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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고의 목적은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취락 점유 양상을 유적
별로 복원하여, 중서부 해안 지역의 전체적인 취락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주요 유적
은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III유적과 영종도 중산동(한강), 영종도 운북동유적
이다. 취락 점유 양상에 대한 분석은 취락 배치,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모, 유구 구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취락 점유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도구 조성 양상, 취락의 입지, 출토된 식물유체,
한정행위유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고에서 새롭게 확인된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의 취락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의 중서부 해안 지역 중・후기 취락 구조 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은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취락 규모가 소규모화되고 이동성이 강화되며, 후기에 비해 중기에 보다 많은 양의 식료자원에
대한 저장과 가공을 바탕으로 대규모 장기 정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따르
면 중기에는 해안에 인접한 구릉에 위치한 10～20기의 주거지만으로 이루어진 단독 군집 또는 10기 내
외의 주거지만으로 이루어진 복수 군집의 취락에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 거주가 이루어졌으나, 후
기에는 도서 지역에 위치한 5기 내외의 주거지와 기타 유구(수혈유구, 집석유구, 구상유구)로 이루어진
군집 수 개가 모여서 최대 20기 내외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취락에서 장기간 동안 거주하였으며, 해양
자원 획득 및 가공 활동을 위해 주변의 야외노지와 패총을 활발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에
중기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의 점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섬이라는 입지조건을 활용하면서
어류 및 패류 자원 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동시에 중기와 마찬가지로 식물 채집과 작물 재배를
실시하면서 취락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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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

유지인*

I. 서론
취락(Settlement)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한 지역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인간
이 세운 건조물, 즉 주거지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기타 모든 유구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洪慶姬 1985; 秋淵植 1994 재인용). 취락
은 과거에 사람들이 삶을 살아갔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기에 연구 자료로 주목
할 가치가 있다. 취락 체계를 생계 방식과 연관시켜 생계주거 체계(subsistencesettlement system)를 연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취락 구조가 변화
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전과는 다
른 생계 방식을 모색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임상택 2010b).
한반도 선사시대의 취락 연구는 청동기시대를 대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신석기시대는 취락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취락 자
료가 조사되지 않고, 대형 취락 유적이 드물어 좀처럼 취락 연구가 진전되지 않
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계기로 공항 부지인 영종도를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pinknepere@naver.com
** 본고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유지인 2012) 중 일부를 수정하여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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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삼목도, 용유도 등 인근 도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발이 실시되고,
2000년도 이후에는 서해안 일대에 대한 개발이 대대적으로 시행된 결과 영종도
운서동 I,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III, 영종도 중산동(한
강), 영종도 운북동유적과 같이 다양한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신석기시대 취락
이 다수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신석기시대 취락에 대하여 취락 유형
에 대한 분류(구자진 2006, 2007, 2008, 2011, 2012; 임상택 2010b), 상대 편년 설정
(구자진 2010; 임상택 2010a), 취락 구조와 취락 내 주거지 배치 분석(구자진 2011;
배성혁 2006; 이형원 2012; 임상택 2006, 2007, 2010b), 주거지 내부 공간 활용 양상
(이상균 2005), 고환경 자료를 도입한 취락 입지 변화의 해석(소상영 2011a) 등 폭

넓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취락 유형과 취락 구조를 분류하는 연구에서는 공
통적으로 취락 내 주거지 간의 동시기성의 문제를 타당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으
며(구자진 2008, 2010, 2011, 2012; 임상택 2006, 2007, 2010a, 2010b), 취락 유형을 분
류하는 데 집중하여 실제 어떤 방식으로 취락이 점유되었는지를 각 지역 단위에
서 분석하지 못한(구자진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한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 간의 동시기성 문제, 즉 실제 취락이 점유된 규모의 문제는 취락의
규모를 분류하거나 각 취락 구조를 통한 전체적인 취락 체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신석기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경기・인천지역의 유적으로 한정하여, 실제 이 지역에서 어떤 방
식으로 취락이 점유되었고, 취락 구조가 변동하였는지를 실제 자료에 대한 구체
적인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하고자 한다.1) 본고에서 사용하는 ‘취락
구조’라는 용어는 취락유적과 취락유적 간의 관계 또는 취락 내부의 유구 구성에
대한 분석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닌, 각 개별 취락유적의 점유 양상과 점유 기
간, 생계 방식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각 취락의 점유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석기 조성 양상, 취락의 입지, 취락에서 출토된 식
물유체, 취락 주변의 기타 한정 행위 유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취락의 구조에
1) 취락 구조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취락 그 자체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취락 내
에서 출토된 유물, 특히 도구의 조성 양상을 통해 각 취락에서 어떤 방식의 생계 활동이 이루어졌
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취락의 도구 조성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유지인 2012)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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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시도할 것이다.

II. 취락 점유 양상의 복원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취락유적은 중서부 해안지역, 그중에서도 경기・인
천지역에서 확인된 총 15개의 취락유적이다. 중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III,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유적
이 있으며,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영종도 는들,2) 영종도 중산동(중앙), 영
종도 중산동(한강),3) 용유도 을왕동 III, 용유도 을왕동 IV, 영종도 예단포–중
산동,4) 영종도 운북동, 영종도 운서동 I, 화성 가재리, 오이도 뒷살막패총유적이
있다.5)
그러나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영종도 는들, 영종도 중산동(중앙), 용유
도 을왕동 III, 용유도 을왕동 IV,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영종도 운서동 I, 화성
가재리, 오이도 뒷살막패총유적의 경우에는 발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취
락의 분포 양상을 보기 어렵고, 출토된 유물의 수가 적으며, 주거지 내부 구조
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락 점유 양상
을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유적들을 제외하고 시흥 능곡
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III, 영종도 중산동(한강), 영종도 운북동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취락 점유 양상은 취락 배치와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모, 유구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원 가능하다. 먼저 취락

2) 영종도 는들유적(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1999)과 영종도 운서동 젓개마을유적(漢陽大學校博物
館 1999)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구릉과 구릉 아래 지역으로 서로

인접해 있으므로 영종도 는들유적으로 통칭하여 하나의 유적으로 파악하였다.
3) 중앙문화재연구원과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내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 3구역(중앙)과 4구역(한강)의 발굴 보고서는 영종도 중산동유적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발
간되었으나(中央文化財硏究院 2011;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두 구역은 인접하지 않은 서로 다
른 지역 범위이므로 하나의 유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영
종도 중산동(한강)유적과 영종도 중산동(중앙)유적으로 유적명을 나누었다.
4)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유적은 보고서상으로는 영종도유적(高麗文化財硏究院 2009b)으로 보고
되었으나, 유적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영종도에 위치한 다른 유적들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발굴 지역의 명칭을 부가하여 영종도 예단포–중산동유적으로 명명하였다.
5) 각 유적의 편년은 토기 편년(임상택 2012)과 AMS 편년을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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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는 각 취락을 이루는 주거지 군집의 배치 양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3가지
유형(I-1, I-2, II)을 설정하였다(그림 1). 취락 내 각 주거지 간의 배치에 따라,
다수의 주거지가 특정 지점에 밀집하여 군집을 이루는 군집 배치(I)와 주거지가
밀집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 1기씩 퍼져서 배치하는 분산 배치(II)로 크게 나누었
다. 군집 배치의 경우 하나의 군집이 단독으로 취락을 형성하는 단독 군집 배치
(I-1)와 여러 개의 군집이 모여서 취락을 형성하는 복수 군집 배치(I-2)로 세분
하였다. 다음으로 주거지 내부 구조는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노지, 주공, 수혈,
구상유구 등과 같은 시설의 개수와 배치 양상을 의미하며, 주공과 노지, 수혈 배
치의 정형성이 높은 경우를 단순한 구조로, 주공과 노지, 수혈 배치의 정형성이
떨어지며 많은 수가 설치된 경우를 복잡한 구조로 분류하였다. 한편 취락 규모
는 동시기에 점유되어 함께 생활했던 규모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몇 개의 주거지
(군집)가 동시에 점유되어 취락을 이루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점유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구 구성은 취락 내에서 확인되는 유
구들의 구성을 의미하며, 확인되는 유구에 따라 주거지만으로 이루어진 주거지
위주의 구성 또는 주거지와 기타 유구가 공반하는 유구 구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본고에서 취락 점유 양상이라는 용어는 취락 배치,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
모, 유구 구성의 네 가지 용어를 종합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락 규모를 밝히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취락 내
주거지들의 동시기성을 검토하여 특정 시기에 몇 기의 주거지가 동시에 점유되
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
고 있었으나(구자진 2008, 2010; 임상택 2010a), 유구의 중복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으며, 층위의 구분이 어렵고, 유물상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등
을 들어 본격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지 않고, 유적에서 나타난 전체 취락 규모만을 놓고 유적을 대규
모 또는 소규모로 분류하는 것은 실제 취락의 점유 양상을 왜곡할 수 있다. 실제
로 경기・인천지역 취락유적들의 주거지 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유적에
서 유구 간의 중복 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모든 유구가 동시기에 점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취락의 동시기성 검증을 목적으로 각 유적에 대한 취락 배치, 주
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모, 유구 구성을 통해 해당 유적을 하나의 취락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몇 단계로 취락의 점유가 나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전체 유적에 분포한 주거지의 밀집도, 주거지 간의 간격, 유구 간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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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군집 배치

