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장흥리 중석기유적 발굴조사

최 복 규(강원대학교 사학과·강원고고학연구소)

Ⅰ.장흥리의 자연환경 및 고고학적 배경
1.자연환경

철원군은 동쪽으로 양구군, 동남쪽으로 화천군, 남쪽으로 경기도 포천군, 서쪽으로 경기도
연천군, 북쪽으로 평강군·회양군과 접하고 있는데 현재는 군사분계선에 의하여 남·북으로
양분되어 있다. 경·위도상으로는 동경 127°05′～127°53′, 북위 38°05′～38°20′사이
에 위치하고 있다.대부분의 지역은 신생대 제4기 홍적세에서 현무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용
암대지의 일부로 200～500m 높이의 고원성 평야지대를 이룬다. 용암대지가 발달한 범위는
철원읍,동송읍,갈말읍, 김화읍에 걸치며 추가령열곡은 경기도의 전곡과 북부의 평강,추가령
으로 이어진다(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한탄강이 군의 중앙부를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흐르면서 그 지류인 남대천과 대교
천을 합류하고 임진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한탄강은 전형적인 유년기의 침식곡을 형성하여
하안에는 주상절리(柱狀節理)와 수직단애(垂直斷崖)가 발달하였다.하폭이 좁고 하상의 구배가
비교적 급하므로 유속이 매우 빠르다.이들 하천유역에는 비교적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으
며 재송평(裁松坪),대야잔평(大野殘坪)들은 예로부터 넓고 토지가 비옥하다고 이야기 될 정도
로 유명하다.
토질은 현무암의 잔적토(殘積土) 또는 하성토(河成土)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진흙으로서
농사에 적합한 지대이며 특히 품질 좋은 쌀 생산지대이기도 하다.
기후는 내륙에 위치하여 고도가 높아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대륙성기후가 나타나며
우리나라 3대 다우지역에 속한다.특히 여름철 강수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1월 평균기온
－7.9°C, 8월 평균기온 24.4°C, 11월 평균 기온 9.5°C이며, 연 강수량은 1,366m 이다(철원
군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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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질학적 배경
철원지역은 동서의 고도분포와 지질적인 차이로 보아 연천계의 변성퇴적암(變成堆積巖) 지
역과 용암대지의 하부에 있는 불국사통의 화강암 사이의 암석경연차(巖石硬軟差)에 의한 차
별침식으로 넓은 평야가 형성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만년전 신생대때에 평강읍 서남쪽
5km 지점에 위치한 오리산(鴨山 ;453m )이라는 작은 순상화산에서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
암이 분출하여 사방으로 흘러 내려 추가령과 전곡 고량포 사이의 낮은 골짜기를 메움으로써
철원, 평강을 중심으로 한 이천, 김화, 회양등 5개군 지역들에 걸쳐 약 650㎢(약 1억9천6백만
평)에 이르는 광대한 용암대지가 형성하게 되었다. 용암대지의 고도는 연차적으로 낮아지며
평강지역이 330m 철원지역이 220m 정도이다.또한 용암이 식어서 굳을 때 수축하는 현상으
로 인하여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었다. 현재 한탄강 유역의 계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섬돌모양으로 기반을 이룬 화강지층위에 현무암이 두껍게 퇴적된 단층열곡이며 그 선단은 남
쪽으로 전곡, 북쪽으로 삼방협 석왕사 부근, 동쪽으로 창도 부근까지 펼쳐 있어 자연경관의
특이함과 아울러 학자들의 지질연구를 위한 학술자료가 되고 있다.
철원 및 금화지역의 지질은 과거 연천계로 알려진 변성퇴적암과 선원계로 이루어지는 선
(先)켐브리아기의 지층과 중생대 쥬라기(Jurassic)로 알려진 화강암류 및 신생대 제4기로 알려
진 현무암으로 구성된다.이들 중 소위 연천계로 알려진 지층은 경기편마암복합체(京畿片麻巖
複合體)에 속하는 지층이며 본지역에는 연천부근에서 볼 수 있는 저변성암류의 연천계는 존
재하지 않는다.근래 학자들의 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도 일원에
광범위한 분포를 보여주는 원생대의 선원계 지층이 김화읍 학웅산 일대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화강암체는 북북동 방향으로 북한의 원산(元山)까지 연장된다. 현무암은 추가령열곡
을 따라 제4기에 분출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 지역에도 용암류의 전면이 노출되어 있을 뿐 아
니라 가장 넓은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이 고장의 지질계통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 4기

