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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반도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의 확산과 이동성의 
변화 

– 취락 점유양상 분석을 중심으로   – 

 

 많은 기존 연구에서 약 3500-3000 BCE 사이에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이 

한반도 중서부 전체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즐문토기문화 집단의 이동성 

혹은 정주성이 변화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동성 및 정주성 변화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은 서로 모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동성과 정주성을 

이분법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데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즐문토기문화 집단의 이동성이 ‘증가’하였다는 견해는 주로 조와 기장 재배로 

인하여 이동성이 필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전제에만 지속적으로 의존하며, 

고고학적 근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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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인 범위에서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유적 간 잠재적인 기능적 차이와 유적의 점유 기간과 점유 빈도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동 수렵 · 채집 사회를 다루는 맥락에서 수 년에 걸친 

취락의 전체 점유 기간과 일년 내의 연중 점유 기간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점유 기간을 분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즐문토기문화의 확산 이전과 이후의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기 

위하여 석기 출토량과 기종의 다양성 및 운반하기 어려운 석기 기종의 출현율 

비교를 통하여 취락 유적 간 기능적 다양성에 대한 검토도 시도하였다. 그리고 

유적의 상대적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주거지 

축조에 투여되는 비용을 반영하는 지표와 다양한 주거지 재축조 및 재사용 지표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에 취락 유적 기능의 

다양화와 점유 기간과 빈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즐문토기문화의 확산 

이전, 취락 유적은 주로 경기도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대규모적 근거지로 

이용되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된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 내륙 지역으로의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에는 경기도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취락 유적은 지속적으로 대규모적 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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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었으나, 연중 지속 점유되지는 않았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치되고 재점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다수의 소규모 취락 유적은 조달 

캠프나 계절적으로 방문되는 캠프와 같은 근거지가 아닌 장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되는데, 주거지 축조에 투여한 시간과 노동력과 재사용 

흔적을 감안하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점유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점유된 취락 유적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의 이동성 양상을 살펴보면 수렵 · 채집 및 초기 

농경을 수행하던 집단들이 중서부지역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근거지와 내륙 및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다양한 기능을 지니는 유적 

사이를 빈번히 이동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하는 자원과 영역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 

취락 유적의 지리적 분포, 규모의 차이, 기능적 다양성, 점유 기간과 빈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가설적으로 제안한다. 집단들이 근거지인 대규모 취락과 소규모 

캠프 사이를 빈번히 이동하는 현상은 흔히 민족지적으로 관찰되는 소위 ‘분산 · 

집합 사회 조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집단 구성원들이 대규모 집단으로 

집합하고 때때로 소규모 집단으로 분산하는 사회 조직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사회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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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인 뿐만 아니라, 수렵 · 채집 및 초기 농경을 수행하던 집단 구성원의 사회 

· 의례적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주요어 : 신석기시대 ; 즐문토기문화 ; 중서부지역 ; 이동성 ; 정주성 ; 취락 ; 
주거지 

학번 :  2014-2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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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반도 신석기시대 즐문토기문화의 확산은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즐문토기문화는 기원전 3500년 이전 경기 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나, 이후 단 수 백 년 사이에 남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즐문토기문화의 확산은 단순히 물질문화의 지리적 확산이라는 의미 

외에도 한반도 최초의 작물 재배 기술의 확산을 동반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고고학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조사된 즐문토기문화 유적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즐문토기문화 확산의 편년과 공간적 범위는 면밀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수 백 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이 해안 · 

도서지역과 내륙 지역에서 조사되면서 즐문토기문화 확산의 공간적 범위가 

규명될 수 있었다. 또한,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의 탄소연대는 즐문토기문화의 

확산 시기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즐문토기문화와 관련된 자료 급증으로 인하여 연구자들은 즐문토기문화 확산 

과정에 대한 더욱 면밀한 기술과 설명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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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 · 채집과 함께 작물 재배가 시작된 즐문토기 사회에 있어 이동성과 

정주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는 즐문토기문화의 사회적 · 경제적 

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동성과 정주성 개념은 즐문토기문화의 

확산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겨진다. 신석기시대 

늦은 시기에 들어서며 집단 이동성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즐문토기문화의 확산 경우에서 취락 유적의 지리적 확산 및 유적 규모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정주성이 높은 사회에서 이동성이 높은 사회로 전환된 결과로 

해석되어왔다(소상영 2013; 송은숙 2001, 2009; 임상택 2008, 2010; Shin et al. 

2012). 한편 일부 연구자는 중서부지역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신석기시대 취락 

유적에서 무덤이나 묘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신석기시대 사회는 

지속적으로 이동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이형원 2012). 이 

외에도, 일부 연구자는 즐문토기문화 집단이 지속적인 정주 수렵 · 채집 · 작물 

재배하는 사회로 묘사되는 것이 타당하다거나(Kim M. et al. 2015), 일부 지역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즐문토기문화 집단의 정주성이 증가하였다는 주장되기도 

한다(유지인 2012). 이처럼 이동성과 정주성 개념은 즐문토기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즐문토기문화 집단의 이동성과 정주성이 

즐문토기문화의 확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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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기존 연구에서 

이동성과 정주성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는 이동성이 주로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여겨진 까닭에 이동성과 

정주성의 관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이동성이 다양한 시간적 

범위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둘째, 

대다수의 즐문토기문화 유적에서 동 · 식물 자료와 같이 유적의 점유 양상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료 결핍으로 

인하여 많은 기존 연구는 이동성 양상에 대한 고고학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대신에 주로 조와 기장 재배로 인해 이동성이 증가하였다는 가정이 제안되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즐문토기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이동성의 역할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의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이나 

정주성의 정도를 파악한다기보다 대상 유적의 점유 기간과 점유 빈도를 검토해야 

할 필요를 지적한다. 이를 위하여 이동성 수렵 · 채집민의 사회를 다루는 

맥락에서 다양한 점유 양상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 간의 이동 양상을 복원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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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유적에서 예외 없이 발견되며 어떠한 경우에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고학적 

자료인 주거지를 검토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전과 이후 취락 유적 간 이동성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 방법론을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취락과 주거지 자료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른 취락 유적 간 이동성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는 즐문토기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동성의 역할과 그 변화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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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목적과 방법론 

1. 연구사 및 문제 제기 

즐문토기문화와 관련된 유물이 기원전 3500년 이후 남한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이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었으나 2000년대 이전까지는 확인된 유적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즐문토기문화 확산의 공간적 범위와 편년이 명확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즐문토기문화 유적 발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즐문토기문화 확산 과정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즐문토기문화의 확산은 주로 문화 

전파가 아니라 집단 이주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즐문토기문화 유적이 

경기도 내륙, 충청 지역 등 이전에 점유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등장하며(임상택 

2008), 이 지역에서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이다(구자진 

2011a). 연구자들은 즐문토기문화가 확산되면서 취락 유적의 지리적 분포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취락 유적의 규모도 함께 변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구자진 2011a; 소상영 2013; 임상택 2008).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전에는 취락 유적이 수십 기의 주거지로 구성되었는데,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에는 대다수의 유적, 특히 중서부 내륙의 취락 유적은 주거지 1-4기로만 

구성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취락 유적이 경기도 해안지역으로부터 확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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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화되는 양상은 즐문토기문화 집단이 이주하는 동시에 

‘분산하였거나’(fission)(Kim M. et al. 2015), ‘축소’(임상택 2008)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당시 집단 이주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몇 가지 추론도 

제시되었는데, 대체로 기후 변화나 인구 증가, 혹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기도 해안지역으로부터 중서부지역으로 이주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택(2008)은 기후 한랭화와 인구 증가가 인구-자원 불균형을 

야기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경기도 지역에서의 이주를 유발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hn et al.(2015)은 이와 비슷하게 기후 한랭화는 도토리와 같은 야생 

식량 자원 밀도의 급감을 초래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소상영(2013)은 이러한 기후 

변화 모델에 덧붙여 한강의 빈번한 홍수로 인하여 즐문토기문화 집단이 하천 

유역에서 중서부지역 내륙으로 이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im M. et 

al.(2015)도 인구 증가가 즐문토기문화 집단 확산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집단 인구 밀도 증가가 야기하는 사회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경기도 해안지역에서 이주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즐문토기문화 집단의 이동성이 증가하였다는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택(2008)과 소상영(2013)은 즐문토기문화 확산기,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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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축소되는 것은 이동성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동성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조와 기장 재배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임상택(2008)과 소상영(2013)은 조와 기장을 재배하는 것은 주변 토지의 지력을 

급격히 감소시키므로 중서부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집단이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hin et al.(2012)은 주로 산과 

산림으로 구성된 한반도에서 조와 기장의 재배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즐문토기문화 집단이 경기도 해안지역에서 내륙과 남부로 흩어졌으며(‘fanned 

out’) 조와 기장을 재배하기 위하여 이동성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송은숙(2001, 2009)은 즐문토기문화 집단이 영양분이 풍부한 하천을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조와 기장을 기획적으로 재배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안승모(2005)는 이들이 이동식 화전 농경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세부적인 차이점은 있지만, 즐문토기문화의 확산은 

이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하며, 즐문토기문화 집단이 

중서부지역에 자리잡은 뒤, 조와 기장을 재배하기 위하여 이동성이 증가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즐문토기문화의 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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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초기 농경 확산(early agricultural expansion)(Shin et al. 2012)으로 기술되고 

있다.  

한편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에 이동성이 증가하였다는 견해를 반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유지인(2012)은 중서부지역 중기 취락에 

비해 오히려 후기 해안 · 도서지역 취락 유적이 장기지속적으로 점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Ahn et al.(2015)은 주거지가 존재하는 것은 높은 정주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에 취락 유적이 소멸되기 전까지 정주성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암시한다. 그 동안 이러한 견해가 종종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즐문토기문화 확산과 이동성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즐문토기문화 확산 과정에서 이동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는 연구자에 따른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면도 

있으나,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이동성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는데, 

이는 즐문토기문화 유적이 확산하는 데 이동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불완전하고 모순되는 결론을 야기할 수 있다. 수렵 채집사회와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이동성과 정주성이 하나의 스펙트럼 양쪽 끝을 차지하는 것으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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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되고 있으며, 이동성과 정주성이 상호배타적인 개념인 것으로 종종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Gallivan 2002; Kelly 1992; 

Varien 1999).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즐문토기문화를 다루는 여러 연구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이동성’과 ‘정주성’이란 용어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지만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두 개념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소상영 2013; 유지인 2012; 이형원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동성과 정주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두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한다. 정주성은 유적이 지속적으로 점유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다수의 

점유자가 한 유적을 일년 내내 혹은 거의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흔히 정의된다(Kelly 1992; Rafferty 1985). 따라서 정주성이란 유적이 몇 년에 

걸쳐 점유된 기간과 상관없이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동성은 여러 가지 시간적, 사회적 규모로 수행되며 방향성을 가지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Binford 1980, 1982; Gallivan 2002; Kelly 1992). 

연중 빈번하거나 장기적인 이동은 정주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성은 

정주성과 개념적으로 뒤얽히는데, 그러므로 이 두 개념은 결코 완전히 

상호배타적이라고 할 수 없다(Gallivan 2002; Kelly 1992). 따라서 이동성이 

정주성에 비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동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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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 사회적 규모, 방향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유적 간 

이동의 구체적인 양상의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동성 · 정주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개념은 이동성과 정주성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 

부적절하다. 

이동성은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고고학 

유적의 맥락에서는 한 유적이 방치됨과 동시에 다른 유적이 점유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한 유적이 방치되는 기간은 며칠, 몇 달, 몇 년의 시간적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유적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유적 

혹은 유구의 점유 양상을 필수적으로 검토하여 한다. 즉, 대상 지역의 각 유적 혹은 

유구의 점유 기간과 점유 및 재점유의 빈도를 비교해야 이동을 통해 유적 혹은 

유구는 어떻게 생성되고 이용되는지, 서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동성 · 정주성을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의 이동성을 

검토하는 고고학적 방법론으로는 석기 다양도(유지인 2012; Chatters 1987; Shott 

1986), 동물과 식물 유존체를 통한 유적 계절 이용 양상(Bonzani 1997),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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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Kelly 1992; Kent 1992) 등 여러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에서는 석기 출토량이 매우 적고 식물과 동물 유존체가 

발견되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획득되지 않기 때문에, 석기 조합상이나 동물 · 

식물 유존체 조합상을 검토하는 접근방법은 중서부지역의 이동성을 고찰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는 취락 유적의 

취락 구조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나 다수의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은 주거지만 조사되었거나 주거지 이외의 유구(예를 들어, 야외노지, 수혈, 

등)에서 즐문토기문화와 연결시키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취락 구조 분석 역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주로 토기나 석기 유물 양적인 분석을 통하여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의 이동성 · 정주성을 검토한 기존 연구에서 분석 가능한 유적은 몇몇 

유적으로만 제한되었다. 김장석(김장석 2003; Kim J. 2006)은 토기 문양 다양도 

비교를 통하여 중서부지역 내륙 취락 유적과 해안 · 도서지역 패총 및 

한정행위장소 간 장거리적 조달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 

연구는 많은 즐문토기문화 유적이 발견되기 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몇몇 취락 

유적과 패총 유적만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유지인(2012)은 취락 유적과 주거지 

구조의 복잡성과 석기 조합상 높은 다양도에 근거하여 즐문토기문화 후기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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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인 인천 운북동 유적과 인천 중산동 유적이 장기지속적으로 점유되었으며, 

정주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유지인(2012)의 

연구는 경기도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몇몇 취락 유적에만 제한되어, 

대다수의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와 

유사하게 소상영(2013)도 석기 조합상 다양도를 비교하여 일부의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의 상대적 이동성 · 정주성을 평가하는 시도를 

실시하였는데, 대다수의 유적에서 석기 출토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일부 유적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적의 이동성 · 정주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고고학적 방법론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에서 이동성 양상에 대한 견해를 고고학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던 것이 아니라, 즐문토기문화집단이 조와 기장을 재배하기 위하여 

이동성이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소상영 2013; 임상택 2008; 

Shin et al. 2012) 또한 문제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주장은 

조와 기장을 재배하기 위하여 이동성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며, 조와 

기장이 다수의 즐문토기문화 유적에서 재배되었다는 점과 이동성의 빈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 따라서 이동성 양상을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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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적절한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고고학 자료를 이용해 이동성 

양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전과 이후의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 간 이동성을 비교함으로써 이동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유적과 유구의 점유 양상을 검토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일년 내에 여러 차례로 머무는 장소 간 이동할 

가능성이 큰 수렵 · 채집 사회를 다루는 맥락에서는 수 년에 걸친(inter-annual) 

점유 기간과 일년 내의 연중(intra-annual) 점유 기간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의 점유 기간을 고고학적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Lightfoot과 

Jewett(1986; Gallivan(2002)에서 재인용)이 제안한 개념을 수용하여 크게 유적 

점유 기간을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총점유기간’이란 유적의 전체 점유 기간을 나타내는데, 일년 내 점유 기간과 관계 

없이 몇 년에 걸쳐 점유되었다면 ‘총점유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몇 년, 몇 십 년, 

몇 백 년 등의 범위로) 여겨질 수 있다. 한편 ‘연간점유기간’은 일년 내에 해당 

유적이 점유된 기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일년 내내 혹은 거의 일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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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점유된 유적은 ‘연간점유기간’이 매우 긴 유적이 된다. 반면에 일년 중 

일부 기간만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 며칠, 몇 주, 몇 달의 범위로) 점유되는 유적은 

‘연간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유적이 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총점유기간’은 몇 년에 걸친 점유 기간을 나타내며 ‘연간점유기간’은 일년 내의 

점유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유적의 전체 점유 기간과 일년 내 점유기간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동성을 고고학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 먼저 몇 년에 걸쳐 장기간 점유되는 양상과 일년 내에 지속적으로 

점유되는 양상을 구별하면 정주성의 정도(즉, 일년 동안 지속적으로 점유되는 

현상)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동성의 시간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을 고려하여 크게 네 가지 점유적 양상을 모델화할 

수 있다. ‘총점유기간’도 길고 ‘연간점유기간’도 긴 유구 혹은 유적은 수 년 동안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총점유기간’은 짧고 

‘연간점유기간’은 긴 유구 혹은 유적은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되는 양상이 

일년 혹은 몇 년만 지속되는 것이며, ‘총점유기간’은 길고 ‘연간점유기간’은 짧은 

유구 혹은 유적은 일년 중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예를 들어, 몇 주나 몇 달만—

점유되는 양상이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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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유기간’은 짧고 ‘연간점유기간’도 짧은 유구나 유적은 일시적으로 점유되며 

일년 이상 점유되지 않은 양상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모델화된 점유 

양상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의 관계 

 마지막으로,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은 이동의 방향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 유적 혹은 유구가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방치되고 재점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같은 유적 

혹은 유구로 주기적으로 오가는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적 혹은 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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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유기간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재점유 빈도를 고려함으로써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 개념은 장기적 점유와 지속적 점유를 명확히 개념적으로 구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적 혹은 유구의 상대적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을 

비교함으로써 유적 간 이동을 추적하여 지역적인 범위에서 이동성 양상의 복원을 

시도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론 

1) 연구 대상 유적과 편년 

(1) 연구 대상 유적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지역은 한반도 중서부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서부지역을 경기도, 충정북도, 충청남도와 영서지역까지 넓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 지역에 포함되는 취락 유적은 일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분포하고 

있으며, 토기 형식과 문양, 석기 종류, 주거지 형태상 유사점을 감안하면 유적 간 

집단 이동이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집단 간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났을 것이라 

추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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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서부지역에서 조사된 65개의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0F

1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총 주거지의 수는 362기이다(그림 2, 표 1). 본 

연구에서 특히 취락 유적 간의 이동성을 검토하는 이유는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즐문토기문화 유적이 ‘취락 유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1F

2 그 

외에도 유적 간 이동 양상을 복원하고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주거지 구조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기존 연구 중에도 주거지 구조를 다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대체로 

주거지의 지역성과 시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식학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다(구자진 2006, 2007, 2011a, 2011b, 2013; 김재선 2017; 김영준 2010; 이승윤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주거지의 구조적인 특징이 점유 

양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러 기존 연구에서 주거지의 

존재만으로 집단의 정주성이 높았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1 본 연구에서 ‘취락 유적’은 발굴자가 ‘주거지’로 분류한 유구가 확인되는 유적으로 넓게 정의한다.  
2 이것은 고고학적 편견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유적 경우에 
주거지는 주거지 내 퇴적층에서 즐문토기가 발견되는 기준으로 즐문토기문화 유구로 간주되는데, 
수혈이나 야외노지로만 구성된 유적 경우에는 즐문토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즐문토기문화 
유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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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대상 취락 유적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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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 취락 유적과 주거지 개수 

 



20 
 

있는데, 경우에 따라 주거지가 매우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점유되거나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점유될 수 있으므로 주거지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구조물이 사용 

· 재사용되는 양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는 

의도를 가지고 축조되고 이용된 유구로서, 축조 당시 예상 점유 이유와 기간, 점유 

당시 사용 흔적, 방치 이후 재사용 흔적 등 과거의 이용 양상의 기록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유물’(Gilman 1987)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지 구조 

분석을 통하여 점유 기간과 재점유 빈도 등 이동성과 정주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Binford 1990; Diehl 1992, 1997; Gilman 1987; Kent 1991; Rocek 1998).2F

3   

 한편 이동은 주거지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한 

가구만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단적 차원에서 이용하고 점유하고자 하는 

장소로 함께 이동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집단 혹은 ‘공동체’가 유구와 유물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행위로 고고학적인 유적이 생성된다. 따라서 취락 유적 간 

이동을 검토함으로써 취락 체계 범위의 이동성 양상을 복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 ·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이동성의 역할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를 각 시기의 이동성 · 정주성을 비교하기 위한 

                                                           
3 물론 패총, 야외노지, 수혈로만 구성된 유적을 포함하여 다룬다면 대상 지역의 이동성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유적의 점유 기간과 점유 빈도를 추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가 확인된 유적만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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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단위로 사용하되,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 유적 간의 이동성을 감안하여 

지역적인 범위에서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는 시도는 주거지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 비교뿐만 아니라,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전과 이후 취락 유적의 규모와 분포적 차이, 동시기성, 취락 

간 잠재적인 기능적 다양성을 먼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전과 이후 취락 간 이동성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중서부지역에 포함되는 65개 취락 유적이 각각 즐문토기 확산 이전 혹은 이후에 

점유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즐문토기문화의 확산은 취락 유적의 

지리적인 확산과 동시에 취락 구조의 축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소상영 2013; 임상택 2008; Shin et al. 2012). 주거지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면 중서부지역에 포함되는 65기의 취락 유적 중 주거지 18기 이상으로 

