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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기존의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사회에 대한 이해는 재지 집단과 이주 집단 간의 갈등론, 그리고 재편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고지성 취락을 집단 간의 알력과 긴장을 반영하는 자료로 인식하는 한편, 이주 집단에 의한 재편을 통
해 점토대토기 사회는 청동기시대 사회와는 다른 보다 광역의 지역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계급적 복합사회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에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의 입지 변화, 소형화, 분산
화 경향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취락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중부
지방 점토대토기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1개의 주거군이 소형 취락을 이루
며, 3~4개의 주거군이 결집되어 중형 취락을 이루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와 비교할 때, 단위 취락별 규모가 매우 축소
되었다. 또한 소형 취락의 경우에는 상위의 주거지 1기와 다수의 하위 주거지 등 2단계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중형
취락의 경우에도 소수의 상위 주거지와 다수의 하위 주거지 등 2단계로 계층화되어 있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지역공
동체는 촌과 소촌이 결집된 촌락 수준으로 그 규모가 2~6km 내의 범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촌락
의 횡적 경관은 고지의 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릉의 취락들이 결집된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고지의 제의 공간들을
연결하는 사회경제적 연결망이 점토대토기 단계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연결망은 청동기시대의 수계 중심의 연결망이 해체된 이후에 형성된 것이었지만, 청동기시대 중
기 중반 이래의 대형 취락 해체와 더불어 취락의 소형화, 분산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생업경제 체계에서 농
경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때문에 대형 취락이 해체되면서 일시적이나마 해양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되고 좀 더
안정적인 생계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경과 수렵, 어로를 병행하는 혼합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갔을 것이라 추측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초기철기시대의 획기는 특정 유물의 출현뿐만 아니라 생계경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연결
망의 재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중부지방, 초기철기시대, 취락, 점토대토기, 갈등론, 재편론,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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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이 처음 알려지게 된 유적은 남양주 수석리(金元龍 1966)와 보령 교성
리유적(國立扶餘博物館 1987)이다. 이 유적들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고지
성’이라는 취락의 새로운 입지 유형이 제안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취락들이 집단 간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鄭澄元 1991; 權五榮 1996). 필자도 비록 이 단계의 많은 취락들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거지 화재율을 분석하여 갈등론에 동조하였다(宋滿榮 1995). 그 이후
갈등론은 요령지역에서 이주해 온 점토대토기 집단과 재지의 지석묘 집단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갈등 주체가 제시되면서(朴淳發 1997), 학계의 중론으로 자리 잡아갔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갈등론은 이주 집단과 재지 집단 간의 영역 다툼을 전제로 등장한 것이었
다. 따라서 점토대토기 출토 유적들의 평범하지 않은 高所 입지가 초기 점토대토기 집단의 정착
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영역 확장(盧爀眞 2001)의 목적으로 고지성 취락이 발생했다고
보는 견해도 그 근본 배경에는 갈등론이 전제로 깔려 있다. 게다가 이주 집단과 재지 집단의 공
존을 인정하는 선에서 두 집단의 역관계를 규명한 연구(李亨源 2005) 역시 갈등론에 기초한다. 최
근에는 이주한 점토대토기 집단과 선주민인 송국리문화 집단 간에 청동기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의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는 견해(손준호 2009)에까지 이르렀다.
점토대토기 사회를 바라보는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 가운데 갈등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시각은 재편론이다. 이는 한강유역의 경우 점토대토기 이주민이 우월한 기술과
선진 정치・사회적인 경험을 토대로 토착 지석묘사회를 장악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에 의해 재지
민을 재편했다는 견해(박순발 1997: 22)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재편론은 호서지역의 경우에
도 똑같이 적용되었는데, 송국리유형이 외래의 수석리유형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견해(이형원
2005: 26)와도 상통된다. 점토대토기 집단 중심으로 기층 사회가 재편된 결과 점토대토기 사회는

청동기시대 사회와는 다른 보다 광역의 지역적 통합이 이루어지고(박순발 1997: 25) 본격적인 계
급적 복합사회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노혁진 2001: 117). 그래서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점토대토기 문화의 유입’에 의해 해체되었다고 보는 견해(中村大介 2008: 78)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의 이주로 인한 재지민과의 갈등과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金壯錫 2002), 점토대
토기 사회를 집단 간의 갈등과 재편으로만 해석하기에는 관련 고고학자료에 잘 부합되지 않은
측면도 많다. 특히 취락을 대상으로 살펴볼 경우 고지성이라는 입지를 제외하면 갈등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고고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에 중부지방에서 조사된 고지성 유적들
이 제의와 관계있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입론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필
요성이 있다. 또한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사회가 청동기시대와 비교하여 보다 광역의 지역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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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과 계층화된 사회로 진전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실제 고고학자료를 분석해서 도출된 결론이라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 구조와 더불어 취락의 분포 정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점토대토기 사회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지방 청동기 사회 해체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자들은 점토대토기 문화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결과, 점토대토기
문화의 출현으로 청동기 사회가 해체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중기 사회가 수전 농
경을 기반으로 양적으로 취락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또한 질적으로 보다 계층화된 사회로 묘
사되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점토대토기 문화의 유입만으로 남한지방 청동기 사회가 해체되었
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과연 점토대토기 사회가 청동기시대 중기 사회와는 매우
이질적일 정도로 큰 폭의 문화변동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문화변동의 시점이 점토대
토기 출현 시기와 일치하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사회의 모습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고 작성을 위해 필자의 취락 편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초기철기
시대 상한과 하한에 관계된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본 논문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II. 初期鐵器時代의 上限과 下限
한국고고학에서 초기철기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300년 무렵에 세형동검 문화가 등장하고 이
어 燕의 영향으로 주조철기가 보급되는 기원 전후 무렵까지를 의미하지만(김원용 1987), 그동안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초기철기시대의 개념 규정과 함께 상・하한 문제
가 한국고고학계의 새로운 과제로 급부상되었다. 또한 이와 연동되어 청동기시대와 원삼국시대
편년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형점토대토기의 출현 시점이 세형동검보다 상향된다는
연구 결과가 폭넓게 지지를 얻으면서 초기철기시대의 상한과 함께 청동기시대의 하한 및 분기
문제에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먼저 초기철기시대 상한의 지표는 〈표 1〉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크게 3가지 견해로 나누어진
다. 첫째는 원형점토대토기 출현 시점부터를 초기철기시대로 파악하고 그 이전의 송국리유형을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는 견해는 처음 鄭漢德(1999)이 점토대토기 단계를 철기시대로 파악한 이
래 安在晧(2006), 이형원(2007)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 견해는 점토대토기와 철기의 출현 시기를
동일하게 파악한 견해로 현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원형점토대토기 출현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여전히 고려할 만한 견해이다.
둘째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의 출현 시기에 시차가 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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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자별 초기철기시대 상한 비교
송국리유형

원형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철기

안재호

청동기시대 후기

삼한시대 전기

이형원

청동기시대 후기

초기철기시대

박진일

청동기시대 후기

이청규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초기철기시대

이창희

청동기시대 중기

청동기시대 후기

초기철기시대

이형원

청동기시대 중기

청동기시대 후기

초기철기시대

검 단계부터를 초기철기시대로 파악하고 그 이전의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를 청동기시대 후기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김원용이 규정한 초기철기시대 개념1)에 근거하고 있지만,
세형동검과 철기의 출현 시기에 시차가 있음을 전제하고 이 가운데 선행하는 세형동검의 출현을
획기로 파악하였다(朴辰一 2007; 이청규 2007).
셋째는 김원용의 초기철기시대 개념 가운데 후행하는 철기 출현을 획기로 파악한 견해(박순
발 1993)로 최근 이창희(2010)와 이형원(2011)이 지지하였다. 일찍이 박순발은 청동기시대를 선

