檢討｣, 釜山史學 8, 1984.

이동주, ｢韓國 先史時代 南海岸 有文土器 硏究｣, 東亞大學校 文學博士學位請求論文, 1996.  

13) 심봉근, 한국에서 본 일본미생문화의 전개, 1999.

14) 심봉근, ｢晉州上村理遺蹟出土 新石器時代 甕棺｣, 文物硏究 제2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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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익힌 신석기시대 중기의 사람들이 이곳 충적대지에 처음 이주해서 생활하다가 얼마 

안 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대형 수혈주거지를 축조하고 밭농

사와 수렵, 어로를 주업으로 하면서 조상신을 모시며 생활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시간이 

경과하고 신석기시대 후기에 다시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농

경에서 얻은 잉여생산물을 저장하고 소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말기에는 벼농사와 같은 발

달된 농경과도 접촉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시 이곳을 이동하였다. 그리고 얼

마 안 되어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다시 이주해 왔다. 벼농사를 중심한 농경하는 주민들로 

정착생활이 몸에 익혀지고 매우 발달된 석기와 무기를 보유하고 적과 대면 시 무기로 저

항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자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주민들은 남강유역의 경우 송

국리 주거지를 가진 생활 집단과 통합되든지 아니면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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