쥬라기

선캠브리아기

충적층(沖積層)
～부정합～
현무암(玄武巖)
-관 입홍적층(洪積層)
～부정합～
대보화강암(大寶花崗巖)
-관 입상원계(祥原系)
～부정합～
경기편마암복합체(京畿片麻巖複合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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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지역은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 유역으로서 곡저의 저지는 현무암 대지를 이루고 있다.
추가령 열곡을 사이에 두고 양측에 나란히 발달하는 광주산맥 및 마식령산맥이 있어 서로 대
조적인 지형적 특색을 나타낸다. 열곡은 연천단층, 동두천단층, 포천단층, 김화단층 등의 몇
개의 평형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약한 지층 단면을 따라 단층계곡이 발달한다.한
탄강 유로는 단층계곡 사이의 고지 또는 산옆을 관류하거나 단층곡에 따라 발달한다.따라서
곳에 따라 심한 곡류를 하는 곳도 있다.한탄강 수계는 평강 북쪽에 발원하여 동남류, 남류,
서남류하다가 남대천, 대교천, 영평천, 동탄천, 강화천 등과 합류하여 곡류하면서 임진강으로
유입한다.이들 하천은 하폭이 좁고 하상의 구배가 비교적 급하므로 유속이 매우 빠르다.한
탄강 주류는 6차수이고 수계의 분기율은 평균 4.42로서 비교적 낮다.하계망의 양상은 대체로
수지상(樹枝狀)이다. 지형의 기복은 지질 분포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화강암 지
대는 대체로 완만한 순종산지를 이루고 있으나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백악기 화산암류
의 분포 지역은 고도 800m 에 달하는 험준한 산세를 형성한다. 오리산은 최종의 용암분출구
로서 그를 중심으로 순상(楯狀)화산체의 모양을 이룬다.
한탄강 하안의 지형 발달과정은 제4기 화산활동의 산물인 용암대지의 형성을 전후하여 용
암 유출이전의 선지형(先地形), 현무암 대지의 원지형(原地形), 현무암대지 원지형의 차지형
(次地形)에로의 개석(開析)으로 구분된다.특히 현무암대지 원지형을 형성한 현무암의 절대연
령이 0.27M a(270,000 B.P.)로 알려져 있고 현무암대지 상부에 있는 범람원 충적층에서는 구석
기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어 한탄강 유역에서의 지형발달의 해석은 우리나라에서의 제4기 지
질과 하천지형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좋은 표준지역이라 할 수 있다(철원군 1992).

3.고고학적 배경
철원은 태백산맥의 북쪽에 우뚝솟은 금강산에서 서쪽의 황해를 향하여 길게 뻗어내린 광
주산맥의 끝머리에 둥지를 틀고, 그 동쪽의 산맥을 등지고 자리하고 있다.이처럼 동쪽의 험
준한 지역을 옆구리에 두고 서·남쪽의 벌판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철원은 한반도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곳으로 서울에서 함경남도 원산에 이르는 추가령 열곡을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철원의 중심부를 북북동에서 남남서로 흐르는 한탄강의 서북부지역은 철원평야를 이루며 동
남부는 광주산맥의 가지산맥들이 뻗어내려 산지를 이르고 있다.
용암대지 위에 쌓인 홍적세와 충적세기의 퇴적토는 모래질이 적은 찰흙질로서 농사짓기
알맞으며 남대천과 대교천을 합류하여 흐르는 한탄강과 군의 서북부를 흐르는 역곡천은 풍부
한 영농을 가능케 하여 풍부한 식량자원을 제공하여 왔다. 철원지역에서 발견되는 선사유적
들도 대개 이들 하천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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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은 이미 선사시대(구·중·신석기시대)는 물론 성읍국가·연맹국가가 형성되었던 청동
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도 훌륭한 문화가 발전되었음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는 유물·유적으로
증명되고 있다.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해방전인 1938년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敎
一)가 철원군 무장면(畝長面) 중세리(中細里)에서 발견한 돌도끼와 간돌화살촉 1점, 철원지역
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바퀴날도끼 1점을 소개한 적이 있고(有光敎一 1938), 1942년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에 고인돌 16기가 보고되어 있다(조선총독부