동검기, 비파형동검기, 세형동검기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세형동검기를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
여 철기가 공반되는 후기부터를 ‘초기철기시대’로 파악하였다.2) 이 견해에서는 박순발과는 달리
이창희, 이형원이 세형동검 출현의 획기를 인정하지 않고 철기가 출현하는 시점 이전까지를 청
동기시대 후기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철기시대의 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초기철기시대 개념에 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 그리고 철기의 출현 시점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출현 시점에 시차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초기철기시대의
상한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하한 및 분기까지도 혼돈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획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앞으로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필
요하기 때문에 필자의 판단은 유보하기로 한다. 다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청동기시대와는 전
혀 다른 생계경제, 그리고 취락과 취락을 연결하는 연결망의 변화가 관찰되는 시점을 중시하여
원형점토대토기 출현 시점부터 초기철기시대로 파악해도 좋을 것 같지만, 이 역시 간단한 문제
는 아닌 듯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필자가 초기철기시대의 상한을 확정하지 못하였기에 ‘점토
대토기 단계’라는 다소 임의적인 시간대를 설정하여 취락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철기시대의 하한은 원삼국시대의 상한과 맞닿아 있는데, 영남지역에서는 완전히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재지에서 제작된 것이 분명한 와질토기의 출현 시점을 근거로 한
다. 따라서 초기철기시대는 와질토기가 출현하기 전까지로 한정된다. 그러나 중부지방에서는 일
반적으로 원삼국시대를 중도식무문토기의 출현 시점을 획기로 파악하여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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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차이가 있다. 이러할 경우 중도식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한강유역에서 동시에 출현했다
는 견해(崔秉鉉 1998)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질무문토기 단순기(박순발 1996)의
입장에서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가르는 기준으로 중도식무문토기의 출현 시점이 과연
문화상의 큰 획기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남한지역의 원삼국시대 개시 기준으로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도 되는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
본래 원삼국시대라는 개념은 낙랑군 설치로 인한 한문화의 파급, 삼한의 출현 등 역사적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고고학적으로는 본격적인 철기 문화와 타날문토기 생산체제의 출
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박순발은 원삼국시대를 “낙랑군으로 대표
되는 중국 군현의 영향이 한반도 토착사회에 파급되면서 고구려・백제・신라가 국가로 발돋음하
는 한반도 고대국가 형성기”로 개념 정리하였기 때문에 낙랑군 설치 이후에 한강유역에 출현한
중도식무문토기의 출현 시점을 원삼국시대 시작의 한 획기로 파악한 것은 나름대로 적합하다.
그런데 최근 박순발(2009)은 영동지역에서의 중도식무문토기의 출현 시점을 기원전 2세기 후
반까지 소급하는 편년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편년할 경우 중부지방에서 원삼국시대 개시 시
점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기준이 문제가 된다. 이는 단지 원삼국시대의 개시 연대를 약
간 상향 소급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 박순발은 새로운 편년안에서도 여전히 경
질무문토기 단순기를 원삼국시대 I기로 파악하여 기원전 100년을 상한으로 하였는데, 그 기준은
분명치 않다. 필자가 추측컨대, 청동기시대의 재지적 전통이 남아있는 외반구연의 호형토기와
박순발이 중도식무문토기로 인식했던 외반구연의 심발형토기의 공반 세트 단계를 초기철기시대
의 마지막 단계로 파악하고 외반구연의 심발형토기 기종만이 출토되는 단계를 경질무문토기 단
순기로 파악하여 각각을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박순발은 새로운 편년안에서 중도식
무문토기의 출현 시점을 더 이상 원삼국시대의 획기로 파악하지 않았다.
박순발이 영동지역에서 중도식무문토기의 출현 시점을 2세기 후반으로, 그리고 한강유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늦은 기원전 100년 무렵으로 보았지만, 영서지역에서도 중도식무문토기가 낙
랑군 설치 이전에 출현했을 개연성은 가평 대성리유적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즉 대성리유적
B지구의 몇몇 수혈에서 출토된 타날문단경호, 화분형토기, 청동제의 삼릉촉과 장방형 주조철부,
철제 소찰 등의 연대를 낙랑 설치 이전으로 파악되었는데(鄭仁盛 2009), 이 수혈들에서 중도식무
문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출토 맥락이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아 공반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연구자도 있는 듯하다.
한편 박경신(2011)도 중도식무문토기의 출현 시점 상향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즉 홍천 철
정리 II유적 A-5호, 12호 주거지 출토 중도식무문토기의 계보를 단결–끄로우노브까 문화유형에
서 구하고 유은식(2010)의 동해안지역권 II기 연대(기원전 3세기 중엽~기원전 2세기 중엽)를 경
사편년하여 기원전 2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 박순발의 견해와 차이가 있다면, 중도식무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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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계보 이외에도 중도식무문토기의 출현 시점부터를 원삼국시대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위의 두 견해가 중도식무문토기 형성 시점을 낙랑군 설치 이전으로 올려보는 데 결정적
인 근거를 제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 가령 박순발이 송현리 D-7호, 방동리 A-10호 주거지의 외
반구연 심발형토기를 중도식무문토기로 보았지만, 형태상으로 상당히 이질감이 있어 사실 여부
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경신이 경사편년을 적용하여 얻은 연대는 유물복합체의 상한
연대를 의미하므로 정확한 연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른 단계의 주거지로 보았던 홍천
철정리 II유적의 A-15호 주거지에서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다는 보고(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식무문토기의 출현 시점을 굳
이 낙랑군 설치 시점으로 묶어둘 필요가 없을 개연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할 때,
기존 인식과 같이 중도식무문토기의 출현 시점을 중부지방 원삼국시대 시작의 획기로 볼 수 있
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처음 제안된 원삼국시대 개념을 따를 때, 중도식무문토
기의 출현 시점을 원삼국시대 개시 연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영남지역과 동일하게 타날문토기 생산체제의 개시 연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전국계 타날
문토기와 같이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입토기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중부지방에서 제작된
초현기의 타날문토기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중부지방의
타날문토기 생산체제가 영남지역보다는 늦게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정인성 2008: 25). 가평
대성리와 달전리유적 출토 타날문토기가 낙랑토기의 영향하에 제작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시점은 박순발이 기원후 50년 무렵으로 보았는데, 이는 영남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적어도 1세기 가량의 시차가 있다.
이와 같이 남한지역은 지역에 따라 타날문토기뿐만 아니라 철기 생산체제의 개시 시점, 그리
고 그 전개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차이는 아마도 위만조선 형성 이후에 요동
반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국제교역망이 거점 단위로 운영된 이래(정인성 2010: 29) 각 지
역에서 신기술인 철기와 토기 생산체제의 수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김장석 2009: 55).
따라서 생산체제의 지역적 편차로 인해 원삼국시대 개시 시점을 정하는 것이 무척이나 까다롭
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위만조선의 성립과 연동되는 전국계 철기 및 토기의 확산(정인성 2011:
21)이 지역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은 대체로 기원전 2세기 중

후반으로 그 계보가 명사리식토기이든, 아니면 단결–끄로우노브까 문화유형이든 중도식무문토
기의 발생까지 포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안3)은 학계에서 다각도의 논의와 합의
가 필요하다.
한편 중부지방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고고학적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취
락의 입지 변화와 새로운 주거유형의 출현이다. 즉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이 고지를 중심으로
구릉에 입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삼국시대에는 대부분의 취락들이 충적지와 해안사구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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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이는 생계경제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출입구 시설이 있는 중도식 주거지
가 출현하게 되는데, 이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와 비교하였을 때, 규모와 구조 등에서 현격
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서로 다른 가족제도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원삼국시대를 획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시점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유적이 가평 대성리(경기문화
재연구원 2009)와 인천 운북동유적(이길성 2010)이다. 두 유적은 출토유물에서 유사할 뿐만 아니

라, 주거지 내부에 부뚜막 시설이 있어 동일 시기로 평가되었는데(서현주 2010: 143), 그 시기는
정인성의 견해에 따라 기원전 2세기 무렵으로 판단된다. 유적 입지는 운북동유적이 영종도 해안
구릉에 위치하는데,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늑도, 군곡리 조개무지유적과 같이 海村일 가능
성이 높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적들이 주로 서해 도서지역과
이와 연해 있는 내륙에 분포하고 있는데,4) 주요 동한계선이 대체로 파주 당동리–고양 대화리–
서울 가락동–광주 역동–이천 이치리를 연결하는 선이다. 이와 같이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분포
를 고려해 볼 때,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 서해안을 따라 국제교역망이 형성되고 이의 영향으
로 멀지 않은 내륙 지역까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5) 이러한 교역망이 형
성된 시점은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이지만,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 원삼국시대까지 지속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중부 서해 연안지역의 취락 입지는 원형점토대토기의 취락 입지와는 구별되
는 것이고, 그 계기와 역사적 맥락도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가평 대성리유적에서는 비록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운북동유적과 동일 단
계로 파악된다. 유적은 북한강변의 충적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상의 변화가 관찰되지
만, 원주 법천리, 양평 삼성리, 춘천 현암리, 거두리유적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 유
적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 수계 중심의 연결망이 복원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대
성리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중도식 주거지가 아닐뿐더러 보고서에 부뚜막이라고 표현된 시
설이 벽부 노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도식 주거지와 계통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
펴본 바와 같이 취락의 입지 변화와 새로운 주거 문화의 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대
성리와 운북동유적은 초기철기시대 마지막 단계의 유적으로 생각된다.

III. 聚落 構造와 階層化
1. 粘土帶土器 段階의 聚落 構造
현재까지 중부지방에서 조사된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 유적은 37개소에 이른다(표 2).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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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적을 취락으로 치환해서 파악해도
되는지의 문제가 있지만, 전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거지가 조
사된 유적을 취락으로 파악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취락은 일반적으로 고지성 취락이라고 보아왔지만, 최근 발굴조
사를 통해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이 매우 다양한 입지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역별
로 취락 입지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고지성 취락으로 안성 반제리, 남양주 수
석리유적이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취락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화성 동학산(경기문화재연구원
2007), 오산 가장동 등의 고지에서 점토대토기 관련 제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외에 이천 이치

리유적을 포함하여 대부분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영서지역의 경우에는 춘천 칠전동유적
이 구릉형 취락일 가능성이 있으며, 춘천 현암리, 원주 법천리와 같이 하천변의 충적대지에 입지
하고 있는 취락들도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영동지역에서도 강릉 방동리 C취락이 고지성 취락으
로 분류되고 있지만(박영구 2010: 67), 이 취락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취락들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어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이 무렵의 취락은 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고 취락을 이루는 주거지도 많지 않아 그 구조
를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출토유물을 통해 편년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기존
연구자의 편년안 〈표 3〉에서조차도 선후관계에 차이가 많아 이를 토대로 취락 구조의 변화 과정
까지 읽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취락 입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 단계에는 구릉과 하천변의 충적지에
서 취락이 모두 관찰되는데, 구릉에 입지한 일부 취락의 경우에는 해발고도가 높거나, 표고가 높
아 고지성 취락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각 입지에 따른 취락 구조와 규모, 그리고 취락 구성 요소
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지별로 취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지에 취락이 입지한 경우에는 남양주 수석리, 안성 반제리유적의 사례로 볼 때, 정상
을 공지로 두고 이를 중심으로 방사상의 주거 배치를 이루는 취락 구조(최종규 2002: 149~151)가
일반적인 양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지역을 달리하지만, 보령 교성리, 합천 영창리유적
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거 배치는 조망권이 특정 가옥에 귀속되는 청동기
시대 중기 이전의 주거 배치와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중앙 정상부의 공지를 중심으로 방사
상으로 배치된 주거 간에 위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취락을 구성하는 요소로 수석
리와 교성리유적에서는 주거지만 확인되었지만, 안성 반제리유적에서는 주거지 이외에 수혈, 무
덤, 구상유구, 다중 환호, 목책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영창리유적에서도 주거지 이외에도 소형
수혈, 무덤, 토기 가마, 다중 환호가 조사되었다. 반제리와 영창리유적에서는 환호와 주거지가
중복되었고, 주거지 간에도 중복 또는 근접된 것들이 있어 취락이 2단계 이상으로 시간 폭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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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별 입지와 취락 구성 요소
번
호

유적

입지

주거지

소형
수혈

1

利川 梨峙里

구릉

1

1

2

龍仁 대덕골

구릉

1

4

3

廣州 驛洞

구릉

6(?)