I-1. 단독 군집 배치

I-2. 복수 군집 배치

II. 분산 배치

그림 1 취락 배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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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시기에 점유된 취락의 배치 양상을 파악하고, 노지 및
주공, 수혈의 개수와 분포를 분석하여 주거지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취락
배치와 주거지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시기에 점유된 취락의 규
모를 파악한 뒤에는 각 취락의 유구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III. 중기 취락의 점유 양상
1. 시흥 능곡동유적
능곡동유적에서는 총 24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기타 유구는 전혀 확인
되지 않았다(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능곡동유적의 취락은 해안에 위치한 구릉의
정상부와 능선(해발 29～33m)에 입지한다. 유구 배치를 살펴보면, 24기의 주
거지들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면 1- ①).6)

능곡동유적의 주거지 형태는 이후 살펴볼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유적과
유사한 이 지역 중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한 변의 길이가 평균 3～4m
인 방형 평면에 4주식의 주공 배치를 가지며, 중앙에는 수혈식 노지가 설치되어
있다(표 1). 노지는 모든 주거지에서 단 1기씩만 확인되며, 주공 배치 역시 네 모
서리에 집중하여 주기둥과 보조기둥이 모여 있는 단순한 내부 구조를 보인다. 주
거지 크기에 따라 장축 2～3m의 소형 주거지(I형, 도면 1-②)와 장축 4～5m의
대형 주거지(II형, 도면 1-③)로 나눌 수 있지만,7) 내부 구조에 차이가 전혀 없으
며 취락 전체 분포 범위에 골고루 섞여서 배치되어 있다.
능곡동유적에서는 중기 유적 중 유일하게 주거지 간의 중복이 발견되지 않
았고, 집석유구, 수혈유구 등의 기타 유구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주거
6) 능곡동유적은 이후 살펴볼 다른 중기 취락 유적들에서 반경 50m의 범위에 원형으로 주거지 군집
이 형성되는 것과 달리, 반경 100m의 넓은 범위에 타원형으로 길게 주거지 군집이 형성되는 차
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군집 배치 양상이다.
7) 본고의 목적은 중・후기의 전체적인 주거지 형식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취락에서 나타나
는 주거지 종류를 파악하고 각 주거지 종류의 분포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취락 배치와 취락 규
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한 용어 ‘–형’은 주거지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닌, 점유 시기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 구조 차이를 개별 유적별로 상정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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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도면 1 시흥 능곡동유적의 유구
배치도(①)와 주거지 평면·단면
도(② 4호 주거지, ③ 24호 주거지)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37의 도
면 8, 51의 도면 16, 165의 도면 80
편집)

표 1 시흥 능곡동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종류 형태

길이
(m)

주공
배치

노지

수혈
(개)8)

형태

개수

I

방형 2～3 4주식

14.7

수혈식

1

II

방형 4～5 4주식

17.8

수혈식

1

기타
시설

해당주거지
(호)

1, 2, 3, 4, 5, 6, 8, 9, 10,
11, 14, 17, 19, 20, 22
단시설,
구상유구 7, 12, 13, 15, 16, 18, 21,
23, 24

개수

15
9

8) 완형으로 보존된 주거지 내에서 확인된 수혈의 평균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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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내부 구조에서도 각종 보수 및 공간 확장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AMS 연대,9) 토기 문양10) 및 석기상에서도 주거지 간의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적 동일한 시점에 전체 주거지가 하나의 취락으로
점유되었다고 추정된다. 설령 전체 주거지가 동시기에 점유된 것이 아니라 할지
라도 주거지의 중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양상을 볼 때, 이전 주거지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운 주거지의 조성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주거지 간의 시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능곡동유적은 기타 유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직 주거지만 확
인되었으므로 유구 구성에 있어 주거지로만 이루어진 취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 안산 신길동유적
신길동유적에서는 총 24기의 주거지와 2기의 노지, 2기의 집석유구11)가 조사
되었다(高麗文化財硏究院 2009a). III지점에서 단독으로 확인된 주거지 1기는 전체
취락 양상을 살펴보는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고, IV지점에서 확인된 23
기의 주거지와 기타 유구를 대상으로 신길동유적의 취락 구조를 살펴보았다. 신
길동유적의 취락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해발 18～20m의 완만한 구릉에 입지한
다. 취락의 배치는 크게 동-서 방향으로 2개의 군집으로 나뉘는데, 13기의 주거
지(1호～11호, 21호, 22호 주거지)와 1기의 노지, 2기의 집석유구가 서쪽 군집
(군집 1)에 밀집하고, 10기의 주거지(12호～20호, 23호 주거지)와 1기의 노지가
동쪽 군집(군집 2)에 밀집한다. 주거지는 두 개의 군집 내에서 중복 없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도면 2-①).
주거지의 형태는 대부분 방형 평면에 중앙에 하나의 수혈식 노지가 설치되고
4주식의 기둥 배치를 가지는 중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예외적으로 15
9) 능곡동유적의 편년은 AMS 연대 측정 결과 3793～2930 cal. BC의 연대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주거지의 종류 차이에 따른 AMS 연대의 구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10) 능곡동유적은 2부위 시문을 한 구분문계 토기와 동일문계 횡주어골문 토기, 구연한정시문 토기
가 공반되는(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중기 이른 시기의 토기상이 나타나는데(임상택 2012), 각
주거지별로 출토되는 토기 양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11) 보고서에는 수혈유구로 명명하였으나(高麗文化財硏究院 2009a: 97・100), 도면과 보고서를 확
인한 결과, 내부에 할석재가 채워져 있는 형태로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집석유구로 분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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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도면 2 안산 신길동유적의 유
구 배치도(①)와 주거지 평면·
단면도(② 3호 주거지, ③ 13호 주
거지) (京畿文化財硏究院 2009: 17
의 도면 1, 27의 도면 9, 59의 도면
35 편집)

호 주거지에서는 6주식의 기둥 배치가 확인되었고, 1호, 15호 주거지에서는 2개
의 수혈식 노지가 확인되었다.12) 군집 2에 위치한 주거지와 군집 1에 위치한 주
거지는 서로 특별한 차이 없이 정형성 있는 주공 및 수혈 배치가 나타나고, 평균
적으로 1개의 노지와 12개 정도로 적은 수의 수혈이 설치된 매우 단순한 구조를
보이며, 규모가 작은 주거지(I형, 도면 2-②)와 주거지 내부에 단시설과 구상유
구가 설치된 규모가 큰 주거지(II형, 도면 2-③)가 공존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군집 1에서는 13기의 주거지 중 II형 주거지가 2기(1호, 5호 주거지)
12) 신길동유적 취락 내 주거지 구조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취락을 구성하는 주요한 주거지 종류는
본고에서 분류한 I형과 II형 주거지이며, 큰 범주에서 볼 때 I형과 II형 주거지에 1호 주거지와
15호 주거지가 포함되므로 1호 주거지와 15호 주거지의 사례는 예외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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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안산 신길동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종류 형태

길이
(m)

주공
배치

노지

수혈
(개)

형태

개수

기타
시설

해당주거지
(호)