구성된 8개의 ‘대규모 취락 유적’(서울 암사동, 시흥 능곡동, 안산 대부북동, 안산 

신길동, 인천 운북동, 인천 운서동, 인천 중산동, 화성 석교리)은 주거지 10기 

이하(대다수는 주거지 1-4기)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 유적’과 규모 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주목할 점은 ‘대규모 취락 유적’은 경기도 해안 · 도서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소규모 취락 유적’은 중서부지역 해안 ·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중서부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로 떨어진 내륙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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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처럼 ‘소규모 취락 유적’이 실제로 공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되지만, 그 이전에 ‘대규모 취락 유적’과 ‘소규모 취락 유적’ 간 편년적인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의 편년 

 방사성탄소연대 보정연대를 살펴보면 주거지 18기 이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취락 유적’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유적과 늦은 시기의 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 8개의 ‘대규모 취락 유적’ 중 6개 유적인 서울 암사동, 시흥 

능곡동, 안산 대부북동, 안산 신길동, 인천 운서동, 화성 석교리의 방사성탄소연대 

보정연대 2σ (95.4%) 값은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3500 cal. BCE 

전후에 분포하고 있으며, 3500 BCE 이전에 분포하는 연대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 3000 BCE 이전에 분포하는 것을 볼 때, 이 ‘대규모 취락 유적’은 

대략적으로 3500 BCE 이전에 등장하여 3500-3000 BCE 사이에, 즉 3000 BCE 

이전에 소멸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3F

4   

                                                           
4 <그림 3> 가장 우측에 나타나는 두 연대는 대규모 취락 유적 주거지 연대 집합에서 많이 떨어져 
2500 BCE 이후로 분포하고 있다. 이 두 연대는 소수의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늦게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암사동 유적과 인천 운서동 유적 주거지에서 얻었다. 이를 테며, 두 연대 중 한 샘플은 
인천 운서동 유적 2 지점 57 호 주거지에서 획득되었는데, 유적 발굴자는 57 호 주거지가 주변 

주거지와 형태적으로 매우 다르며 훨씬 늦게 축조되어 점유되었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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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개의 이른 ‘대규모 취락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보정연대의 2σ 
신뢰구간 (cal. BCE)4F

5 

 나머지 2개의 ‘대규모 취락 유적’인 인천 운북동과 인천 중산동 유적은 이른 

시기의 ‘대규모 취락 유적’과 시간적인 차이가 관찰된다. 인천 운북동 유적과 인천 

                                                                                                                                                                 
지적하였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운서동 유적의 일부 주거지가 늦은 시기에 점유되었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 여러 후기 취락 유적이 인천 운서동 유적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분포하기 때문에 후기에 들어 인천 운서동 유적을 비롯하여 경기도 도서지역이 지속적으로 
점유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식량 자원이 풍부하였을 강 유역에 위치하는 
암사동 유적 주변도 후기에 들어서도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된다. 이 두 유적에서 
소수의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늦게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탄소연대로 볼 때 
인천 운서동 유적과 암사동 유적에서 발굴된 다수의 주거지는 3000 년 BCE 이전에 점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5 <그림 3> 맨 왼쪽에 4000 cal. BCE 훨씬 이전에 나타나는 암사동 유적 탄소연대는 1970 년대 
AMS 기기 도입 이전에 측정한 연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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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동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보정연대 2σ (95.4%) 값을 살펴보면(그림 4)5F

6, 

다수가 후술할 ‘소규모 취락 유적’과 유사하게 3000 BCE 이후에 분포하고 있어 

인천 운북동 유적과 인천 중산동 유적 주거지는 대략적으로 3000 BCE 전후, 즉 

6개의 이른 ‘대규모 취락 유적’에 비해 늦은 시기에 점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인천 운북동과 인천 중산동 유적의 보정 탄소연대 2σ 신뢰구간 (cal. 
BCE) 

<그림 5>는 주거지 10기 이하, 대부분 1-4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 보정연대 2σ (95.4%) 값의 분포이다. 가장 이른 

연대는 기원전 3500년 이전에 분포하지만, 대다수는 3500 BCE 이후와  

                                                           
6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서 나타내는 탄소연대 신뢰구간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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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소규모 취락 유적’의 보정 탄소연대 2σ 신뢰구간 (cal. BCE) 

3000 BCE 이후부터 시작하며, 3000 BCE 이후에 종료된다. 이것은 대다수의 

소규모 취락 유적이 3500 BCE에서 3000 BCE 사이에 등장하여 3000 BCE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소규모 취락 유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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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기의 ‘대규모 취락 유적’이 소멸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늦은 시기의 

‘대규모 취락 유적’인 인천 운북동 유적 및 인천 중산동 유적과 대체로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방사성탄소연대를 볼 때 이른 시기의 ‘대규모 취락 유적’과 

‘소규모 취락 유적’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일부 

보정연대 분포구간이 중복되지만 이른 시기의 ‘대규모 취락 유적’은 3500 BCE 

이전부터 등장하여 3500 BCE와 3000 BCE까지 소멸되며, ‘소규모 취락 유적’은 약 

3500 BCE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3000 BCE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점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른 시기의 ‘대규모 취락 유적’으로부터 ‘소규모 

취락 유적’으로의 전환은 기존 연구에서 묘사된 것과 유사하게 즐문토기문화 

유적이 공간적으로 확산되면서 취락 유적이 축소되는 현상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 취락 유적’인 인천 운북동과 인천 중산동이 3000 BCE 전후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소규모 취락 유적’이 등장하고 확산한 이후에도 ‘대규모 

취락 유적’ 역시 일부 존속하였으며 대체로 같은 시기에 점유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에 제시한 편년안을 살펴보면 3600-3000 

BCE(소상영 2013), 3600-3100 BCE(임상택 2008) 혹은 3500-3000 BCE(구자진 

2011a; 유지인 2012)를 한 시기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에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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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취락 유적’과 ‘소규모 취락 유적’의 탄소연대를 고려하면 이러한 편년안은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전과 이후의 취락 유적 이동성 양상을 검토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 3600-3100 BCE 혹은 3500-3000 BCE를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면 이른 

시기의 ‘대규모 취락 유적’과 ‘소규모 취락 유적’이 같은 시기에 점유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두 취락 유적 간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본문에서는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전에 등장하고 점유된 ‘대규모 취락 유적’과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에 등장하고 공존하는 ‘소규모 취락 유적’과 ‘대규모 취락 

유적’(인천 운북동 유적과 인천 중산동 유적)의 이동성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확산기를 구분하는 대안적 편년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른 시기의 ‘대규모 취락 유적’의 소멸과 ‘소규모 취락 유적’의 

등장과 확산을 기준으로 3500 BCE와 3000 BCE 사이를 경계로 하여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전과 이후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편년안에 

의하면 3500 BCE 전후에 등장하고 3500-3000 BCE 사이에 소멸되는 6개의 

‘대규모 취락 유적’은 ‘전기’에 포함되어 ‘전기 대규모 취락’으로 분류되며, 3500-

3000 BCE 사이에 등장하고 3000 BCE 이후까지 점유되는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취락 유적’과 남은 2개의 ‘대규모 취락 유적’이 ‘후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후기의 

취락 유적은 ‘후기 소규모 취락’과 ‘후기 대규모 취락’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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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및 대규모 취락 유적의 편년적 관계와 

즐문토기문화 확산과의 관계는 <그림 6>과 같다. 

 

 

 

 

 

 

2) 주요 연구 방법론 

(1) 취락 유적의 구조와 기능적 다양성 

중서부지역 전기 취락 유적과 후기 취락 유적 간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취락 유적의 점유 양상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앞서 

<그림 6>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의 

편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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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취락 유적’과 ‘소규모 취락’은 발굴된 주거지 개수와 유적의 규모로 구분한 

바 있다. 하지만 ‘대규모 취락 유적’이 실제로 대규모 집단에 의해 점유되었는지, 

아니면 복수의 독립적인 소규모 집단이 반복적으로 점유한 결과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관찰되는 ‘소규모 취락 유적’의 규모가 과거의 

전체 유적의 규모를 잘 반영하며, 따라서 이 유적들이 소규모 집단이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취락 유적의 전체적인 구조, 즉 주거지 

배치와 구조적인 정형성과 주거지 간 중복 관계를 비교할 것이다.  

취락 유적 간 이동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연구 

대상 취락 유적 간 기능적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다. 취락 유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근거지’6F

7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 혹은 

개인이 하루 이상 근거지를 떠나는 경우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구조물을 

확보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Binford 1990). 따라서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취락 유적 중에는 근거지뿐만 아니라 사냥, 채집, 어로, 자원 가공 캠프와 

같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점유될 수 있는 ‘조달 캠프,’ 개인이나 가구가 계절적으로 

                                                           
7본문에서 Binford(1980)가 제시한 정의에 따라 ‘근거지’는 집단을 점유하는 모든 가내 활동(domestic 
activities)과 생계활동 중심적 취락이자, 조달 이동을 계획되고 조달 이동하는 집단의 원산지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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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계절적 캠프’로 점유된 사례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취락 유적 

간 잠재적인 기능적 다양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7F

8 

취락 유적 간 잠재적인 기능적 다양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취락 단위로 

석기 조합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수의 소규모 

취락에서 석기 출토예는 매우 적으며, 석기가 한 건도 출토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석기 조합상을 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기 조합상의 비교가 취락 유적의 비교에 무용한 것은 아니며 석기의 결핍이나 

부재도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거지로 이용한 유적에서 

수행된 활동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큰 집단이 오랜 기간 점유했을 경우 출토된 

석기 조합상이 다양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유적에서 수행된 

활동이 제한적이고, 점유 기간이 짧고 점유 집단의 규모가 작은 경우, 예를 들어 

조달 캠프나 계절적 캠프로 이용된 유적의 경우 출토되는 석기의 양상도 종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inford 1980, 1982; Chatters 1987; Shott 1986). 

그러나 석기 조합상을 통하여 각 취락 유적의 특정한 기능(예를 들어 사냥 캠프, 

                                                           
8 앞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취락 유적’은 ‘주거지’로 묘사되는 유구가 발굴되는 유적으로 넓게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굴보고서에서 ‘주거지’로 묘사되는 유구는 주로 수혈과 노지나, 주혈이 
확인되는 유구로 대략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주저기’ 형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일부의 ‘주거지’로 
묘사되는 유구는 일시적인 캠프나 야영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서울대학교 박물관 
2001, 2002). 그러므로 ‘주거지’로 묘사되는 유구가 확인되는 모든 취락 유적이 필수적으로 ‘근거지’로 
이용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일부의 취락 유적이 조달 캠프, 계절적인 캠프, 등 근거지와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유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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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캠프, 식물 자원 가공 장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석기의 종류가 다양한 취락 유적은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간주하고 석기 종류의 개수(또는 ‘풍부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취락 유적 중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유적의 비율과 근거지가 

아닌 유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유적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는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석기 종류의 수를 통하여 유적 기능을 추론하는 것에도 방법론적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동이 빈번한 맥락에서 유적 혹은 주거지가 계획적으로 

폐기된다면 재사용 가능하고 운반 가능한 도구를 가지고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Schiffer 1995; Tomka 1995). 따라서 계획적으로 폐기된 유적의 경우에는 해당 

유적에 되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후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유물과 유구와 너무 

무겁거나 너무 커서 운반하기 어려운 유물만 남아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족지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운반되지 않는 유물인 ‘유적 가구’(site 

furniture)는 계획적으로 폐기된 유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Tomka 

1995).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내 활동(domestic activity)과 관련된 ‘유적 가구’의 

출현율을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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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취락 유적이 각각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어떠하였는지 

추정하고자 한다.      

(2) 주거지 축조 비용과 ‘총점유기간’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유구와 유적의 점유기간은 주거지 축조에 투여하는 

비용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Binford 1990; Diehl 1992, 1997; Kent 1991; 

Rocek 1998; Smith 2003). 이는 주거지를 점유하고자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주거지의 경우 주거지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지 축조에 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투여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나타난다(Diehl 1992; McGuire and 

Schiffer 1983). 예를 들어 장기간 이용하려는 주거지는 지붕을 지지하는 큰 기둥을 

세우는 등 견고하게 축조하고(Diehl 1992; Kent 1991) 지붕으로 덮은 출입구와 

같이 기능적인 측면도 고려한 시설물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점유하려는 주거지의 경우에는 주거지 축조에 투여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거지 축조 비용과 점유기간 간의 관계는 

총점유기간에만 적용되며, 주거지가 지속적으로 점유되는 양상과는 관계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주거지가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되지 않더라도 주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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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에 걸쳐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최초 축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Kelly 1992). 따라서 주거지 축조 비용은 앞에서 언급한 

‘총점유기간’과 관련되나, ‘연간점유기간’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거지 축조 비용을 통하여 주거지 ‘총점유기간’을 추산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주거지 축조 비용이 어느 정도 ‘총점유기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주거지 축조 비용을 통하여 절대적인 ‘총점유기간’을 추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거지 축조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주거지 간의 

상대적인 ‘총점유기간’을 비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주거지 축조 비용을 

비교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주거지가 축조된 당시에 

이용자가 의도한 점유 기간(즉, 예상 ‘총점유기간’)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축조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예상 점유 기간만큼 점유되지 못하고 그 

이전에 주거지가 방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주거지 최초 축조 비용은 

실제의 ‘총점유기간’을 항상 반영한다기보다는 주거지 축조자의 예상 

‘총점유기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지 

중에 실제 총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을 주거지가 존재할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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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주거지 축조 비용과 주거지 

점유기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 간 상대적 ‘총점유기간’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지, 기둥, 

출입시설 축조 여부 등 주거지에 투여하는 비용을 반영하는 몇 가지 구조물의 

존재 여부와 출현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물의 존재는 주거지 축조에 

투여하는 비용이 높다는 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긴 ‘총점유기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이러한 구조물의 적거나 없다면 주거지 축조에 투여한 비용이 

적다는 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짧은 ‘총점유기간’을 암시한다. 따라서 주거지 각 

구조물의 출현율을 통하여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 

간 상대적으로 긴 ‘총점유기간’을 가졌을 주거지의 비율을 추산하고자 한다. 

Ⅳ장에서 상대적으로 긴 ‘총점유기간’을 암시하는 구조물을 분석하며 각 요소와 

‘총점유기간’과의 관련성을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3) 주저지 재축조 · 재점유 양상과 ‘연간점유기간’ 

 주거지의 ‘총점유기간’ 외에도 1년 내의 점유기간—즉, ‘연간점유기간’—도 

취락 유적 간 이동의 빈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유적이 실제로 1년 중 어느 정도나 점유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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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절대적인 ‘연간점유기간’의 추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동물이나 식물 

유존체를 이용하여 유적의 점유 계절을 파악하여 ‘연간점유기간’을 추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계절성 연구를 통하여 유적이 점유된 계절을 파악할 수 

있더라도 유적이 점유되지 않은 계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동물과 식물 유존체가 대다수의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에서 획득되지 않아 한국 신석기시대의 경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유적의 

계절성 검토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절대적인 ‘연간점유기간’을 추산하지 못하더라도 주거지 구조의 

검토를 통하여 일년 내에 주거지가 어떻게 점유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다. 주거지 방치 · 재축조 양상과 관련되는 구조적 요소들은 주거지의 방치 및 

재사용 빈도를 반영할 수 있다(Chatters 1987; Diehl 1997; Kim J. 2006). 동일한 

주거지가 재축조되거나 재점유되는 양상은 주거지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주거지가 재점유되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거지가 

재축조되는 것은 짧은 ‘연간점유기간’을 암시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재축조 · 재점유 양상은 수 년 이상의 주기로 주거지를 재점유하는 양상과는 

다르다. 주거지가 방치되고 수 년이 지난 후 다시 점유된다면 그 사이에 주거지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퇴적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지가 기존의 주거지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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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되거나 퇴적된 기존의 주거지 위에 주거지가 새로 축조되어 서로 중복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대신에, 동일한 주거지가 반복적으로 재축조되는 현상은 주거지 

구조물이 재축조를 요할 만큼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주거지와 주거지 구조물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퇴적되지는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방치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주거지가 반복적으로 

재축조되는 지표는 대략적으로 일년 내로 주거지가 방치되며 재축조되는 것으로, 

즉 짧은 ‘연간점유기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기의 취락 유적 내 

주거지 생활면 재축조, 노지 재축조, 기둥 재축조와 같은 방치 · 재축조를 

암시하는 몇 가지 재축조 요소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재축조 지표’의 존재는 

동일한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방치되고 재축조되었음을 

암시하므로 짧은 ‘연간점유기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재축조 지표의 부재는 동일한 주거지가 반복적으로 방치되거나 재점유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점유되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재축조 지표의 출현율을 

통하여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 간 긴 

‘연간점유기간’을 보이는 주거지의 비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각 재축조 지표와 

‘연간점유기간’과의 연관성은 V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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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의 구조 및 
기능적 다양성 

 

 취락의 점유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취락 유적의 분포 양상과 취락 

유적의 기능적 다양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취락 유적의 분포, 

규모, 구조, 배치와 취락 유적을 구성하는 주거지의 형태적 정형성과 중복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석기 종류의 수와 가내 활동과 관련된 ‘유적 가구’를 

분석하여 전기와 후기 취락 유적 간 잠재적 기능적 다양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분석은 취락 유적 간의 이동이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취락 유적을 점유하는 사회적 규모와 이유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의 구조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은 예외 없이 경기 지역에 분포하며, 이 중 암사동 

유적을 제외하면 모두 경기 해안 · 도서지역에 지리적 범위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인다. 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 수는 19기에서 66기이나, 다수의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의 경우 발굴조사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 실제로는 더 많은 주거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유지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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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 범위가 작기 때문에 취락의 전체적인 주거지 배치상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볼 때 주거지들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8F

9  일부 유적에서는 주거지 10기 이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군집이 관찰되며(배성혁 2007; 유지인 2012) 주거지가 ‘열상’ 배치를 

이룬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임상택 2010; 김재선 2017).  

 

<그림 7>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 주거지의 배치상 사례: 인천 운서동 2지점 

                                                           
9암사동 유적의 경우 현재까지 발굴된 주거지의 전체적인 배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았고 전면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거지 배치 양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서 주거지와 다른 유구가 많이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암사동 유적은 대규모 취락 유적으로 볼 수 있다(배성혁 2007).  
 



39 
 

그러나 실제 주거지 배치상과 상관없이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밀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대다수의 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는 약 1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7). 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는 주거지 

구조에서 높은 정형성을 보이는데, 대부분 방형이나 원형의 주거지 중앙부에 노지 

한 기가 발견되고, 주혈은 주거지의 네 모서리나 벽가를 따라 배치되며(구자진 

2011a) 노지나 주혈이 발견되지 않은 주거지는 매우 드물다. 주거지의 구조적인 

정형성은 취락 공동체가 공통적인 축조 원칙을 지니고 있었으며, 주거지 축조 및 

주거지 배치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한편, 인천 운서동 

유적과 암사동 유적에서 몇몇 주거지가 중복되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이 

취락에서 일부의 주거지가 엄격히 동시기적으로 점유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를 제외하면 전기 대규모 취락에서는 중복되는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거지 배치와 구조적인 정형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거의 동시기에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은 수십 개의 가구 집단, 혹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해안지역의 대규모 마을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양상이 보인다. 

지리적으로는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패총으로부터 해안에서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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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지역까지, 중서부지역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취락 규모상에서도 소규모 취락 유적 중 일부는 주거지 6기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유적은 1-4기의 주거지로만 구성된다.  

 소규모 취락 유적은 주거지 수가 적어 정형화된 주거지 배치 양상을 

식별하기 쉽지 않다. 전체 소규모 취락 유적의 약 1/3은 단일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거지 2기 이상이 확인되는 유적의 경우, 각각의 주거지가 약 10-20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소규모 군집을 형성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그림 8). 

