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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몇몇 연구자들은 빗살무늬토기문화가 기원전 3500년경을 전후로

남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취락의 입지 양상이 빗살

무늬토기와 함께 확산된 초기 농경으로 인해 일률적인 양상으로 전

개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견된 취락을 포함한 입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고찰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위의 가설에 대

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취락의

초기 농경 수용 양상이 취락별·지역별로 다양했을 가능성, 신석기시

대 생계 경제 내에서 초기 농경의 비중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 한반

도 자연 환경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신

석기시대 취락 입지는 다양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는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

해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전개 양상에 대

한 기존의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

다. 이를 위해 GIS를 이용하여 기원전 3500년 이후의 신석기시대

취락에 대해 입지 요소 분석 및 입지 분류 분석을 실시하고, 각 유

적별·지역별로 취락 입지 상에서 발견되는 공통성과 상이성을 파악

함으로써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한반도 중·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의 특성과 전개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대상으로 삼은 유적은 한반도 중·남부지역, 다시 말해 중서부지

역, 중동부지역, 중부내륙지역, 남부내륙지역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전기-후기 에 해당하는 취락 유적 중, 중·후기 취락을 중심으로 분

석을 진행하였다.

입지 분석은 입지 요소 분석과 입지 분류 분석 두 단계로 진행하

였는데, 먼저 입지 요소 분석은 고고학 및 지리·지형학에서 진행된

입지 관련 연구를 참고로 하여 인간 거주. 식물 생장, 하천 자원, 해

양 자원, 작물 재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해발고도,

취락과 하천간의 관계,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사면경사도, 사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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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배수등급, 가경(可耕)적합토지 분포 등 총 7개의 입지 요소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는 대체적

으로 사면경사도가 1° 이하인 평탄한 지형의,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가 2km 이내로 인접한 하천은 2-3차 하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안과의 인접성 및 작물 재배 조건에 있어서는 취락별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며, 해발고도와 최단거리 하천차수 등에서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른 취락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모든 입지 요소가 획일

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했다.

입지 요소 내에서 취락별 상이성이 확인되는 가운데, 입지 요소

를 종합하여 취락별 입지 양상을 파악한 결과 내륙형, 해안형, 해안

복합형, 복합형 등 4개의 입지 유형을 확인하였다. 각 입지 유형은

거주 및 식물 생장 조건, 하천 자원 다양도, 해양 자원 이용 여건,

작물 재배 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각 입지

유형에서 운용 가능하였던 생계 활동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

된다.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입지 양상의 다양성이 확인된 가운데

소수의 전기 취락에 대한 입지 분석을 실시하여 입지 유형의 시기

별 양상을 살펴본 후 이와 함께 지역별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기별로 특정 입지 유형을 뚜렷하게 선호한다거나 일률적으로 입

지가 변화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락 입지를 선정한

것을 파악하였다.

취락 입지 분석을 통해 한반도 중·남부지역은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에 취락 입지가 일률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다양한 입지를 지속적으로 운용하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초기 농경이 확산되었

을지라도 취락별로 이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생계 경제 내에서 차지

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석기시대 전 시기 동안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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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입지가 확인되는 결과를 통해 시기의 흐름에 따라 생계 경

제 양상이 획일화 되거나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수렵채집을 비롯

한 다양한 생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신석기시대, 한반도 중·남부지역, 빗살무늬토기 확산, 취

락 입지, GIS, 입지 요소 분석, 입지 유형, 초기 농경

학 번 : 2012-2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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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취락(聚落, settlement)은 한 지역을 점거하는 과정에 있어 축조된

유구의 집합체로서(洪慶姬 1990), 인간의 생활방식이 뚜렷하게 나타

난 고고학적 물질증거이다. 또한 취락의 입지는 삶의 방식 즉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Mignon 2006)이며, 일련의 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서 입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계 자원이 가

장 중요하게 인식된다(Jochim 1976). 따라서 취락의 입지를 통해 해

당 취락이 고려했던 거주 조건 및 생계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

다.