개수

1

–

2, 3, 4, 6, 7, 8, 9, 10, 11,
12, 18, 19, 20, 21, 22, 23

16

단시설,
구상유구

1, 5, 13, 14, 15, 16, 17

7

I

방형 2～3 4주식

11.4

수혈식

II

방형 4～5 4주식

13.5

수혈식 1～2

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기는 I형 주거지인 반면, 군집 2에서는 10기의 주거지 중 I
형 주거지와 II형 주거지가 각각 5기씩 고르게 분포한다(표 2).
유구 간 중복 관계를 살펴보면 주거지 간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지만 주거지
와 기타 유구 간의 중복은 확인된다. 군집 1에서는 1호 주거지에서 층위상 주거
지 폐기 이후 설치된 노지(노지 3)가 확인되었고, 21호 주거지와 22호 주거지에
서 주거지 폐기 이후 설치된 집석유구의 중복이 확인되었다. 주거지 폐기 이후
주거지 위에 설치된 시설 대부분이 주거지의 벽 주변에 위치한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유사하게 군집 2의 23호 주거지의 경우 서벽에 노지가 위치하는데, 보고서
에서는 특별히 그 조성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
았을 때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3
호 주거지의 벽가에 설치된 노지를 별도의 독립 노지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신길동유적은 구릉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나뉘어서 주거지와 기타 유
구가 배치되어 있지만 주거지의 내부 구조 및 배치 간격상으로는 두 군집 간의
뚜렷한 시기차를 간취해낼 수 없다. 또한 군집 별로 차이 없이 AMS 연대폭(3655
～3031 cal. BC) 안에 고르게 포함되는 것과 토기 편년 결과13) 역시 두 군집의
점유 시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각 군집 내에 분포하
는 주거지 역시 주거지 간의 중복이 나타나지 않고, 시기차를 구분할 수 있는 유
물상과 AMS 편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점유되었다
고 추정된다.
두 개의 군집으로 주거지 배치가 분리되어 있는 양상을 볼 때 두 군집에서 시
기차를 두고 점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
지의 자료로는 이를 증명해줄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신길동유적은 10기 내외
13) 신길동유적은 구연부 단사선문에 동체부 찰과상 다치횡주어골문, 저부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
는 구분문계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동일문계토기에서도 다치횡주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는 양
상이 유적 전체에서 확인되었음을 볼 때, 중기 이른 시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임상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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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거지로 구성된 각 군집별로 두 시기에 걸쳐 단독적으로 점유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두 군집이 모두 함께 동시기에 20기 내외로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
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길동유적의 취락 내 유구 구성은 주거지 폐기 후에 노지
와 집석유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위주의 구성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
인다.

3. 화성 석교리유적
석교리유적14)에서는 총 26기의 주거지와 3기의 집석유구, 4기의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조성호・박윤주 2011). 석교리유적의 취락은 해안에 위치한 해발 20
～34m의 두 구릉에 걸쳐 입지한다. 석교리유적은 도로 건설 예정 구간을 대상으
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릉의 일부만 조사되었는데, 조사 범위의 경
계에 걸쳐서 주거지가 발견된 예로 보아 실제 취락 범위는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
된다. 취락은 두 구릉에 각각 군집을 이루며 두 개의 군으로 나뉘어 분포하는데,
26기의 주거지 중 11기(1호～11호 주거지)는 북쪽 군집(군집 1)에, 15기(12호～
26호 주거지)는 남쪽 군집(군집 2)에 각각 위치한다(도면 3-①).
석교리유적의 주거지 역시 능곡동, 신길동유적과 마찬가지로 4주식 주공 배
치를 가지는 방형계 평면에 중앙 수혈식 노지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시설
과 집석시설, 구상유구가 설치된 주거지도 확인된다(도면 3-②·③, 표 3). 주거지
의 크기는 한 변의 장축이 3～4m인 것이 보통이나, 군집 2에 위치한 18호 주거
지의 경우 장축이 5m를 넘는 대형이다.
두 군집의 주거지를 비교하면 잔존 상태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관찰되는데,
군집 2보다 군집 1의 주거지가 위치한 구릉의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군집 1의 주

표 3 화성 석교리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노지

형태

크기
(m)

주공
배치

수혈
(개수)15)

형태

개수

방형

3～4

4주식

?

수혈식

1

기타

단시설, 집석유구, 구상유구

14) 석교리유적의 경우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지만, 석교리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2011년 3
월～2011년 6월)한 필자의 경험과 약보고서 및 각종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5) 보고서 미발간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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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도면 3 화성 석교리유적의 유
구 배치도(①)와 주거지 사진(②
1호 주거지, ③ 23호 주거지) (전문가
검토회의 발표 자료에서 편집)

거지 대부분은 남단부가 유실되어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부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체 주거지 중 6기의 주거지에서 단시설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4기
가 군집 1에 위치한다. 보고자(조성호・박윤주 2011: 239)는 석교리유적에서 단시
설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것이 아니라 경사가 심한 지형 조건
때문에 형성된 시설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군집 1의 주거지가 군집 2의 주거지
에 비해 정형성이 떨어지는 양상이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이는 각
군집이 점유된 시기차를 반영할 가능성보다는 각 주거지 군집이 위치한 입지상
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16)

16) 그러나 군집 1의 주거지에서 군집 2에서 조사되지 않은 원형계 주거지가 2기 조사된 점(1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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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교리유적에서는 주거지 간의 중복 관계가 나타나는데 군집 1에 있는
5호 주거지와 6호 주거지가 서로 중복되어 있다. 층위상 5호 주거지가 먼저 조
성되었고 6호 주거지는 5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그 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박윤주 2011: 233). 이러한 유구 간의 중복 관계, 특히 주거지 간의 중복

이 군집 1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군집 1 내의 주거지가 모두 같은 시기에 점
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안에서도 점유 시기가 세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중복된 주거지(5호, 6호 주거지)의 내부 구조 및 유물상에서 구분되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두 주거지 간의 시기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 양상은 군집 2에 위치한 두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15호 주거지에서 2기의 집석유구, 18호 주거지에서 1기의 집석유구
가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퇴적층 상면에서 중복되었다. 보고서가 발간되고 AMS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온 뒤에 더욱 확실해지겠으나, 토기상으로만 보았을 때 중복
된 유구와 주거지 간에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중복된 유구들은 주거지
폐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교리유적의 취락은 두 개의 군집으로 나뉘어 위치하고 있지만 점
유 시기가 구분되지 않으며, 비교적 동일한 시점에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여 점
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군집에서 확인된 주거지 역시 중복 관계가 군집 1의
주거지 2기에서만 확인되고 나머지 주거지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지나
치게 벽선이 인접하여 조성된 주거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일 시기
에 점유되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각 군집에서 11기, 15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군집의 규모는 10기 내외로 추정되지만 앞서 언
급한 것처럼 석교리유적의 발굴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유적이 조사되지 않은 서
쪽 부분에서 주거지가 더 확인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군집의 규모는 10
기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석교리유적의 유구 구성은 주거지 폐기 후
조성된 집석유구를 제외하면 수혈과 주거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호 주거지)으로 보아, 입지상의 차이 이외에 두 군집의 주거지 간에 구조상의 차이가 존재할 가
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주거지 내부 구조와 출토된 유
물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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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ᅩ고학보85_본문.indb 17

12. 12. 20. 오후 2:11

4. 삼목도 III유적
삼목도 III유적에서는 19기의 주거지17)와 1기의 노지, 2기의 집석유구, 1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2009). 삼목도 III유적의 취락은
섬에 위치한 해발 13～24m의 구릉에 입지하는데, 해발 13～21m 지점에 대부분
의 주거지와 유구가 밀집하여 위치하며, 주거지 1기(17호)와 집석유구 1기(1호)
만이 해발 24m 지점에 군집과 떨어져 위치한다(도면 4-①).
삼목도 III유적의 주거지 형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한 변이
3m 내외의 방형 평면에 중앙에 위치한 노지 1～2개와 4주식 주공 배치, 평균 20
개를 넘지 않는 수혈을 지닌 단순한 구조의 소형 주거지이며(I형, 도면 4-②), 다
른 하나는 한 변이 4m 이상의 방형 또는 원형이며 3～4개의 노지와 정형성이 떨
어지는 주공 배치, 평균 60개 이상의 수혈과 단시설 등 복잡한 내부 시설을 갖춘
대형 주거지이다(II형, 도면 4-③, 표 4). II형 주거지 중 10호, 12호, 13호 주거지
와 I형 주거지 중 3호, 7호, 8호, 16호 주거지는 파괴가 심하거나 발굴 조사가 이
루어지지 않아 내부 구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평면 형태와 배치 양상, 주변
주거지들과의 관계를 근거로 종류를 나누었다. 이 두 종류의 주거지들은 서로 구
분되는 배치 양상을 보이는데, 규모가 작고 단순한 내부 시설을 갖춘 I형 주거지
들은 구릉의 아래쪽(해발 13～18m)에 위치하고(군집 1), 규모가 크고 복잡한 내
부 시설을 갖춘 II형 주거지들은 구릉의 위쪽(해발 18～24m)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군집 2)(도면 4-①).
주거지 형태와 내부 구조만을 놓고 본다면 I형 주거지는 중기의 전형적인 주
거지 형태이고, II형 주거지는 후기 유적에서 주로 나타나는 주거지 형태이다. 삼