1

4

仁川 雲北洞

해안구릉

2

9

5

南楊州 水石里

고지

6

6

烏山 佳長洞

구릉

1

구상
유구

무덤

토기
가마

기타

출전

김현준・안영표 2008
1(?)

기전문화재연구원 2003

1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1
이길성 2010
김원용 1966

9

7

華城 洞化里

구릉

1

8

富川 如月洞

구릉

2

2

9

安城 盤諸里

고지

72

10

10

楊平 三星里

충적지

1

11

春川 擧頭里 北地區

충적지

3

12 春川 擧頭里 南東地區

구릉

1

13

春川 漆田洞

구릉

4(?)

14

春川 玄岩里

충적지

4

15

原州 法泉里

충적지

1

16

高城 松峴里 B

구릉

12

4

17

高城 松峴里 C

구릉

26

11
14

2

환호

경기문화재연구원 2008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0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a

7

3

환호, 목책열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a
중원문화재연구원 2007b

1

김권중 2006
김권중 2006
한림대학교박물관 1996

20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a
국립중앙박물관, 2002
2

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18

高城 松峴里 D

구릉

13

19

高城 猪津里 A

구릉

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20

高城 猪津里 D

구릉

5

21

高城 鐵桶里

구릉

5

22

高城 草島里

구릉

15

23

高城 花浦里 1

구릉

2

24

高城 花浦里 2

구릉

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25

高城 三浦里

구릉

5

예맥문화재연구원 2008

26

襄陽 北坪里

구릉

3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a

27

襄陽 凡阜里

구릉

1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a

28

襄陽 池里

구릉

1

강릉대학교박물관 2001

29

江陵 松林里 A

구릉

3

30

江陵 松林里 B

구릉

1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31

江陵 松林里

구릉

1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e

32

江陵 方洞里 A

구릉

6

4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d

33

江陵 方洞里 B

구릉

6

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d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0a
5

3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0a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b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c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3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a

8

1

한림대학교박물관 2003

34

江陵 方洞里 C

고지

27

35

江陵 楡川洞

구릉

2

1

36

江陵 笠巖洞

구릉

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e

37

東海 智興洞

구릉

1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b

1

2

환호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d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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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강원 영동지역 취락 편년 비교
朴辰一
(2007)

비파형
송현리 B
동검

원형
점토대
토기 세형
동검

中村大介
(2009)

朴淳發
(2009)

李亨源
(2011)

초도리
송현리 D
입암리

송현리 B, D
방동리 C

송현리 C, D
방동리 C
입암리
지리
송림리

삼각형
점토대토기

질 가능성이 높지만, 명확하게 이

방동리 C
송현리 B

송현리 B
송림리

방동리 C
송현리 C, D
방동리 A
송현리 D

를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영동지역에서도 강릉 방
동리 C지구 취락이 고지성 취락으
로 분류되었다. 이 취락에서는 주
거지 27기와 함께 환호, 구상유구,
소형 수혈, 무덤, 토기 가마 등이
확인되었는데, 반제리, 영창리유
적과 같이 환호와 주거지가 중복
되어 있고, 주거지 간에도 중복 양
상을 보여준다. 주거지 수량만으

로 보았을 때, 뒤에서 설명할 송현리 C지구 취락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시기적으로 2단계로 구
분된 취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락 구조상 고지의 정상부를 공지로 남겨놓고 이를 중심으로
방사상의 주거 배치를 보이는 점도 위의 유적들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고지에 입지한 취락 가운데 일부는 정상부 중앙을 공지로 남겨놓
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지들이 방사상으로 배열되는 점, 그리고 그 외곽을 환호로 둘러쌓은 점에
서 공통점이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가령 반제리 취락은 환호 내부에 주거지가 분포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거지는 환호 밖에 분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방동리 C지구와 영
창리 취락은 환호 내부에 대부분의 주거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유적
모두 2단계 이상의 시간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호와 주거지의 조성 시점의 관계는 분명치
않다. 다만 안성 반제리유적의 경우 환호가 이른 단계의 주거지와 동시기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
다(庄田愼矢 2009: 72).
다음 구릉에 입지한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은 전체 취락의 약 80%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은 조
사된 주거지가 많지 않고 함께 조사된 부속시설도 많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거지와 함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된 고성 송현리, 초도리, 강릉 송림리, 방동리 취락만을 대상으로 취락 구조
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성 송현리유적은 1기의 주거지만이 조사된 A지구를 제외하면 모두 3개 지점에서 취
락이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B, D지구에서는 10여 기 내외의 취락이 입지하고 있으며, C지구에
서는 2개의 취락이 능선을 달리하여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현리 D지구 취락의 경우 2~5
기의 주거지가 주거군을 이루며 3개 지점에 분포하면서 취락을 이루고 있다.6) 반면, B지구 취락
에서는 주거군의 결집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송현리 지역의 취락들은 주거지 간의 중복이
있긴 하지만, 그 사례가 많지 않아 동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각 취락에는 소형 수혈이 주거지 주

38

韓國考古學報 第80輯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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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분포하고 있으며, B지구 취락에서만 2중의 구상유구와 석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강릉 송림리 취락은 삭평 때문에 유구 성격을 알 수 없지만, 확인된 유구 배치로 볼 때, 송현
리 D지구 취락과 유사한 구조라 판단된다. 계곡부에 연한 사면부 4개 지점에 주거지와 소형 수
혈로 생각되는 유구들이 분포되어 있다. 각 분포 지점 간에는 20~40m 거리의 공백이 있어 별개
의 취락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각각이 독립된 단위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가 한
단위의 취락일 가능성이 높다. 각 단위는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세대복합체가 주거군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4개의 주거군이 하나의 단위 취락을 이루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
조는 고성 초도리 취락에서도 확인되는데, 동서 방향의 능선을 따라 3~5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주거군이 크게 3개 지점에 분포하고 있으며, 각각이 20~40m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
성 초도리 취락도 3개의 주거군이 한 단위의 취락을 이루는 구조라 생각된다.
한편 강릉 방동리 A지구와 B지구 취락은 계곡부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 각각의 능선과
사면부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계곡부를 고려해 볼 때, 동일 취락일 가능성
은 없다고 판단된다. 취락 내 주거지는 6기이며, 주변에 소형 수혈들이 분포하고 있어 비록 주거
지 수량이 많지 않지만, 한 단위의 완결된 소형 취락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취락 규모는 청동기시대에 비해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청동기시대 취락
을 소형, 중형, 대형 취락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기준은 소형 주거지로 구성될 때, 소형 취락 10
여동, 중형 취락 40~50여 동, 그리고 대형 취락은 100여 동 이상으로 파악하였다(송만영 2002:
130~133). 그런데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을 살펴보면, 소형 주거지 4~6동 규모 단위가 완결된