한국 선사시대 취락 연구에 있어 입지는 대체적으로 유구 및 유

물 양상을 고찰하기 이전에 부수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강하였으

나, 최근에는 취락 입지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고찰하거나(유병록

2009) 특정 시대 혹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GIS를 이용하여 입지

를 분석하는(공민규 2010; 박종철·박지훈 2011; 박지훈 2012; 박지

훈·이애진 2013; 송연 2009; 이한동·김교원 2011, 2012; 허의행 2013)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취락의 입지를 내륙지역, 해안지역

등으로 단순 분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취락 입지를 연구하는 데 진전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본고는 기원전 3500년경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한반도 중·남부

지역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양상을 밝혀 기존의 가설을 재검토 하

고자 한다.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초기 농경이라는 생계 방식이 남한

지역에 확산되면서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가 일률적으로 변화하였다

는 가설이 몇몇 연구자에 의해 제시되었다(송은숙 1999, 2001, 2002,

2009, 2010; 안승모 2005; 임상택 2006a, 2006b, 2009). 이 가설이 성

립되기 위해서는 초기 농경을 모든 취락이 수용했으며, 생계 경제

내에서 초기 농경이 일정 비중을 차지했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

러나 초기 농경 수용 양상이 다양했을 가능성, 신석기시대 생계 경

제 내에서 초기 농경의 비중, 한반도 남한지역 내 존재하는 자연환



- 2 -

경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취락 입지의 일률적인 전개를 무비판적

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취락 입

지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이 제대로 진행된 바 없는 상황에서, 신석기

시대 중·후기 취락 입지 양상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쉽게 수용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즉, 신석기시대 중·

후기 취락의 입지를 분석하여 취락 입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취락 입지가 일률적으로 전개된다

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주 및 식물 생장. 하천 자원 이용, 해양 자원 이용,

작물 재배 등과 관련된 입지 요소 7개(해발고도, 취락과 하천 간의

관계,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사면경사도, 사면방향, 배수등급, 가경

적합토지 분포)를 선정한 뒤, 유적별로 7개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

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입지 요소별 양

상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입지 요소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종합하여 취락별

입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고 동일한 특성을 가진 취락들을

군집으로 분류한 후 특성에 따라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입지 유형의 종류 및 입지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신석기

시대 중·후기 취락의 시기별·지역별 양상을 살핀 후,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의 전개 양상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매듭짓고자 한다.

현재까지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

었으며,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취락 입지의 일률적인 전개라는 기

존 견해가 비판 없이 수용되어 왔다. 본고는 GIS를 이용하여 입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입

지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양상을

이해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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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본고는 기원전 3500년경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한반도 중·남부

지역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를 이

용하여 기원전 3500년 이후의 신석기시대 취락에 대해 입지 분석을

실시하여 각 유적별·지역별로 취락 입지 상에서 발견되는 공통성과

상이성을 파악함으로써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한반도 중·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의 특성과 전개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학계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빗살무늬토기문화가 기원전 3500년

경을 전후로 남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는 연구가 등장했다(송

은숙 1997, 2001, 2002; 임상택 2006a, 2006b, 2009). 이러한 연구들

에서 빗살무늬토기문화 확산 양상에 대해 송은숙(2002)은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문화가 중서부에서 동해안을 거쳐 남해안지역으로 전

파되어 남부내륙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는 반면, 임상택(2006a)은

빗살무늬토기문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각지에 거의 동시기적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궤를 같이하여 안승모

(2005)와 최종혁(2005)은 토기 자료 및 석기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

해 남부지역에 중서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가 유입되었다고 보았다.

기원전 3500년 전후로 편년되는 남한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최근 연구들(고

동순 2009; 심준용 2008; 이상훈 2013; 이수진 2010)에서는 기원전

3500년을 전후한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남한 전역에 빗살무늬토기

가 확산되었다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며, 연구자들은 각 지역에서 빗

살무늬토기가 발견되는 시점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파악하여 동해안

지역, 영서지역, 남부지역의 신석기시대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였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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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2010; 이동주 2011; 이상훈 2013; 이수진 2010; 임상택 2009).