표 4 삼목도 III 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종류

형태

길이
(m)

주공
배치

수혈
(개)

노지
형태

개수

기타
시설

해당주거지
(호)

개수

수혈식

1～2

단시설

1, 2, 3, 4, 6, 7, 8, 16

10

5, 9, 10, 11, 12,
13, 14, 15, 17

9

I

방형 3～4 4주식 16.2

II

단시설,
수혈식,
원형,
3～4
5～8 4주식 56.6
출입구 시설(?)
점토둑식
방형

17) 삼목도 III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 중 16호 주거지는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형태
를 알기 어려우나, 보고자는 유구의 평면 형태로 보아 3～4기의 주거지가 중복된 것으로 파악하
였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본고 역시 평면 형태의 관찰을 통해 3기의 주거지가 중복되었다
고 판단하고, 주거지 개수를 1기가 아닌 3기의 주거지로 나누어 주거지 총 개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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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도면 4 삼목도 III 유적의 유구
배치도(①)와 주거지 평면·단면
도(② 6호 주거지, ③ 11호 주거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142의 그
림 4, 158의 그림 22, 서울대학교박
물관 2009: 42의 삽도 10 편집)

목도 III유적은 토기 편년18)으로 볼 때, 능곡동 및 신길동유적보다는 늦은 시기에
점유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중기 형태의 주거지 이외에도 후기 주거지와 관련된
과도기적 특징을 지닌 주거지가 확인된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I형 주거지를 I형 주거지와 함께 중기로 편년한 것은 AMS 편년상 II형
주거지와 I형 주거지의 시기차가 구분되지 않고,19) 유사한 토기상을 보이기 때문

18) 삼목도 III유적은 구분문계토기 중 종주어골문이 적고 사선대문이 많으며 동체 이하를 무문양으
로 남겨둔 것이 많다는 점으로 보아 연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문계
토기(서해안식 토기)가 함께 출토되는 것(서울대학교박물관 2009)으로 보아 중기의 늦은 시기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임상택 2012).
19) 삼목도 III유적의 AMS 편년은 대체로 3700～3300, 2400 cal. BC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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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AMS 편년으로는 두 군집 간의 시차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주거지의 서
로 다른 내부 구조와 그에 따른 구분되는 배치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삼
목도 III유적의 취락은 모두 동시기에 점유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단계 이상으
로 나뉘어 점유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구릉 아래쪽의 I형 주거지(군집 1)가 점
유되었던 시기와 구릉 위쪽의 II형 주거지(군집 2)가 점유되었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각 점유 시기 내에서도 유구 간의 중복 관계가 확인되므로, 점유 시기가
더 세분될 가능성도 있다. 각 유구 간의 중복 관계를 살펴보면 구릉 아래쪽 I형
주거지의 경우 주거지 간의 중복이 16호 주거지에서 관찰된다. 16호 주거지는
유구의 평면 형태로 보아 3～4기의 주거지가 중복된 것으로 파악된다(서울대학교
박물관 2007). 구릉 위쪽 II형 주거지의 경우 주거지 간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았으

나 10호와 15호 주거지의 벽선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시기
차를 가지고 조성되고 점유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 역시
확인되는데, 층위로 볼 때 대부분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2009), 군집 2의 11호 주거지에서는 노지,20) 17호 주거
지에서는 1호 집석유구의 중복 양상이 확인되었고, 군집 1의 4호 주거지에서는
벽 근처에 수혈유구21)의 중복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 이외의 유
구 4기 가운데 3기가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그 위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목도 III유적의 점유 단계는 최소 2단계 이상이며, 주거지 간의 중복
관계와 주거지와 기타 유구 간의 중복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각 점유 단
계 내에서도 점유 시기가 세분된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삼목도 III유적의 발굴
범위 주변이 토취 작업으로 훼손되었음을 고려한다면(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현
재까지는 구릉 위쪽에서 약 9기의 주거지, 구릉 아래쪽에서 약 10기의 주거지가
확인되나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주거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
성과 함께 각 군집 내에서도 동시기 취락 규모가 세분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때

다. 대부분의 주거지 편년은 3700～3300 cal. BC에 몰려 있고, 야외노지의 편년만 주거지와 동
떨어져 2400 cal. BC 전후에 위치한다.
20) 노지는 삼목도 III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는 수혈식 노지가 아닌 상부에 점토를 두른 시설을 갖춘
형태이다.
21) 수혈유구는 타원형 형태에 120×150cm 규모이며, 토기 2개체가 함께 묻힌 것으로 보아 저장수
혈로 추정된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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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도 III유적의 취락은 각 점유 시기마다 10기 이상의 규모로 점유되었다고 생
각한다. 한편 삼목도 III유적의 유구 구성은 군집 1과 군집 2 모두 주거지 이외에
기타 유구 대부분이 주거지 폐기 이후 설치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 위주의 유구
구성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 취락유적에서는 유적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
기는 하나 대부분 10기 내외에서 많게는 20기가 넘는 주거지가 하나의 취락을
이루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취락 배치는 신길동유적과 석교리유적에서는 복수
군집 배치, 능곡동유적과 삼목도 III유적에서는 단독 군집 배치가 나타난다. 유구
구성은 주거지 폐기 후에 기타 유구가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거지 위
주의 취락 구성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주거지 내부 구조는 삼목도 III유적의
군집 2를 제외하면 모두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중기의 취락 유적은 점유 시기에 따라 점유가 최소 1회 이상 이루어진 유적과
최소 2회 이상 이루어진 유적으로 나뉜다. 능곡동, 신길동, 석교리유적은 취락이
배치된 양상은 각각 다르지만 유적 내 모든 주거지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 시기에
점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삼목도 III유적은 군집 1과 군집 2가 각각 나뉘
어 점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 시기가 최소 2회 이상으로 나뉜다고 판
단된다. 이상 중기 유적 취락 점유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중기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유적

취락 배치

취락 규모

유구 구성

주거지
내부 구조

시흥
능곡동

단독 군집

20기 내외 주거지

주거지

단순

안산
신길동

복수 군집

20기 내외 주거지
(10기 내외 주거지 → 2개 군집)

주거지+
(폐기후 노지, 집석유구)

단순

화성
석교리

복수 군집

20기 이상 주거지
(10기 이상 주거지 → 2개 군집)

주거지+수혈유구+
(폐기후 집석유구)

단순

주거지+
(폐기후 수혈유구)

단순

주거지+집석유구+
(폐기후 노지, 집석유구)