 

 

<그림 8>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 주거지의 배치상 사례: 음성 금석리(좌), 남양주 
덕송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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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치상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유적은 단일 가구 혹은 소수의 소집단이 모인 

소규모 집단이 점유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취락 내 및 취락 간 주거지 

구조에서도 다양한 양상이 관찰된다. 대개 원형 혹은 방형 주거지가 확인되나 

부정형 주거지도 많아 일관된 주거지 형태가 관찰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도 적지 않으며,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과 달리 

노지와 주혈이 있더라도 그 배치가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지가 

주거지 중앙부뿐만 아니라 주거지 벽가나 출입구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혈은 모서리와 벽가를 비롯하여 주거지 중앙부에 위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공통된 축조 규칙을 따랐다기보다는 많은 주거지가 무계획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더구나 소규모 취락 57곳 중 7개 취락에서 중복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이 역시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 중 일부는 정확히 

동시기적으로 점유되지 않았으며, 몇 차례에 걸쳐 단일 소규모 집단 혹은 몇몇 

소규모 집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으로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은 전기 대규모 취락과 유사하게 경기도 

해안 · 도서지역에만 분포한다. 인천 운북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18기가 

발굴되었고, 인천 중산동 유적에서 주거지 31기가 발굴되었으나, 기존 연구(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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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에서도 지적되었듯 발굴 범위의 문제로 인해 각 유적에서 발견되지 않은 

주거지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9>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 주거지의 배치상 사례: 인천 중산동 23지점 

 

 두 유적에서는 주거지 1기-5기로 구성된 소규모 주거지 군집이 수 십 미터 

혹은 10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분산되어 있으며(그림 9), 이러한 주거지 배치상은 

일부 소규모 취락 유적과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소상영 2013; 

임상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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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의 주거지 구조에서는 높은 일관성이 관찰된다.  

많은 주거지에서 노지 여러 기와 수십 기의 주혈이 확인되는데,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과 달리 노지와 주혈은 정형적인 배치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주거지에서 노지와 주혈이 기본적으로 확인되며 주거지 내 노지와 주혈 

여럿이 복잡하게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주거지 구조의 정형성을 찾아볼 수 있다.   

<표 2> 취락 유적의 구조 요약표 

 

그 외에도 주거지 간 중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탄소연대 값이 특정 시기에 

밀집하는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주거지가 대체로 같은 시기에 

점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유지인 2012) 이는 후기 대규모 취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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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규모 취락과 유사하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으로 점유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요컨대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은 

지리적인 분포, 규모, 주거지 배치상, 주거지 구조의 정형성 및 주거지 간 

중복관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표 2).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은 각 

시기의 취락 유적의 지리적인 위치와 규모뿐만 아니라, 유적을 점유하고 실제로 

취락 유적 간을 이동하였던 사회 집단의 규모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석기 기종의 다양성과 유적 기능 

대다수의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 석기는 극소수 출토되거나 아예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석기 조합상의 양적인 비교 연구에서 다수의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은 배제되었다(소상영 2013; 유지인 2012). 그러나 본고에서는 14개의 

석기 기종—갈돌, 갈판, 고석(혹은 ‘공이’), 대석(혹은 ‘돌확’), 석창(혹은 ‘찔개살’), 

석촉, 어망추, 굴지구, 석부, 석착, 지석, 석도와 장신구—의 출토 여부 및 출토 

기종의 수를 비교하여 질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위에 언급된 석기 기종은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에서 흔히 출토되는 것이며 발굴조사자 간 

분류 기준도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발굴보고서에서 보고된 유물 분류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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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기종을 판단하였다. 이 외의 석재, 박편, 몸돌, 석재 부스러기 등 석기 

제작으로 인해 생성된 부산물과 용도 미상 석기는 ‘기타’ 범주에 포함된다. 

 유적에서 발견되는 석기 기종의 수는 유적 이용자의 인구, 점유 기간(혹은 

‘총점유기간’)과 유적에서 수행된 활동, 등 다양한 요소의 결과라 할 수 

있다(Schiffer 1976; Shott 1986). 일반적으로 유적을 점유하던 인원이 많고, 유적을 

점유하는 기간이 길며, 유적에서 수행된 활동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구가 

제작되고 폐기되며 퇴적될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세 

요소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소위 조달 캠프(logistical camp)라 할 수 

있는 어패류 채취 캠프, 사냥 캠프, 건축물 혹은 도구 원료 획득 장소 등에서는 

점유 집단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고 근거지에 비해 일시적으로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근거지(residential base)의 경우에는 점유집단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고, 다양한 생계활동과 가내 활동(‘domestic activities’)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장소로서, 조달 캠프나 한정행위장소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으로 

점유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Binford 1980, 1982; Chatters 1987; Donahue and 

Lovis 2006; Kim J. 2006; Shott 1986).  

 물론, 석기 조합상만으로 해당 유적의 기능(예를 들어, ‘어류 획득 캠프’ 

등)을 추정하는 작업에는 위험성도 따르지만 (Dewar and McBride 1992),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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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전제가 틀리지 않다면, 석기 조합상을 통해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유적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큰 유적(조달 캠프, 계절적으로 점유된 

캠프, 한정행위장소, 등)의 대략적인 비율은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출토되는 유적은 주로 거주지 혹은 근거지로 점유되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유적은 주로 근거지가 아닌 장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0>과 <표 3>은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된 14까지 종류의 석기 출토 여부를 나타낸 표와 취락 간 

석기 기종의 수를 나타내는데, 세 범주 간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 모든 대규모 

취락(전기와 후기) 유적에서는 적어도 6개 이상의 기종이 확인되는 뿐만 아니라 

후기 대규모 취락인 인천 운북동 유적을 제외하면 석기 출토량 적어도 40건 넘고, 

인천 운서동 유적과 서울 암사동 유적 경우에 석기 300건 넘어 소규모 취락에 비해 

석기 출토량이 매우 높은 것이다. 더불어 대규모 취락에서 갈판, 갈돌, 고석, 

굴지구, 석부 등 다양한 생계활동과 주거지 축조 및 정비와 관련된 유물이 거의 

예외 없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취락에서 다양한 활동이 행해졌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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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취락 유적별 석기 주요 기종 출토 여부 

  

또한 모든 대규모 취락 유적에서 석재, 박편, 몸돌 등 ‘기타’ 범주에 해당하는 석기 

제작 부산물도 발견되며, 일부 대규모 취락 유적(인천 운서동 유적과 인천 중산동 

유적)에서는 장신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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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 출토된 석기의 

기종 

 

 

 한편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는 석기의 출토량 자체가 매우 적다. 57개의 

유적 중에 16개(약 28%) 유적에서 석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며, 석기가 출토된 

경우에도 거의 90%의 유적에서 석기 기종의 수는 5종 이내에 머문다. 약 12%의 

유적에서 석기 기종의 수가 6종 이상 확인되었으며, 기종의 수가 10종을 넘는 

소규모 취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57개 유적 중 44개—약 77%)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 석기 기종 수는 3종 이하에 머물며, 석기가 출토된 유적 중에도 

‘기타’ 범주 석기와 주요 기종 1~2종 정도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을 점유하던 인구가 적거나, 점유 기간이 매우 짧거나, 혹은 

수행된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었음을 암시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중에서도 극소수의 유적(예를 들어, 안산 장재리, 용인 농서리, 옥천 대천리 

등)에서는 출토 기종의 수가 많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는 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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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량 자체가 매우 적었다. 이러한 양상을 볼 때, 후기 소규모 취락 중 근거지가 

아닌 장소로 이용된 유적이 많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의 석기 출토량과 석기 기종이 적은 것은 유적 

규모가 작은 것을 단순히 반영할 수도 있지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지 

단위로 ‘기타’ 범주를 제외한 석기 출토수를 보더라도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당 

평균 석기 출토수에 비해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당 평균 석기 출토수 1.5배 

이상, 전기 대규모 취락 경우에 2배 이상 출토되었기 때문에 후기 소규모 취락에 

비해 전기 대규모 취락과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당 석기 출토수 상대적으로  

<표 4> 취락 유적별 주거지 당 석기 출토수9F

10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유적 단위뿐만 아니라 대규모 취락에서 주거지 

                                                           
10 ‘기타’ 범주에 포함된 석기는 제외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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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도 더 다양한 활동이 행해졌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많은 소규모 취락은 

근거지 아닌 장소로 이용되지 않은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위 분석만을 근거로 각 유적의 특정한 기능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요 

석기 기종의 출현 여부, 그리고 주요 석기 기종의 수를 비교하여 유적 간 기능적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확인되는 

전기 및 후기 대규모 취락, 그리고 일부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는 장기적 점유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각종 식량 가공 

석기(갈판과 갈돌), 목재 가공 석기(석부), 석기 제작과 관련된 석기(지석)가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되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중심지로서(Binford 1980) 

‘근거지’의 특징을 지닌다고 추정된다. 반면에 다수의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는 

출토 석기의 종류가 적고, 심지어 28%의 유적에서 석기가 하나도 출토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점유되고 수행된 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인 조달 캠프, 

계절적 캠프, 한정행위장소 등 근거지로 이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10F

11 

                                                           
11 물론, 후기 소규모 취락의 매우 낮은 석기 도구 다양도는 큰 의의를 가질 수 없다. 석기 도구 
다양도는 샘플 사이즈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Kintigh 1984; Leonard et al. 1989). 
그러나 후기 소규모 취락 경우에는 소수의 유적에서 석기 유물이 적게 출토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 석기 유물이 매우 적게 (<10) 출토되거나 한 건도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샘플링 방식에 의한 결과가 아닐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샘플 사이즈의 차이는 선험적으로 샘플링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전제한다면 유적 간 조합상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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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적 가구’(site furniture)와 근거지로 이용된 취락   

 ‘유적 가구’는 너무 크거나 무거워 운반이 용이하지 않은 유물을 

의미(Binford 1979)하는 것으로 유적 기능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접근법을 제공한다.11F

12  해당 취락에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미래에 

재사용할 목적으로 유적 가구를 남겨두는 경우도 많지만, 민족지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주거지가 계획적으로 폐기된 이후, 주거지 이용자가 폐기된 주거지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용 가능한 것을 챙겨가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12F

13 결국 유적 가구와 사용 불가능한 폐기물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Tomka 1993). 또한, 대체로 근거지로 사용되었던 유적에서 크고 무거워 

운반하기 어려운 유물이 출토되는 경향이 지적된 바 있어(Kim J. 2006), 유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적인 요소(예들 들어, 인구, 점유 기간, 수행된 활동 범위와 집약도)를 
감안할 수 없게 만든다(Plog and Hegmon 1993, 1997). 특히 전체 샘플링 모집단이 상대적으로 작고 
유한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작은 샘플 사이즈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적인 요소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Plog and Hegmon 1993). 많은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 경우에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에 비해 조사와 발굴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 획득된 작은 샘플 
사이즈는 샘플링 노력의 차이로 인한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크며 유적 기능, 인구, 점유 기간 등 작은 
샘플 사이즈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위적인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2  Binford(1979)가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유적 가구’는 필연적으로 크고 무거운 것은 아니며 같은 
유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적에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다만 유적 
가구로 분류된 유물 중에 크고 무거운 것이 많을 뿐이다. 예를 들어, 기둥과 노지와 같은 축조물도 
유적 가구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다 (Tomka 1993).  
13 Tomka(1993)는 이와 같이 폐기된 유적에서 오랜 기간 걸쳐 도구와 다른 물건을 챙겨가는 현상은 
‘delayed curation’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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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로 여겨지는 유물의 존재 여부는 유적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즐문토기문화 석기 중 어떠한 유물이 유적 가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발굴보고서에 석기의 무게가 보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잔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대략 유물이 3/4 이상 남아있는 경우) 

석기의 보고된 무게를 검토하면 석기 종류에 따라 명백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5).  

<표 5>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기의 보고된 무게13F

14 

 

                                                           
14 석기 유물의 무게는 인천 운서동, 암사동, 시흥 능곡동, 인천 경서동, 인천 중산동(중앙), 인천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보고되었다.  약 3/4 이상 잔존되는 것으로 판단된 석기 유물의 무게만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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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석기 주요 기종 중 가장 무거운 것은 갈판으로 평균 8.39kg에 달한다. 갈돌도 

다른 기종에 비해 훨씬 무거운데, 평균 무게가 약 1.4kg이다. 그 외에는 지석과 

대석의 무게만 0.5kg을 넘는데, 평균 무게를 감안하면 이들은 상당히 무거운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석과 대석의 최소 무게를 살펴보면 이들 중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석기도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된 맥락에서 항상 

폐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 수렵 · 채집민 가족이 최대 운반할 

수 있는 석기의 양이 약 1-2kg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가 있는데(Close 1996), 

이동하는 수렵 · 채집민 집단이 주거지를 폐기하며 운반할 석기를 매우 신중히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석기 주요 기종 

중에서는 평균 1kg을 넘는 갈판과 갈돌을 운반하지 않고 사용된 맥락에서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갈돌과 갈판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윤정국 2016;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c) 제작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즐문토기문화 갈돌과 갈판 중에는 양식화되거나 

장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 투여되는 노동력 또한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돌과 갈판이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 가장 출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크고 무겁고 제작 비용이 작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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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면서 갈돌과 갈판이 다른 장소로 운반되거나 폐기 이후에 줍게 되는 경우가 

적었음을 암시한다(그림 11). 

 갈돌과 갈판은 주로 식물 자원 가공 석기이므로 주거지에서 갈돌과 갈판이 

출현되는 것은 취락 유적에서 식물 가공 활동이 수행되었을 것이며 주거지 주변 

혹은 주거지 내에서 식물 가공이 수행되었음을 암시한다. 도토리나 다른 식물 

자원을 가공하고 운반하기 위하여 갈돌과 갈판이 종종 한정행위장소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갈돌과 갈판이 주로 식량 가공과 

조리 활동—즉, 가내 활동(‘domestic activities’)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갈돌과 갈판이 거주지의 고고학적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예. Flannery and 

Winter 1976; Goldstein 2008). 따라서 갈돌과 갈판이 출토되는 유적은 주로 조달 

캠프나 한정행위장소가 아닌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일 근거지로 

점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식물 자원을 가공하고 조리하였을 정도의 기간은 

점유되었을 것이므로 극히 일시적으로 점유되지는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적 가구 출현율 분석을 통하여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큰 유적과 

그렇지 않은 유적을 구별하여 서로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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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취락 유적의 석기 조성 비율(좌측)과 석기 주거지 출현율(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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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돌과 갈판이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높은 조성 비율은 갈돌과 갈판이 유적 

가구로 사용된 맥락에서 폐기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그림 

11(좌측)>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 범주를 제외하고 갈돌은 전기 대규모 

취락에서 21.4%,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 19%,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 39.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물이다. 갈판은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에서 두 

번째로 많이 출토되는 유물이며, 전기 대규모 취락과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 

세 번째로 많이 출토되는 유물이다. 이것은 갈판과 갈돌이 가장 보편적으로 

제작되고 사용된 도구이었음을 보여준다기보다 갈돌과 갈판이 사용된 맥락, 즉 

주거지에서 내부에서 가장 많이 폐기되는 유물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림 11(우측)> 살펴보면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모든 석기 중에 갈돌과 갈판의 출현율이 가장 높다. 즉, 절대적 

빈도뿐만 아니라 갈돌과 갈판이 주거지 단위로 가장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이므로 사용 맥락에서 자주 폐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갈돌과 갈판의 주거지 출현율(그림 11[우측])을 살펴보면 대규모 

취락과 소규모 취락 간 차이가 관찰된다. 전기 대규모 취락에서 갈돌은 51.3%, 

갈판은 29%의 주거지에서 발견되며,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 갈돌은 34.7%, 갈판은 

30.6%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그러나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는 갈돌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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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갈판은 14.8%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전기와 후기 대규모 취락에 비해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 갈돌과 갈판을 사용한 식량 가공 활동이 적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취락에서 여러 이용자가 갈판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Goldstein 2008), 갈돌 또는 갈판의 유적과 주거지 출현율도 검토하였다. <표 

6>은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의 갈돌 혹은 갈판의 

유적과 주거지 출현율을 나타내는데, 갈돌과 갈판이 모든 대규모 유적에서 

발견되는 반면,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는 39.3%의 유적에서만 발견된다. 더구나 

갈돌과 갈판은 전기 대규모 취락의 60% 이상, 후기 대규모 취락의 약 45%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으나,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는 약 28%의 주거지에서만 

출토되었다. 

 

<표 6> 취락 유적과 주거지의 유적 가구(갈돌 또는 갈판)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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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돌과 갈판의 취락 유적별 출현율을 근거로 하면 전기 및 후기 대규모 

취락, 그리고 일부 소규모 취락은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적에서는 석기의 종류도 다양하며 모든 유적에서 갈돌과 갈판도 

예외 없이 발견된다. 반면 다수의 소규모 취락은 출토된 석기 종류도 적으며 

갈돌과 갈판도 발견되지 않아 약 60%에 달하는 다수의 소규모 취락이 조달 캠프, 

한정행위장소, 계절적 캠프 등 근거지가 아닌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4.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의 구조 및 기능적 다양성 

변화 양상 

 취락 내 주거지의 배치, 밀집성, 구조적 정형성, 중복 주거지의 결핍, 

그리고 석기 기종의 다양성과 ‘유적 가구’의 출현 빈도를 함께 고려하면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은 수십 기 이상의 가구로 구성된 공동체가 점유하였던 대규모 

근거지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후기 소규모 취락의 지리적 분포, 주거지 배치상 및 주거지 간 구조적 

다양성, 적은 석기 출토량 및 적은 석기 기종 수, 그리고 ‘유적 가구’ 역시 출현율이 

낮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후기 소규모 취락은 전기 대규모 취락과 점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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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달랐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선 후기 소규모 취락이 중서부 전체지역에서 

분포하는 것은 취락 유적 간 이동 거리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작은 유적 규모로 볼 때, 취락 간 이동 및 점유는 작은 집단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 출토된 석기 기종의 수가 많거나, ‘유적 가구’가 

확인되는 취락 유적은 1~6가구 정도의 소규모 집단의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취락은 단일 집단 혹은 몇몇 집단으로 점유된 조달 

캠프, 계절적인 캠프, 한정행위장소, 등 근거지 아닌 장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취락 유적 내 주거지의 구조적 정형성, 중복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취락 유적의 탄소연대 일정한 범위에 밀집하는 점(유지인 

2012)과 출토 석기 기종의 다양성과 ‘유적 가구’의 높은 출현율을 고려하면 후기 

대규모 취락도 주로 대규모 근거지로 점유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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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주거지의 ‘총점유기간’  

1. 기본적 축조 구조물 분석 

한국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노지와 주혈은 ‘주거지’를 식별하는 주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지와 주혈은 주거지 축조에 높은 수준의 노동력, 

시간,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계획성이 투여되었음을 시사한다. 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는 것은 주거지 내부에서 식량 가공 및 조리시설과 난방시설이 

축조되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는 주거지의 점유 기간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Smith 2003). 이와 유사하게 주혈의 존재와 주혈의 배치는 

견고한 지붕 시설을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이 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지와 기둥과 같은 ‘기본적 축조 구조물’이 주거지에서 관찰되는 것은 주거지의 

기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지 축조에 높은 비용을 투여하였음을 시사하므로 

의도된 ‘총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지 축조에 투여하는 노동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도된 ‘총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 대규모, 후기 소규모, 후기 대규모 취락 간 주거지 생활면에서 

발견되는 기본적 축조 구조물의 출현율을 비교하면, <그림 12>과 같이 대다수의 



61 
 

 

<그림 12> 기본적 축조 구조물(노지, 주혈, 노지와 주혈) 출현율 

 

 

 <표 7> 노지와 주혈이 확인된 주거지 생활면의 절대적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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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와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생활면에서 노지와 주혈이 

함께 확인되는 반면, 거의 40%의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지 

않아 전기와 후기 대규모 취락과 소규모 취락 간 명확한 차이가 관찰된다. 

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 191기 중 노지는 94.2%, 주혈은 95.3%에서 

확인되었으며, 전체 주거지의 90.6%에서 주혈과 노지가 함께 확인되고 있어 

노지와 주혈은 주거지의 기본적 축조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에서는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 노지 한 기가 

중앙에 위치하며, 주혈은 주거지 각 모서리에 배치되는 소위 ‘4주식 

가구구조’(구자진 2011a)이거나, 혹은 각 모서리와 벽면을 따라 배치되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가 상당한 계획성을 가지고 

축조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물 배치가 견고한 

상부시설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구자진 2011c),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대다수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 견고하고 커다란 상부구조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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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본적 축조 구조물 확인된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사례 

(① 인천 운서동 2지점 2호 주거지(1/100), ② 안산 신길동 13호 주거지(1/100), 
③ 시흥 능곡동 5호 주거지(1/100), ④ 안산 대부북동 12호 주거(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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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후기 소규모 취락의 경우 총 주거지 135기 중 노지는 77.8%, 주혈은 

73.3%에서 확인되었고, 노지와 주혈이 함께 확인된 경우는 61.5%에 불과하였다. 