선행 연구에서 몇몇 연구자들은 중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빗살무늬

토기문화 확산의 영향으로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 취락의 입지 양상

이 일정한 방향으로 전개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각 지역으로 확산된 초기 농경을 취락 입지 변화의 가장 중요

한 원인으로 보았다(송은숙 1997, 2001, 2002, 2009, 2010; 안승모

2005; 임상택 2006a, 2006b, 200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송은

숙(2001, 2002)은 유적의 입지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빗살무

늬토기문화 전파로 인해 취락이 동해안에서는 석호와 하천 인근으

로, 남해안에서는 남부내륙지역으로 진출하여 강안 충적지 및 인근

구릉에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취락은 생계 활동에서

식물 채집 비중의 증가(동해안)와 초기 농경에 유리한 환경 조건(남

부내륙)을 고려하여 입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안승모(2005)와 임상

택(2006a) 역시 취락 입지 변화의 원인을 초기 농경 확산으로 인한

생계 양상의 변화로 보았다. 특히 임상택(2006a)의 경우 초기 농경

이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집단의 생계 경제 내에 추가되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취락 입지의 확보 등에서 일정한 제한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서부 집단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유 지역의 공간적 광대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중서부 이

남에서 발생한 유적의 입지를 초기 농경의 수용 및 확산에 따른 결

과라고 지적하였다. 종합하면 선행 연구에서는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전파된 초기 농경으로 인해 남한 지역의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상

에서 일관된 양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현재까지의 논의

를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지역별 취락 입지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

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송은숙 2002, 2009), 대체적으로 연구자들은

초기 농경 확산 이후 신석기시대 취락이 강안 충적지에 입지하며

그에 대한 원인으로 초기 농경의 실시를 상정하였다(안승모 2005;

임상택 2006a, 2006b, 2009; 최종혁 2005).

빗살무늬토기 및 초기 농경이 확산된 이후의 취락 입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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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 근거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빗살무늬토기문화 확산을 제기

한 2000년 대 초반 이후로 남한 내에서 새로이 발견된 신석기시대

취락이 급증하여 입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

대 후반에 인천 영종도를 비롯하여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다

양한 규모의 취락 유적들이 조사되었다(한국신석기학회 2009). 이

중에서 상당수가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로 편년되는 취락들이나,

이 취락들을 추가하여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신석기시대 취락 입

지에 대한 세부적인 재검토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비록 최근

진행된 신석기시대 취락 연구에서 지역별로 입지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구자진 2010; 소상영 2013; 신동민

2013; 이상훈 2013; 이수진 2010), 구체적으로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취락 간 입지 비교나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의 취락 입지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이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송은

숙 1997, 2001, 2002, 2009, 2010; 안승모 2005; 임상택 2006a, 2006b,

2009)가 비판 없이 수용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까지 조사된 유적들

을 종합하여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로 편년되는 신석기시대 취락

의 입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초기 농경을 모든 신석기시대 취락이 일률적으로 수용했는

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초기 농경이라는

기술이 남한 지역으로 확산된 뒤 일부 개별 취락에서는 이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여 취락의 입지 한정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

으나, 이를 신석기시대 취락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

다. <표 1>과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남한 내 다양한 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조, 기장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어, 초기 농

경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약 80개에 이

르는 한반도 중·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취락으로 초기 농경이 일률적

으로 확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초기 농경이라는 기술 요소가

남한 지역에 유사한 시기에 확산되었다고 할지라도, 초기 농경에 대



- 6 -

연번 유적명 출토 식물유존체

1 인천 중산동(한강) 조, 기장

2 시흥 능곡동 조, 기장

3 화성 석교리 조, 기장

4 옥천 대천리 조, 기장

5 아산 장재리 안강골 조, 기장

6 고성 문암리 조, 기장

7 진주 어은1 조

8 진주 평거동 조, 기장

9 진주 상촌리B 조

10 창녕 비봉리 조, 기장

11 부산 동삼동 조, 기장

<표 2> 남한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내 조, 기장 유촌체 출토 사례

(이경아 2015; Ahn, et al. 2015 참고, 표 연번은 그림 1의 유적번

호와 동일)