복잡

군집 1
삼목도
III

단독 군집

10기 이상 주거지
군집 2

단독 군집

10기 이상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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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후기 취락의 점유 양상
1. 영종도 중산동(한강)유적
중산동(한강)유적에서는 31기의 주거지(21지점: 22호～31호 주거지, 총 10
기; 23지점: 1호～21호 주거지, 총 21기)와 2기의 노지(23지점: 2기), 25기의 집
석유구(21지점: 7기, 23지점: 18기), 397기의 수혈유구(21지점: 58기, 23지점:
339기)가 조사되었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중산동(한강)유적의 취락은 섬에
위치한 해발 40m(21지점)와 해발 20m(23지점) 내외의 구릉에 두루 걸쳐 입지
한다. 21지점과 23지점은 약 250m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데, 두 지점 사이
는 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지점 사이에도
주거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21지점과 23지점 전체가 하나의 취락을 이루
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나의 취락으로 간주하고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도면 5〉에서 드러나듯 중산동(한강)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들은 5기 내외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면서 배치되는 특징이 있는데, 21지점(군집 1～군집 3)과 23
지점(군집 4～군집 6)에 각각 3개의 군집이 분포한다. 21지점의 군집 1에는 주
거지 2기(30호, 31호 주거지), 군집 2에는 주거지 3기(22호, 23호, 24호 주거지),
군집 3에는 주거지 5기(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주거지)가 포함되며(도면
5- ①), 23지점의 군집 4에는 주거지 10기(6호, 8호, 9호, 10호, 11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주거지), 군집 5에는 주거지 6기(7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주거지), 군집 6에는 주거지 5기(1호, 2호, 3호, 4호, 5호 주거지)가 포함된
다(도면 5- ②). 기타 유구로는 수혈유구와 집석유구가 있는데, 중산동(한강)유적
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전체 지점 중 주거지가 확인된 21, 23지점에만 위치
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 형태는 훼손이 심해 분류가 어려운 2호, 9호, 13호, 26호 주거지를 제
외하고 보면,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표 6). 첫번째 종류(I형)는 2～3m 정도 길
이에 노지 이외에는 주공과 기타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주거지로 23지점의
주거지 2기가 해당된다(도면 6-①). 두번째 종류(II형)는 3～5m 길이에 4주식 주
공 배치와 1～2개의 수혈식노지, 평균 15.1개의 수혈을 갖춘 중기의 전형적인 주
거지 형태와 유사한 단순한 구조의 주거지로 23지점의 주거지 5기가 이에 해당
된다(도면 6- ②). 중산동(한강)유적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거지 형태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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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도면 5 영종도 중산동(한강)유적의 유구 배치도(①
21지점, ② 23지점)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54의 도면
12, 55의 도면 11 편집)

표 6 영종도 중산동(한강)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노지

형태

길이
(m)

주공
배치

수혈
(개)

형태

개수

기타
시설

해당주거지
(호)

개수

I

원형

2～3

‐

0

수혈식

1

‐

19, 20

2

II

원형,
3～5
방형

단시설

6, 8, 17, 18, 21

5

III

수혈식,
원형,
4주식,
2～3
4～8
46.12
위석식
방형
다주식

종류

4주식

15.1 수혈식 1～2

1, 3, 4, 5, 7, 10,
단시설,
11, 12, 14, 15, 16,
1, 2차 생활면,
22, 23, 24, 25, 27,
출입구 시설(?)
28, 29, 30, 3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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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도면 6 영종도 중산동(한강)유
적의 주거지 평면·단면도(① 20
호 주거지, ② 8호 주거지, ③ 25호
주거지)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162의 도면 59, 97의 도면 32, 196의
도면 72 편집)

8m의 길이에 4주식 및 다주식의 주공 배치와 2～3개의 수혈식 및 위석식노지를
갖추고, 벽가와 바닥면에 평균 46.1개의 많은 수의 수혈 및 주공이 설치된 복잡
한 구조의 세번째 주거지 종류(III형)로 21지점의 모든 주거지와 23지점의 대부
분의 주거지가 해당된다(도면 6-③).
각 군집의 주거지 종류에 따른 배치 양상과 구성을 보면, 21지점의 3개 군집
(군집 1～군집 3)과 23지점의 3개 군집 중 2개 군집(군집 5, 군집 6)에서는 III형
주거지만의 단일한 구성이 나타나나, 23지점의 1개 군집(군집 4)에서는 I형, II
형, III형의 주거지가 모두 혼재하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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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지점의 군집 4는 3가지 종류의 주거지가 모두 촘촘한 간격으로 밀집하며,
배치상 뒤섞이지 않고 주거지의 형태와 내부 구조가 동일한 종류의 주거지끼리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3개의 작은 군집(군집 4-1, 군집 4-2,
군집 4-3)으로 세분될 수 있다. 군집 4-1은 I형 주거지 2기(19호, 20호 주거지)로
이루어진 군집이고, 군집 4-2는 II형 주거지 5기(6호, 8호, 17호, 18호, 21호 주
거지)로 이루어진 군집이며,22) 군집 4-3은 III형 주거지 2기(10호, 11호 주거지)
와 훼손이 심해 분류가 어려운 주거지 1기(9호 주거지)로 이루어진 군집이다. 3
개의 군집은 토기상23)과 AMS 편년24)에서 단절적인 시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
므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점유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군집 4-2의 주거지 중
6호 주거지는 AMS 연대가 3331～2909 cal. BC로 중산동(한강)유적의 중심 연
대인 2900～2500 cal. BC에 비하면 이른 편에 속하므로, II형 주거지 군집은 중
산동(한강)유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III형 주거지 군집과는 어느 정도의 시기
차를 가지고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I형 주거지로 이루어진 군집 4-1의
19호, 20호 주거지의 경우에는 노지만 설치되고 주공, 수혈 등 기타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내부 구조로 보아 기능적으로 다른 주거지들과는 차별되는 방식
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 군집 내 주거지의 동시기성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군집 내에서 각 주
거지들은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중복 없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 관계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4호, 16호, 27호, 29
호 주거지에서는 상면에서 집석유구와의 중복 관계가 관찰되고, 8호, 20호 주거
지에서는 수혈과의 중복 관계가 확인된다. 또한 주거지 간의 중복 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주거지가 1차 생활면과 2차 생활면으로 분리되어 여러 번 사용
된 흔적이 확인된다. 총 2개의 생활면으로 구분되는 주거지는 모두 6기인데, 21
지점(22호, 23호, 27호 주거지)과 23지점(10호, 14호, 18호 주거지)에 각각 3기
씩 분포한다. 퇴적양상과 내부 유물상, 유구 배치상 등으로 볼 때 1차 생활면과 2
차 생활면이 점유된 시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거지에서 서

22) II형 주거지 가운데 8호, 17호, 18호, 21호 주거지는 서로 밀집하여 분포하나 6호 주거지는 이와
떨어져서 단독으로 위치한다. 그러나 6호 주거지의 형태 및 2형 주거지 군집과의 위치의 인접성
을 볼 때 하나의 군집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군집 4-2에 포함시켰다.
23) 중산동(한강)유적에서는 횡주어골문, 사선문이 시문된 토기가 문양이 없는 것과 함께 출토되
며, 동체부 이하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24) 중산동(한강)유적의 AMS 편년은 대체로 2900～2500 cal. BC의 연대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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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생활면이 나타난 것이 재점유의 결과인지 아니면 기존 주거지 사용자들
의 생활 공간 증축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주거지
에서 생활면이 재차 조성되고 그에 따라 노지, 주공 및 기타 시설이 다시 만들어
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주거지가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점유된 것이 아니라 개
・보수가 이루어질 정도의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군집 내의 주거지들은 동일한 주거지 형태와 내부 구조를 가지며,
유물상과 AMS 편년에서 구분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큰 시간폭을 가지
고 구분되어 점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서로 다른 생활면이 구분되는 양
상, 동시기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복잡하고 촘촘한 주공 및 수혈 배치,
중복된 다수의 노지가 설치된 양상, 주거지의 벽선이 매우 인접한 경우(군집 5의
15호, 16호 주거지), 군집 내에서 주거지가 소군집을 이루며 분리되는 경우 등으
로 보아 모두 동일한 시기에 점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군집 간의 동시기 점유 여부에 대해서는 군집을 구성하는 주거지 형태
와 내부 구조, 유구 구성 양상이 유사하고 유물상과 AMS 편년에서 구분되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729)으로 보아, 6개 군집(군집 4-3
포함) 전부가 동일한 시점에 함께 점유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25) 수 개의 군집
이 동시에 함께 점유되었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중산동(한강)유적은 8개로 구분된 각 군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군집의 취락 규모는 5기 내외를 이룬다. 8개의 군집은 군집 4의 군집 4-1과 군
집 4-2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함께 점유되었다고 판단되며, 군집 내의
주거지 점유 단계가 세분될 가능성이 밝혀졌으므로 각 군집에서는 일회에 그치
지 않고 여러 번에 걸친 점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산동(한강)유적
의 유구 구성은 주거지 주변으로 집석유구, 수혈유구가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
아 주거지와 함께 기타 유구로 이루어진 취락 구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2. 영종도 운북동유적
운북동유적26)에서는 19기의 주거지(1지점: 1기, 2지점: 4기, 추가 3지점: 1
25) 군집 1의 30호, 31호 주거지는 AMS 연대가 각각 3091～2881, 3347～2936 cal. BC로 다른 군집
에 비해 점유 시기가 이른 편에 속한다.
26) 운북동유적의 경우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유구의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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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4지점: 1기, 추가 5지점: 1기, 6지점: 11기)와 함께 집석유구 81기(2지점: 64
기, 5지점: 3기, 6지점: 14기), 수혈유구 32기, 구상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이길
성・조순제 2010). 운북동유적의 취락은 영종도 북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구릉의