최소 단위의 취락을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면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 가운데 주거지가
중복되지 않은 춘천 현암리, 고성 철통리, 삼포리, 강릉 방동리 A, B지구 취락들이 이에 해당된
다. 또한 이보다 규모가 큰 취락들은 12~18동 규모인데,7) 이러한 규모의 취락에서 대체로 3~4
개의 주거군이 결집된 양상을 보여준다. 기타 반제리, 송현리 C, 방동리 C 취락들은 주거지들이
중복되어 2단계 이상의 시간 폭이 있는 취락들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중기, 특히 대형 취락이
출현한 시점과 비교할 때, 점토대토기 단계에는 최소 단위의 완결된 취락 규모가 1/2에서 1/3 가
량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형 취락8)이라고 규정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적지에 입지한 취락은 주로 영서지역에서 확인되었는데, 춘천 거두리, 현암리,
원주 법천리, 양평 삼성리유적 정도로 전체 유적의 9%에 불과하다. 이외에 가평 대성리유적도
취락이 북한강변의 충적지에 입지한다. 각 유적에서 조사된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는 4기 미
만으로 춘천 거두리 2지구의 북지구에서 3기, 현암리유적에서 4기, 그리고 법천리와 삼성리유적
에서 1기가 조사되었을 뿐이다. 주거지와 함께 조사된 유구는 소형 수혈뿐으로 취락 구성이 다른
입지에 비해 매우 단조롭다. 이는 충적지에 입지한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 가령 춘천 천전리 취
락(강원문화재연구소 2008b)이 주거지 외에 소형 수혈, 굴립주 건물지, 함정, 경작유구, 무덤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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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다양한 유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와 같이 충적지에 입지한 점토대토기 단
계 취락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취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또한 취락의 부대
시설이 다양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분산형 취락들이 주로 구릉에 입
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며, 청동기시대와는 다른 생계경제 체제로의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1개의 주거군이 소형 취락을 이루며,
3~4개의 주거군이 결집되어 중형 취락을 이루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와 비교할 때, 단위 취락별
규모가 매우 축소된 형태이다. 앞으로 대형 취락이 조사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2. 粘土帶土器 段階의 聚落 階層化
다음으로 취락 내부에서의 계층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의 규모
및 공간 배치상의 우월성과 기능, 그리고 출토유물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고성 초도리 취락은
동서 방향의 능선을 따라 주거군이 크게 3개 지점에 분포하고 있는데, 각 주거군에 부속된 시설
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군 주변에서 32기의 소형 수혈이 집중 분포
하고 있는 반면, 가장 서쪽에 있는 주거군에서는 2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주
거군별로 기능 차이를 반영하였을 개연성이 높지만, 동시에 각 주거군 간의 위계를 반영했다고
는 보기 어렵다. 취락 내의 무덤들이 대개 주거 구역 외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거리상
으로는 석곽묘가 서쪽 주거군에 인접해 있지만, 서쪽 주거군이 묘역을 관리했을 가능성은 희박
하다. 따라서 초도리 취락은 저장을 담당하는 1개 주거군과 그렇지 않은 2개 주거군으로 기능이
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송현리 D지구 취락도 북쪽에 별도로 독립된 1호 주거지를 제외하면 3~4개의 주거군으로 구
성된 취락이다. 소형 수혈들이 다수 분산되어 있지만, 대체로 대형에 속하는 17호 주거지를 중
심으로 동쪽에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능선 중앙에 위치한, 소형 주거지로 구성된 주거군
과도 근거리에 있어 주거군 간의 계층 차이가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또한 송현리유적에서 위
세품과 관련된 유물은 석검과 석창, 그리고 검파두식으로 판단되는데, 주거지에서의 출토 여부
를 통해서 주거지의 위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송현리 D지구 취락에서는 소형 수혈
들이 집중되지 않은 동쪽의 주거군 가운데 규모가 큰 7호 주거지에서 검파두식이 출토되었다.
이는 취락의 엘리트가 저장 시설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송현리 C지
구 취락은 2개의 취락이 결집된 취락인데, 이 가운데 북쪽의 소형 취락에서는 중심에 위치되면
서 가장 규모가 큰 20호 주거지에서 석검과 석창이 출토되었다.
강릉 방동리유적에서는 주거지 6기로 구성된 2개의 소형 취락이 A, B지구에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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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취락 내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면서 정상부에 가깝게 입지한 A1호, B1호 주거지에
서만 석검 내지 석창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상위의 주거지 1기와 다수의 하위 주거지로 계층
화된다. 이와는 달리 보다 규모가 큰 방동리 C지구 취락에서는 모두 5점의 석검 내지 석창이 출
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주거지 규모가 큰 5호, 6호, 21호에서 석검 내지 석창이 출토되었다. 기타
충적지에 입지한 취락인 춘천 현암리유적에서는 4기의 주거지와 함께 수혈 20기가 조사되었는
데,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1호 주거지에서만 검파두식과 반원형 옥제품이 출토되었다.
위의 유적 사례를 정리하면, 소형 취락의 경우에는 상위의 주거지 1기와 다수의 하위 주거지
등 2단계로 계층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형 취락의 경우에는 주거군 간의 위계 차이는
분명치 않았지만, 소수의 상위 주거지와 다수의 하위 주거지 등 2단계로 계층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정점에 있는 상위 주거지는 규모가 가장 크면서, 취락의 중심 또는 경관이 좋은 능
선의 최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위의 주거지에서는 위세품이라고 할 만한 검파
두식, 석검, 석창 등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 내부는 2단계
이상의 계층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는 청동기시대에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사회 복합도가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뒤에
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취락 간 계층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인접한 취락 간의 계층화 양
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강릉 방동리 취락을 제외하면 거의 비교 대상이 없다. 방동리유
적에서는 고지의 C지구 취락과 구릉의 A지구, B지구 취락이 조사되었다. C지구 취락이 해발
90~95m 고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A지구 취락과 B지구 취락은 이 고지에서 뻗어내려
계곡부와 연결되는 능선의 말단부에 각각 입지하고 있다. A지구 취락과 B지구 취락의 해발 고도
는 55~70m 내외이며, 두 취락 사이에는 보다 작은 계곡부가 형성되어 있다.
庄田愼矢(2009)의 방동리 취락 편년에 따르면, A지구 취락과 B지구 취락은 동일 시기이며, C

지구 취락은 A, B지구 취락과 동일 단계와 그 이후 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그의 편년에 따르
면, A, B, C지구 취락이 동시에 존재하였다가 어느 시점에 A, B지구 취락은 폐기된 반면, C지구
취락은 폐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존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
고지의 C지구 취락을 중심으로 구릉의 A, B지구 취락들이 결집된 양상이 촌락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C지구 취락이 A, B지구 취락들보다 장기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대일 비교하는 것은 무
리가 있겠지만, C지구 취락에서 확인되는 환호와 토기 가마, 그리고 무덤 등을 고려할 때, A, B
지구 취락들보다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환호 시설은 점토대토기 단
계에 제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C지구 취락이 A, B지구 취락들보다 상위의 취락으로 파
악된다. 따라서 강릉 방동리유적의 상황만으로 판단한다면,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 간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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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단계로 계층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방동리 촌락의 횡적 경관을 고려할 때, 고성 송현리유적의 A, B, C지구 취락도 보다 높은 고
지의 취락을 중심으로 결집된 하위 취락의 횡적 경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지역의
조사가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능선을 따라 여러 취락들이 존재
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실제 A, B, C지구 취락군의 범위는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 포
함되어 있어 청동기시대 촌락의 범위를 2~4km로 파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송현리
A, B, C지구 취락에 더하여 송현리 D지구 취락까지 포함하면 직선거리로 2km가량으로 이 정도
의 범위가 점토대토기 단계의 최소 촌락 범위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영동지역 점토대토기 단계의 공동체는 촌과 소촌이 결집된 촌락 수준으로 최소
2km 이상의 범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영동지역이 지리적으로 한계가 많아 청동기시대
와 같이 대형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울, 경기
지역과 영서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 상황이 이보다 결코 좋아보이지
는 않는다. 그런데 박순발은 점토대토기 단계의 지역적 통합 범위를 한강유역의 사례를 들어
직경 15km로 파악하였다. 그 근거는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과 왕숙천 일대에 7개의 유적이 직
경 15km의 범위 내에 밀집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외의 지역에서도 직경 15km의
범위는 한강유역의 점토대토기 단계 유적 간의 분포 간격과도 부합된다는 것이다(박순발 1997:
25~26). 그러면서 “지석묘밀집군보다 세형동검기의 유적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간의 통

합이 진행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표조사에서 알려진 점토대토기 단계의
유적 분포만으로 지역 통합의 범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작위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이다. 게다
가 세형동검기의 유적 수가 청동기시대에 비해 줄어든 현상을 지역 간에 통합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에 보이는 읍락 사회는 점토대토기 단계에 이
르러 촌락 사회로 오히려 사회의 복합도가 감소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점토대토기 단계에 소규모 단위의 분산형 취락을 인정하면서도 인구나 사회통합의 규
모는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이성주 1996). 그러나 지표조사에서 알려진 점토대토
기 단계의 유적 수가 청동기시대 중기 유적 수보다 많지 않고 또한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 규모
가 크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인구 규모가 오히려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단적으로 중부지방에서 조사된 점토대토기 단계 주거지를 모두 합산하여도 청동기시대 중기의
대형 취락 2개의 주거지 규모에 불과하다. 물론 점토대토기 단계에 일정 기간 재지 집단과 이주
집단이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지 집단의 취락 인구를 마땅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점토대토기 단계와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조차도 많
지 않고 그 규모도 작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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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의 性格
1. 高地性 聚落의 性格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지성 입지이다. 이러한 고지성 취락의
성격과 관련하여 당시의 국내 상황 또는 사회변동에 의해 발생된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집단 또
는 취락간의 방어를 목적으로 출현하였다는 견해(鄭澄元 1991: 38~39)가 제시되었다. 당시의 사
회변동이란 북방에서 세형동검문화가 남하하면서 남부의 각 지역에서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집
단 간의 지역 분쟁이 높아진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방어 목적 또는 효율적인 전투 수행
을 위하여 고지성 취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점토대토기 출현 배경으로 주민이주설(朴淳發 1993)이 제기되면서 고지성 취락은 남하
해 온 초기 점토대토기 집단들이 조성하였다는, 보다 구체적인 견해가 발표되었다(박순발 1997:
23). 이는 남하해 온 초기의 점토대토기 집단들이 재지의 지석묘 집단과의 마찰을 피해 비교적

그 세력이 강하지 않은 소규모 지석묘 밀집군 또는 공백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였는데, 이는
점토대토기 집단들이 점유한 유적의 입지가 모두 高地라는 점에서 부합된다는 것이었다. 이 견
해는 재지의 지석묘 집단과 이주한 점토대토기 집단들과의 사회경제적인 긴장과 갈등을 강조
함으로써 고지성 취락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송국리식 주거지에서 원형점토대토기의 공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호서지역에서도 두 집
단의 공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즉 초기에는 재지 집단과의 마찰을 피해 점토대토기 집단들이
고지에 정착하였으나, 선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양 집단 간의 교류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이
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토대토기 집단의 고지성 취락이 평지 주변의 구릉으로 이동하였다는 견해
(이형원 2005)로 진전되었다.