한 지역별 혹은 취락별 수용 양상이 다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림 1> 조, 기장 출토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이경아 2015; Ahn et al. 2015 참고, 유적번호와 표 1의 연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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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처럼 농업기술이 외부에서 도입된, 농경의 2차적 확산지인

유럽 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농경 전환 과정상에 편차가 존재한다(김

장석 2009; Bogucki 1996; Price 2000). 유럽의 초기 농경 확산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별, 취락별로 초기 농경 수용이 다양한 양상으

로 전개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다

른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농경이 확산되는 경우와 수렵채집민과

농경민이 인접하여 물질 및 정보 교류를 하면서 장기간 서로 별개

의 집단으로 공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자는 주로 중부 유

럽에서 발생하며, 후자는 북부 유럽에서 확인되었다(McClure, et al.

2006: 199). 그런데 상대적으로 초기 농경민의 유입과 확산이 급격한

양상으로 전개된 동부 유럽 및 지중해 서부, 이베리아 반도 등에서

도 지역에 따라 중석기시대 수렵채집민과 신석기시대 농경민이 공

간적 분포를 달리하여 물질 및 정보 교류를 하며 공존하는 사례가

확인된다(Binder 2000; Trigham 2000). 전체적으로 농경 수용이 점

진적으로 발생한 북부 유럽의 경우에서는 수렵채집민 집단과 농경

민 집단이 500년간 공존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Zvelebil and

Rowley-Conwy 1984), 독일 북부 및 폴란드 지역의 농경민과 물질

및 정보 교류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농

경이 시작되기까지는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연구 결

과도 있다(Price 2000).

유럽의 다양한 사례를 볼 때, 농경이 항상 급진적이고 일률적으

로 확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농경이라는 기술

에 대한 인지가 곧 기술 채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

명하다. 한반도 초기 농경의 경우도 중·남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알려

졌다는 것과 이를 생계 경제에서 채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초기 농경에 대한 취락별 수용 양상의 차이가 있

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취락 입지 상에서

도 농경이라는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취락이 있을 수 있다. 결

과적으로 취락별·지역별로 다양한 입지 양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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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초기 농경을 수용하여 생계 경제에 포함시켰다 할지라도,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바와 같이 기존 생계 전략을 보완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면(송은숙 2002, 2009; 임상택 2006a, 2006b, 2009),

과연 취락의 입지 선정에 초기 농경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

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연구자 중에는 초기 농경이 신

석기시대 생계 경제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존도는 미

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김장석 2002; 안승모 2005; 이현혜

2010; Kim 2003; Norton 2007). 위의 빗살무늬토기 및 초기 농경 확

산에 대한 연구에서도 석기 조성 양상에서 농경 도구의 비중이 높

지 않고 비정형화되며(송은숙 2002, 2009), 출토된 석기 조성 및 형

태, 주거지의 구조, 토기 문양 등의 변화가 없다는 점(임상택 2006a,

2006b, 2009)을 들어 중서부지역의 생계 경제 내에서 초기 농경의

비중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 두 연구자 모두 유물과 유구 양상에서

초기 농경 도입 전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입지

에서는 초기 농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용되었다고 판

단하였다. 하지만 고고학 자료상에서 큰 변화상이 발견되지 않는 상

황에서 과연 생계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기

농경으로 인해 취락 입지에 변화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된다.

최근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밭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이를 토대

로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부터는 밭을 운영할 만큼 발전된 농경운영

이 이루어졌으며 작물을 재배하면서 주변 환경을 변형할 수 있는

기초를 쌓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등장했다(이경아 2015: 112). 그러나

밭에서 분석된 벼 식물규산체 등의 교란 가능성과 밭 유구 연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안승모 2015: 10)되는 상황에서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 확인된 밭 유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

럼 신석기시대 밭 유구의 존재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영동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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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 유적들에서 초기 농경 도입 이후 수렵채집 관련 석기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조은하 2014)는 신석기시대 생계 경제 내에서