하단부(해발 10～40m)에 입지한다. 주거지의 배치는 각 지점별로 1기씩 단독으
로 배치되는 경우와 2～4기가 소군집을 이루며 배치되는 경우로 나뉜다. 1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1지점, 추가 3지점, 4지점, 추가 5지점에서는 주거지 1기와 함
께 수혈, 집석유구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며 단독으로 배치되고, 4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2지점에서는 2기의 주거지가 각각 소군집을 이루며 2개의 군집으로 분리
되어 배치되며,27) 11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6지점에서는 2～4기의 주거지가 소군
집을 이루며 4개의 군집으로 분리되어 배치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도면 7-①). 운
북동유적에서 확인된 집석유구, 수혈유구, 구상유구는 주거지의 주변에 분포하
며, 주거지와 함께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주거지의 형태는 방형에 한 변의 길이가 3～5m이며, 4주식 주공 배치와 수혈
식 노지를 가지는 주거지(I형, 도면 7-②)와 방형 또는 장방형 평면에 한 변의 길
이가 6～8m이며, 4주식 또는 다주식 주공 배치와 수혈식 또는 위석식노지 형태
의 주거지(II형, 도면 7- ③), 두 종류로 구분된다(표 7). 두 종류 모두 내부 시설
로 단시설과 출입구시설이 설치된 공통점이 있다. 두 종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I형으로 운북동유적에서 조사된 19기의 주거지 중 15기가 해당된다. 주거
지의 규모와 내부 구조의 단순성 및 복잡성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거지의 내부 수혈 및 주공 배치 양상을 보면 주거지가 대형(II형)인 경우 모두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며(6지점 7호, 10호 주거지), 일부 소형(I형) 주거지 역
시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는 양상이 나타난다(6지점 4호, 8호, 9호, 11호 주거
지 등). 6지점에서 확인된 자료로 볼 때 운북동유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거지
내부 구조는 복잡한 양상이다.
주거지 4기 이하(대부분 1기)가 조사되어 정확한 취락 배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1～5지점을 제외하고, 11기의 주거지가 조사된 6지점을 중심으로 취락
배치 양상을 살펴보면, 6지점은 총 4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군집 1은 주거
지 1기와 3기의 집석유구(4호, 5호, 14호 집석유구), 군집 2는 주거지 3기(5호～
7호 주거지)와 집석유구 1기(3호 집석유구), 군집 3은 주거지 4기(1호～4호 주
약보고서 및 각종 발표 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7) 각 지점의 넓은 시굴 및 발굴조사 면적을 고려할 때(한강문화재연구원 2009a, 2009b, 2009c,
2010), 조사된 유구 양상이 당시의 취락 내 유구 양상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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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도면 7 영종도 운북동유적의
유구 배치도(① 6지점)와 주거
지 사진(② 2지점 2호 주거지, ③ 6
지점 10호 주거지) (이길성·조순제
2010: 188의 그림 2, 189의 사진 3,
190의 사진 9 편집)

표 7 영종도 운북동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종류28)

I

II

형태

길이
(m)

주공
배치

수혈
(개)29)

노지
형태

개수

3～5

4주식

?

수혈식

1

방형,
6～8
장방형

4주식,
다주식

?

수혈식,
위석식

1

방형

기타
시설

해당주거지
(호)

1지점: 1,
2지점: 1, 2, 3,
3지점: 1,
단시설, 5지점: 1,
출입구 6지점: 1, 2, 3, 4, 5,
6, 8, 9, 11
시설
2지점: 4,
4지점: 1,
6지점: 7, 10

개수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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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와 집석유구 3기(1호, 2호, 15호 집석유구), 군집 4는 주거지 2기(10호, 11
호 주거지)와 6기의 집석유구(6호～9호, 12호, 13호 집석유구)로 구성된다. 주
거지 규모와 상관없이 주거지의 배치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형 주거지
인 7호 주거지와 10호 주거지는 서로 군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형 주거
지와 함께 별도의 군집을 이루며 군집 2와 군집 4에 각각 포함된다.
한편 운북동유적에서는 주거지 간의 중복은 없지만, 6지점 10호 주거지의 경
우와 같이 폐기된 이후에 재사용이 이루어지면서 생활면이 분리된 주거지는 존
재한다.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은 6지점 2호 주거지에서 집석유구(15호 집
석유구)와의 중복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구체적인 토기상과 AMS 편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
로 이를 통한 주거지의 종류에 따른 점유 시기 차이와 각 군집 간의 점유 시기
차이에 대해서는 추론하기 어렵지만, 각 군집 내에서 주거지가 종류와 상관없
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주거지의 중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군집 내에 위치하는 주거지들은 유사한 시기에 점유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4개 군집에서 모두 유사한 주거지 내부 구조가 나타나고 군집 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군집이 큰 시기 차를 두고 단독으로 점유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생활면을 달리하는 재사용된 주거지
가 존재하고,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이 있으며, 주거지의 복잡한 내부 구조
가 확인되는 것을 볼 때 각 군집 내에서 점유 단계가 더욱 세분될 가능성은 충
분히 있다.
따라서 운북동유적은 5기 이하의 주거지가 군집을 이루며 분산되어 배치되
고, 최대 4개 군집이 동시기에 함께 점유되었으며, 일부 주거지에 한해서는 보다
장기간 동안의 점유 또는 재점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운북동유적의 유구 구성은 주거지 주변으로 집석유구, 수혈유구, 구상유구가 함
께 설치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와 함께 기타 유구로 이루어진 취락 구성을 이룬다
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후기 취락은 각각 떨어져서 분산 배치된 군집 5
기 내외가 동시에 점유되며 20기 내외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취락을 이루
는 양상이 나타난다. 각 군집 간에 유사한 토기상과 AMS 편년이 확인되는 것으
28) 보고서 발간 이후에 주거지의 형태 및 내부 구조가 더욱 세분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분류될 가능
성이 있다.
29) 보고서 미발간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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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후기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유구 구성

주거지
내부 구조

주거지+집석유구,
수혈유구

단순

최대 24기 주거지
(5기 내외 주거지 → 최대 6개 군집)

주거지+집석유구+
(폐기후 집석유구)

복잡

영종도
최대 19기 주거지
복수 군집
운북동
(5기 이하 주거지 → 최대 4개 군집)

주거지+집석유구,
수혈유구, 구상유구

단순+복잡

유적

취락 배치

취락 규모

군집 4-1. 4-2
영종도 단독 군집
중산동
(한강)
복수 군집

5기 내외 주거지
군집 1～3, 4-3, 5, 6

로 보아, 거의 유사한 시기에 수 개의 군집이 함께 점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 구조는 중기 형태와 유사한 단순한 구조가 일부 확인되나, 대다
수를 이루는 것은 복잡한 구조의 주거지이다. 주공이 복잡하게 배치되는 다주식
의 주공 배치가 확인되며, 내부 공간 역시 크고 작은 수혈들이 촘촘하게 배치되
어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빈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노지는 기본
적으로 2～3개가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노지를 폐기하고 그 위에 중복
하여 조성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 재차 노지를 설치하는 등의 양상이 관찰
된다.
마지막으로 취락의 유구 구성은 주거지와 함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야외노
지, 수혈유구, 패총, 구상유구 등이 세트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유구 구성을 이
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후기 유적 취락 점유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V.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구조의 특성 및 변동 양상
선행 연구에서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먼
저 취락 규모에 있어서는 전기 이래로 지속되었던 대규모 취락이 후기에 이르
러 소규모화되는 양상이 관찰된다는 것(구자진 2012; 소상영 2011b; 임상택 2006,
2010a)과 점유 기간은 곧 취락의 규모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취락의 경우 이동보다는 정주에 기반하였으며, 후기 들어 나타난 취락의 소규모
화 경향[영종도 중산동(한강)유적 일부 지점, 영종도 운북동유적]을 볼 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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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들어서는 정주 취락이 해체되고 이동성이 강화된다는 것(소상영 2011b)이
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종합하여 본고에서
실시한 중기와 후기 해당 지역 취락유적의 점유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 지금까
지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취락 점유 양상이 확인되었다. 지금부터는 취락에 대
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중기와 후기 취락의 점유 기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은 수혈 주거지가 나타나고 주거 시설과 공반되는
각종 기타 유구들이 존재하며 풍부한 유물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어느 정
도의 정주 생활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생각된다. 정주의 개념(Habu 1996; Kelly
1992; Mignon 2006)에서 드러나듯 취락에서의 정확한 정주의 정도, 즉 연중 거주