1942).
이렇게 선사문화가 존재하였음은 벌써부터 알려져 왔었으나 철원의 역사를 구석기시대로
소급시킬 수 있는 유적이 최근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그러나 1995년 이 지역 일대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한 강원대 박물관(김남돈 1995)과 강원고고학연구소(최복규 1999)에 의하여 구
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되면서 철원지역에서도 구석기인들이 살던 터가 있음이 확인되기 시작
하였다. 한탄강 유역인 고석정 유원지와 인접한 장흥리 일대에서 발견된 유적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흔적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 시대의 존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석기시대(中石
器時代)의 문화층이 발굴되게 이르렀다(강원대 유적발굴조사단 2000).
이 중석기, 특히 세석기는 후기 구석기시대 문화가 신석기시대 문화로 전환되는 과정의 도
구로서 우리나라에서 두 시대가 연결되어 우리나라에서 단계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입
증하여 주는 중요한 역사자료가 되는 것이다(G raham e Clark 1980,최복규 1994).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철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수만년 전부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그 후에 연속되어 나타나는 역사적 사
실을 해석하는데 이러한 선사·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현재도 철원은 강원도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전역과 비교해 보아도 사람들이 살기에 최적
의 고장이라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음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이러한 자연환경과
인문적인 조건과 더불어 수만년전의 인류에 의하여 남겨진 유적·유물의 존재는 이곳이 선
사·유사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조상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겠다.

Ⅱ.발굴조사 경위 및 발굴경과
1.조사경위

철원 장흥리 구석기유적은 1995년에 철원군 일대에서 문화유적조사를 실시한 강원대 박물
관 조사단에 의해 찍개, 긁개, 밀개, 몸돌, 격지 등 여러 점의 석영제 석기가 지표채집되면서
- 72 -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조사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이 지역 일대를 수차례 반복 답사한 강원고고학연구
소 조사단은 기존에 알려진 석영석기 뿐만 아니라 많은 흑요석 및 수정제 석기들이 새롭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고고학연구소 조사단이 지표에서 찾아낸 흑요석 및 수정석기들은 후기구석기의 아주
늦은 시기와 중석기시대 양상을 대표하는 것들로서, 임진-한탄강 수계 뿐만 아니라 우리 나
라 후기구석기·중석기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되었다.
수차에 걸친 지표조사를 통해 겉에 드러나 있는 유물의 채집 및 노출된 단면을 통한 층위
의 검토, 유물 밀집 분포지의 확인 등 장흥리 유적에 대한 정보를 모아 가던중 이곳에 한탄
대교 접속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유적의 일부구간
이 훼손될 처지에 놓여 있고,유적의 중요성이 높은만큼 구제발굴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발굴을 진행시키기에 앞서 유적의 규모와 분포범위, 문화층의 유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1998년 11월 16일부터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40일간의 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그후 12월에 들어서면서 동절기 결빙에 의해 유적이 훼손될 것이 염려되어
작업을 중지하였고, 이듬해인 1999년 3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본격적으로 시굴조사를 실
시하여 문화층을 확인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최상부 갈색찰흙층에서 다량의 흑요석 세석기들이 출토되어 유적의 중요성
이 확인되었으며, 도로공사지역내의 문화층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17일
부터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90일간 발굴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발굴경과

발굴조사는 시굴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측량을 통해 도로가 놓이게 되는 방향과 동일하게
기준선을 잡고 10×10m 를 기본 발굴칸으로 설정하였다. 즉 길이 200m , 너비 20m 정도의 구
간을 매 10m 단위로 끊고, 그 중에서 최상부 갈색찰흙층이 잘 남아있는 한탄강변쪽에서 집중
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최상부 문화층의 흑요석 및 반암(니암)석기들은 그 평균크기
가 5㎝ 이하의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므로 발굴조사단은 더욱 세심히 살펴서 얇게 제토했을
뿐만아니라 석기집중면에서는 퍼낸흙도 물체질을 하여 아주작은 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
력하였다.그 결과 흑요석 석기 집중면과 유문암 계통으로 석기를 제작한 장소를 찾아내었다.
그와 동시에 유적 전체의 층위변화를 조절할 수 있도록 시굴조사때 마련한 표준발굴구덩
이(control pit)가 최상부 갈색찰흙층이 제거되고 지표면하에서 곧바로 토양쐐기 구조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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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흑요석 유물이 집중 출토되는 갈색찰흙층(하화계리층)이 가
장 두텁게 남아있는 곳을 선정하여 새롭게 표준발굴구덩이를 지표하 약 3m 가량 파내려 갔
다.