거의 40%의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기본적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기 소규모 취락의 주거지가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에 비해 일시적인 점유를 

위하여 축조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14F

15 

 여러 발굴보고서에서는 중서부지역 해안 · 도서지역 패총 혹은 야외노지 

인근에서 조사된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중, 노지나 주혈이 일부만 확인되거나 

아예 확인되지 않는 주거지는 일시적인 캠프나 야영시설로 점유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예. 오이도 가운데살막 유적, 오이도 뒷살막 유적, 영종도 젓개마을 

유적, 등). 예를 들어 오이도 가운데살막 패총 2호 주거지에서는 노지만 

확인되었고, 1호 주거지와 3호 주거지(그림 14)에서는 노지와 주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에서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지 않은 점, 주거지가 단순히 

구릉 경사면을 ‘ㄷ’자로 파서 축조된 것을 감안하면 군산 가도 패총에서 발굴된  

                                                           
15  대다수의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특정 수혈을 주거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내부에서 노지나 

주혈이 확인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기본적 축조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지가 실제의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의정부 민락 유적에서 형태, 지름, 깊이로 감안했을 때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은 유구가 확인되었으나(구자진 2011a;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에서는 ‘수혈’로 분류한 경우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보다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가 많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 축조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아 ‘주거지’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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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본적 축조 구조물 이 확인되지 않은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사례 

 ① 오이도 가운데살막 3호 주거지(1/75), ② 남양주 덕송리 3호 주거지(1/75), ③ 
홍천 역내리 1호 주거지(1/75), ④ 아산 풍기동 2호 주거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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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시설과 유사하게 단순한 해양 자원 채집을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충남대학교박물관 2001). 이와 같이 유사한 

‘ㄷ’자 형태의 주거지는 패총 유적뿐만 아니라 아산 풍기동 유적에서도 관찰되기 

때문에 일시적 점유를 위하여 축조된 주거지는 패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지나 주혈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지가  

 

 

<그림 15>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노지와 주혈 배치상 사례 

 ① 문산 당동리 7지점 1호 주거지(1/75), ② 화성 가재리 1호 주거지(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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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 도서지역뿐 아니라 중서부 내륙지역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이 주거지도 

장기적 거주보다 일시적인 점유를 위하여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 중에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와 유사하게 

노지가 주거지 중앙에 설치되며 기둥이 ‘4주식 가구구조’로 배치되는 주거지도 

일부 확인되지만, 많은 주거지의 노지와 주혈 배치에서 정형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문산 당동리 7 지점 1호 주거지(그림 15)에서는 크고 작은 주혈이 

바닥면 중앙과 주변에 분산되어 배치되며, 노지는 주거지 벽면과 인접하여 

자리한다. 화성 가재리 1호 주거지는 노지가 주거지 중앙에서 조금 떨어져 

위치하는데, 노지 주변에 주혈이 단 하나만 배치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와 같이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는 기본적 축조 구조물 배치상에서 다양한 양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전기 대규모 취락에 비해 축조의 계획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견고한 상부구조가 축조되지 않았으며, 임시적인 이용을 위해 급하게, 혹은 

무계획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기 대규모 취락은 주거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n=56) 

모든 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었으며 주혈은 96.4%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이 결과로 볼 때 대다수의 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는 일시적인 점유를 위하여 

축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대규모 취락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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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취락 주거지 간 기본적 축조 구조물의 구조상에서는 차이가 관찰된다. 

<그림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지는 대체로 주거지 생활면 중앙에 설치되고  

 

<그림 16>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노지와 주혈 배치상 사례 

 (① 인천 중산동 4호 주거지(1/100), ② 인천 운북동 6지점 8호 주거지(1/100) 

주혈은 주거지 모서리와 벽면에 배치되는데, 많은 주거지 생활면에 다수의 노지가 

축조된 주거지가 많으며 다수의 주혈이 생활면 전면에 분산되어 서로를 중복되어 

배치되는 양상이 관찰된다.15F

16  

                                                           
16 연구자에 따라 이와 같은 기본적 축조 구조물의 복합한 구조상이 무엇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유지인(2012)은 이러한 내부 구조가 후기 대규모 취락의 정주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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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 분석 

 기본적 축조 구조물 외에도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주거지에서는 

단시설, 출입시설, 구시설과 같은 몇 가지 축조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리 및 보조적 축조 구조물’은 주거지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주거지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의도된 ‘총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주거지에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시설은 주거지 바닥면보다 높은 토단을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물건이나 식량을 수납하는 장소, 혹은 ‘침상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중앙문화재연구원 2010)16F

17  출입시설은 주거지 출입구 시설로 

외풍으로부터 주거지 내부를 보호하는 시설로서 주거지의 기능성을 제고하는 

구조물로 볼 수 있다. 구시설은 주거지 주공간 바닥에 길고 가늘게 이어지는 구로 

발견되는데, 배수시설로 추정된다(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따라서 단시설, 

출입시설, 구시설이 확인되는 주거지는 매우 일시적으로 점유할 계획인 

주거지에는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며 주로 의도된 ‘총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주거지에서 축조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증거로 이해하는데 비해, 소상영(2013)은 다수의 노지와 주혈이 중복되어 배치되는 것은 일시적인 
점유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17 인천 운서동 I 유적 보고서에서 ‘단시설’은 주거지 모서리에 위치하는 ‘단시설’과 주거지 벽면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침상시설’을 구별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토단 크기와 위치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지니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여 본 연구에서 다른 보고서(화성 석교리, 안산 대부북동)에 따라 
‘단시설’과 ‘침상시설’이 구별하지 않고 모든 토단이 ‘단시설’로 간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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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은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의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 출현율의 차이를 보여준다.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은 전기 대규모 취락에서만 다수의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후기 취락의 

소수의 주거지에서만 발견되었는데, 후기 소규모 취락에 비해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다.  

 

 

<그림 17>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단시설, 출입시설, 구시설) 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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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된 주거지 생활면의 절대적 빈도 

 

  

 먼저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는 다양한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되는데, 이 중 단시설은 전체 주거지의 35%, 출입시설은 30%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어 출현율이 가장 높은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었다. 그러나 구시설은 

전체 주거지의 약 15% 에서만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드물게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기 대규모 취락 간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 출현율에서도 차이가 

관찰되는데, 인천 운서동과 안산 대부북동 유적에서는 80% 이상의 생활면에서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발견되며, 시흥 능곡동과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 약 

50%의 생활면에서 확인되는 반면에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33.3% 생활면, 안산 

신길동 유적에서는 불과 16.7%의 생활면에서 확인된다. 

 인천 운서동 14호와 안산 대부북동 2호 주거지(그림 18)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 운서동과 안산 대부북동 유적 주거지에서 단시설이나 출입시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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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 확인된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사례 

 ① 인천 운서동 14호 주거지(1/100), ② 안산 대부북동 2호 주거지(1/100), ③ 화성 
석교리 19호 주거지(1/100), ④ 시흥 능곡동 12호 주거지(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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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설과 출입시설이 확인되는 주거지는 다수를 차지한다. 한편 화성 석교리 19호 

주거지와 시흥 능곡동 12호 주거지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화성 석교리와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 출입구는 매우 드물게 확인되는데, 단시설과 구시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견된다.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는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낮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단시설은 11.1%, 출입시설 11.1%, 구시설은 2.2%의 후기 

소규모 취락 생활면에서 발견되었는데,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된 생활면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1.5%에 불과하여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 비해 절반보다 

낮은 비율로 확인된다. 후기 소규모 취락의 경우에도 취락 간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 출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전기 대규모 취락과 달리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공간적으로 달리 분포하는 양상이 보인다. 즉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되는 주거지 중 대다수는 중서부지역 해안과 인접하여(현재 해안과 약 20km 

이내로) 위치하는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반면에 내륙 지역에서는 드물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지역의 경우, 인천 중산동(중앙), 을왕동 234-5번지 유적(그림 

19), 을왕동 I 유적, 인천 삼목도 III 유적 등 해안 · 도서지역에서는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되는 반면, 경기도 내륙지역에서는 용인 농서리 유적 8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으며, 영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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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 확인된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사례 

① 인천 중산동(중앙) 2지점 3호 주거지(1/200), ② 인천 을왕동 234-5 번지 1호 
주거지(1/100), ③ 아산 백암리 3호 주거지(1/100), ④ 공주 신관동 1호 주거지(1/200) 

 



75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되는 주거지가 한 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충청지역에서도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안산 백암리, 아산 장재리, 아산 

성내리와 서산 기지리, 즉 현재 해안과 인접하여 위치하는 유적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것은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간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주거지 축조에 투여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충청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흔히 보인다. 옥천 대천리, 공주 신관동, 

대전 관평동 유적 등 주로 충정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대천리식 

주거지’(구자진 2011a)가 발굴되었는데, 이들은 예외 없이 출입시설이 확인되거나 

출입시설과 단시설이 함께 발견되어 충청 내륙지역의 일부 주거지는 

‘총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는 전체 주거지의 37.5%에서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발견되어 후기 소규모 취락에 비해 주거지 축조에 투자한 비용이 높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은 단시설로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의 26.8%에서 확인된다. 인천 운북동 2지점 1호 

주거지(그림 20)에서는 주거지 주공간을 ‘ㄷ’자로 둘러싸는 단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인천 중산동 10호 주거지에서는 생활면이 둘로 구별되는데, 각 생활면에 같은 쪽 

벽면에 단시설이 하나씩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출입시설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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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 확인된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사례 

 ①인천 중산동14호 주거지 (1/200), ②인천 중산동10호 주거지 (1/200), ③인천 운북동 
2지점 1호 주거지(1/200), ④인천 운북동 2지점 3호 주거지(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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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의 후기 대규모 취락 생활면에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출현율이 낮다. 인천 

중산동 14호 주거지에서도 두 개의 중복된 생활면이 구별되었는데, 2차 생활면은 

1차 생활면보다 넓게 확대되어 돌출형 출입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 

운북동 유적에서도 출입시설이 종종 주거지에서 발견되는데, 모두 인천 운북동 

2지점 3호 주거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출형 출입구가 생활면 4기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중 구시설은 불과 1.8%의 생활면에서 

확인되어 매우 드물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총점유기간’의 변화 양상 

 지금까지 주거지 축조에 투여한 비용 및 상대적으로 긴 ‘총점유기간’을 

반영하는 두 가지의 주거지 축조 구조물 요소를 살펴봤는데, 각 요소의 출현율은 

각 시기의 취락 유적에서 긴 ‘총점유기간’을 가지는 주거지 비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범주 중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만 출입시설, 단시설, 또는 구 시설과 같은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다수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더구나 90% 이상의 주거지에서 노지와 

주혈이 확인된 것은 대다수의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난방 및 조리 시설과 

지붕이 기본적으로 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세 범주 중에 전기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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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주거지에서 긴‘총점유기간’을 암시하는 요소가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에서는 기본적 축조 구조물의 구조에서도 

매우 높은 정형성이 관찰되었다. 대다수의 주거지에서 노지가 주거지 중앙에 

위치하며, 주혈이 주거지 각 모서리에 배치되는 ‘4주식  

<표 9> 상대적 ‘총점유기간’ 긴 주거지의 비율 

 

배치’를 보이거나 주거지 각 모서리와 벽면을 따라 배치되어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축조 계획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며 장기적 이용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요소들의 출현율을 통하여 

절대적인 ‘총점유기간’을 추산할 수는 없으며, 다만 전기 대규모 취락의 대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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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가 일시적인 점유를 위하여 축조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점유될 계획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17F

18 

 후기에 들어 긴 ‘총점유기간’을 반영하는 요소의 출현율에서 명확한 차이가 

관찰된다.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는 불과 22%의 생활면에서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의 약 40%에서 

노지와 주혈이 함께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점유할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게다가 기본적 축조 구조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전기 대규모 취락과 

달리 노지와 주혈 배치상에서 정형성이 잘 보이지 않아 주거지 축조 계획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많은 주거지가 일시적인 점유를 위하여 무계획적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세 범주 중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는 긴 

‘총점유기간’을 암시하는 요소가 가장 낮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한편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는 소규모 취락에 비해 긴 ‘총점유기간’을 

암시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18 물론,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 간 차이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안산 신길동 유적 주거지 

수혈은 상대적으로 얕고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다른 유적에 비해 낮은 비율로 확인되는데, 이는 

일부의 유적 주거지에 축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여되었으며, 다른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 

비해 예상 ‘총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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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확인되며 기본적 축조 구조물인 

노지와 기둥 설치 흔적이 96% 이상의 주거지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거의 모든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 내부 조리 및 난방 시설과 견고한 상부구조가 

설치되었음을 보여주며,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중 매우 일시적인 점유를 위해 

축조된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하여 후기 소규모 취락의 양상과 명확히 

대비된다. 즉 후기 소규모 취락의 많은 수의 주거지는 일시적인 점유를 위해 

축조된 반면, 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긴 총점유기간을 의도하여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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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주거지의 ‘연간점유기간’ 

V장에서는 전기 대규모, 후기 소규모,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의 상대적 

‘연간점유기간’을 비교하기 위하여 생활면 재축조, 노지 재축조, 기둥 재축조 — 세 

가지의 ‘재축조 지표’ — 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각 재축조 지표와 

‘연간점유기간’의 연관성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 취락 간 각 재축조 지표의 

상대적 빈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활면 재축조 양상 분석 

 동일한 주거지에서 여러 생활면이 발견되는 것은 기본적 축조 구조물(노지 

또는 주혈)을 이전에 점유하였던 주거지에 의도적으로 재축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존의 주거지 수혈이 완전히 묻히지 않을 정도의 기간만큼 방치된 이후 

재축조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데, 산사태, 홍수, 범람, 등 자연적 과정으로 인해 

기존 주거지의 기본적 축조 구조물이 퇴적된 후 재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활면 재축조는 일년 내 범위에서 간헐적인 방치 기간을 

암시하는 지표 중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주거지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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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문화층을 배제하기 위하여 노지 또는 주혈이 확인된 추가적 생활면만 ‘생활면 

재축조’로 분류하였다. 

 

<그림 21> 생활면 재축조 주거지 비율 

<표 10> 생활면 재축조 주거지의 절대적 빈도

 

 <그림 21>은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 

생활면 재축조가 확인된 주거지 비율을 나타내는데, 생활면 재축조가 전기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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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과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확인된 것을 보여준다.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중 생활면 재축조는 불과 2.1%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어  

 

<그림 22> 생활면 재축조 확인된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사례 

화성 석교리 3호 주거지 1차와 2차 생활면(1/100) 

동일한 주거지 수혈에서 주거지가 재축조되는 현상이 매우 드물었음을 알려준다. 

생활면 재축조가 확인된 4기의 주거지는 서울 암사동, 인천 운서동,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화성 석교리 3호 주거지(그림 22)와 인천 운서동 1지점 4호 

주거지에서는 한 생활면에서 주혈이 확인되지 않고 노지도 한 기만 발견되어 

주거지가 전체적으로 재축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점유를 위하여 재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도 생활면 재축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전기 

대규모 취락에서 생활면 재축조가 확인된 주거지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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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면 재축조는 약 5.6%의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나타나는데, 김포 양촌, 

남양주 덕송리, 아산 장재리 등 몇몇 유적 발굴보고서에 생활면 재축조가 언급된 

바 있다. 아산 장재리 6호 주거지(그림 23)는 생활면이 4개 확인되어 매우 독특한 

양상이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다른 유적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  

 

<그림 23> 생활면 재축조 확인된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사례 

아산 장재리 6호 주거지 1차와 2차 생활면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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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인천 는들, 영월 주천리, 정선 아우라지 등 생활면 재축조 흔적이 확인되는 

주거지가 일부 발견되는데, 이 유적에서 주거지가 기존의 주거지 수혈에 새로 

재축조되거나 기존의 주거지가 재축초되는 과정에서 확대된 흔적이 확인되어 

‘생활면 재축조’로 간주하였다. 

 한편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는 약 14%의 주거지에서 생활면 

재축조가 확인되어 전기 대규모 및 후기 소규모 취락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의 

생활면 재축조를 보여준다. 인천 운북동에서는 주거지 18기 중 1기, 인천 

중산동에서는 31기 중 6기에서 확인되었다. 더구나 전기 대규모 취락의 생활면 

재축조와 달리 인천 운북동과 인천 중산동 유적의 재축조된 생활면에서는 노지와 

주혈이 함께 확인되는 생활면이 많았다. 인천 운북동 6지점 9호 주거지에서는 두 

개의 생활면이 확인되었는데(그림 24), 둘 모두에서 노지, 다수의 주혈을 비롯하여 

출입시설까지 확인되었다. 인천 중산동 10호 주거지에서는 두 개의 생활면에서 

다수의 노지와 다수의 주혈이 발견되며 단시설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재축조 

생활면에 다수의 기본적 축조 구조물과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되는 것은 

많은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가 방치된 이후에 동일한 수혈에 주거지가 

전체적으로 재축조되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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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생활면 재축조 확인된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사례 

 ①인천 운북동 6지점 9호 주거지 1차와 2차 생활면(1/200), ②인천 중산동 10호 
주거지 1차와 2차 생활면(1/200) 

 

2. 노지 재축조 양상 분석       

 노지 재축조의 양상도 단기간 내 주거지 방치 · 재사용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대다수의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주거지는 중앙에 배치되는 노지를 

갖추고 있으나, 일부 주거지에서 다수의 노지가 확인되는 것은 주거지가 여러 

차례 재사용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많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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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축조된 노지들은 주거지 생활면에서 불규칙하게 배치되거나, 서로 

중복되거나, 서로 다른 생활면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다수의 생활면에서 여러 

기의 노지가 확인되거나 같은 생활면에서 중복되는 양상은 신석기시대에 비해 

정주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에서 흔히 관찰되지 

않아 이러한 양상은 지속적인 점유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주기적인 점유를 

반영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소상영 2013;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18F

19 이러한 

해석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노지가 재축조되는 양상이 주거지의 반복 · 주기적 

재점유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다수의 노지가 재축조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연간점유기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 범주 간 노지 재축조 주거지가 확인되는 비율에서 명확한 차이가 

관찰되는데, 전기 대규모 취락에서 노지 재축조 주거지는 총 10% 미만의 주거지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비율로 확인되었다(그림 25). 한편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는 

26.2%,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 36.7%의 주거지에서 노지 재축조 양상이 

확인되었다. 

                                                           
19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주거지 크기와 모양에 따라 노지가 두 기 축조되어 동시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장방형 주거지(예. 인천 운서동 57호 주거지, 옥천 

대천리 신석기 집자리) 중에는 두 기의 노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동시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중서부지역에 매우 드문 예외적인 

현상으로 본고의 분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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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노지 재축조 주거지 비율 

  

<표 11> 노지 재축조 주거지의 절대적 빈도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중 노지 재축조는 

서울 암사동, 인천 운서동(그림 26),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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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전기 대규모 취락 노지 재축조 주거지와 확인된 노지 개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시흥 능곡동과 안산 대부북동 유적에서는 노지 재축조 

주거지가 한 기도 관찰되지 않았다. 인천 운서동의 경우에는 노지 재축조가 

확인된 주거지 중 1지점 2호 주거지와 2지점 57호 주거지는 3000 BCE 이후에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일부 재점유 주거지는 후기 

취락과 대체로 동시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0 
 

 

<그림 26> 전기 대규모 취락 노지 재축조 주거지 사례 

인천 운서동 2지점 19호 주거지(1/100)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는 전체 주거지의 26.2%에서 노지 재축조 양상이 

확인되었다. 노지 재축조 주거지는 김포 양촌, 인천 경서동(그림 27), 인천 삼목도 

III, 인천 중산동(중앙), 당진 우두리, 아산 장재리 등 주로 해안지역 유적에서 

관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산 당동리, 남양주 덕송리, 남양주 호평동, 영월 

주천리 등 경기 내륙 및 영서지역의 일부 유적에서도 노지 재축조 흔적이   



91 
 

 

<그림 27> 후기 소규모 취락 노지 재축조 주거지 사례 

 인천 경서동 1 · 2호 주거지(1/200), ②남양주 호평동3호 주거지(1/75) 

 

발견되었다. 여러 후기 취락의 주거지에서는 재축조된 노지가 수가 전기 취락 

주거지에 비해 더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표 13, 14). 한 주거지를 제외하면 

노지 재축조가 확인된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노지가 2기씩 확인되는데, 노지 

재축조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중에는 노지가 3~4기 확인되는 주거지가 적지 

않다. 이는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중에 여러 차례 재사용된 주거지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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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후기 소규모 취락 노지 재축조 주거지와 확인된 노지 개수 

 

 

 

 마지막으로, 후기 대규모 취락은 노지 재축조 주거지의 비율이 가장 높다. 