초기 농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

다. 또한 이준정(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일생에 걸쳐 섭취한 식

료의 종류와 상대적인 섭취량을 측정하는 인골의 안정동위원소분석

결과에서 조, 기장이 출토된 동삼동 패총과 고남리 패총 인골의 실

제 작물 섭취량이 미미했다는 결과를 토대로 식물유존체가 출토된

유적에서도 초기 농경이 생계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 농경이 신석기시대 취

락의 생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근거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초기 농경으로 인해 한반도 중·남

부지역 취락 입지가 일률적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

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분류와는 다른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지 분석

이 필요하다. 현재 취락 입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대략적으로 구릉,

강안 충적지, 충적대지, 자연제방, 하안단구 등으로 분류(배성혁

2006; 소상영 2013; 송은숙 1997, 2001, 2002, 2009, 2010; 이수진

2010; 임상택 2006a, 2006b, 2009)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 같은 개

략적인 분류는 취락 간에 존재하는 입지 상의 편차와 특징을 파악

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취락의 입지를 파악할 때 입지에 대한

단순 분류보다는 GIS와 같은 기술을 이용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취락 입지 상의 공통성 뿐 만

아니라 기존 입지 분류에서는 발견되지 못했던 상이성이 발견될 가

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물유존체 자료를 통해 중·남부지역

에서 초기 농경을 실시했다는 사례는 확인되었으나 유럽의 초기 농

경 확산의 다양성을 참고한다면 한반도 중·남부 전역에 걸쳐 일률적

인 초기 농경의 확산을 확신하기는 어려우며, 수렵채집민의 농경 기

술 인지와 이에 대한 채택이 별개인 점을 고려한다면 취락별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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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농경 수용 양상이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생계 경제 내에서

초기 농경의 비중이 높지 않았던 상황에서 초기 농경이라는 요소에

의해 취락 입지가 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발견된 신석기시대 취락 유적을 포

함하여 한반도 중·남부지역 취락 전체에 대하여 GIS를 이용한 체계

적인 분석을 통해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취락 입지의 특성과 전

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상 유적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중·남부지역, 다시 말해 중서부지역, 중동

부지역, 중부내륙지역, 남부내륙지역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전기~

후기 취락 유적 총 79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그림 2, 표

2)1). 남해안지역을 제외한 이유는 취락 유적의 수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주거지가 주로 패총과 결합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남해안지역의 주거지가 확인된 유적은 취락보다는 패총 유적으로서

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취락 유적과는 성격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유적은

주거지가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기 이상 발견된 취락

유적2)으로 설정하였는데, 신석기시대 주거 유적의 경우 주거지가 1

기가 확인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취락이

한 지역을 점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이 세운 건축물(洪慶姬

1985; 秋淵植 1994에서 재인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지가 1

기 확인된 유적 또한 취락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고고학에서 신석기시대 남한 지역은 크게 중서부지역, 중동부지

1)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79개 유적에 대한 지역, 시기, 주거지 수 등의 고고
학적 양상과 해발고도, 취락-하천간 관계,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사면경사도, 배
수등급, 가경토지분포 등 입지 요소는 <부록>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2) 남해안지역을 제외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패총유적에서 발견된 주거지들은 일반적
인 취락유적에서 발견된 주거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대상 유적에서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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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 취락 유적

(그림의 유적번호와 표 2의 연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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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지역 유적 시기