Ⅲ.유적의 층위 및 지질학적 조사
1.층위

전곡리를 위시한 임진-한탄강 수계의 용암대지는 구석기 연구자 뿐만아니라 제4기 지질학
자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학습장이기도 하다.이번 발굴지역인 장흥리 유적도 쥬
라기의 기반암(화강암)풍화층과 화산폭발에 의한 용암분출(현무암층),용암분출 이후의 고하천
활동에 의한 자갈층(현무암 자갈이 특히 많이 보임)과 모래층, 하천 유로가 이동되어진 이후
의 점토퇴적(구석기 유적 형성) 등 지사학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
는 몇 안되는 중요지점중의 하나이다. 이번 발굴기간에 깊이 3m 이상의 표준발굴구덩이를
파서 모래층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지층단면을 조사하긴 했지만 문화층 발굴에 주력하였기 때
문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도로공사 지역이 대부분 한탄강안 둔덕이기 때문에 수미터 아래의
암반층까지 굴착되어 도로면이 놓이게 되어있는바, 땅파기 공사시 노출되는 도로 양쪽면의
단면에 대해서 제4기 지질학자와 함께 유적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지층단면조사(필요
할 경우 지층 단면 전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W 90N 10칸 단면–1999년 시굴단면
표준발굴구덩이는 현지표면으로부터 약 3m 정도 파내려가 굵은 강모래층이 시작되는 지점
까지 마련되었다.층위는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한다.
지표교란층(제1지층) 바로 아래부터 토양쐐기(soil w edge)가 나타나는 세립질의 짙은 갈색
찰흙층(제3지층)이 이어진다.흑요석 석기들이 출토되는 갈색찰흙층(제2지층)은 포사격장 조성
시의 평탄화작업 및 농민들의 못자리용 상토흙 채취로 삭평되어 남아있지 않다. 이 단면을
경계로 서쪽으로는 약 1m 정도의 퇴적층이 깎여나가 세석기문화층(제2지층)이 남아있지 않고,
보다 한탄강변쪽에 가까운 동쪽지역으로 가면서 약 50cm 두께로 제2지층이 잘 남아있어 흑
요석 석기들이 출토된다.제2지층 바로 아래에서부터 나타나는 토양쐐기층(제3지층)은 우리나
라 구석기유적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옛토양층이며,퇴적층의 두께는 약 1～1m 50cm 정도
된다.이 지층의 상단부,즉 제2지층과의 경계부분에 추운기후를 지시하는 토양쐐기가 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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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으며, 토양의 결빙현상과 관련된 점토의 수평,수직이동 흔적도 잘 남아있다. 쐐기 내부
의 토양은 황갈색을 띠며 길이는 30～50cm 가량 된다.수직방향에서는 쐐기모양이지만 수평면
에서 보면 불규칙한 오각형구조를 보인다. 이 층에서도 석기가 간헐적으로 출토되는데 석영
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이 층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황갈색을 띤 조립질로서 입자가 성
글어지며 망간의 집적현상이 두드러진다.
그 하부로 갈수록 모래의 양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사질점토로서 하안에서의 범람현상이
여러차례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띠가 여러겹 나타난다.
그 아래로 또다시 점토층이 이어지고 곧바로 굵은 강모래층으로 변한다.