노지 재축조 비율은 36.7%로 전기 대규모 취락의 노지 재축조 주거지 비율의 거의 

4배에 달한다. 노지 재축조 주거지는 모든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 확인되었으며, 

인천 중산동 23호 주거지(그림 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많은 경우에 다수의 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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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면과 함께 재축조되었다. 이 주거지에서는 재축조된 노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었는데, 1차 생활면에서 노지 2기가 축조되었으며 2차 생활면에서 노지    

 

 

<그림 28> 후기 대규모 취락 노지 재축조 주거지 사례 

 인천 중산동 23호 주거지(1/150), ②인천 운북동6지점 6호 주거지(1/150) 

 

3기가 축조되어 서로 중복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인천 운북동 6지점 6호 

주거지(그림 28)에서도 노지 6기가 하나의 생활면에서 서로 중복되며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노지가 재축조되는 현상은 전기 대규모 취락과 후기 소규모 

취락과 명확히 대비된다. 전기 대규모 취락과 후기 소규모 취락과 달리 많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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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재축조 노지가 3기 이상 확인되는 것은(표 14) 많은 

주거지가 방치 · 재점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수 차례로 

방치되고 재축조 및 재점유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14> 후기 대규모 취락 노지 재축조 주거지와 확인된 노지 개수 

 

 

 

3. 기둥 재축조 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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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둥이 여러 차례 재축조되는 양상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인 점유를 암시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여러 발굴자들은 주거지 

생활면에서 다수의 주혈이 분산되어 중복 배치되는 양상이 기둥이 반복적으로 

재축조된 흔적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양상이 주거지의 반복적인 점유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소상영 2013;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2011). 그리고 재축조된 

노지의 위치에 따라 기둥이 재배치되는 양상도 관찰되어, 일부 주거지에서 기둥 

재축조와 노지 재축조가 함께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된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2c). 노지 재축조와 유사하게 기둥 재축조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거지 수혈에 재축조되기 때문에 주거지 방치와 점유된 시기 간에 시기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둥 재축조도 상대적으로 짧은 

‘연간점유기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둥 재축조 양상은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의 약 5.9%에서만 확인된다. 

서울 암사동 유적의 주거지 한 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9기는 모두 인천 운서동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2지점 18호와 2지점 19호 주거지(앞의 그림 26)에서는 

노지 재축조와 기둥 재축조가 함께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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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기둥 재축조 주거지 비율 

 

 

<표 15> 기둥 재축조 주거지의 절대적인 빈도 

 

 이러한 양상을 볼 때 인천 운서동 주거지에 ‘연간점유기간’이 짧은 

주거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중 

이들은 극소수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97 
 

 후기 소규모 취락에서 기둥 재축조는 전체 주거지의 중 약 20.6% 에서 

발견되었다. 기둥 재축조 흔적이 보이는 대부분의 주거지는 김포 양촌, 인천   

 

<그림 30> 후기 소규모 취락 기둥 재축조 주거지 사례 

 인천 중산동(중앙) 1호 주거지(1/100), ②인천 을왕동 I 1호 주거지(1/100) 

 

경서동, 인천 을왕동 I, 인천 중산동(중앙), 아산 장재리, 홍성 송월리와 같이 

해안과 인접한 곳에서 관찰된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기둥 재축조와 노지 재축조가 

같이 확인되어 두 구조물이 함께 재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그림 30), 

보통은 기둥만 독립적으로 재축조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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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후기 대규모 취락 기둥 재축조 주거지 사례 

 인천 중산동 1호 주거지(1/100), ②인천 중산동 30호 주거지(1/150) 

 

 후기 대규모 취락의 기둥 재축조는 63.3%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전기 대규모 취락에 비해 10배 이상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인천 중산동 1호 

주거지(그림 31)의 경우에 발굴자는 다수의 재축조된 주혈이 재축조된 노지의 

위치를 따라 배치된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일부 주거지에서 노지가 재축조된 

당시에 기둥도 함께 재축조되었음을 암시한다. 게다가 많은 경우에 기둥 재축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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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조된 생활면에 재축조된 노지와 함께 확인되어 주거지가 여러 차례로 동일한 

수혈에서 전체적으로 재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기 대규모 취락의 

대부분 주거지에서 기둥 재축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방치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재축조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 

4. ‘연간점유기간’의 변화 양상 

 지금까지 반복적인 점유를 암시하는 요소로 간주되는 생활면, 노지, 기둥 

재축조 세 가지의 ‘재축초 지표’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지표의 출현율을 통하여 

절대적인 ‘연간점유기간’을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지표의 존재가 주거지가 

일시적으로 방치되고 다시 재축조 및 재점유되는 행위를 반영한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16>은 각 지표의 출현율을 고려하여 세 범주 간 긴 

‘연간점유기간’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의 비율을 나타낸다.  

 우선 위 분석에 의하면 재축조 지표는 전기 대규모 취락에서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중 재축조 지표는 불과 

13.4%의 주거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이 중 노지 재축조 흔적이 약 9.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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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확인되어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반면에 생활면 재축조와 기둥 

재축조 흔적이 몇몇 주거지에서만 관찰되므로 생활면 재축조와 기둥 재축조는  

<표 16> 상대적 ‘연간점유기간’ 긴 주거지 비율을 나타내는 표 

 

 

매우 드물었을 것이다. 재축조 지표의 부재는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가 

재축조가 필요할 정도의 기간 동안 방치된 후 재점유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즉, 

대다수의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긴 ‘연간점유기간’을 가졌으며,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대규모 취락과 달리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는 훨씬 많은 주거지가 

반복적으로 점유된 것으로 보인다.  생활면이 재축조된 주거지는 비율적으로 전기 

대규모 취락과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노지 재축조는 25% 이상의 주거지,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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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조는 20% 이상의 주거지에서 관찰되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주거지에서 기존의 노지가 방치되며 교체되었으며, 주거지 지붕이 여러 차례로 

재축조 · 재구성 되었음을 시사한다. 통합적으로는, 재축조와 재점유를 암시하는 

요소가 1/3 이상의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후기 

소규모 취락 긴 ‘연간점유기간’ 주거지가 비율적으로 전기 대규모 취락에 비해 

짧고 후기 대규모 취락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지가 일년 내로 방치되며 재점유된 것으로 추정되며, 

후기 대규모 취락에 비해 몇 년 걸쳐 반복적으로 재점유되는 주거지가 비율적으로 

적었음을 추론된다. 그러나 기본적 축조 구조물인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는 재축조할 노지나 기둥이 없어 

‘연간점유기간’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내부 난방 · 조리시설과 

지붕이 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일시적인 점유, 즉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도 짧은 점유를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례를 배제한다면 다수의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는 몇 차례를 걸쳐 

주거지적으로 방치되고 재점유되었거나 한 번만 매우 일시적으로 점유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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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후기 대규모 취락의 경우, 다수의 주거지에서 재축조 지표가 

확인되는데, 세 범주 중 일년 내로 방치되었다 재점유된 주거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주목할 점은 많은 주거지에서 다수 노지의 재축조 및 기둥 

재축조 양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주거지에서 노지와 지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축조 및 재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가 

후기 소규모 취락에 비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유되며, 수 차례에 걸쳐 방치되고 

재점유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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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전기에서 후기로의 전환 

 III 장에서 취락 유적의 분포 및 구조 양상과 석기 조합상을 비교하는 

분석을 통하여 전기 대규모 취락, 후기 소규모 취락, 후기 대규모 취락 간 규모적, 

분포적, 기능적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인 후기에 들어 대부분 소규모 취락 유적은 근거지로 

이용되지 않았으며 많은 취락 유적이 조달 캠프나 계절적으로 점유된 캠프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IV장과 V장에서 실시한 분석은 

전기에서 후기에 들어 주거지가 형태적으로 명확히 변화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른 구조적 변화나 지역적 차이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와 후기 주거지 간 주거지 축조 비용의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전기와 후기 주거지 간 서로 다른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취락 분포 양상, 기능적 양상, 그리고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 양상을 통합해 전기 취락과 후기 취락 유적 간의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즐문토기문화 확산 당시와 이후에 

취락 유적 간 이동성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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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묘사된 이동성 변화 양상과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후기의 이동성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이동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즐문토기문화 전기와 후기의 이동성 양상의 비교 

 전기 대규모 취락은 경기도 해안 · 도서지역에 분포하며, 주거지가 

밀집하여 분포하나, 중복 주거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체로 동시기적으로 

점유된 대규모인 마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기종의 석기가 출토되는 

점과 일상 생계 활동과 관련된 ‘유적 가구’—즉, 갈판과 갈돌이 다수의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전기 대규모 취락은 주로 대규모 근거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의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노지와 주거지 모서리나 벽을 따라 

배치된 주혈이 확인된 것은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조리 및 난방시설이 

설치되었고 견고한 상부구조가 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다수의 

주거지에서 출입시설, 단시설, 침상시설 또는 구시설이 확인되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장기간 점유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축조 당시 의도한 ‘총점유기간’이 길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더구나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일정 기간의 방치 후 주거지를 재축조하고 재사용하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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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는 전기 대규모 취락의 

연간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전기 대규모 취락이 대략적으로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된 것을 암시한다.19F

20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가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이 긴 것을 

고려하면, 전기 대규모 취락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면서 점유된 

것으로, 즉 정주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동성과 정주성은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현상이 아니며, 전기 대규모 취락을 

이용한 집단이 야생 식량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공동체였다고 가정한다면 

정주성이 높은 점유는 빈번한 조달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Kelly 1992). 따라서 전기 대규모 취락을 점유한 집단들이 식량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락 외부로 이동하였을 것이지만, 임시로 점유할 주거지를 

축조해야 할 정도의 거리까지는 이동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기의 이동성은 대규모 근거지 인근의 장소로 빈번한 단거리 조달 이동으로만 

                                                           
20 물론, 제외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 후기 주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지만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중 몇몇 주거지에서 재축조 지표가 확인되었다. 전기 대규모 취락 유적 중에 인천 운서동 
유적에서 재축조 지표가 확인된 주거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1 지점 8 기 주거지 중 4 기 
주거지에서 노지 재축조 또는 기둥 재축조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2 지점에서 18 호, 19 호, 20 호 
주거지에서 노지가 뚜렷하게 재축조되었다고 지적되었다(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그러나 인천 
운서동 유적 보고서에 따르면 1 지점 주거지가 중서부지역 후기에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1 지점 주거지 중에 탄소연대 측정된 주거지가 없어 주거지가 
점유된 시기가 불확실하다. 만약 1 지점 주거지는 실제로 후기에 점유되었다면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재축조 지표 확인된 비율이 조금 과도하게 추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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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었으며, 전기 대규모 취락 구성원들이 취락 외부로 조달 이동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빈번한 단거리 · 단기적인 

이동으로 구성된 이동성 양상은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재축조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전기 대규모 취락에서 멀리 떨어진 고고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흔적이 남은 조달 캠프나 계절적 캠프로 이용하였을 취락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설명해준다. 

 후기에 들어,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부터 후기 소규모 취락 간 유적의 

기능이 다양해지는 양상이 보인다. 유적의 규모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의 유적은 

주거지 1-4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지의 형태적 차이와 중복 양상을 볼 때 일부 

경우에는 같은 유적의 모든 주거지가 동시기에 점유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점유되어 유적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수의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의 출토 석기의 기종 수 역시 매우 적거나 석기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은 유적이 많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유적에서 가내 일상 생계 활동과 

관련된 ‘유적 가구’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많은 소규모 취락 유적은 

근거지로 이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려 절반 이상의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이 조달 캠프, 임시로 점유된 계절적 캠프, 혹은 한정행위장소와 같은 

근거지가 아닌 유적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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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의 이러한 잠재적 기능적 다양성은 유적 점유의 

양상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취락 범주 중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 주거지는 주거지 축조에 투여한 비용을 반영하는 요소가 확인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목할 점은 많은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노지와 

주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러한 주거지는 예상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도 짧았을 것이며, 일시적인 이용을 위하여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기 대규모 취락에 비해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의 

재축조 지표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노지와 주혈이 확인된 소규모 취락 주거지 중 

많은 주거지가 방치된 후 재축조 및 재점유된 것을 암시하므로 전기 대규모 

취락에 비해 후기 소규모 취락에 ‘연간점유기간’이 짧은 주거지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는 전기 대규모 취락과 유사하게 다양한 기종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유적 가구’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전기 대규모 취락과 같이 후기 대규모 취락도 해안 · 도서지역에서 

위치하는 대규모적 근거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주거지 축조 비용과 관련해서도 후기 대규모 취락은 후기 소규모 취락과 

명확히 대비된다. 전기 대규모 취락에 비해 관리 및 보조적 구조물이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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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후기 소규모 취락과 달리 거의 모든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기본적 축조 구조물인 노지와 기둥의 흔적은 확인된다. 이는 

후기 소규모 취락과 달리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의도된 ‘총점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장기간 점유하기 위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기 대규모 취락과 달리 다수의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축조물 재축조 및 

재사용 지표는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다수의 주거지가 방치된 후 재축조 및 

재점유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주거지에서 노지가 수 차례 재축조된 흔적도 

관찰되는데, 이는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치되고 재점유되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많은 후기 

소규모 취락과 달리 일시적으로 한 두 번 방문된 것이 아니라 ‘총점유기간’은 

길지만 ‘연간점유기간’은 짧은, 즉 장기적으로 점유되었으나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많은 연구는 취락 간 기능과 점유 양상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전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통하여 취락 유적 간 잠재적인 기능적 차이나 

점유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의 분포상 및 규모상을 해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거지 축조 

구조물의 비교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라 주거지의 구조가 명확히 변화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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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로부터 

주거지의 기능과 점유 양상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이것은 

후기 취락의 발굴보고서에서 ‘주거지’로 분류되는 유구의 범주에는 다양한 이용과 

점유 방식을 위해 축조된 여러 가지 형태의 축조물이 해당되는 것을 시사한다. 

전기에는 취락 유적은 예외 없이 대규모적 근거지로 이용되었으며, 이 근거지들이 

장기간적으로, 대략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되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 후기 

소규모 취락 중에 근거지 아닌 조달 캠프, 한정행위장소, 계절적 캠프 등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들 중에 많은 주거지는 매우 일시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급격히, 무차별적으로 노지나 상부구조와 견고한 지붕 없이 축조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대략 동시기에 점유된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은 전기 대규모 

취락과 유사하게 대규모적 근거지로 이용되었는데, 이들은 장기간적으로 

점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어느 기간으로 방치되고 재축조와 재점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과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의 기능적 · 점유적 

양상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의 이동성 양상을 

복원할 수 있다. 많은 기존 연구는 중서부지역을 여러 소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양상을 고찰하는 경향이 있다(소상영 2013; 임상택 2008). 하지만 중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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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과 경기도 해안 · 

도서지역에서 분포하는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 간에 상호 이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선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와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가 간헐적으로 폐기되고 재축조되는 현상은 주거지가 방치되는 기간에 

유적을 점유한 집단들이 분명히 어딘가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패총에서 출토된 

토기의 문양 다양성에 근거로 하여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은 

내륙지역과 해안지역 간을 이동하였다는 견해가 이미 주장된 바 있다(김장석 2003, 

2005; 김장석 · 양성혁 2001; Kim J. 2006, 2010). 그리고 후기 대규모 취락을 

비롯하여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은 유사한 문양과 문양 배치와 

형태를 지니는 토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충청도 내륙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소위 금강식토기)가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고(한강문화재연구언 2012c) 충청도 내륙 지역에서 

흔히 관찰되는 ‘대천리식 주거지’가 해안 · 도서지역의 후기 대규모 취락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지역과 경기도 해안 · 도서지역 간 이동을 시사하는 증거로 

지적되었다(신동민 2013).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후기 소규모 취락과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 간 거리는 수렵 · 채집 ‘최대 집단 규모’(maximal band)로 추산되는 

이동 거리 이내이며(Donahue and Lovis 2006), 여러 수렵 · 채집 · 식물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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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일년 내 이동 범위 이내의 거리이다(Kelly 1995).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후기 대규모 취락과 후기 소규모 취락 간 이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소규모 취락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은 후기에 들어 

이동의 거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후기에 들어 

전기와 같이 이동이 주로 근거지 인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 혹은 100킬로미터 이상 거리인 후기 대규모 취락과 후기 소규모 취락 

간에도 이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과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 간의 이동은 

이동성의 시간적 범위와 목적이 다양했음을 시사한다. 후기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은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근거지와 해안 · 도서지역과 

내륙지역에 위치하는 소규모 근거지, 조달 캠프, 계절적인 캠프 간에 여러 빈도와 

거리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거지에서 재축조와 재점유 흔적이 확인되는 

것은 이동은 단일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오랜 기간 점유되면서 수 차례 재축조와 재사용된 흔적이 관찰되기 

때문에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으로 이동한 후 다시 해안 · 도서지역 근거지인 

후기 대규모 취락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후기 대규모 

취락은 지역적인 이동성 네트워크의 중심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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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이동성은 기존 연구의 해석과 어떻게 대비되는 것인가? 

일부의 연구자는 후기에 들어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이 정주성을 유지했거나 

오히려 정주성이 증가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유지인 2012; Kim M. et al. 2015).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자료를 볼 때 즐문토기문화 집단의 정주성이 

유지되었거나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높은 비율의 소규모 취락 

주거지는 매우 일시적인 점유를 위해 축조됐으며,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는 

장기간적으로 점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내 재축조 지표의 보편성과 높은 

빈도는 반복적으로 방치되고 재점유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다른 연구자는 즐문토기문화 확산은 조와 기장 재배하는 집단들이 

내륙과 남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설명해왔다(예. 소상영 2013; 송은숙 2001; 임상택 

2008). 이러한 ‘초기 농경 확산’ 모델은 여러 가지의 전제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먼저 취락 유적은 대체로 동일한 기능을 지니며, 조와 기장 재배로 인해 토지력이 

떨어지면서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point-to-point)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그림 32>에서 나타내는 

도식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대략적으로 기능과 점유 양상 비슷한 취락 유적이 

중서부 전체 지역에서 곳곳에서 복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더구나 ‘초기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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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많은 기존 연구에서 암시된 즐문토기문화 확산 후기의 이동성 양상20F

21 

  

확산 모델’은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이 해안 지역을 떠나거나 매우 일시적으로만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데(소상영 2013) 이는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조와 

기장 재배의 중요성이 증가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다. 후기 취락 

유적이 여러 차례로 재점유되는 것은 한 유적에서 다른 유적으로 이주한 것이 

                                                           
21 집단들이 해안 · 도서지역에서 위치하는 대규모 근거지에서 연속적으로 소규모 근거지로 이동한다. 

이동성은 주거지적이지 않으며, 주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취락 

유적은 근거지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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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집단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유적 간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가는 

양상을 암시한다. 소규모 취락 유적의 경우에는 매우 일시적으로 방문되었거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점유되었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 해안 · 

도서지역에서 나타난 후기 대규모 취락은 장기간적으로, 여러 차례로 방치되고 

재점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그림 33), 이는 해안 · 도서지역이 간헐적,  

 

 

 

<그림 33>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한 즐문토기문화 확산 후기의 이동성 양상21F

22 

                                                           
22 채집 집단들이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근거지에서 해안 · 도서지역 및 내륙지역에서 

위치하는 소규모 근거지와 조달 캠프 및 계절적 캠프로 이동한다. 이동성은 주기적이고 집단들이 

여러 유적 간 오가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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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만 방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안 · 도서지역의 근거지인 후기 

대규모 취락이 가장 집약적으로 점유되었으며 이와 함께 즐문토기문화 

생계경제에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유지됐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는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에 조와 기장 재배가 유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 중산동, 아산 장재리, 옥천 대천리 등 여러 가지의 

후기 취락에서 조와 기장 토기 압흔과 탄화 유존체가 확인된 것은 조와 기장의 

재배가 유지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다수의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 조와 

기장 재배가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일시적인 조달 캠프나 

한정행위장소로 이용된 취락 유적에서는 조와 기장이 재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식물 재배하는 사회에서 야생 자원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중미 오악스카(Oaxaca)와 테후아칸(Tehuacán) 

지역에서는 옥수수, 고추와 같은 재배물은 주로 근거지와 같은 마을 인근에서 

재배하였는데, 이 식물 재배 집단들은 야생 동 · 식물과 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조달 캠프, 한정행위장소 등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고고학적으로 관찰된다(Flannery 1976). 즐문토기문화 확산의 경우에도 

조와 기장 재배는 주로 조달 캠프가 아닌 근거지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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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조와 기장 성장시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Lee 2011) 생계 경제에 중요한 

야생 자원의 획득 활동과 겹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에 해안 · 도서지역과 내륙지역 간 

이동성의 거리와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기의 취락 유적의 

기능적 · 점유 양상 다양화를 볼 때 즐문토기문화 확산 과정은 ‘초기 농경 

확산’(Shin et al. 2012)보다는 수렵 · 채집 · 식물 초기 농경 수행하던 집단들이 

이용하는 영역의 확대로 볼 수 있다. 후기에 들어 유적이 중서부지역 내륙으로 

최초로 확산한 것이 맞지만, 즐문토기문화 유적의 확산은 영구적인 이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점유 양상을 지니는 취락 간 오가는 

이동으로 인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후기의 이동성 양상의 대안적 모델: 분산 · 집합 사회 조직  

 마지막으로, 후기의 취락 규모와 분포, 기능적과 점유적 다양화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을 가설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 복원된 이동성 양상을 살펴보면 주목할 점은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과 후기 소규모 취락 간의 이동은 서로 다른 사회적 규모로 이루어진 것이다. 