위와 같은 견해를 염두에 둔다면 점토대토기 단계의 고지성 취락은 초기 점토대토기 이주민
의 취락이며, 점차적으로 재지 집단과의 경쟁 또는 교류를 통해서 취락 입지가 평지화되고 고지
성 취락은 해체가 되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입증되기 위해서
는 두 가지 전제가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첫째는 고지성 취락이 초기 점토대토기 집단의 취락인
점을 고려할 때, 구릉 또는 충적지에 입지한 취락보다 편년상 이른 시기여야 하는 점, 그리고 둘
째는 고지성 취락의 성격이 집단 간의 갈등관계만을 반영하는지의 여부이다.
먼저 편년 부분은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고지성 취락에 해당되는 안성 반제리, 남양주
수석리, 보령 교성리 취락이 최근 연구(庄田愼矢 2009: 74)에서 가장 이르게 편년되지 않은 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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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루어 고지에서 평지로의 이동은 편년적 근거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둘째는 고지성 취락의 성격으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석묘 집단의 입지와는 다른 高地 입지
가 두 집단 간의 갈등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 입증되지 않은 두 집
단 간의 갈등관계를 상정해 놓고 고지성 취락의 성격을 섣불리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고지성 취락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고지성 취락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최근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안성 반제리와 같은 고지성 취락과 더불어 취락이라 보기 어
렵지만, 점토대토기 집단들이 고지를 활용한 여러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가령 오산 가장동, 수
원 율전동(기전문화재연구원 2004), 화성 동학산, 부천 고강동유적(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2000) 등인데, 오산 가장동에서만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을 뿐 나머지 유적에서는 주거지가 확

인되지 않았다. 이 유적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산 정상부를 에워싼 환호가 조사되었는데, 환호 내
부의 면적과 곡부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이상엽 2006: 57~59). 첫
째는 테뫼형이라 불리는 것으로 고강동과 반제리유적이 해당되며, 둘째는 포곡형으로 가장동,
율전동, 동학산유적이 있다.9) 두 유형의 환호에 대해서 성격을 다르게 이해하였는데, 테뫼형을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포곡형을 경계 또는 방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이상엽 2006:
59~60).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사례(서길덕 2006; 오승열 2007)를 보면 포곡형조차도 방어보다는

제의 또는 경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로 첫째 주변 지형에서 조망권이 좋은
지점에 환호가 설치된 점, 둘째 환호 내부에 수혈 유구 외에 동일 시기의 유구가 존재하지 않고
空地의 성격을 가지는 점, 셋째 환호가 반복적으로 재사용된 점, 넷째 환호 내부에서 의례 행위

를 추정케 하는 수혈유구, 목탄 등이 관찰되고 소형토기, 이형토기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된 점을
들고 있다(오승열 2007: 530).
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산 정상부를 에워싼 환호와 함께 목책이 조사된 반제리유적이 주목된
다. 환호 내부의 산 정상부에서는 특별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산 정상부에 자연 바위군이
형성되어 있어 제의 행위의 장소가 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이상엽 2006). 이와 같은 사례
는 오산 가장동유적에서도 관찰되는데, 구릉 정상부에 형성된 자연 바위군 사이에서 석부 1점이
채집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강동유적에서는 환호 내부에서 적석 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 또한
자연 바위군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제의 대상은 가장 高地에서 이루어지는 제의
이기 때문에 정황상 하늘과 관계될 것이라는 견해(서길덕 2006)에 동의한다.
이러한 제의 공간의 규모는 제의에 참여하는 집단의 규모, 즉 공동체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반제리와 고강동유적의 경우10)에는 개별 취락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겠지만, 율전동, 동학산, 가장동과 같이 비교적 큰 규모의 제의 공간에는 촌락
단위 또는 여러 촌락의 구성원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을 염두에 둔 복원이지만, 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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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환호는 전장 길이가 최소 600m, 내부 면적이 11,400m2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다(기
전문화재연구원 2004: 140). 환호의 잔존 최대 폭이 2m, 최대 깊이가 1m가량에 불과하지만, 많이

삭평되었음을 고려할 때 개별 취락이 단독으로 환호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동학산유적의 환호는 평면 형태가 타원형에 가까우며 4조의 다중 환호가 둘러져
있는데, 최대 직경이 100여 m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가장동유적의 환호는 규모가 작고 북동 사
면에서만 일부 관찰되지만, 반제리와 고강동에 비해 제의 공간의 규모가 컸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촌락 단위 또는 여러 촌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의에는 거푸집(화성 동학산)이라든
지 세형동검(합천 영창리)과 같은 위세품이 사용되었을 것이다(송만영 2007).
한편 동학산유적과 가장동유적은 서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제의권의 범위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두 유적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오산천과 황구지천 사이의 구릉 정상
부에 입지하고 있는데, 각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구릉군은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작은 하천을 경
계로 북쪽과 남쪽으로 양분된다. 북쪽 구릉군에 위치한 동학산 환호는 해발고도가 105m가량이
며, 남쪽 구릉군의 가장동 환호가 75m가량이다. 상대적으로 유적 규모가 크고 해발고도가 높으
며, 위세품이 출토된 동학산유적이 가장동유적보다 위계가 높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형으로 볼
때, 각 유적이 별개의 제의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별개의 제의 공간은 직선거리로
6km가량 떨어져 있어 이 정도의 범위가 점토대토기 단계의 제의권 범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데 환호가 조사된 지점의 주변에도 독립된 구릉들이 관찰되고 있고,11) 여기에서 또 다른 제의 공
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12) 직경 6km의 범위는 제의권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영동지역에서 관찰된 촌락의 범위를 함께 고려할 때,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단계의 지
역공동체의 규모는 2~6km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점토대토기 집단들이 고지를 활용한 유적들, 이를 취락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대
부분이 제의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성 반제리유적과 같이 취락과 제의 공간이 종
적 경관을 이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의 공간을 갖춘 고지성 취락도 일반화되었을 것이라 판
단된다.
물론 이주 집단에 의해 형성된 취락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고지성 취
락 가운데 극히 일부 취락, 예를 들면 남양주 수석리와 보령 교성리 취락은 다른 취락과는 달리
주거지에 벽부노지가 설치된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락들은 비록 사례가 많
지 않지만, 고지에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환호가 둘러져 있지 않아 앞에서 살펴본 제의적 성격의
취락과는 차이가 있다. 위의 두 유적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락의 전체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된 취락 규모가 맞다면, 이 규모가 요령 지역에서 이주해
온 단위 집단의 규모일 것이다. 즉 이주 단위가 소형 취락 규모일 개연성이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 단계의 중부지방 고지성 취락을 요령 지역에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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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토대토기 집단의 취락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논리를 확대하여 이주 집
단과 재지 집단과의 갈등론으로 점토대토기 사회를 해석하는 연구는 더욱 문제가 된다. 재지 사
회에 이주민의 출현이 반드시 갈등과 경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주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갈등이 한시적이거나 미약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극단적인 갈등론의 입장에서 점토대토기 사회를 바라본 견해(손준호 2009: 97)에서는
이주민과 재지민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보지 못했
다. 당대에 전쟁이 있었는지를 밝혀줄 여러 고고학자료, 이를테면 환호와 무기 양상만 보더라도
점토대토기 단계의 전쟁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환호 성격이 방어보다는 제의와
관련됨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논외로 하고 석촉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촉신의 형태와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논문(손준호 2007: 102~108)에서 편평형촉이 수렵용
으로 능형촉이 무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를 중부지방 화살촉 단면 형태의 변화
에 적용해 보면, 일정한 패턴이 관찰된다. 즉 청동기시대 전기 전반(편평형촉) → 청동기시대 전
기 중반~후기(능형촉) → 점토대토기 단계~원삼국시대 중기(편평형촉) → 원삼국시대 후기~
삼국시대(능형촉)의 변화인데, 대체로 취락이 발달하고 집단 간의 알력이 높은 시점(송만영 2000:
142~147)에 능형촉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편평형촉이 사용된 점토대토기 단계에 대규모 전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령 교성리유적에서 다량의 편평형촉이 출토된 점을 중시하여 교성리
취락이 방어적 성격의 취락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권오영 1996: 37). 그러나 편평형촉의 기능에
주목한다면 교성리 취락이 방어를 염두에 둔 취락이기보다는 생계 수단으로 농경보다는 수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지성 취락이 방어적 성격의 취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이주 집단의 고지성
취락들이 재지 집단과의 경쟁 또는 교류를 통해 점차 평지의 구릉(이형원 2005) 또는 평지화(李和
種 2005)되었다는 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취락들의 편년관계를 따져보아도 그러하거니

와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들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점토대토기문화 형성에 요령 지역
의 이주 집단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부분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도 이주 집단의 규모라든가, 이
주 양상들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요령 지역의 점토대토기 집단의 push factor로 정치적
상황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13)이 무엇이든 원론적으로 전쟁과 같은
요인에 의해 이주할 경우에는 치밀한 계획 없이 이주할 가능성이 높으며(김장석 2002a: 13), 그
규모도 크지 않았을 것이다(김장석 2009: 53). 또 하나는 요령 지역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가 일
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에 원인이 되었던 요령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복잡했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
다. 또한 한반도 내의 점토대토기 유입 루트를 다양하게 본 연구(정인성 1998; 이숙임 2003)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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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와 같은 상황을 반영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중부지방에서 관찰되는 이주 집단의 고
지성 취락이 반드시 이른 단계로 편년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 단계의 고지성 취락은 이주한 점토대토기 집단과 재
지의 지석묘 집단 간의 갈등을 반영하기보다는 제천 의례와 관련된 취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갈등론의 입장에서 점토대토기 사회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부지
방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과 사회는 분명 청동기시대와는 차이가 있다. 청동기시대 취락이 수
계를 중심으로 주로 구릉과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高
地의 제의 공간을 중심으로 이와 연결된 구릉에 주로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지 차이