(2) W 60N 10칸 단면–2000년 발굴단면
흑요석 석기들이 출토되는 최상부 갈색찰흙층(제2지층)을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금
년에 굴착한 표준발굴구덩이로서 이 지역의 퇴적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제1지층은 지표교란층(약 20cm 두께)으로서,군부대 훈련시 파 놓은 구덩이가 여럿 나타나
며, 제자리를 잃은 흑요석 석기들이 출토되기도 한다. 지표교란층 아래의 제2지층은 최상부
갈색찰흙층으로서, 약 50cm 정도의 퇴적두께를 보인다.이 지층이 바로 흑요석 및 반암(니암),
수정 등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세석기가 출토되는 문화층이다.이 지층 바로 아래에는 첫
번째 토양쐐기 구조가 나타난다.지표면 바로 아래부터 토양쐐기 구조 상부에 나타나는 최상
부 갈색찰흙층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세석기가 출토되는 이 지층을 하화계리층 으로 명명하
고자 한다.제3지층은 첫번째 토양쐐기 구조가 나타나는 짙은갈색의 세립질 토양층으로서,퇴
적두께는 약 70cm 정도된다.이 지층에서도 석영석편들이 간헐적으로 출토된다.제4지층은 황
갈색토양층으로서, 두번째 토양쐐기 구조가 매우 약하게 발달하여 있다.3지층과 4지층의 경
계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는 편이다.하부로 가면서 실트질 성분이 증가되며,산화철과 망간
의 집적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이 지층 하부로 가면서는 점차로 고하천퇴적층으로
옮겨져 간다.