근거지를 점유하는 마을 공동체는 소규모 취락 유적으로 이동했을 때 1-4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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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소집단으로 분산하여 이동하였으며, 이들이 다시 대규모 취락 유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수십 가구 혹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집합하였는데, 

이러한 취락 체계는 민족지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관찰된 사례가 적지 않다. 수렵 

· 채집 집단 취락 패턴의 모델(소위 ‘Horn’s model,’ [Kelly 1995])에 의하면 식량 

자원 획득을 예상할 수 있고 식량이 밀집해 분포하는 지역으로 취락이 집합할 

것이고, 식량 자원 밀도가 적고 자원 획득을 예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취락이 

분산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서부지역 해안 · 도서지역은 전자의 예로 볼 

수 있다.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유적에서는 풍부한 해양 어류와 포유 

동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중서부지역 해안 · 도서지역 곳곳에 

분포하는 주로 굴 껍질로 구성된 패총은 중서부지역 해안 · 도서 일부 지역이 

참굴의 이상적인 서식지였음을 암시한다. 이는 고정되고, 매우 밀집하게 분포하고,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계절적 식량 자원을 제공하였을 것이다(Kim J. 2010). 

반면에 중서부 내륙지역은 후자와 더 가깝다. 이동성이 높은 육상 동물의 분포는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자원 획득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도토리와 가래와 

같은 즐문토기문화 생계경제에 매우 중요한 식물 자원(안승모 2012)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밀도와 생산량이 증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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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범위가 넓고 사회적 유연성이 높은 수렵 · 채집 집단은 식량 자원 

밀도가 높고 낮은 지역 간을 이동하고 집단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두 

가지의 자원 체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동성 양상과 부합하는 하나의 

조직적인 모델은 소위 ‘분산 · 집합 사회 조직’이다. 분산 · 집합 사회 조직이란 

이동하는 집단들이 일년 내에 간헐적으로 큰 통합 집단으로 집합하고, 간헐적으로 

작은 소집단으로 분산하는 사회적 조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회적 조직 

맥락에서 식량 자원 밀도에 따라 식량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집단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평소에 크고 통합적인 집단은 일시적으로 소규모 집단으로 해체되고 

분산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넓은 범위를 채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나의 

통합적인 집단이 채집할 수 있는 영역은 통합 집단 구성원이 지정된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되어있다. 그러나 통합 집단이 일시적으로 여러 작은 

집단으로 해체함으로써 각 집단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채집 가능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단순한 맥락을 감안하여 통합 집단이 분산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통합 집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집해야 할 영역이 통합 집단이 채집할 수 

있는 영역보다 큰 경우, 통합 집단은 분산하여 채집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다. 

 반면에 주변 식량 자원 밀도가 통합 집단 유지를 위하여 충분히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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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집단은 분산할 필요가 없고, 통합 집단이 집단 유지를 위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채집할 수 있다(Grove et al. 2012). 따라서 집단의 분산은 주로 식량 

자원이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통합 집단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 집단 유지를 위한 영역이 확대되어 분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통합 집단이 분산하지 않는 경우와 분산하는 두 가지 경우는 <그림 

3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한편 분산된 여러 집단들은 밀도가 높고 고정된 식량 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합 집단으로 다시 집합할 수 있다. 집합하는 것은 여러 집단이 밀도가 

높은 자원을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집합은 대량 어로 잡이, 

고래 사냥, 등 큰 집단 협동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Kelly 1995). 집합하는 것은 수렵 · 채집 사회적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집단들이 집합할 때 공동 의식이나 축제를 열고 정보와 

제품이 교류되는 경우가 많다(Kelly 1995). 더구나 집합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이 

친족 외에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렵 · 채집 집단 

인구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일 가능성도 크다(Whall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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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통합 집단이 분산하는 예상 조건의 모델22F

23 

 

 여러 연구자는 분산 · 집합하는 행위는 많은 수렵 · 채집 · 식물 

재배하는 집단의 사회 조직적과 이동성 조직의 결정적인 특징으로 본다(Donahue 

and Lovis 2006; Kelly 1995). 부산 · 집합 사회 조직은 계절에 따라 식량 자원 

분포와 밀도가 극적으로 변화되어 필요한 식량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빈번히, 

장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온대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관찰된다. 이를 테면, 북미 

                                                           
23 (1.)에서 통합 집단이 채취 가능한 영역이 집단 유지를 위하여 채취해야 할 영역보다 넓기 때문에 
통합 집단이 유지되며 분산하지 않는다. 반면에 집단 유지를 위하여 채취해야 할 영역이 통합 집단 
채취 가능한 영역보다 넓으면 통합 집단이 해체되고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분산은 자원 
밀도가 낮은 상황(2.)이나 집단 인구 증가로 인하여 필요한 자원 양이 증가되는 상황(3.)에서 통합 
집단이 분산 및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Grove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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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의 여러 가지의 수렵 · 채집 · 식물 재배하는 사회 민족지와 역사적 기록을 

참고한 Walthall(1998)는 그가 살펴 본 거의 모든 집단들이 계절적으로 분산하교 

집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유사한 분산 · 집합 사회적 조직은 미국 

서북부(Boyd and Hajda 1987), 일본 북부 아이누족(Watanabe 1964, 1973), 흑룡강 

하류 니브흐족(Black 1973) 등 여러 가지의 사회에서 민족지적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몇몇 고고학자는 분산 · 집합 조직을 영국 동북부 중석기시대(Donahue 

and Lovis 2006)와 북미 5대호 지역 수렵 · 채집민 사회(Lovis et al. 2005)의 

이동성 양상의 주된 특징으로 본다. 

 분산 · 집합 사회 조직은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확산 후기 이동성 

양상, 취락 유적의 규모적 · 기능적 다양성, 취락 유적의 지리적인 분포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후기의 많은 소규모 취락 유적은 즐문토기문화 

집단이 분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23F

24 특히 식량 자원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통합 집단이 1-4 가구로 

                                                           
24 이 연구에서 모든 관찰되는 후기 취락 유적이 엄밀히 동시적으로 이용되었거나 일년의 주기로 
점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본문에서 관찰되는 취락 유적 분포는 
소위 ‘잔부 취락 패턴’(remnant settlement pattern)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Dewar and 
McBride 1992). 즉, 이용된 당시에 유적들은 단기간적(예. 일년 주기)범위로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고고학적으로 관찰되는 유적의 분포(‘잔부 취락 패턴)는 수년의 주기에 걸쳐 점유되었고 퇴적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취락 유적은 하나의 동일한 집합 · 분할 조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는 취락 유적 분포는 수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집합 · 분할 주기로 
생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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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소규모 집단으로 분산함으로써 채집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의 후기 소규모 취락 유적은 조달 이동이 계획되는 소규모 

근거지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소규모 취락 유적은 분산된 소규모 집단이 

도토리, 가래, 등의 육상 식물이나 사슴, 멧돼지 등의 육상 동물을 획득하고 가공할 

수 있는 조달 캠프나 계절적 캠프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취락 유적 

주거지 중 노지나 주혈이 확인되지 않은 주거지는 분산된 집단에 의해 매우 

일시적으로 점유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많은 경우 여러 차례 재축조되고 

재점유되었기 때문에 식량 자원이 풍부해 조달 캠프나 계절적 캠프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점유되는 소위 ‘지속 장소’(persistent place)(Schlanger 1992)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의 소규모 취락 유적에서 많은 야외노지와 같은 식량 가공 

시설과 탄화 도토리가 발견되는 것은 이 유적들이 ‘지속 장소’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분산된 집단들은 경기도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집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 주거지 중 재축조 지표가 매우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현상과 많은 주거지가 여러 차례로 재점유된 흔적을 설명해준다. 후기 대규모 

취락 인근에서 여러 패총(유지인 2012)이 발굴된 것은 이 대규모적 근거지는 당시 

생계경제에 중요한 해양 자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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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양 자원 중에 굴을 하나 예로 들 수 있다. 중서부 해안 · 도서지역에 

분포하는 패총 중에 출토된 섭취 가능한 패류 껍질은 90% 이상으로 굴 껍질로 

구성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김건수 2011; 서울대학교박물관 2006) 중서부 해안 

· 도서지역이 굴이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굴은 분포를 예측하기 쉽고 고정되어 있으며 밀도가 매우 높은 식량 자원으로써 

계절적이라고 하더라도 즐문토기문화 생계경제 매우 중요하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또한 중서부 해안 · 도서지역 근거지와 인근 조달 캠프에서는 각 종의 

산란기에 따라 여러 가지의 어류와 해양 포유 동물을 쉽게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김장석(Kim J. 2006, 2010)은 중서부지역의 여러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이 풍부한 해양 자원을 공동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여러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이 계획적으로 내륙에서 해안 · 도서지역까지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슴과 멧돼지와 같은 육상 동물 뼈가 중서부 

해안 · 도서지역 패총에서 출토되는 것은(김건수 2011) 해안 · 도서지역 유적 

인근에서도 육상 동물을 계획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에서 간헐적으로 대규모적 집단으로 집합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이 분포가 예측하기 쉽고 밀도가 높은 해양 자원과 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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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식량 자원을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합하는 기간에는 대규모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살과 어량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대규모 협동적인 획득 전략을 이용하여(소상영 2013) 식량 

자원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간헐적으로 

분산하고 집합하는 집단은 집단 크기를 조절하고 이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밀도가 다르고 다양하게 분포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다(그림 35). 

분산하고 집합하는 것은 이 외에도 몇 가지 조직적인 이익도 제공하였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분산된 집단들이 집합하는 기간은 공동적인 

축제와 의식을 열고 제품과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집합하는 기간 동안 채집 생산량이 낮아 기아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동일한 채집지를 중복하지 않게끔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을 것이다(Walthall 1998). 더구나 식량 자원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합하는 것은 쉽게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을 장기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집합하여 자원을 공동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원 획득량과 분배량을 국한하는 규칙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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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가설적인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후의 분산 · 집합 사회 조직 

  

획득량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Ostrom 1990). 그리고 분산하는 

행위도 몇 가지 사회적 이익을 마련해준다. Kim M. et al.(2015)이 지적했듯이 

분산하는 것은 대규모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간헐적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와 유사하게 Wengrow and Graeber(2015)는 수렵 · 

채집민들의 분산과 집합을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계층적인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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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 자체적으로 규칙을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 

사이로 지속적으로 오갈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분산 · 집합 

체계는 생계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즐문토기문화 사회 및 생활의 조직화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민족지적 · 역사적 자료를 보면 분산과 집합은 여러 사회적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부의 경우 특정한 시기에 전체적인 마을 공동체가 

동시로 소집단으로 분산하여 이동하거나(Walthall 1998), 엄격한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분산 시기와 집합하는 시기가 정해지는 사례가 관찰된다(Dunham 2000). 

반면에 일부의 마을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마을과 다른 장소로 자유롭게 

오가며, 사냥 캠프나 어로 활동 도구를 교대해서 이용하는 경향도 관찰된다(예. 

Watanabe 1973). 북미 동남부 해안지역 경우에는 공동체의 지도자와 밀접한 

관계의 구성원들이 같은 장소를 지속적으로 점유했음에도 일부 다른 구성원들은 

계절적으로 분산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추론되었는데, 이는 굴 획득 

계절성 연구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었다(Russo 1991). 이는 분산 · 집합 

사회 조직에서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필수적으로 분산하고 이동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이 어떠한 사회적 

단위로 분산하고 이동하였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부의 후기 대규모 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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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재축조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부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근거지를 점유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있다. 

 더구나 많은 연구자는 수렵 · 채집 집단이 계절적으로 특정적인 자원을 

획득하는 시기와 맞춰 분산하고 집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여왔다. 예를 들어, 

분산하고 집합하는 시기는 계절적인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Walthall(1998)의 북미 동부 수렵 · 채집 · 식물 재배하는 사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 거의 모든 집단들이 수렵 · 채집 활동을 위하여 겨울에는 분산해 

내륙으로 이동하며,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는 해안이나 강가에 집합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와 유사하게 북미 서북부 콜럼비아 하류 지역의 집단들 역시 봄부터 

가을까지 매우 생산적인 어로 장소에서 집합하고, 겨울에 분산하는 행위가 

관찰되었다(Boyd and Hajda 1987). 그러나 분산과 집합하는 시기가 더 다양한 

계절적인 패턴을 따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Watanabe(1964)에 따르면 홋카이도 

아이누족 집단들은 봄과 가을에 가구 혹은 소집단으로 분산하여 사냥 야영시설로 

이동하였으며, 특정한 종의 물고기를 획득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는 각 계절에 

가구 단위로 분산하여 어로 활동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향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분산과 집합의 사회적 단위와 계절적인 주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128 
 

이동성의 사회적 규모와 계절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차후 동 · 식물 

유존체나 안정동위원소 분석(예. 안덕임 · 이인성 2014)을 이용한 취락 유적, 

야외노지 및 수혈 유적, 패총 유적 등을 이용한 계절성 연구와 석기 유물 및 토기 

산지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통해 즐문토기문화 분산 · 집합 사회적 

단위와 계절성에 대해 더 많이 밝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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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연구는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확산 이전과 이후의 취락 유적과 

주거지 자료를 분석해 각 시기의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고 이동성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취락 유적 분포 양상, 석기 조합상, 가내 활동과 관련된 ‘유적 가구’ 

출현율 비교를 볼 때 후기에 들어 취락 유적의 규모와 분포, 기능이 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 취락은 대체로 경기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며 대규모 

근거지로 점유된 것으로 추정되며, 후기 취락은 경기 해안 · 도서지역에는 

대규모 근거지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주거지 1-4 기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은 해안 ·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지역까지 분포범위가 확대된다. 그리고 

석기 종류의 높은 다양도와 가내 활동과 관련된 ‘유적 가구’가 확인된 것은 일부 

후기 소규모 취락이 근거지로 점유되었음을 암시하지만, 석기 기종의 종류가 매우 

적거나 없고, 유적 가구가 출토되지 않은 많은 수의 소규모 취락은 근거지로 

점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각 시기의 취락 유적 간 이동성 양상을 복원하기 위하여 각 시기 

주거지의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의 상대적 기간을 비교하였다.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는 높은 축조 비용을 반영하는 요소가 보편적으로 확인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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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조 지표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기 취락 주거지에 비해 

‘총점유기간’이 길고 ‘연간점유기간’이 긴 주거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다수의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가 장기간적으로 점유되었고 

다소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점유되었음을 암시한다. 즉 전기 대규모 취락은 오랜 

기간 걸쳐 점유가 이루어졌으며 정주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전기에는 이동의 거리가 짧고 주로 취락 인근에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 주거지의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은 취락 간에 

명확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 경우 많은 수의 주거지가 

‘총점유기간’이 긴 것으로 추정된 반면, 후기 소규모 취락 주거지 경우에는 긴 

‘총점유기간’을 가지는 주거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후기 소규모 취락에는 

매우 일시적으로 점유된 주거지가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 비해 후기 주거지는 ‘연간점유기간’이 긴 주거지의 비율이 훨씬 

낮았는데, 이는 후기 소규모 취락과 후기 대규모 취락의 주거지는 빈번히 

재축조되고 재점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유 양상은 해안 · 도서지역에서 

위치하는 대규모적 근거지와 중서부 전체지역에서 분포하는 소규모적 근거지, 

조달 캠프, 계절적 캠프 등 과 같은 소규모 취락 간의 빈번한 이동성을 반영하는 



131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후기 대규모 취락 주거지에서 재축조 지표가 특별히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근거지로 추정되는 후기 대규모 취락 

유적이 중서부지역 이동의 중심지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후기에 들어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은 취락 간 이동의 빈도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안 · 도서지역에 위치하는 유적과 내륙 유적 간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동성의 거리도 증가하였음이 추론되었다.      

 이러한 이동성 양상은 기존의 연구에서 즐문토기문화 확산을 기술한 바와 

차이가 있다.  즐문토기문화 집단의 확산은 단순히 초기 농경 집단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이 이용하는 영역을 확대하여 

이동성의 거리와 빈도를 증가한 것으로 달리 기술될 수 있다. 그리고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이 동일한 취락을 빈번히 반복적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에 

이동성 양상은 주기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후기 이동성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델을 제안하였다. 소위 ‘분산 · 집합 사회 조직’ 모델은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이 

대규모적 공동체인 해안 · 도서지역 근거지로 간헐적으로 집합하고, 해안과 

내륙지역에 위치하는 소규모 근거지, 조달 캠프, 계절적 캠프인 소규모 취락으로 

간헐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132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은 이동성과 집단 크기 유연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동하는 조직이었을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대규모적 

집단은 분산을 통해 작은 집단으로 해체하여 자원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 넓은 

영역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자원 밀도가 높고 예상적인 지역에서 다시 대규모적 

집단으로 집합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모델은 생계활동 외에도 분산 · 집합 사회 

조직이 제공하는 사회 조직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중서부지역 후기 취락 유적의 기능적 다양성, 취락 유적 

지리적인 분포, 본 연구에서 복원한 이동성 양상과 잘 부합하는 가설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음과 같은 문제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이동성의 공간적인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즐문토기문화 이동성 양상을 광범위한 지역적인 

맥락에서 고찰하였는데, 이로 인해 중서부지역 또는 남한 전체지역 내 이동성의 

거리와 범위의 경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즐문토기문화가 

확산되는 후기에 집단의 이동성 거리와 범위는 본 연구에서 정의된 

중서부지역보다 더 광범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후기에 들어 즐문토기문화 취락 

유적은 동해안 지역을 비롯해 서해안 남부, 남해안지역 등 본 연구에서 정의된 

중서부지역 외에서도 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과 중서부지역 내륙 및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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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러한 지역은 중서부지역과 다른 이동성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것과 달리 중서부지역 내 이동성 거리와 범위가 실제로 더 

제한적이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즐문토기문화 집단들의 이동 

범위는 중서부 전체지역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충청지역과 그 인근 지역과 같은 

소지역 내로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연구에 적용된 방법론을 통하여 특정한 시기 유적 간의 이동 관계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차후 즐문토기문화 취락과 다른 유적이 발견되면, 유적 간의 

이동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동성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민족지 사례에 근거하여 취락 유적 간 이동성과 분산과 집합하는 행위는 

주로 계절적인 범위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지 

반복적인 재점유 빈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주거지 재축조를 반영하는 증거를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이를 통하여 주거지의 정확한 점유와 방치된 기간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동안 중서부지역 패총에서 출토된 굴 껍질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패총의 이용 계절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샘플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중서부지역 해안 · 도서지역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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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계절을 파악하기는 부적절하다. 앞으로 동 · 식물 유존체를 다루는 계절성 

연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야만 즐문토기문화 집단의 이동성이 계절적 범위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계절에 각 지역으로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절성 연구는 유적 간에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경제적으로 중요한 동 · 식물 유존체뿐만 아니라, 잡초 종과 같이 비의도적으로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큰 자료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Bonzani 1997).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 및 해석 방식은 결함이 있는 부분도 

있으며, 전기에서 후기에 들어 이동성의 정확한 시공간적 범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전기에서 후기에 들어 변화하는 취락 유적의 공간적 

분포, 규모적 변화, 기능적 다양화와 주거지의 ‘총점유기간’과 ‘연간점유기간’의 

변화는 즐문토기확산 이후에 이동성 양상이 기존의 연구에서 기술된 것보다 

복합하고 역동적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과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즐문토기문화 이동성의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에 대해 더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35 
 

참고 문헌 
 

 

구자진, 2004,「아산 풍기동 유적」, 『한국신석기연구』 8.  

구자진, 2006, 「중부 서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연구」, 『숭실사학』 19. 

구자진, 2007,「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지역권설정과 변화양상」, 

『한국신석기연구』 13. 

구자진, 2011a, 『新石器時代) 住居와 聚落硏究』서울: 서경문화사. 

구자진, 2011b,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유형설정 검토」, 『숭실사학』 26. 

구자진, 2013, 「신석기시대 대천리식 집자리의 성립과정에 대한 소고」, 

『야외고고학』 18. 

김건수, 2011, 「식생활」,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335-

368쪽, 서울: 서경문화사. 

김장석, 2003, 「중서부 후기신석기시대의 토지이용전략과 자원이용권 공유」, 

『先史와 古代』 18. 

김장석, 2005, 「신석기시대 경제 연구와 패총」, 『한국신석기학보』 9.  

김장석 · 양성혁, 2001,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패총 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고학보』 45. 