여부와 점유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몇가지 지표들을 사
용하여 상대적인 점유 기간의 길고 짧음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취락의 점유 기간을 주로 취락의 규모와 연관시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취락의 규모가 큰 것이 곧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
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중 거주 방식이 아닌 계절 점유 방식의 취락 점유가 이
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특정 시기, 특정 공간에 자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취락이 존재할 수 있다(임상택 2010b). 취락의 점유 기간은 취락의 규모보다는
저장 시설의 유무, 쓰레기 처리 장소(패총 등)와의 거리, 유구의 구성, 유물 종
류의 풍부함, 외래 유물의 유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추정 가능하다
(Kent 1992).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취락의 유구 구성과 석기 조성 양상을 확인

하고, 주거지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을 덧붙여 취락 점유 기간에 대한 추정을 시
도하고자 한다.
먼저 주거지 내부 구조의 경우에는 단순한 내부 구조가 확인된 주거지에 비
해 복잡한 내부 구조가 확인된 주거지에서 장기 점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한 공간에 머물게 되면 주거지 내부 시설
을 수리하고 보수한 흔적이 남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거지 내부 시설이 복잡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30) IV장에서 살펴보았듯 후기의 주거지 내
부 구조에서는 동시기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면적에 비해 많
은 수의 수혈이 촘촘하게 배치된 양상과 중복 조성된 노지와 주공, 수혈이 나타
났다. 반대로 중기 주거지의 경우에는 주거지를 수리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내부
시설을 조성한 흔적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단순한 내부 구조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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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시기를 비교하면 중기에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의 점유가, 후기에
는 중기보다 장기간 동안의 점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취락의 점유 기간에 대한 추정은 주거지 내부 구조 이외에 취락의 유구 구성
과 석기 조성 양상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취락의 유구 구성과 관련하
여 다양한 유구들이 주거지 주변에 존재하는 것은 오랜 기간 거주하기 위해 필
요했던 다양한 생계 활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한 유적에서 장기간에
걸친 점유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연구 대상 지역의 유구 구성
을 비교해보면, 중기 취락이 주거지 위주의 단순한 유구 구성을 이루는 것에 비
해, 후기 취락은 주거지와 더불어 주거지 주변에 수혈유구, 노지, 집석유구, 구
상유구, 패총 등의 각종 기타 유구가 별도로 배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
구 구성을 볼 때 중기에 비해 후기에 좀 더 장기적인 거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크다.
유지인(2012)이 분석한 석기 조성 양상 역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데, 결론적으로 중기 취락에 비해 후기 취락에서 더욱 높은 석기의 다양도가 확
인되었다. 석기의 조성 양상이 다양한 것은 장기 거주 방식을 취했을 때 나타나
는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중기에 다양한 석기 유형이 나타
난다는 분석 결과를 중기 대규모 취락에서의 장기 거주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
한 근거로 사용하였다(구자진 2010, 2011, 2012). 그러나 유지인(2012)의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오히려 중기보다는 후기 취락에서 장기 거주 취락에서 드러나는 각
종 특징들, 예를 들어 생업 활동과 관련 없는 도구(장신구 등)의 존재, 도구 조성
양상의 다양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기보다는 후기 취락에서 장기 거주가 이루
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중기의 석기 조성에서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의 식량
가공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대규모 취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식량 저장 및 가공에 중점을 둔 생계 방식의 결과라고 파악하였다(구자진 2010,
2011, 2012). 그러나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의 높은 상대 빈도는 중기(71%)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후기(59%)에도 관찰되는 사실로써, 연구 대상 지역의 중기
와 후기 취락유적 모두에서 나타나는 석기 조성의 공통점이다(유지인 2012). 고
30) 한편으로는 중・후기 주거지 간에 주거지 구조 또는 건축 방법의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
으나, 일부 후기 주거지 가운데에는 동시기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하게
배치된 수혈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시기에 따른 주거지 내부 구조의 차이로만 보기에는 어렵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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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대석, 갈돌, 갈판이 두 시기 모두 높은 상대 빈도로 출토됨에도 불구하고, 고
석, 대석, 갈돌, 갈판을 제외한 나머지 석기 조성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취락의 점유 기간과 그 지속성 및 구체적인 생계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기에는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을 제외하면 제한된 범주의 석
기만이 확인되지만 후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석기가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중기보다 후기에 더욱 다양한 활동이 취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기 취락과 후기 취락의 정주 정도를 비교하면, 주거지 내부 구
조, 취락의 유구 구성, 석기 조성 양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
로 보았을 때, 중기 취락에 비해 후기 취락에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점
유가 이루어졌으며, 정주성이 증가했다고 판단된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와 후기에 어떠한 취락 구조가
관찰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취락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취락의 점유 기간뿐 아니라 취락의 입지와 취락에서 출토된 동・식물유체,
식료자원 획득과 관련된 도구의 조성 양상, 주변의 한정행위유적(패총유적, 야
외노지유적)과의 관계 등을 통해 취락의 생계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중・후기 취락의 입지를 살펴보면, 중기 취락의 경우 도서 지역에 위치
한 삼목도 III유적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유적이 해안 지역에 입지한다. 시흥 능곡
동유적은 현재 해안선으로부터 3km 떨어져 있으나 근세지도를 검토한 결과 유
적에 인접한 곳까지 해안선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370), 안산 신길동유적은 해발 6～8m의 하단부 저지대에서 뻘층이 확인되었으

므로(高麗文化財硏究院 2009a: 223) 역시 해안에 인접하여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후기 취락은 화성 가재리유적을 제외한 모든 유적이 도서 지역
에 위치한다.
입지와 더불어 취락에서 출토된 동・식물유체와 식료자원 획득과 관련된 도
구의 조성 양상은 취락에서 이루어진 생계 방식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
거가 된다. 식물유체가 출토된 유적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중기 취락유적
에서는 해안 지역에 위치한 유적인 시흥 능곡동유적과 화성 석교리유적에서만
식물유체가 출토되었다. 후기 취락유적에서는 중기에 도서 지역에 위치한 취
락유적에서 식물유체가 출토되지 않던 것과는 달리31) 도서 지역에 위치한 영
종도 중산동(한강)유적에서 식물유체가 출토되었다. 중・후기를 통틀어 식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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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구 대상 유적 출토 식물유체(안승모 2012; 이경아 2010, 2012)
시기

유적

기타 식물유체(립)

기장

팥

두류

시흥 능곡동

○
(258)

○
(3)

○
(1)

○
(6)

도토리(7)

화성 석교리

○

○

×

×

도토리

영종도 중산동(한강)

○
(6)

○
(1)

×

×

견과류?(4)

중기

후기

작물(립)
조

체가 발견된 모든 유적에서 채집 대상인 도토리류와 경작 대상인 조와 기장이
발견되었으므로, 중・후기 모두 식물 채집과 함께 작물 재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동물유체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므로 동물 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석기인 석
창, 석촉, 찔개살의 출토 빈도를 통해 동물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추정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중기에는 해안 지역에 입지한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유적의 경우 수렵 및 어로와 관련된 석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지만, 도서
지역에 입지하는 삼목도 III유적에서는 식량가공구를 제외하고는 수렵・어로구
인 석창과 석촉만이 출토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후기의 영종도 중산동(한강)유
적과 영종도 운북동유적에서는 석촉과 찔개살이 각각 10.9%, 14.6%의 비중으로
출토되었는데, 전체 석기 조성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가공구를 제
외하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중・후기
를 통틀어 해안 지역보다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수렵・어로구가 출
토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 지역에 위치하는 취락유적 이외의 한정행위유적인 패
총유적과 야외노지유적을 살펴보면, 먼저 패총유적의 경우 연구 대상 취락의 주
변에서 40개가 넘는 많은 수의 유적이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발굴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지표조사 또는 유적의 확인에 그쳐 유적이 점유된 시기, 기간 등 구체
적인 점유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실시된 패
총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다수가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며 특히 후기에 집
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야외노지유적은 연구 대상 지역에서 총 4개의 유적만이