(3) 한탄대교쪽으로 일부 도로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드러난 단면
한탄대교를 놓으면서 도로공사를 일부 진행시키다 중지된 단면이 하부 기반암까지 노출되
어 있는데,이곳에서 발굴장의 점토퇴적층 하부퇴적을 살펴볼 수 있다.최하부 기반암은 쥬라
기의 화강암이 풍화된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그 이후 화산분출로 계곡면을 메운 현무암이
계곡을 다 메우지 못하고 멈춘 상태를 보여준다. 현무암층과 기반암풍화층 위에는 용암분출
이후의 하천활동을 보여주는 강자갈층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고, 사이사이에는 모래층이 끼어
있다.자갈층 속에서는 현무암자갈을 흔히 관찰할 수 있다.자갈층 위로는 모래층이 퇴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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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상부에 고토양층이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한탄강 유역의 지사학적(地史學的)인 측
면 뿐만 아니라 유적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면으로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발굴지역인 장흥리유적에서는 쥬라기의 기반암풍화층-화산폭발에 의
한 용암분출(현무암층 형성)- 용암분출 이후의 고하천활동에 의한 자갈과 모래층-하천활동이
멈추어진 이후의 점토퇴적(고토양형성)과 구석기유물 발견 등 지사학적인 일련의 과정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석기학에서 이러한 지층조사는 유적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
수적인 사항이다.따라서 이번 도로공사가 수미터 아래의 암반 노출면까지 굴착하게 되어 있
는 바,도로공사시 노출되는 단면에 대해서 제4기 지질학자와 동행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2.지질학적 조사
동송읍 장흥리 구석기 유적지는 한탄강의 상류 현무암대지 위에 대교천과 한탄강이 합류
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서편 인근에는 국민관광지인 고석정이 있다.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의 현무암 대지는 대교천을 따라 한탄강으로부터 제4기에 알칼리 현무암질 용암
이 역류하여 형성되었다. 발굴부지 일대는 한탄대교 공사 연장부로서 현재 발굴지에는 지층
단면의 상부에 석기와 흑요석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 주요한 유적지이다.
본 발굴부지 일대의 수문지형 특징은 주요 산지를 구성하는 화강암체 하부에 제4기 현무
암 피복되어 있고, 이에 따라 암상경계부를 따라 차별침식이 진행되어 현재의 한탄강 유로가
확립된 것으로 해석된다.현무암 대지는 현 한탄강 주변에 약 2km 내지 4km 폭으로 발달하
고 있다.현 한탄강 하상에는 대부분 현무암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관찰되고 있고, 철
원군 동송읍 주다리, 직탕폭포, 장흥리 일대에는 현재의 한탄강 하상보다 약 30m 이상 높이
까지 용암이 덮혀 있다.현재의 한탄강은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발달하는 거의 수직경사의 곡
간을 따라 흐르고 있다. 이 일대는 가장 최근인 1997년도와 1998년도에도 홍수로 인해 수위
가 불어나면,현하상보다 약 10m 위의 일부 현무암 대지 위까지 범람수가 차 올라오며,이에
따라 한탄강의 곡부 안쪽에는 항상 사력질 퇴적층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볼 수 있다.또
한 내대리 일대에는 제4기 호성 퇴적층이 현무암질 용암대지 위에 분포한다.이 퇴적층은 고
기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배후에 조성되었던 습원기원 퇴적층이든지 혹은 고기 한탄강의 고유
로 폐쇄에 따라 형성된 우각호 안에 형성된 제한된 습지로 추정된다.
본 발굴지역 주변 현무암질 용암은 하부에는 기공이 많이 발달하며, 상부로 갈수록 치밀하
고 괴상을 이루다가 대기와 접하는 상부에서는 다시 다공상 조직특성을 보이고 있는 수가 많
으며,경우에 따라 전체적으로 치밀하고 괴상이며 주상절리가 발달하여 있는 경우가 많다.본
지역의 최고기 기반암은 제천화강암류로서 제4기 현무암이 이를 피복하고 있다.본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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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과 현무암질 용암을 모두 피복하고 있는 고기하성 퇴적층이 한탄대교 남단에서 발견된
다. 이들은 하부에는 잔자갈(pebble) 내지 중자갈(cobble)로 구성되는 고기 하상기원의 역층
이 분포하고 있고, 상부로 갈수록 고기 하천주변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래층이 분포
하고 있다.본 지역의 하천기원 사력층은 원천적으로 용암대지의 형성 이후,고기 하상사력층
이 최하부에 분포하며, 이보다 상부에는 구하상의 횡적천이와 하방삭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기적인 홍수범람이 도래하든지 산사면을 따라 중력류가 우세한 가운데 주변 현무암과 화강
암질 기반암류로부터 중력류나 니류를 따라 이동된 암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문화층은
이들 모래층의 상부를 피복하여 있는 구하상 주변의 홍수범람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로 니사질 퇴적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부분적으로 심한 토양화 작용을 받아 토
양쐐기 조직을 발달시키고 있다.
본 유적지의 제4기 사력층 형성시기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구하상 사력층이 형성될 때 고
기 하상의 현하상 비고가 약 30m 정도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제3단구(중위면)와 대비
해 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산소동위원소 7기 혹은 그 이전에 형성된 지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까지 해석되곤 하였다. 그러나 현무암의 K/A r 연대가 인근 연천군 관인면 대회
산리에서 약 13만년전으로 나타난 최근 자료를 고려해야 하고, 본 사력층이 현무암질 용암