136 
 

김재선, 2017, 「중부서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주거와 취락구조의 변화-인천 영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33.  

배성혁, 2007, 「신석기시대 취락의 공간구조」, 『한국신석기연구』 13.  

소상영, 2013,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시대 생계·주거 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 학위논문. 

소상영, 2016,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 시대 생계·주거 체계 연구」, 

(Amsadong Symposium).  

송은숙, 2001, 「신석기시대 생계방식의 변천과 남부 내륙지역 농경의 개시」, 

『호남고고학보』 10. 

송은숙, 2009, 「신석기시대 농경의 확산과정: 한국 남부지역 중심으로」, 『선사 

농경 연구의 새로운 동향』,  

안승모 · 이준정 편, 172-191쪽, 서울: 사회평론. 

신동민, 2013,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취락 구조 검토」, 부산대학교 

대학원 고고학과 석사 학위논문. 

안덕임 · 이인성, 2014, 「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당진 가곡리 패총 

굴(Crassostrea gigas)의 채집 계절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Malacology 』30(1). 



137 
 

안승모, 2005, 「韓國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農耕 硏究의 現狀과 課題」, 

『韓國新石器硏究』10. 

안승모, 2012, 「식물유체로 본 선사 고대 견과류 이용의 변화 —도토리 · 

참나무와 밤 · 밤나무를 중심으로」『호남고고학보』 40. 

유지인, 2012,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 학위논문. 

윤정국, 2016, 「신석기시대 석기의 제작과 유통」, 『신석기시대 석기론』,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78-103쪽, 과천: 진인진 

이남석 · 이현숙, 2010, 「계룡면 용동리 신석기시대 주거지」, 『한국신석기연구』 

18.  

이승윤, 2008,  「중서부지 방의 신석기시대 주거지 에 대 한 일 연구- 내부구조를 

중심으로-」, 『고고학』 7-2. 

이형원, 2012,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 구조와 그 

의미」, 11-4. 

임상택, 2008, 『(한반도 중서부지역)빗살무늬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서울: 

일지사. 



138 
 

임상택, 2010, 「신석기시대 서해중부지역 상대편년과 취락 구조의 특징」, 

『한국상고사학보』 70. 

Ahn, S. M., J. Kim, and J. Hwang, 2015, Sedentism, settlements, and 

radiocarbon dates of Neolithic Korea, Asian Perspectives 54(1): 113-143. 

Binford, L. R., 1979, Organization and formation processes: looking at curated 

technologies,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35(3): 255-273. 

Binford, L. R., 1980, Willow smoke and dogs’ tails: hunter-gatherer settlement 

systems and archaeological site formation, American Antiquity 45(1): 4-20. 

Binford, L. R., 1982, The archaeology of place,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 5-31. 

Binford, L. R., 1990, Mobility, housing, and environment: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46(2): 119-152. 

Black L., 1973, The Nivkh (Gilyak) of Sakhalin and the Lower Amur, Arctic 

Anthropology 10(1): 1-110. 

Bonzani, R. M., 1997, Plant diversity in the archaeological record: a means 

toward defining hunter-gatherer mobility strategie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4: 1129-1139. 



139 
 

Boyd R. T. and Y. P. Hajda, 1987, Seasonal population movement along the 

Lower Columbia River: the social and ecological context, American 

Ethnologist 14(2): 309-326. 

Chatters, J. C., 1987, Hunter-gatherer adaptations and assemblage structure,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6: 336-375. 

Close, A. E., 1996, Carry that weight: the use and transportation of stone tools, 

Current Anthropology 37(3): 545-553. 

Dewar R. E. and K. A. McBridge, 1992, Remnant settlement systems, In Space, 

Time, and Archaeological Landscapes, J. Rossignol and L. Wandsnider, 

eds., pp. 227-256, New York: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Diehl, M. W., 1992, Architecture as a material correlate of mobility strategies: 

some implications for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Behavior Science 

Research 26(1-4): 1-35. 

Diehl, M. W., 1997, Changes in architecture and land use strategies in the 

American Southwest: Upland Mogollon pithouse dwellers, A. C. 200-1000, 

Journal of Field Archaeology 24(2): 179-194. 



140 
 

Donahue R. E. and W. A. Lovis, 2006, Regional settlement systems in 

Mesolithic northern England: scalar issues in mobility and territoriality,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5: 248-258. 

Flannery, K. V., 1976, Empirical determination of site catchments in Oaxaca and 

Teohucán, In 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K. V. Flannery, ed., pp. 

103-117,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Flannery, K. V. and M. C. Winter, 1976, Analyzing household activities, In 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K. V. Flannery, ed., pp. 34-47, San Diego: 

Academic Press, Inc. 

Gallivan, M. D., 2002, Measuring sedentariness and settlement population: 

accumulations research in the Middle Atlantic Region, American Antiquity 

67(3): 535-557. 

Gilman, P. A., 1987, Architecture as artifact: pit structures and pueblos in the 

American Southwest, American Antiquity 52(3): 538-564. 

Goldstein, R. C., 2008, Hearths, grinding stones, and households: rethinking 

domestic economy in the Andes, Archeological Papers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18(1): 37-48. 



141 
 

Grove, M., Pearce E., R. I. M. Dunbar, 2012, Fission-fusion and the evolution of 

hominin social systems, Journal of Human Evolution 62: 191-200. 

Kelly, R. L., 1992, Mobility/sedentism: concepts, archaeological measures, and 

effects, Annu. Rev. Anthropol. 21: 43-66. 

Kelly, R. L., 1995, The Foraging Spectrum: Diversity in Hunter-gatherer 

Lifeways, Washingti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Kent, S.,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ity strategies and site structure, 

In The Interpretation of Archaeological Spatial Patterning, E. M. Kroll and 

T. D. Price, eds., pp. 33-60, New York: Spring Science+Business Media. 

Kent, S., 1992, Studying variability in the archaeological record: an 

ethnoarchae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mobility patterns, American 

Antiquity 57(4): 635-660. 

Kim, J., 2006, Resource patch sharing among foragers: lack of territoriality of 

strategic choice? In Beyond Affluent Foragers: Rethinking Hunter-

gatherer Complexity, C. Grier, J. Kim, and J. Uchiyama, eds., pp. 168-191, 

Oxford: Oxbow Books. 



142 
 

Kim, J., 2010, Opportunistic versus target mode: prey choice changes in 

Central-Western Korean prehistory,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9: 80-93. 

Kim, M., H-N. Shin, S. Kim, D-J. Lim, K. Jo, A. Ryu, H. Won, S. Oh, and H. 

Noh, 2015, Population and social aggregation in the Neolithic Chulmun 

villages of Kore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40: 160-182. 

Kintigh, K. W., 1984, Measuring archaeological diversity by comparison with 

simulated assemblages, American Antiquity 49(1): 44-54. 

Leonard, R. D., Smiley, F. E., and C. M. Cameron, 1989, Changing strategies of 

Anasazi lithic procurement on Black Mesa, Arizona, In Quantifying 

Diversity in Archaeology, R. D. Leonard and G. T. Jones, eds., pp. 100-10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ghtfoot, K.G. and R. Jewett, 1986, The shift to sedentary life: a consideration 

of the occupation duration of an Early Mogollon pithouse village, In 

Mogollon Variability, K.G. Lightfoot, ed., pp. 47-82, Phoenix: Arizona 

State University. 



143 
 

Lovis, W. A., Donahue, R. E., and M. B. Holman, 2005, Long-distance logistic 

mobility as an organizing principle among northern hunter-gatherers: a 

Great Lakes Middle Holocene settlement system, American Antiquity 

70(4): 669-693. 

McGuire, R. H. and M. B. Schiffer, 1983, A theory of architectural desig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 277-303.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fferty, J. E., 1985, The archaeological record on sedentariness: recognition,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In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8, M. B. Schiffer, ed., pp. 113-156, New York: Academic 

Press.   

Rocek, T. R., 1998, Pithouses and pueblos on two continents: interpretations of 

sedentism and mobility in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and southwest 

Asia, In Seasonality and Sedentism: Archaeological Perspectives from Old 

and New World Sites, T. R. Rocek and O. Bar-Yosef, eds., pp. 199-216, 

Cambridge MA: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 



144 
 

Russo, M., 1991, A method for the measurement of season and duration of 

oyster collection: two case studies from the prehistoric south-east U.S. 

coast,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18: 205-221. 

Schiffer, M. B., 1976, Behavioral Archae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Schlanger, S. H., 1992, Recognizing persistent places in Anasazi settlement 

systems, In Space, Time, and Archaeological Landscapes, J. Rossignol and 

L. Wandsnider, eds., pp. 91-111, New York: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Shin, S-K., S-N Rhee, and C. M. Aikens, 2012, Chulmun Neolithic 

Intensification, Complexity, and Emerging Agriculture in Korea, Asian 

Perspectives 51(1): 68-109. 

Shott, M., 1986, Technological organization and settlement mobility: an 

ethnographic examination,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42(1): 15-

51. 

Smith, C. S., 2003, Hunter-gatherer mobility, storage, and houses in a marginal 

environment: an example from the mid-Holocene of Wyoming,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2: 162-189. 



145 
 

Tomka, S. A., 1996, Site abandonment behavior among transhumant agro-

pastoralists: the effects of delayed curation on assemblage composition, In 

Abandonment of Settlements and Regions, C. M. Cameron and S. A. 

Tomka, eds., pp. 11-2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rien, M. D., 1999, Sedentism and Mobility in a Social Landscape: Mesa Verde 

and Beyond,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Walthall, J. A., 1998, Overwinter strategy and early Holocene hunter-gatherer 

mobility in temperate forests, Midcontinental Journal of Archaeology 23(1): 

1-22. 

Watanabe H., 1973, The Ainu Ecosystem: Environment and Group Structure,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Watanabe H., 1964, The Ainu: A Study of Ecology and the System of Social 

Solidarity between Man and Nature in Relation to Group Structure, Tokyo: 

University of Tokyo. 

Wengrow D. and D. Graeber, 2015, Farewell to the ‘childhood of man’: ritual, 

seasonality,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21(3): 597-619. 



146 
 

Whallon, R., 2006, Social networks and information: non-“utilitarian” mobility 

among hunter-gatherers,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5: 259-

270. 

 

 발굴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洪川 驛內里 古墳群 : 國道 44號線(구성포~어론간) 

道路 擴ㆍ鋪裝工事區域 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Ⅱ』.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新梅里 10·47-1番地 遺蹟 : 住宅新築豫定敷地 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강원문화재연구소, 2011, 

『정선 아우라지 유적 : 정선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부지 내 2차 

발굴조사 보고서』.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洪川 城山里遺蹟 :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문화유적(성산리) 발굴조사』. 

경기도자박물관, 2008, 『광주 신대리 18호 백자가마터』.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南楊州 好坪洞 지새울 

遺蹟 : 남양주 사능 ~ 호평간 도로개설 공사 구간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47 
 

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汶山 堂洞里 遺蹟 : 문산 LCD지방산업단지(당동지구)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始興 陵谷洞遺蹟』.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a, 『安山 新吉洞 遺蹟 : 안산 신길지구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I-II』.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b, 『仁川 永宗島 遺蹟 : 인천 영종도 예단포-

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문화재 시·발굴조사 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2011, 『城南 東板橋 遺蹟 : 성남 판교지구 21·23·24 지점 

문화재 시·발굴 조사 . I-II』. 

공주대학교박물관, 2008, 『靑陽 鶴岩里 遺蹟』. 

공주대학교박물관, 2009, 『海美 機池里 遺蹟』.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연평 모이도 패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대연평도 까치산패총』. 

국립중앙박물관, 1994, 『암사동』. 

국립중앙박물관, 1999, 『암사동 II』. 



148 
 

국립중앙박물관, 2006, 『암사동 III』. 

국립중앙박물관, 2007, 『암사동 IV』. 

국립중앙박물관, 2009, 『암사동 V』. 

국립청주박물관, 1993, 『淸原 雙淸里 住居址』. 

기호문호재연구원, 2009, 『龍仁 農書里 遺蹟: 경부고속도로(기흥-판교간) 

확장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1-2]』. 

기호문호재연구원, 2017, 『남양주 지금동 유적 : 남양주 지금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1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오이도 뒷살막패총—시굴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2006, 『용유도 남북동 · 을왕동 I 유적』. 

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인천 삼목도III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 1999, 『영종도 는들 신석기유적-신공항고속도로 

건설지역 발굴조사보고서-』. 

예맥문화재연구원, 2010, 『寧越 酒泉里遺蹟 : 영월 주천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49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 『驪州 兩貴里 遺蹟: 여주 자유골프장 조성사업부지 

내』.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華城 靑園里·石橋里 遺蹟 :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16·22지역 내』. 

중앙문화재연구원, 2002, 『대덕테크노밸리 事業地區內)大田 官坪洞遺蹟』.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永宗島 北側遊水池-乙旺里海水浴場間 

道路工事區間內)仁川 乙旺洞遺蹟』.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음성 금왕 생활체육공원 부지내) 음성 금석리유적 : 

시·발굴조사 보고서 : 음성 IS하이텍 외 9개업체 공장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仁川經濟自由區域 永宗地區 

永宗하늘都市內(1區域))仁川 雲西洞 遺蹟』.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仁川經濟自由區域 永宗地區 

永宗하늘都市內(3區域))仁川 中山洞遺蹟』. 

중앙문화재연구원, 2012, 『瑞山 旺井里遺蹟 : 瑞山테크노밸리 造成事業敷地內』.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화성 향남2지구 유적. Ⅰ-

Ⅱ : 화성 향남 2지구택지개발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150 
 

충북대학교박물관, 2001, 『가도 패총』. 

충북대학교박물관, 2004, 『청주 봉명동유적(III)』. 

충북대학교박물관, 2011, 『증평 석곡리 유적 : 증평 대중골프장 조성공사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a, 『서산 OO지역 건설사업 

예정부지)瑞山 機池里遺蹟』.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b, 『牙山 城內里 新石器遺蹟』.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a, 『公州 新官(6) 國民賃貸住宅 

建設事業地區內) 公州 新官洞 관골遺跡』.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b, 『唐津 牛頭里遺蹟. 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唐津 石隅里·素素里遺蹟 : 唐津 合德地方産業團地 造成事業 豫定敷地 

內』.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천안 백석동 고재미골 

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5, 『광천I·C~광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洪城 長尺里·湘井里 遺蹟』. 



151 
 

충청문화재연구원, 2007, 『홍성 송월리·학계리 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 『牙山 長在里 안강골 遺蹟. 1』.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牙山 龍禾洞 가재골 遺蹟』. 

충청문화재연구원, 2012, 『唐津 機池市里 遺蹟』.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a, 『인천 경서동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b, 『인천 운북동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c, 『인천 중산동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a, 『김포 운양동 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b, 『원주 반곡동 유적』.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0, 『아산 백암리 점배골 유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4, 『安山 大阜北洞 遺蹟 -안산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堤川 新月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 文化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1, 『槐山 大德里 遺蹟 : 槐山郡 醬類食品工場 

造成事業敷地 內 遺蹟』. 



152 
 

한국토지주택공사, 2013, 『金浦 陽村 遺蹟 : 김포 한강신도시 2단계 문화재 

시발굴조사(1~6지점)』. 

한남대학교박물관, 2003, 『옥천 대천리 신석기 유적』. 

한림대학교박물관, 2008, 『춘천 천전리 121-16번지 유적』. 

한백문화재연구원, 2012, 『남양주 별내 유적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한신대학교, 2007, 『華城 佳才里 原三國 土器 窯址』. 

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永宗島 文化遺蹟 : 新空港 高速道路 建設地域 

內 文化遺蹟調査 綜合報告』. 

 
 
 
 
 
 
 
 
 
 
 
 
 
 
 
 



153 
 

<부록 1> 중서부지역 즐문토기문화 주거지 일람표  

 

(●=존재; ○=부재)  

*주혈이 15기 이상 주거지에서 확인되고 벽가와 모서리 외에 주거지 주공간에 다른 유구(예. 다른 주혈, 수혈, 노지)와 
중복되어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 주거지의 주혈 배치는 ‘다수중복’으로 표시된다. 본 연구에서 ‘다수 중복’ 주혈 배치는 ‘기둥 
재축조’ 지표로 간주된다.  

**주거지 중복 상태로 인하여 주혈의 배치를 파악하기 불가능 상황이거나 주혈은 ‘벽가,‘모서리, 혹은‘다수중복’으로 
할당되지 않은 경우(예. 주저기 중앙에 주혈 한 기만 확인되는 경우)에 주혈 배치는‘?’로 표시된다. 

 

연번 
유적 
번호 유적명 유구명 시기 규모 노지(개) 주혈 주혈 배치 단시설 출입시설 구시설 

1 1 인천 운서동 1지점 1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 1 인천 운서동 1지점 2호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벽가 

○ ● ○ 

3 1 인천 운서동 1지점 3호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벽가 

● ● ○ 

4 1 인천 운서동 1지점 4호 (1차) 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4 1 인천 운서동 1지점 4호 (2차) 전기 대규모 1 ○ 없음 ● ● ○ 

5 1 인천 운서동 1지점 5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6 1 인천 운서동 1지점 6호 전기 대규모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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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인천 운서동 1지점 7호 전기 대규모 0 ● ? ○ ○ ○ 

8 1 인천 운서동 1지점 8호 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9 1 인천 운서동 2지점 1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0 1 인천 운서동 2지점 2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1 1 인천 운서동 2지점 3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2 1 인천 운서동 2지점 4호 전기 대규모 1 ● ? ● ● ● 

13 1 인천 운서동 2지점 5호 전기 대규모 1 ● 벽가 ● ○ ○ 

14 1 인천 운서동 2지점 6호 전기 대규모 1 ● ? ● ○ ○ 

15 1 인천 운서동 2지점 7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6 1 인천 운서동 2지점 8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7 1 인천 운서동 2지점 9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8 1 인천 운서동 2지점 10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9 1 인천 운서동 2지점 11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0 1 인천 운서동 2지점 12호 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21 1 인천 운서동 2지점 13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2 1 인천 운서동 2지점 14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3 1 인천 운서동 2지점 15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4 1 인천 운서동 2지점 16호 전기 대규모 1 ● ? ● ○ ○ 

25 1 인천 운서동 2지점 17호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벽가 

● ● ○ 

26 1 인천 운서동 2지점 18호 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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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인천 운서동 2지점 19호 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28 1 인천 운서동 2지점 20호 전기 대규모 0 ● ? ○ ○ ○ 

29 1 인천 운서동 2지점 21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0 1 인천 운서동 2지점 22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31 1 인천 운서동 2지점 23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2 1 인천 운서동 2지점 24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3 1 인천 운서동 2지점 25호 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4 1 인천 운서동 2지점 26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5 1 인천 운서동 2지점 27호 전기 대규모 1 ● ? ○ ○ ● 

36 1 인천 운서동 2지점 28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7 1 인천 운서동 2지점 29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38 1 인천 운서동 2지점 30호 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9 1 인천 운서동 2지점 31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40 1 인천 운서동 2지점 32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41 1 인천 운서동 2지점 33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42 1 인천 운서동 2지점 34호 전기 대규모 1 ● ? ○ ○ ○ 

43 1 인천 운서동 2지점 35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44 1 인천 운서동 2지점 36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45 1 인천 운서동 2지점 37호 전기 대규모 1 ● ? ● ○ ○ 

46 1 인천 운서동 2지점 38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47 1 인천 운서동 2지점 39호 전기 대규모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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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 인천 운서동 2지점 40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49 1 인천 운서동 2지점 41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50 1 인천 운서동 2지점 42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51 1 인천 운서동 2지점 43호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벽가 

○ ○ ● 

52 1 인천 운서동 2지점 44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53 1 인천 운서동 2지점 45호 전기 대규모 1 ● 벽가 ○ ○ ○ 

54 1 인천 운서동 2지점 46호 전기 대규모 0 ● ? ● ○ ○ 

55 1 인천 운서동 2지점 47호 전기 대규모 1 ● ? ○ ○ ○ 

56 1 인천 운서동 2지점 48호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벽가 

● ● ● 

57 1 인천 운서동 2지점 49호 전기 대규모 1 ● ? ● ● ○ 

58 1 인천 운서동 2지점 50호 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59 1 인천 운서동 2지점 51호 전기 대규모 1 ● ? ○ ○ ○ 

60 1 인천 운서동 2지점 52호 전기 대규모 1 ● ? ○ ○ ○ 

61 1 인천 운서동 2지점 53호 전기 대규모 1 ● ? ○ ○ ○ 

62 1 인천 운서동 2지점 54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63 1 인천 운서동 2지점 55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64 1 인천 운서동 2지점 56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65 1 인천 운서동 2지점 57호 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66 1 인천 운서동 2지점 58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67 2 안산 대부북동 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68 2 안산 대부북동 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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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 안산 대부북동 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70 2 안산 대부북동 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71 2 안산 대부북동 5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72 2 안산 대부북동 6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73 2 안산 대부북동 7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 ○ ○ ○ 