가 생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다만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이 수
계보다는 高地의 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릉의 취락들이 결집되며, 高地의 제의 공간들을 연결
하는 사회경제적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의 系譜와 性格
점토대토기 사회 형성에 요령 지역의 이주 집단이 깊이 관여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
러한 인식은 이주 집단이 토착 지석묘사회를 장악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에 의해 재편하였다는 기
층 재편론(박순발 1997: 22)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각에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한 것은 정인성의 연구이다(1998: 37~52).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낙동강유역권에서 확인되는 세형
동검 1단계의 문화요소들이 지석묘 단계에서 계승성을 구할 수 없으며,14) 반면 삼국시대의 대표
적인 고분군들이 위치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세형동검과 관련된 유적이 확인되기 때문에 삼국시
대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세형동검 집단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인식과는 다르게 요령 지역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는 인정하면서 오히려 호
서, 호남지역의 송국리유형 집단이 축적된 잉여를 바탕으로 유이민 집단의 청동기술을 수용하여
권력을 강화해 가면서 유이민 집단을 흡수 통합했다는 견해(김성남・허진아 2008: 28~29; 김장석
2009: 53)도 있다. 물론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나오게 된 것은 낙동강유역권과 호서, 호남지역이

라는 분석 지역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주 집단과 재지 집단과의 역관계가 지역마
다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또한 역관계는 동일하지만, 분석 대상을 달리
해서 빚어진 결과의 가능성도 있다. 즉 전자의 연구에서는 취락 자료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덤만
을 분석한 것과 달리 후자의 연구에서는 주로 취락 자료를 고려했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왔
다고 할 수 있다.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사회의 경우에는 취락과 무덤 자료를 모두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가능
성이 높지만(박순발 1997), 대부분은 지표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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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발굴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취락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검토할 내용은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 유형, 취락 입지, 규모를 청동기시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계승성과 단절
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점토대토기 단계의 제의 공간에 대해서도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는 소형의 (장)방형 또는 말각(장)방형 주거지 내부에 1기의
노지가 설치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물론 평면이 원형이거나 노지가 2기 이상 설치된 주
거지, 규모가 80m2에 이르는 대형 주거지도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주거
유형의 계보와 관련하여 주목할 지역은 중국 요령지역이다. 많은 자료가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新民縣 公主屯유적의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주거지가 규모와 평면 형태, 그리고 壁附爐址의 존재

에서 수석리, 교성리 주거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여러 연구자(최종규 2002; 박순발 2004)에 의해
지적되었다. 따라서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 계보는 중국 요령지역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벽부노지가 설치된 주거지는 안성 반제리, 남양주 수석리, 고성 송현리 B지구, 보령
교성리유적에서만 일부 확인되는 등 사례가 많지 않고 벽부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의 연대가 주거
지 바닥에 노지를 설치한 주거지보다 늦다는 편년 연구(庄田愼矢 2009: 72~74)를 고려해 볼 때,
그 계보를 일원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벽부노지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특징들
은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동기시대 중기 이래로 남한지방 주거 유형은 이전 시기의 흔암리식 주거지가 계속 조영되
면서 소위 울산식 주거지와 천전리식 주거지와 같은 지역화된 주거 유형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계보로 보았을 때 흔암리식 주거 유형을 계승한 것인데, 단축 폭이 3~4m이면서 평면 형태가 세
장방형, 장방형, 방형 주거지가 함께 취락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평면 형태의 주거지가
한 취락에 공존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즉 위계를 반영하였을 가능성과 특정
주거지의 지속 기간을 반영하였을 가능성 등인데,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한편 중기로 편년되는 소형의 방형 주거지는 일반적으로 방형이라고 표현하지만, 장방형에
가까운 것, 모서리가 말각된 것, 각 변이 둥글게 처리된 것 등이 모두 포함되며, 내부에 1개의 노
지가 설치된 주거지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형의 방형 주거지는 호서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부터 보이고 있지만(玄大煥 2010), 중부지방에서는 이보다 늦은 중기부터 출현하여 중기 전
기간에 걸쳐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의 주거지는 규모와 평면 형태, 노지 시설 등에서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와 매우 닮아있다. 또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원형점토대토기가 출
토된 송현리 B-10호, C-11호, C-21호, D-10호 주거지도 소형의 방형 주거지이지만, 내부에 작
업공과 중심 2주공이 있는 송국리유형 계보의 주거지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송국리유형 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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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보80_본문.indb 48

11. 09. 28 오전 10:36

주거지는 철통리, 초도리, 지흥동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점토대토기 단계 주거지의 계
보는 청동기시대 중기 주거지와 연결되고 있으며, 벽부노지와 같은 새로운 요소가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취락 입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 취락들이 주로 구릉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
에 청동기시대 중기 단계의 취락들과 중복되거나 인접하여 위치한 경우가 많다. 가령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용인 대덕골, 광주 역동, 오산 가장동, 안성 반제리 취락들은 모두 청동기시대 중
기 취락과 중복되거나 인접된 구릉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산 정상부를 제의 공간으로 활용한 점
토대토기 단계의 유적들도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과 중복되는데, 부천 고강동, 화성 동학산, 수원
율전동유적들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하남 미사리, 남양주 장현리, 광주 장지동유적
과 같이 충적지에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이 입지한 사례가 있지만,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확
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서지역에서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이 많이 조사되지 않았지만,
춘천 거두리, 현암리유적 등의 충적지에서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과 중복되어 조사되었다. 이외
에도 춘천 중도와 신매리, 천전리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채집되었는데, 이 유적들에서도 중
기 취락이 확인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과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동일한 입지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춘천 칠전동유적과 같이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이 구릉에
입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영동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과 점토대토기 단
계의 취락이 구릉에서 중복되거나 인접하여 위치한 경우가 종종 확인되기 때문에 입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 취락은 지역에 따라 입지의 선호도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점
토대토기 단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토대토기 단계에 서울, 경기지역에서 충적지
에 입지한 취락이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영서지역에서는 구릉에 입지한 취락이 새로 등장하는
등의 변화가 있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된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들이 대부분 구릉에 입지해 있
고 중부지방에서 점토대토기가 채집된 유물산포지조차 구릉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점토대토
기 단계에 구릉이 일반적인 입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청
동기시대 취락이 있던 자리에 재점유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충적지, 구릉 중심
의 취락 입지에서 구릉, 고지로 변화해 갔다. 이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이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취락 간의 연결망이 수계가 아닌 고지 중심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망이 발생한 원인과 시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자
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의 경관 가운데 하나인 제의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
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개별 취락 단위로 제의 공
간을 운영하거나 여러 취락들이 공동으로 제의 공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의 공간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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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의 종적 경관과 횡적 경관의 한 구성 요소이다. 제의가 일반적으로 개별 취락의 구성원을 결속
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아울러 공동의 제의에 참여하는 취락들의 연결망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청동기시대의 수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취락들의 연결망15)이 어느 시점엔가 해체
되고 점토대토기 단계에 고지를 중심으로 한 취락들의 연결망으로 대체된 것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연결망의 형성 시점인데, 구릉 정상부에서 이루어지는 취락 공동체의 제의 출
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이 화성 쌍송리유적(김용 2010)이다. 이 유적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에 취락이 처음 조성되어 중기
어느 무렵까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적은 해발 70m 내외의 구릉 정상부를 둘러싼 환호 시
설과 함께 환호 밖의 능선과 사면을 따라 배치된 주거지로 구성된다. 환호의 평면 형태는 원형
이며, 직경이 약 35m이다. 환호 내부에서 구순각목공렬토기가 출토되어 환호의 조성 시기는 청
동기시대 중기 전반 무렵으로 생각된다. 매우 돌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구릉 정상부를 둘러싼
점, 환호의 평면 형태가 원형인 점, 그리고 환호 규모가 직경 30~40m 내외로 소규모인 점 등 점
토대토기 단계인 안성 반제리와 부천 고강동유적의 환호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환호 외부
의 능선과 사면을 따라 주거지가 배치된 양상도 반제리유적의 취락 구조와 매우 닮아 있다. 따라
서 개별 취락 단위의 제의 공간 조성은 이미 청동기시대 중기 취락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점토대
토기 집단의 이주와 함께 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여러 취락들이 참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제의 공간은 중부지방의 경우 청동기시대에
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일부 사례가 관찰된다. 가령 창원 남산
의 환호유적(昌原大學校博物館 1998)인데, 출토유물로 보아 청동기시대 중기 후반에 속한다. 이
유적은 해발 100m 정도의 독립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3중의 환호가 돌아간다. 환호
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으로 규모는 복원된 장축이 100m가량이며, 단축은 44m이다. 규모와 다
중환호인 점만으로 볼 때, 화성 동학산 환호와 유사하다. 남산유적의 환호 성격과 관련하여 방어
취락으로 보아왔지만, 제의 목적의 환호 취락으로 보는 견해(武末純一 2005)도 있다. 또한 구순
각목공렬토기가 출토되어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울산 연암동 환호(경남문화재연구
원 2004)도 제의와 관련된 유적으로 파악된다. 이 환호유적은 해발 65m의 구릉 정상부를 둘러싼