위에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퇴적층은 약 130Ka 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면,
현무암질 용암과 화강암 위에 퇴적된 사력층은 적어도 마지막간빙기인 125–80Ka에 형성되
었던 지층으로 해석 가능해 진다. 그리고 현하상 비고 약 36m 위 고기 하상사력층 위에는
범람기원 니사질 퇴적층이 분포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현하상이 형성되기 전 적
어도 수 m 내지 10m 이상 더 높은 위치에 구하상면이 존재했을 때 형성될 수 있었던 퇴적
층으로 판단되며, 본 퇴적층이 형성된 이후 최종빙기 동안 기준면이 현재 위치로 더욱 가속
적으로 떨어져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범람 퇴적층은 고기 하천 바닥이 더 삭박되어 기
준면의 하강에 따라 용암대지 위의 하천기원 퇴적작용은 종식되었다. 본 발굴지의 최상부를
피복하고 있는 찰흙층은 마지막으로 최후빙기를 거치면서 기후지형 변화와 주변에서 유입되
는 재동된 세립물질, 그리고 일부 구릉지 주변이나 산사면에서부터 사면기원 퇴적물이 유입
되면서 형성되었다. 이 찰흙층은 하천기원 퇴적층 최상부에 피복되어 있고 토양쐐기조직을
가지며 주로 갈색 내지 황갈색의 니사질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본 발굴지의 주문화층은 홍수
범람층보다 상위의 니사질 찰흙층이며, 이들은 부분적으로 토양화 작용을 받아서 토양쐐기
조직을 발달시키고 있고, 한반도의 다른 지역의 고토양층과 대비하여 볼 때, 상위의 고토양
층은 마지막빙기 중에서도 최성기인 약 15–18Ka 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장흥리 유적발굴지의 W 90N 10 발굴구덩 동북벽과 한탄대교 부근의 절취사면 등의 노두
에 나타나는 암석과 토양·퇴적층을 기준해 보면, 본 발굴지의 대표적인 지층구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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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김주용 2000).
▶ 제1층 :표토층(농업용 객토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제거됨)
▶ 제2층 :니사질 찰흙층(부분적으로 재이동되고 교란된 사질 실트질 찰흙층)
▶ 제3층 : 고토양층(토양쐐기와 엽상조직이 잘 발달하고 부분적으로 토양공극과 지하수 유
동로를 포함하는 니질 내지 니사질 찰흙층)
▶ 제4층 :구하상 조립질 모래층(철과 망간의 포획체가 발달하며, 둥근 잔자갈이 소량 포함
됨)
▶ 제5층 :구하상 역층(본 발굴단면에서 나타나지 않으나 한탄대교 방향의 토목공사 절취사
면에는 구하상 사질층 하부에 연장되는 잔자갈 내지 중자갈로 구성되는 역질 퇴적
층이 분포한다)
▶ 제6층 :제4기 알칼리 현무암질 용암
▶ 제7층 :쥬라기 포천화강암
이상 장흥리유적의 지질학적인 조사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제4기 지질연구팀의 김주용팀장의
연구결과로 밝혀진 것이며 지도2와 게재된 내용은 그의 보고서를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Ⅳ.장흥리유적의 문화층 및 출토유물
구석기 문화층은 현재까지 2개가 확인되었다.맨 윗층으로부터 제1문화층,제2문화층이라고
잠정적으로 명명하였다. 제1문화층은 지표교란층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최상부 갈색 찰흙층
(하화계리층)으로서, 퇴적두께가 약 50㎝정도에 이른다.이 층은 한탄강변에 가까운 70×30m
정도의 범위내에만 존재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퇴적층은 지표면 아래에서 곧바로 토양쐐기
(soil w edge)가 나타나고 있다.즉 토양쐐기가 나타나는 바로 윗층의 50㎝정도 퇴적 두께 내
에서 흑요석 및 반암(니암), 혈암, 수정, 석영 등으로 만든 아주 자그마한 석기들이 출토된다.
석기는 대부분 지표교란층과의 경계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대부분 석기제작과정의 부산물
인 격지 및 부스러기들이지만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유물은 흑요석으로 만든 밀개, 긁개,돌
날, 좀돌날, 좀돌날몸돌(작업면 조정을 위한 기술격지) 스키모양격지(Ski style spall), 반암(니
암)으로 만든 소형찍개, 긁개, 돌날, 좀돌날, 좀돌날몸돌, 슴베찌르개(tanged point), 혈암으로
만든 직선날 긁개, 수정석기 및 격지 등이다. 이러한 유물들은 모두 후기구석기시대의 아주
늦은 시기나 중석기시대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최상부의 갈색찰흙층(제1문화층)에서는 두 구역에서 석기제작터의 성격을 지니는
곳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한 구역에서는 유문암 계통의 자갈돌 석재를 깨내 일정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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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상태 그대로 노출되었다.자갈돌 잔격지 및 다양한 형태의 중간 크기 석편들, 떨어져
나온 격지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것,망치돌 등이 일정 공간에 모여 있고,그 중에는 서로 되
붙는 석편들이 있다.이러한 정황은 그 자리에서 하나의 자갈돌을 망치로 깨내어 석기를 만
든후 완성된 석기만을 옮겨간 일회성 석기제작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연접한 다른
한 구역에서는 흑요석 석기들이 일정 범위내에서 밀집되어 노출되었는데, 그 중에는 좀돌날
몸돌의 작업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기술격지 1점, 좀돌날 수 점, 잔격지 및 부
스러기 다량, 정교하게 잔손질되어 있는 긁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은 이곳에서
흑요석 석재를 이용하여 좀돌날몸돌에서 좀돌날을 생산하고, 혹은 석기에 잔손질을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반영해준다.특히 이 구역에서 걷어낸 흙을 세심하게 물체질하여 잔손
질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미세한 흑요석 부스러기를 다량 수습할 수 있었던 것도 석기제
작 과정을 되짚어 보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제2문화층은 최상부의 제1문화층 바로 아래에서 토양쐐기가 나타나는 퇴적층내에서
확인하였는데, 석영 격지 및 부스러기, 부정형 석편,긁개 등이 밀집도를 보이지 않은 채 산
발적으로 소량 출토된다.의미있는 석기집중면은 찾지 못하였다.