31) 중기의 삼목도 III유적에서는 면밀한 식물유체 분석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장은 전
혀 출토되지 않았으며 종자류도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이경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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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는데, 대부분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현재까지 조사된 패총유적과 야외노지 유적의 대다수는 후기에 해당
한다. 패총은 패류 자원의 계절적 이용과 관련된 한정 행위 장소이다. 야외노
지 역시 잔존지방분석 결과 패류와 함께 어류의 지방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유
혜선・윤은영 2006), 어패류의 이용 및 가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한정 행위

장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기에 많이 확인되는 패총과 야외노지유적을 통
해, 후기에 해양 자원의 이용과 가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취락의 입지, 식물유체, 식료자원 획득과 관련된 도구 조성
양상, 한정행위유적 자료와 함께 점유 기간을 고려하여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
서부 해안 지역의 취락 구조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기의 경우에는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의 점유가 이루
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기 취락의 입지는 도서 지역과 해
안 지역으로 양분되는데, 유적의 입지에 따라 식료자원의 획득과 관련한 도구
와 남겨진 식물유체가 서로 다르게 출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도서 지역에 입
지한 유적(삼목도 III유적)에서는 식물유체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나, 수렵・어
로구의 출토 빈도가 높은 것에 비해, 해안 지역에 입지한 유적(시흥 능곡동, 안
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유적) 가운데에는 2개 유적(시흥 능곡동, 화성 석교리유
적)에서 조・기장과 도토리가 함께 출토되었으나, 수렵・어로구는 거의 출토되
지 않았다.
해안 지역에서 수렵・어로구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 이유로는 돌 이외의 다른 재
질의 도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 취락이 아닌 별도의 장소(자원 획득 장소 주변,
도구 은닉 장소 등)에 관련 도구를 남겨 두었을 가능성, 석창・석촉・찔개살・어망
추가 아닌 다른 도구나 시설을 이용하여 수렵・어로를 했을 가능성(소상영 2011b)
등이 있다. 또한 현재의 도구 조성 양상만 놓고 본다면 자원 획득(특히 해양 자원)
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변의 도서 지역에 위치한 한정 행위 장소로 이동하
여 자원 획득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기
에는 취락유적에서 수렵・어로구가 거의 출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 이
용과 관련된 한정행위유적도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양 자원의 이용과 관
련된 활동이 육상 자원의 획득 활동에 비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후기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점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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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기와 구분되는 후기 취락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
분의 취락이 도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다. 식물 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후기
취락[영종도 중산동(한강)유적]에서는 중기 취락과 마찬가지로 조・기장 및 도
토리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중기 취락에서 해양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증거가 적
게 확인되었던 것과는 달리, 후기 취락에서는 전체 석기 조성에서 수렵・어로구
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수렵・어로구의 종류가 증가하는 특징이 관찰된
다. 후기에 많이 해당되는 패총과 야외노지유적은 이러한 활발한 해양 자원 이용
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섬에 위치한 취락의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후기 취락에
서는 취락을 중심으로 장거리 이동 없이 주변의 어류 및 패류 자원을 쉽게 획득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전 시기보다 더욱 비중 있게 해양 자원을 이용할 수 있
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섬의 큰 규모를 활용하여 농경을 실시하고 육상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취락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계 활동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장기 점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락의 규모와 입지, 식료자원 이용 관련 도구,
식물유체, 한정 행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기와 후기에는 어느
정도 생계 방식의 차이가 관찰된다. 중기 취락에서는 해양 자원 이용과 관련된
도구와 한정 행위 장소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나, 식물 채집 활동과 농경의 증
거인 식물유체가 확인되었다. 반면 후기 취락에서는 식물 채집 활동과 농경의
증거가 확인되는 것은 물론 중기 취락에서 확인되지 않던 어류 및 패류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도구와 한정 행위 장소가 확인되었다. 한편 입지와 관련하여서
는 중기 취락이 주로 해안 지역에 입지하는 것과는 달리 후기가 되면 취락의 입
지가 도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취락의 입지 변화가 관찰된다. 후기에 중기보다
상대적으로 장기 점유가 가능하게 된 것은 취락 입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후기에는 섬이라는 입지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양 자원 이용에 집
중할 수 있었던 동시에 다양한 식물 자원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식료자원을 이
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복합적인 생계 활동을 토대로 장기 점유가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VI. 결론
본고는 신석기시대 중서부 해안 지역, 특히 경기・인천지역 취락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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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서 후기로 변화하는 시기 동안의 취락 구조의 변동 양상을 밝히려는 목적
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취락 내 각종 유구(주거지, 야외노지, 수혈유구 등)
의 내부 구조 및 배치 양상에 대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취락 배치,
취락 규모, 유구 구성, 주거지 내부 구조에서 각 시기별로 서로 다른 특징이 관찰
되었다. 취락 점유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와 더불어 도구 조성 양상, 취락의 입
지, 출토된 식물유체, 연구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한정행위유적을 포함하여 종합
적으로 고찰해본 결과, 선행 연구에서 이해되었던 것과는 다른 취락 구조의 변동
양상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중기에는 대규모의 취락유적에서 장기간 동안의 점유가 이
루어졌으나, 후기에는 소규모의 취락유적에서 단기간 동안의 점유가 이루어졌다
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결과 후기에도 20기 내외의 주거
지로 이루어진 대규모 취락이 존재하며, 오히려 중기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취
락의 점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고에서 새롭게 확인된 신석기
시대 중서부 해안 지역 중・후기 취락 구조는 다음과 같다. 중기에는 해안에 인
접한 구릉에 위치한 10～20기의 주거지만으로 이루어진 단독 군집 또는 10기 내
외의 주거지만으로 이루어진 복수 군집의 취락에서 단기간 동안 거주가 이루어
졌으나, 후기에는 도서 지역에 위치한 5기 내외의 주거지와 기타 유구(수혈유구,
집석유구, 구상유구)로 이루어진 복수 군집이 모여서 총 20기 내외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며 장기간 동안 거주하였으며, 해양 자원 획득 및
가공 활동을 위해 주변의 야외노지와 패총을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에 중기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의 점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섬이
라는 입지조건을 활용하면서 해양 자원 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동시에 중
기와 마찬가지로 식물 채집과 작물 재배를 실시하면서 취락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취락 내의 각종 유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존에 이해되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석기시대 중서부 해안 지역 중・후기 취락 구조를 해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고에
서 선택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석 규모와 취락 양상을 보이는 경
기・인천지역으로 부득이하게 연구 범위를 한정시키면서 다른 중서부 해안 지역
(황해도, 충청남도 등)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살펴보지 못했으
며, 시기별로 취락 구조의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본
고에서 밝히지 못한 중서부 해안 지역의 전기와 중・후기를 잇는 전체적인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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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양상과 취락 변동의 원인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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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ttlements of the Middle and Late
Neolithic Period in Central-western Korea
Yoo, Jiin(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nges in the settlement pattern of the
central-west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dle and late phases of the
Neolithic period. For this purpose, settlement analysis, which deals with settlement
placement, pit-house inner structure, occupation unit, and features composition,
is adopted in this study. To consider the issue of contemporaneity, this study
considers distance between features, the overlapping of features, the placement of
pit-house inner facilities, and AMS dating. Based on an analysis of the settlements
and considering stone tool composition, as well as the location of settlements,
plant resources and limited-activity stations (shell middens, open hearth sites), the
settlement pattern of the central-west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iddle and late Neolithic period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way.
In the middle phase of the Neolithic period, settlements consisting of 10~20
pit houses (forming a single group) or two groups of 10 or so pit houses each
were occupied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Such settlements were
usually located in coastal areas. In the late phase, settlements consisting of many
groups, each comprising 5 or so pit-houses and features, were occupied for a
long period of time. Such settlements were mostly located on islands. Therefore,
shell middens and open hearth sites were actively used to obtain and process
marine resources. The reason for this long period of occupation for the late
phase is related to the island location of the settlements. Using the advantage of
the island location, people concentrated on the exploitation of fish and shellfish
resources, at the same time as using plant resources through gathering and
farming. Using these various resources, people could live for longer periods of
time than in the middle Neolithic.
Key words: Neolithic period, Central-western Korea, Settlement analysis, Contemporaneity problem, Occupational period, Settlement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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