이중의 환호와 내부 중앙의 수혈유구로 구성된다. 환호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개별 취락의 제
의 공간일 가능성도 있지만, 외환호의 장축 직경이 125m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
러 취락의 구성원들이 제의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유적의 사례로 볼 때, 여러 취
락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제의 공간이 청동기시대 중기 무렵부터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제의 목적의 환호가 점토대토기 단계에 이르러 합천 영창리유적의 환
호와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와 취락 양상은 이 무렵 점토대토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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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집단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변화라기보
다는 청동기시대 중기 이래로 변화된 재지

표 4 中部地方 靑銅器時代 前期 後半~中期 聚落 編年
地域

집단의 새로운 적응 체계를 반영한다고 하
겠다. 그렇다고 할 때, 지석묘 단계와 점
토대토기 단계의 유적 분포가 서로 다르거
나, 연결망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도 청동
기시대 중기 사회의 내재적인 요인과 관련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중기 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형 취락의 해체와 주거지의 소형화 현
상에 대한 배경이 주목된다. 필자는 청동
기시대 대형 취락의 해체는 그 시점이 점
토대토기 단계의 초기라 판단하여 원형점

서울・
京畿

토대토기 집단의 이주가 직간접적으로 관
련될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송만영 2007:
31~32). 즉 청동기시대 중기의 보령 관창

리 대형 취락이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 들
어서면서 그 규모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양
상을 그 근거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부지방의 청동기시대 대형 취
락들이 중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해체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변화는 점토대
토기 단계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는데,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중기 전반에
취락의 집중도가 높고 대형 취락의 빈도가

嶺西

높은 반면 중반 이후로 점차 대형 취락이
해체되는 것과는 달리 영서지역에서는 중
기 중반에 대형 취락이 형성되었다가 후반
에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해체된 양상을 보
여준다(표 4). 즉 시점은 다르지만, 각 지
역에서 대형 취락의 형성 시점이 해체의

嶺東

聚落

前期 中期 中期 中期
後半 前半 中半 後半

河南 渼沙里
平澤 土津里(畿甸, 中央)
華城 盤松里
金浦 陽谷里
金浦 雲陽洞
金浦 場基洞
華城 古琴山
華城 泉川里
始興 陵谷洞
坡州 堂洞里
平澤 梁橋里
平澤 梁橋里 41-1番地
烏山 內三美洞
華城 東鶴山
義旺 二洞
平澤 防築里
河南 德豊洞
安城 萬井里 2遺蹟
華城 南陽洞
富川 古康洞
龍仁 竹田洞 大德골
安陽 冠陽洞
平澤 芝制洞
水原 西屯洞
安城 萬井里 新基 3地點
始興 桂壽洞
坡州 堂下里
平澤 七槐洞
平澤 素沙洞
春川 錦山里
加平 達田里
洪川 哲亭里 2地點
春川 新梅大橋
春川 新梅里 駐車場
華川 龍岩里
春川 泉田里
可平 大成里
春川 擧頭里
春川 新梅里 373-6番地
春川 新梅里 54-4番地
春川 下中島
高城 大垈里
襄陽 浦月里
江陵 方洞里 A
江陵 坊內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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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화는 왜 발생한 것일까? 김장석(2003: 49)은 천안 백석동유적의 사례를
들어 대형 취락의 해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구집중과 이를 통한 노동집약적 농경이 단기간에 농업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함
에도 불구하고, 인구밀집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인구과밀까지 이르게 되었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농토의 지력감소는 물론 가용농지 대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많은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술혁신, 대체자원 개발, 그
리고 인구과밀 해소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던 백석동의 해체는 인구를 분
산, 소개시킴으로써 인구과밀현상을 극복하는 방안이었으며(후략)”
김장석이 백석동유적을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하였지만, 백석동유적에서 대형 취락의 형성
시점은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이며(송만영 2002), 중후반에 취락이 점차적으로 해체된 것으로 생
각되기 때문에 김장석이 묘사한 대형 취락의 해체는 실제 청동기시대 중기 상황임을 우선 지적
하고 싶다. 이는 역삼동유형이 분포하는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호서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 이래로 형성된 취락이 장기 지속되면서 중기 전반에 대형 취락이 출현하였으나, 중후반에
점차적으로 해체된 양상에서는 공통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배경은 김장석의 견해처럼 인구
과밀에 따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인구 과밀에 따른 문제는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나는 바, 우선 증가된 인구를 부양하는 생계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을 것이지만,
이와 함께 주변 산림의 벌채에 따른 황폐화 및 자원의 고갈(오규진・허의행 2006)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형 취락의 해체 배경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안승모(2006)의 연구이
다. 그는 순화작물과 농업의 채용으로 정주취락과 사회적 복합성이 일정 기간 증가하지만, 생업
과 사회가 순화작물과 농업에 의존할수록 증가된 인구를 위한 가경지 확보의 한계라든가 기후변
화와 같은 요인에 급격히 붕괴될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대형 취락이 해체되었다고 하였다. 이러
한 관점은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서해안 지역에 조개무지유적이 형성되지 않다가 청동기시
대의 대형 취락이 해체되는 시점에 해양 자원의 이용이 일시 재개되는 현상(김장석 2002b: 99)과
도 부합된다.
한편 역삼동유형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형 취락의 해체와 주거지 규모의 축소 양상
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송국리유형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반대로 대형 취
락의 형성과 주거지 규모의 축소 양상이 확인된다. 가령 백석동유적에서 대형 취락이 출현하는
시점의 주거지는 세장방형, 장방형 주거지로 구성되지만, 남강유역에서는 (장)방형의 휴암리식
주거지 단계에 다중환호와 더불어 대형 취락이 형성된다. 그래서 김승옥(2006: 30~31)이 묘사
한 청동기시대 중기의 대형 취락 출현과 주거지 소형화 양상은 송국리유형이 주로 분포한 지역

52

韓國考古學報 第80輯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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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르면 세대공동체의 여러 세대가 하나의 주거에 거주하는 ‘공동
거주형 주거 방식’에서 여러 채의 독립된 가옥에 세대별로 거주하는 ‘독립거주형 주거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또한 그 원인을 본격적인 농경사회에서 노동의 전문화가 더욱 요구되어 세
대나 연령별 분화가 촉진된 결과 소형 주거지가 출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중부지방에서의 주거지 소형화는 위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부지방에서의 대형 취락의 해체는 생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
기 때문에 주거지 소형화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것은 임상택(2003)의 연구이다. 그는 빗살무늬토기문화 III기에 생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자원획득과 관련된 집단의 이동전략이 구사되고 따라서 취락 규모의 축소 및 분산화 현상이 나
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취락 규모의 축소와 함께 투자 비용이
적은 소형 주거지 축조는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부지방에서 소형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은 중기 중반부터 출현한다. 인천 중산동 취락(황해
경 2008)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사례인데, 처음에는 중소형 규모이지만, 화성 반송리 취락(한신대
학교박물관 2007)과 같이 중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취락에서는 소형 취락 규모이다. 영서지역에서

는 화천 용암리, 춘천 신매대교 부지, 거두리, 천전리, 가평 달전리, 홍천 철정리 II유적에서 중
기 후반의 소형 취락들이 조사되었다. 이 유적들에서 조사된 중기 후반의 주거지는 이전 시기에
비해 규모가 현격히 감소되며(洪周希 2009: 16), 취락 규모도 중기 중반 단계의 취락에 비해 작다.
따라서 소형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은 중서부 지역에서 먼저 출현하여 점차적으로 동쪽의 영서지
역으로 파급되면서 규모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16) 이는 지역에 따라 대형 취락의 형성과
해체 시점에 낙차가 있는 현상과 관련된다. 즉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대형 취락의 해체 시점인
중기 중반 무렵에 소형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이 출현하지만, 영서지역에서는 중기 후반에 대형
취락이 해체되면서 소형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이 출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 경관은 청동기시대 중기 중반 이래의 대
형 취락 해체와 더불어 취락의 소형화, 분산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대형 취락의 해체
는 점토대토기 집단의 이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업경제 체계에서 농경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농경 중심의 생계경제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일시적이나마 해양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좀 더 안정적인 생계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경과 수렵, 어로를 병
행하는 혼합경제 체제로 전환되어 갔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이와 연동되어 청동기시대의 수
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취락들의 연결망이 점토대토기 단계에 이르러 점차적으로 고지를 중심으
로 한 취락들의 연결망으로 대체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점토대토기 문화의 유입에 의해 한
반도의 청동기문화가 해체되었다고 보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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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기존의 중부지방 점토대토기 사회에 대한 이해는 재지 집단과 이주 집단 간의 갈등론, 그리
고 재편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고지성 취락을 집단 간의 알력과 긴장을 반영하는 자료로
인식하는 한편, 이주 집단에 의한 재편을 통해 점토대토기 사회는 청동기시대 사회와는 다른 보
다 광역의 지역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계급적 복합사회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에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의 입지 변화, 소형화, 분산화 경향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중부지방 점
토대토기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취락 규모의 축소와 단기 지속, 주
거지 소형화, 그리고 고지라는 독특한 취락 입지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노혁
진 2001; 이재현 2002)들은 점토대토기 이주 집단들이 영역 확장 또는 광상 조사를 위해 빠른 확