Ⅴ.발굴조사 성과
철원 장흥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현재까지 두 개의 구석기문화층이 확인되었다.제1
문화층은 한탄강변쪽에 가까운 70×30m 정도의 일부 한정된 면적내에서 드러났으며, 이곳
최상부 갈색찰흙층에서는 흑요석, 반암 및 니암,수정, 벽옥 등의 다양한 암질로 만든 자그마
한 석기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주목된다.
제2문화층은 첫 번째 문화층 바로 아래에서 토양쐐기가 시작되는 전 구간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의 밀집도가 낮고 소량이어서 정확한 석기구성상을 알 수는 없지만 석영석기 중심의 밀
집분포상을 보이는 지점도 일부 관찰되어 또다른 문화층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최상부의 제1문화층에서 출토된 아주 자그마한 흑요석 석기 등의 유물갖춤새는 임진한탄강 수계에서는 처음 발굴되는 것이어서 대단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흑요석으로 정
교하게 잔손질하여 만든 밀개 및 긁개·좀돌날몸돌 및 좀돌날·일반격지 및 부스러기, 반암
혹은 니암계통의 석재로 만든 슴베찌르개·긁개·좀돌날몸돌·돌날 및 좀돌날, 수정 긁개 및
격지 등의 자그마한 석기들은 우리나라 후기구석기 최말기 혹은 중석기시대의 석기구성상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대단히 주목된다.이러한 석기갖춤새는 임진-한탄강 수계에서는 처음으
로 발굴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곡리의 이른시기 주먹도끼 문화유형과는 또 다른 새로운 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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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화유형으로 여겨져 그 중요성이 크다.한탄강 하류의 전곡리유적이 구석기시대 이른시기
의 석기구성상을 잘 반영해주는 표식적인 유적이라면, 이곳 장흥리유적은 구석기시대 아주
늦은시기의 석기구성상을 확연히 대변해주는 표식적인 유적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임진–한탄강 유역의 구석기유적이 한국 구석기 고고학사에서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탄강의 중상류지역인 이곳 남한 최북단 철원 장흥리에서 후기구석
기 아주 늦은시기 혹은 중석기문화를 대표하는 세석기유적이 최초로 조사된 것 자체가 획기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적이 체계적으로 발굴됨으로해서 한탄강 하류의 전곡리유적에서
분명히 밝힐 수 없었던 구석기의 끝자락에서 신석기로 이어지는 전환기적 문화양상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번 발굴을 통해 당시의 석기구성을 온전하
게 밝혀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진 만큼 최근에 구석기학계에서 점차 그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1만5천～1만년전 후기구석기의 종말과 신서기로의 전환기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장흥리유적의 학술적 가치는 크게 부각되고 있
다.
또한 그 출토사례가 단양 수양개, 승주 덕산리 죽산,순천 월암리 월평,대전 용호동 등 주
로 중남부지역에 한정되어있던 슴베찌르개가 이곳 남한 최북단 철원에서 발굴됨으로써 장흥
리유적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Ⅵ.결론
철원 장흥리에서 발굴조사된 중석기시대 유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유적으로 후기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인류와 문화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의 문제를 밝혀 줄 수 있는 자
료이다.이미 1990년 홍천군 하화계리에서 발굴된 하화계리Ⅰ유적(최복규 1995)은 중앙고속도
로 속에 편입되어 훼손되었으며, 1995년에 조사되었던 하화계리 Ⅱ 중석기 유적도 하이트맥
주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최복규·최승엽 1996).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장흥리 중석기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독보적인 유적이
며, 그 규모도 10만평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고고학·역사학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유적이고, 또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흑요석·벽옥·반암제 잔석기(細石器 : 돌날몸돌·돌
날)들은 우리나라 주변의 북중국·시베리아·만주·캄차카반도·일본열도(佐久考古學會 1993,
橋口尙武 1999)의 그 것들과도 비교 연구되어야 하는 중요한 유물이다(Jia lanpo 1978, Choi
Bok–kyu 1993).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철원은 이미 15,000～12,000 B.P.에 많은 사람들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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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였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고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과 신석기주민들의 선주민이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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