74 2 안산 대부북동 8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75 2 안산 대부북동 9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76 2 안산 대부북동 10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77 2 안산 대부북동 1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78 2 안산 대부북동 1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79 2 안산 대부북동 1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80 2 안산 대부북동 1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81 2 안산 대부북동 15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82 2 안산 대부북동 16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83 2 안산 대부북동 17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84 2 안산 대부북동 18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85 2 안산 대부북동 19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86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호 전기 대규모 3 ● 모서리 ○ ○ ● 

87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2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88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3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89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4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90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5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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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6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92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7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93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8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94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9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95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0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96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1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97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2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98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3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99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4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00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5호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벽가 

○ ○ ○ 

101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6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02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7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03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8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04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19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05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20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06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21호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07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22호 전기 대규모 2 ● ? ○ ○ ○ 

108 3 안산 신길동 IV 지점 23호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 ○ ○ 

109 3 안산 신길동 I 지점 신석기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 ○ ● ○ 

110 4 시흥 능곡동 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0 ● ? ○ ○ ○ 

111 4 시흥 능곡동 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12 4 시흥 능곡동 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59 
 

113 4 시흥 능곡동 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14 4 시흥 능곡동 5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15 4 시흥 능곡동 6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16 4 시흥 능곡동 7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17 4 시흥 능곡동 8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0 ● 모서리 ○ ○ ○ 

118 4 시흥 능곡동 9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19 4 시흥 능곡동 10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20 4 시흥 능곡동 1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21 4 시흥 능곡동 1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22 4 시흥 능곡동 1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23 4 시흥 능곡동 1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24 4 시흥 능곡동 15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25 4 시흥 능곡동 16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26 4 시흥 능곡동 17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0 ● ? ○ ○ ● 

127 4 시흥 능곡동 18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28 4 시흥 능곡동 19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29 4 시흥 능곡동 20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30 4 시흥 능곡동 2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31 4 시흥 능곡동 2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0 ● 모서리 ○ ○ ○ 

132 4 시흥 능곡동 2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33 4 시흥 능곡동 2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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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가 

134 5 화성 석교리 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35 5 화성 석교리 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36 5 화성 석교리 3호 주거지(1차)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36 5 화성 석교리 3호 주거지(2차) 전기 대규모 1 ○ 없음 ● ○ ○ 

137 5 화성 석교리 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38 5 화성 석교리 5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0 ● 
모서리, 
벽가 

○ ○ ○ 

139 5 화성 석교리 6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40 5 화성 석교리 7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41 5 화성 석교리 8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42 5 화성 석교리 9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43 5 화성 석교리 10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0 ○ 없음 ○ ○ ○ 

144 5 화성 석교리 1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45 5 화성 석교리 1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 ○ ○ ○ 

146 5 화성 석교리 1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벽가 

○ ○ ● 

147 5 화성 석교리 1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48 5 화성 석교리 15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49 5 화성 석교리 16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50 5 화성 석교리 17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51 5 화성 석교리 18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 ○ ● 

152 5 화성 석교리 19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53 5 화성 석교리 20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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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 화성 석교리 2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55 5 화성 석교리 2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56 5 화성 석교리 2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2 ● 모서리 ○ ○ ● 

157 5 화성 석교리 2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58 5 화성 석교리 25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59 5 화성 석교리 26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 ○ ○ ● 

160 6 서울 암사동 68-A 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61 6 서울 암사동 68-B 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 ○ ○ ○ 

162 6 서울 암사동 71-1호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63 6 서울 암사동 71-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64 6 서울 암사동 71-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0 ○ 없음 ○ ○ ○ 

165 6 서울 암사동 71-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66 6 서울 암사동 71-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67 6 서울 암사동 71-5호 주거지(1차)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67 6 서울 암사동 71-5호 주거지(2차) 전기 대규모 1 ○ 없음 ○ ○ ○ 

168 6 서울 암사동 71-A 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없음 ○ ○ ○ 

169 6 서울 암사동 73-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없음 ○ ● ○ 

170 6 서울 암사동 74-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71 6 서울 암사동 74-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172 6 서울 암사동 74-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73 6 서울 암사동 74-4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74 6 서울 암사동 74-5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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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 서울 암사동 75-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76 6 서울 암사동 75-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 ○ ○ ○ 

177 6 서울 암사동 75-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78 6 서울 암사동 75-4호 주거지(1차) 전기 대규모 1 ● 다수증복 ● ● ○ 

178 6 서울 암사동 75-6호 주거지(2차)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79 6 서울 암사동 75-5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80 6 서울 암사동 75-7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81 6 서울 암사동 75-8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벽가 ○ ○ ○ 

182 6 서울 암사동 75-9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83 6 서울 암사동 75-10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84 6 서울 암사동 75-1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185 6 서울 암사동 98-1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186 6 서울 암사동 98-2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없음 ○ ○ ○ 

187 6 서울 암사동 98-3호 주거지 전기 대규모 1 ○ 없음 ○ ○ ○ 

188 7 
인천 을왕동 234-

5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189 7 
인천 을왕동 234-

5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190 8 인천 을왕동 I  A 구역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191 8 인천 을왕동 I  A 구역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192 8 인천 을왕동 I  A 구역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193 8 인천 을왕동 I  B 구역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 ○ ○ ○ 

194 10 영종도 젓개마을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195 10 영종도 젓개마을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163 
 

196 10 영종도 젓개마을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197 10 인천 삼목도 III 1호 후기 소규모 2 ● 모서리 ○ ○ ○ 

198 10 인천 삼목도 III 2호 후기 소규모 2 ● 모서리 ○ ○ ○ 

199 10 인천 삼목도 III 3호 후기 소규모 0 ● 단일 ○ ○ ○ 

200 10 인천 삼목도 III 4호 후기 소규모 2 ● 다수중복 ● ○ ○ 

201 10 인천 삼목도 III 5호 후기 소규모 4 ● 다수중복 ○ ○ ○ 

202 10 인천 삼목도 III 6호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03 10 인천 삼목도 III 7호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04 10 인천 삼목도 III 8호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205 10 인천 삼목도 III 9호 후기 소규모 4 ● 다수중복 ● ○ ○ 

206 10 인천 삼목도 III 11호 후기 소규모 4 ● 다수중복 ○ ○ ○ 

207 11 인천 영종도  II 지점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208 11 인천 영종도  VII 지점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2 ● 다수중복 ● ○ ○ 

209 12 
인천 중산동 

(중앙) 
2-1지역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2 ● 다수중복 ○ ○ ○ 

210 12 
인천 중산동 

(중앙) 
2-1지역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211 12 
인천 중산동 

(중앙) 
2-1지역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2 ● 다수중복 ● ○ ○ 

212 12 
인천 중산동 

(중앙) 
7지역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2 ● 다수중복 ○ ○ ● 

213 13 인천 는들  A 지구 수혈주거지 (1차)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13 13 인천 는들  A 지구 수혈주거지 (2차) 후기 소규모 1 ● 벽가 ○ ○ ○ 

214 14 인천 경서동 2지점 1호 후기 소규모 2 ● 다수중복 ○ ○ ○ 

215 14 인천 경서동 2지점 2호 후기 소규모 2 ● ? ○ ○ ○ 

216 15 대연평도 까치산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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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16 연평 모이도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3 ○ 없음 ○ ○ ○ 

218 16 연평 모이도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2 ○ 없음 ○ ○ ○ 

219 17 김포 양촌 1지점 F 구역 1호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20 17 김포 양촌 1지점 F 구역 2호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221 17 김포 양촌 1지점 J 구역 1호 후기 소규모 2 ● 다수중복 ○ ○ ○ 

222 17 김포 양촌 1지점 J 구역 2호(1차) 후기 소규모 0 ○ ? ○ ○ ○ 

222 17 김포 양촌 1지점 J 구역 2호(2차) 후기 소규모 4 ● 다수중복 ● ○ ● 

223 17 김포 양촌 1지점 J 구역 3호 후기 소규모 1 ● ? ○ ○ ○ 

224 17 김포 양촌 1지점 J 구역 4호 후기 소규모 0 ● ? ○ ○ ○ 

225 18 김포 운양동 2-1지점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26 19 문산 당동리 1지점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3 ● 다수중복 ○ ○ ○ 

227 19 문산 당동리 7지점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 ○ ○ ○ 

228 19 문산 당동리 7지점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 ○ ○ ○ 

229 19 문산 당동리 7지점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벽가 ○ ○ ○ 

230 20 남양주 회접리 3지점 1호 후기 소규모 1 ● ? ○ ○ ○ 

231 20 남양주 회접리 6-8지점 1호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232 20 남양주 회접리 6-8지점 2호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33 21 남양주 덕송리 1-1지점 1호(1차) 후기 소규모 1 ● ? ○ ○ ○ 

233 21 남양주 덕송리 1-1지점 1호(2차)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34 21 남양주 덕송리 1-1지점 2호 후기 소규모 2 ○ 없음 ○ ○ ○ 

235 21 남양주 덕송리 1-1지점 3호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36 22 남양주 지금동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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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4 남양주 호평동 2지점 1호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38 24 남양주 호평동 2지점 2호 후기 소규모 2 ● 벽가 ○ ○ ○ 

239 24 남양주 호평동 2지점 3호 후기 소규모 4 ● ? ○ ○ ○ 

240 24 춘천 신매리 12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벽가 ○ ○ ○ 

241 25 춘천 천전리 74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2 ● ? ○ ○ ○ 

242 26 홍천 성산리 신석기시대 주거지 1호 후기 소규모 0 ● ? ○ ○ ○ 

243 27 홍천 역내리 1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44 27 홍천 역내리 2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45 27 홍천 역내리 3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2 ○ 없음 ○ ○ ○ 

246 28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247 28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48 28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249 29 오이도 뒷살막 2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50 30 화성 향남 1호 후기 소규모 2 ● ? ○ ○ ○ 

251 31 화성 가재리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 ○ ○ ○ 

252 32 용인 농서리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53 32 용인 농서리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벽가 ○ ○ ○ 

254 32 용인 농서리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55 32 용인 농서리 4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56 32 용인 농서리 5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57 32 용인 농서리 6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58 32 용인 농서리 7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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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32 용인 농서리 8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모서리 ○ ● ○ 

260 33 성남 동판교 24-1지점 10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 ○ ○ ○ 

261 34 광주 신대리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 ○ ○ ○ 

262 36 여주 양귀리 II 지구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63 36 음성 금석리 1호 수혈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벽가 ○ ○ ○ 

264 37 원주 반곡동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65 37 원주 반곡동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66 37 원주 반곡동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67 38 제천 신월리 III 지구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벽가 ○ ○ ○ 

268 39 영월 주천리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 ○ ○ ○ 

269 39 영월 주천리 2호 주거지(2차)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69 39 영월 주천리 
2호 주거지(2차)('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70 40 정선 아우라지 1호 주거지(1차)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70 40 정선 아우라지 
1호 주거지(2차)('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벽가 ○ ○ ○ 

271 40 정선 아우라지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 ○ ○ ○ 

272 41 서산 왕정리 왕정리 I 유적 1호 후기 소규모 1 ● ? ○ ○ ○ 

273 42 해미 기지리 I-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74 42 해미 기지리 I-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75 42 해미 기지리 I-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76 42 해미 기지리 II-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277 43 서산 기지리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78 43 서산 기지리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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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44 당진 우두리 II-73호 후기 소규모 2 ● 벽가 ○ ○ ○ 

280 44 당진 우두리 II-74호 후기 소규모 2 ● ? ○ ○ ○ 

281 45 당진 기지시리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282 46 
당진 석우리. 

소소리 
2-1지역 A 지점 1호 후기 소규모 1 ● 벽가 ○ ○ ○ 

283 47 아산 성내리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84 47 아산 성내리 2 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벽 ○ ○ ○ 

285 47 아산 성내리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286 47 아산 성내리 4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287 48 아산 백암리 KC001 후기 소규모 1 ● 벽가 ○ ○ ○ 

288 48 아산 백암리 KC002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289 48 아산 백암리 KC003 후기 소규모 1 ● ? ● ○ ○ 

290 49 아산 용화동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 ○ ○ ○ 

291 50 아산 풍기동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292 50 아산 풍기동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없음 ○ ○ ○ 

293 51 아산 장재리 1호 후기 소규모 1 ● ? ○ ○ ○ 

294 51 아산 장재리 2호 후기 소규모 2 ● 
모서리, 
벽가 

● ○ ○ 

295 51 아산 장재리 3호 후기 소규모 2 ● 다수중복 ○ ● ○ 

296 51 아산 장재리 4호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297 51 아산 장재리 5호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298 51 아산 장재리 6호(1차) 후기 소규모 2 ● 다수중복 ○ ● ○ 

298 51 아산 장재리 6호(2차)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298 51 아산 장재리 6호(3차)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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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51 아산 장재리 6호(4차) 후기 소규모 2 ● ? ○ ○ ○ 

299 52 천안 백석동 
I 지역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300 53 청원 쌍청리 3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 ○ ○ ○ 

301 53 청원 쌍청리 4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 ○ ○ ○ 

302 54 청주 봉명동 1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1차)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302 54 청주 봉명동 1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2차)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303 54 청주 봉명동 2호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벽가 ○ ○ ○ 

304 55 청원 영하리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없음 ○ ● ○ 

305 56 증평 석곡리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벽가 ○ ○ ○ 

306 57 홍성 상정리 1호 후기 소규모 0 ● 다수중복 ○ ○ ○ 

307 58 홍성 송월리 1호 후기 소규모 1 ● 다수중복 ○ ○ ○ 

308 59 청양 학암리 신석기시대 주거지 후기 소규모 0 ● ? ○ ○ ○ 

309 60 공주 신관동 신석기시대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310 61 계룡 용동리 1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311 61 계룡 용동리 2호 주거지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312 62 대전 관평동 I 지구 1호 후기 소규모 1 ● 모서리 ○ ● ○ 

313 63 옥천 대천리 신석기시대 집자리 후기 소규모 2 ● 벽가 ○ ● ○ 

314 64 인천 운북동 1지점 1호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15 64 인천 운북동 2지점 1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16 64 인천 운북동 2지점 2호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17 64 인천 운북동 2지점 3호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18 64 인천 운북동 2지점 4호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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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64 인천 운북동 4지점 1호 후기 대규모 1 ● ? ○ ○ ○ 

320 64 인천 운북동 5지점 1호 후기 대규모 1 ● ? ○ ○ ○ 

321 64 인천 운북동 6지점 1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22 64 인천 운북동 6지점 2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23 64 인천 운북동 6지점 3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24 64 인천 운북동 6지점 4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25 64 인천 운북동 6지점 5호 후기 대규모 1 ● ? ○ ○ ○ 

326 64 인천 운북동 6지점 6호 후기 대규모 6 ● 다수중복 ● ○ ○ 

327 64 인천 운북동 6지점 7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28 64 인천 운북동 6지점 8호 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329 64 인천 운북동 6지점 9호(2차)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29 64 인천 운북동 6지점 9호(1차)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30 64 인천 운북동 6지점 10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31 64 인천 운북동 8지점 1호 후기 대규모 1 ● ? ○ ○ ○ 

332 65 인천 중산동 1호 후기 대규모 3 ● 다수중복 ○ ○ ○ 

333 65 인천 중산동 2호 후기 대규모 1 ● ? ○ ● ○ 

334 65 인천 중산동 3호 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335 65 인천 중산동 4호 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336 65 인천 중산동 5호 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337 65 인천 중산동 6호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338 65 인천 중산동 7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39 65 인천 중산동 8호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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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65 인천 중산동 9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41 65 인천 중산동 10호(2차) 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341 65 인천 중산동 10호(1차) 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342 65 인천 중산동 11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43 65 인천 중산동 12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44 65 인천 중산동 13호 후기 대규모 1 ● ? ● ○ ○ 

345 65 인천 중산동 14호(2차)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벽가 

● ● ○ 

345 65 인천 중산동 14호(1차)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46 65 인천 중산동 15호 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347 65 인천 중산동 16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48 65 인천 중산동 17호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49 65 인천 중산동 18호(2차)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49 65 인천 중산동 18호(1차)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50 65 인천 중산동 19호 후기 대규모 1 ○ 없음 ○ ○ ○ 

351 65 인천 중산동 20호 후기 대규모 1 ○ 없음 ○ ○ ○ 

352 65 인천 중산동 21호 후기 대규모 1 ● 모서리 ○ ○ ○ 

353 65 인천 중산동 22호(2차) 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353 65 인천 중산동 22호(1차)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54 65 인천 중산동 23호(2차) 후기 대규모 3 ● 다수중복 ○ ○ ○ 

354 65 인천 중산동 23호(1차) 후기 대규모 2 ● ? ○ ○ ○ 

355 65 인천 중산동 24호 후기 대규모 3 ● 다수중복 ○ ○ ○ 

356 65 인천 중산동 25호 후기 대규모 3 ● 다수중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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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65 인천 중산동 26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58 65 인천 중산동 27호(2차) 후기 대규모 2 ● 다수중복 ○ ○ ○ 

358 65 인천 중산동 27호(1차) 후기 대규모 2 ● ? ○ ○ ○ 

359 65 인천 중산동 28호 후기 대규모 2 ● ? ● ○ ○ 

360 65 인천 중산동 29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361 65 인천 중산동 30호 후기 대규모 3 ● 다수중복 ● ○ ○ 

362 65 인천 중산동 31호 후기 대규모 1 ● 다수중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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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bility and the Chulmun Expansion in the Central-
west Region of Korea: investigating settlement-site 

occupation  

 

Matthew Conte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Archaeolog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veral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expansion of Chulmun 

settlement sites in the Central West region of Korea between ca. 3500 and 

3000 BCE was accompanied by changes in mobility and/or sedentism. 

However,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mobility or 

sedentariness of Chulmun groups have been contradictory. It is argued that 

these contrasting interpretations arise from the misconceptualization of 

mobility and sedentism as dichotomous phenomena. Furthermore, 

interpretations that purport an “increase” in Chulmun mobility largely rely on 

unfounded assumptions regarding the prevalence of millet farming and its 

effects on mobility rather than archaeologic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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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rgued that reconstructing and comparing regional patterns of 

mobility must take into account potential differences in site function as well 

as the occupational length and frequency of sites. In the context of mobile 

hunter-gatherer societies, two temporal scales of occupation—“total 

occupation length” and “annual occupation length”—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inter-annual and intra-annual 

scales of mobility. In order to reconstruct mobility patterns preceding and 

following the Chulmun expansion, this study compares quantities of lithic 

tools, diversity of lithic tool types, and the ubiquity of non-transportable 

lithic tools in order to reveal potential differences in site function among 

dwelling sites in the region. Measures of investment in dwelling architecture 

and the frequency of remodeling and reoccupation of dwellings were used to 

compare the relative total occupation length and annual occupation length of 

dwellings in the Central-west region before and after the Chulmun 

expansion. 

 Results of these analyses suggest diversification of site function and 

changes in the occupational length and frequency of settlement sites 

following the Chulmun expansion. Preceding the expansion, settlements 

were used exclusively as large-scale coastal residential bases and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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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ied more-or-less continuously over relatively long periods of time. 

Following the Chulmun expansion, large-scale coastal sites continued to be 

used as residential bases, but were likely occupied for only part of the year 

and revisited repetitive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Meanwhile, a large 

proportion of small-scale sites were likely used not as residential bases but 

as logistical or seasonal camps that were occupied relatively briefly, but in 

some cases, occupied redundantly over multiple episodes. 

 It is inferred that following the Chulmun expansion, hunter-gatherer-

horticultural groups began moving frequently among intermittently occupied 

large-scale coastal residential bases and sites of various functions located 

inland and along the coasts of the Central West region, likely as a means of 

exploiting a wider range of resources and land. Finally, an alternative model 

for explaining the distribution, scale, functional diversity, and occupational 

length and frequency of post-expansion settlement sites is proposed. The 

frequent movement of Chulmun hunter-gatherer-horticultural groups 

between large-scale residential bases and small-scale camps may suggest a 

transition to a “fission-fusion social system,” an ethnographically observed 

form of organization in which groups intermittently aggregate into large 

groups and disperse into smaller groups at different times of the yea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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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of social organization may have increased the efficiency of resource 

extraction while als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al and ritual lives 

of the group. 

 

Keywords : Korean Neolithic Period ; Chulmun pottery period ; Korea’s 
Central-west region ; mobility ; sedentism ; settlement ; dwelling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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