산을 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모든 점토대토기 집단을 이주 집단으로 파악한 것부터가 오
류이다. 이는 특정의 물질문화를 집단 차이로만 이해하는 학계의 관행이 되풀이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가 거점 취락의 형성 과정과 그 구조에만 집중되어 대형 취락의
해체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결과이기도 하다.
점토대토기 단계에 관찰되는 고지 중심의 사회경제적 연결망은 청동기시대 중기 이래 대형
취락의 해체와 함께 형성되기 시작하여 수계 중심의 사회경제적 연결망을 대체해 갔다. 연결망
의 변화 배경은 근본적으로 생계경제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
았다. 앞으로 생계경제와 관련하여 거점 취락의 해체에 대한 사례 연구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한
다. 또한 점토대토기 단계의 생업경제를 잡곡농사를 포함하는 식물 경작, 어로와 사냥 등이 혼합
된 복합적인 생계경제로 이해하고 있지만(노혁진 2001: 114), 실물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생업경제의 변화와 이와 연동된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재편이 한국 선사 및 고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획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연구자 간에 개념이 모호했던 초기철기
시대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특정 유물,
예컨대 원형점토대토기, 세형동검, 철기 등의 출현 시점을 기준으로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
의 획기를 결정하거나, 전국계 이입토기, 중도식무문토기, 재지의 타날문토기와 같은 유물의 출
현 시점으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획기를 결정하는 현재의 혼란된 시대구분론에서 하
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지 중심의 사회경제적 연결망이 남
한 전 지역에 형성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부터를 초기철기시대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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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보80_본문.indb 54

11. 09. 28 오전 10:36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획기와 관련하여 한번쯤 검토되어야 할 것은 삼각형점토대토
기의 출현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중부지방 서해 연안을 따라 분포된 삼각형점토대토
기의 출토 맥락은 새로운 연결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연결망은 물자와 정보
가 이동하는 교류망으로 거점 또는 선 단위로 형성되기 때문에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연결망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뒤에 등장할 전국계 이입토기의 연결망도
그러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주목되는 것이 취락의 입지 변화와 새로운 주거 유형의 출현이다. 즉 중부지방 원삼
국시대 취락들은 한강 하류 및 영서지역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하천의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으
며, 영동지역의 경우에는 해안 사구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취락이 주로 산지
의 정상부와 구릉에 입지하는 양상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원삼국시대에 취락 입지가
산지에서 수계 중심으로 전환된 것은 농경을 위주로 한 생계 방식이 다시 복원되었으며, 수계를
중심으로 취락과 취락을 연결하는 연결망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취락의 입지 변화와
함께 중도식 주거지라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농경 중심의 생계 방식에 적
합한 가족 제도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획기는 특정
유물의 출현뿐만 아니라 생계경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재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
단된다.

__투고일: 2011년 6월 16일 __심사완료일: 2011년 8월 5일 __게재확정일: 2011년 8월 18일

|주

1) 본래 김원용(1986: 102)의 견해는 철기의 출현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한반도에서 세형동검과 철기의 출현 시기를 동
일하게 파악하였다.
2) 그러나 최근 박순발(2009: 424)의 편년표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 출현 시점부터 초기철기시대로 파악하고 이전의 북
한강유형을 청동기시대 만기로 편년하였다.
3) 中村大介(2009: 138)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철제무기를 포함한 위만조선의 문물이 수용되었다고 보면서 기원전 2
세기 후반에서 1세기 초두까지를 원삼국시대 조기로 편년하였으며, 宮本一夫(2010: 16) 역시 원삼국시대의 시작에
위만조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4) 최근에 서울, 경기지역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적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 운북동유적을 비롯하여 파주
당동리, 시흥 오이도, 고양 대화리 가와지, 서울 가락동, 화성 반송리 행장골, 수원 고색동, 오산 탑동, 광주 역동, 이
천 이치리, 안성 만정리유적 등이 삼각형점토대토기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이형원 2011: 78).
5) 중부지방에서의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분포 양상을 고려해 볼 때, 양자의 차이를 시간적인 차이로
만 이해하여 유적을 편년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분포하지 않은 영서, 영동지역에서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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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대토기 출토 유적이 반드시 삼각형점토대토기 출토 유적보다 이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취락 편
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할 경우 영서, 영동지역을 문화적 공백으
로 남겨두는 편년 오류(朴榮九 2010: 83)가 발생한다.
6) 송현리 D지구 취락과 인접된 능선에 제진리 D지구 취락이 위치한다. 발굴조사 시점은 다르지만, 이 두 유적을 묶어
서 단일 취락으로 파악한 견해(박영구 2010)가 있어 송현리 D지구 취락은 본래 4개의 주거군이 결집된 취락일 가능
성도 있다.
7) 예컨대 고성 송현리 B지구 취락 12동, 고성 송현리 D지구와 제진리 D지구 취락 18동, 고성 초도리 취락 15동 등이
다.
8) 이성주(1996: 38)에 따르면, 분산형 취락이란 단위 취락의 규모가 줄어든 형태로 곳곳에 분산된 취락 유형을 말
한다. 따라서 점토대토기 단계에는 청동기시대와는 다르게 소형 취락(4~6동), 중형 취락(12~18동), 대형 취락
(30~40동) 등으로 그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9) 이 명칭들은 산성의 분류 명칭에서 차용된 것인데, 점토대토기 단계의 환호가 방어 성격이 아닌 이상, 환호를 규정하
는 명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10) 반제리유적의 환호 규모는 복원 직경이 38m 내외이고, 고강동유적의 환호 직경은 30m 내외로 규모는 거의 비슷
하다.
11) 동학산 환호 주변에는 반석산(해발 122.3m)이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동 환호 주변에는 필봉(해발 145m) 등 비교
적 높은 구릉들이 분포한다.
12) 가장동 환호 인근의 오산 청학동에서도 평면 형태가 원형인 환호가 조사되었다는 보고(서길덕・박지희 2011: 191)
가 있다. 발굴조사가 일부만 진행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 취락이 운
영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3) 박순발(1993)은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에 燕 秦開의 동침을 점토대토기 집단 이주의 배경으로 파악하였다, 그
러나 남한지방에서 원형점토대토기 출현 시점이 상향됨에 따라 박진일(2006: 34)은 기원전 7~5세기에 齊와 燕이
山戎을 정벌하고 요서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기원전 5세기에 연 문화가 요서 지역에 등장한 사건과 관련시켰다.

14)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첫째는 지석묘 단계에서 이미 집단 내부의 계층성이 확인되고 있으나, 세형동검 문화 1
단계에서는 위계화가 명확하지 않아 지석묘에서 세형동검 문화 1단계로의 전개는 위계화의 점진적 강화로 이어지
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계층원리의 출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물과 무덤 양식에서 지
석묘 단계와 세형동검 문화 1단계는 계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순발에 의해 제시
되기도 하였지만, 낙동강유역권 세형동검 1단계의 유적들이 지석묘의 중심 분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낙동강유역권에 등장한 세형동검 1단계의 문화는 단순한 전파에 의한 문화변동이 아니라
세형동검 문화를 담당하는 새로운 이주민의 이입 결과라는 것이다.
15) 박순발(2002: 24~30)은 수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의 연결망이 정착농경사회 취락들의 연결망을 반
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6) 인천 중산동유적에서 원시타날문이 있는 송국리식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같은 지역의 인천 영종도유적(고려문화재
연구원 2009b)에서도 원시타날문토기가 출토되었다. 함께 출토된 구순각목문토기와 석촉으로 볼 때, 그 연대는 청
동기시대 중기 후반까지 내려간다. 또한 원시타날문이 있는 원형점토대토기가 남양주 수석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자료가 많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중서부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중기에 새롭게 출현한 요소들이 내륙으
로 확산되면서 점토대토기 단계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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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ucture and nature of settlement
in the phase of Clay-band rim pottery in the central region
Song, Manyoung
(Gyeonggi Provincial Museum)

Previous understanding on society of clay-band rim pottery is based on opinions of conflict
between existing settler groups and migration groups, and of reorganization by migrators.
Therefore in previous scholarships settlement on highlands has been regarded as a material to
reflect friction and tension among these groups. It has been also believed that the society of
clay-band rim pottery accomplished more extensive regional unification than societies in Bronze
age through reorganizing by migrations and improved as a legitimate hierarchical society.
However this understanding can not explain location changes, downsizing and dispersion of
settlements in the phase of clay-band rim pottery.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society of clay-band rim pottery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vestigating settlements in the perspective of changes of socio-economic networks.
A group of houses became a small settlement and three or four groups of houses formed a
middle-sized settlement in the phase of clay-band rim pottery in the central region. This means
size of each settlement decreased comparing Bronze age. These settlements were classified in
two groups: one top house and several lower houses at the small settlements, and a few top
houses and several lower houses at the middle-sized settlements. It seems that local community
in the phase of clay-band rim pottery was in the level of village, chollak in Korean uniting
hamlets, chon in Korean, which was composed of 14 to 18 houses and small hamlets, sochon in
Korean, which was composed of 4 to 6 houses at this time. Size of the community was within
2~6km. Horizontal location of these villages was formed by combining settlements on hills with
centering ritual places in heights. From a broad perspective, socio-economic networks, by which
ritual places on highlands were connected, having been gradually formed since the Bronze Age
were completed in the phase of clay-band rim pottery.
This social economic networks were formed after networks centering water system in
Bronze age were dissolved. However the social economic networks were also formed as a
part of dissolution of bigger settlements and downsizing and dispersion of settlements. I think
that as bigger settlements dissolved due to excessive reliance on agriculture, dependence upon

中部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聚落 構造와 性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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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from the sea temporarily increased and their economic system turned into the mixed
one combining farming, hunting, and fishing. In this respect reorganization of social economic
networks related to livelihood should be considered in demarcating the Early Iron Age.
Key words: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r, Early Iron Age, Settlements, Clay- band rim
pottery, Opinion of conflict, 0pinion of reorganiza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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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보80_본문.indb 62

11. 09. 28 오전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