주
거
지
수

연
번 지역 유적 시기 주거

지수

1 중서부 연천 삼거리 전기 6 40 중서부 공주 신관동 중기 1

2 중서부 문산 당동리 후기 4 41 중서부 청양 학암리 중기 1

3 중서부 강화 삼거리 후기 1 42 중서부 청원 쌍청리 중기 1

4 중서부 인천 운북동 후기 18 43 중서부 청주 봉명동 후기 2

5 중서부 인천 예단포-중산동 후기 3 44 중서부 대전 관평동 중기 1

6 중서부 인천 중산동(한강) 후기 31 45 중서부 옥천 대천리 후기 1

7 중서부 인천 중산동(중앙) 후기 3 46 중서부 익산 웅포리 중기 1

8 중서부 인천 운서동 젓개마을 중기 3 47 중서부 전주 효자동 중기 1

9 중서부 인천 삼목도3 중기 17 48 중부내륙 춘천 신매리 중기 1

10 중서부 인천 운서동
전기 66 49 중부내륙 춘천 우두동2 중기 1

후기 2 50 중부내륙 춘천 거두리 중기 1

11 중서부 인천 는들 중기 1 51 중부내륙 춘천 천전리A-3 후기 1

12 중서부 인천 을왕동4 후기 2 52 중부내륙 홍천 성산리 중기 1

13 중서부 인천 을왕동3 후기 2 53 중부내륙 홍천 역내리 중기 3

14 중서부 김포 운양동 중기 1 54 중부내륙 원주 반곡동 중기 3

15 중서부 김포 구래리 중기 8 55 중부내륙 영월 주천리 중기 2

16 중서부 김포 신곡리 중기 1 56 중부내륙 제천 신월동 후기 1

17 중서부 하남 미사리 전기 1 57 중부내륙 정선 아우라지 중기 3

18 중서부 서울 암사동
전기 5 58 중동부 고성 철통리 후기 7

중기 25 59 중동부 고성 문암리 전기 5

19 중서부 남양주 덕송동 후기 4 60 중동부 양양 가평리 중기 2

20 중서부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 후기 3 61 중동부 양양 송전리 중기 2

21 중서부 화성 동판교 후기 1
62 중동부 양양 오산리

전기 12

22 중서부 성남 판교동 후기 1 중기 2

23 중서부 시흥 능곡동 중기 26 63 중동부 양양 지경리 중기 10

24 중서부 안산 신길동 중기 24 64 중동부 강릉 초당동 중기 7

25 중서부 용인 상현동 후기 1 65 중동부 강릉 하시동 중기 1

26 중서부 용인 농서리 중기 8 66 남부내륙 진안 진그늘 중기 3

27 중서부 화성 석교리 중기 26 67 남부내륙 진안 갈머리 중기 3

28 중서부 화성 가재리 후기 1 68 남부내륙 김천 송죽리 중기 10

29 중서부 음성 금석리 중기 1 69 남부내륙 대구 서변동 후기 1

30 중서부 당진 우두리 중기 2 70 남부내륙 대구 대봉동 후기 2

31 중서부 서산 기지리 중기 5 71 남부내륙 대구 대천동 413 후기 1

32 중서부 홍성 송월리 중기 1 72 남부내륙 대구 유천동 248-1 중기 2

33 중서부 홍성 상정리 중기 1 73 남부내륙 거창 임불리 후기 4

34 중서부 보령 관창리 중기 4 74 남부내륙 합천 봉계리 후기 11

35 중서부 아산 성내리 중기 4 75 남부내륙 산청 소남리 후기 2

36 중서부 천안 백석동 중기 1 76 남부내륙 진주 상촌리A 중기 4

37 중서부 아산 백암리 중기 3 77 남부내륙 진주 상촌리B 중기 23

38 중서부 아산 장재리 중기 6 78 남부내륙 밀양 금천리 후기 1

39 중서부 아산 풍기동 중기 2 79 남부내륙 경주 봉길리 중기 3

<표 3> 연구 대상 취락 유적 일람표(연번은 그림 2의 유적번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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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내륙지역, 남해안지역으로 구분하는데(국사편찬위원회 1997;

안승모 2009; 한국고고학회 2010), 최근에 영서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의 발견 사례가 증가하면서 영서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

하여 진행된 연구가 등장하였다(신숙정 2006; 이상훈 2013). 각 지역

은 수계와 산맥 등 지리학적 요소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지만 주로

토기 기형과 문양을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 지역은

취락 양상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파악되었다(고동순 2009;

소상영 2013; 심준용 2008; 이상훈 2013; 이수진 2010).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지역권 설정이 자연 환경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고고학적

문화상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기존 지역

권 설정에 최근 연구가 진행된 영서지역을 포함하여 대상 유적을

중서부지역, 중동부지역, 중부내륙지역, 남부내륙지역으로 구분하고

자 한다. 본고에서의 중서부지역은 기존 중서부지역에서 북한 지역

을 제외한 지역과 전라북도에 있는 일부 취락을 포함하는데, 북한

지역은 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하여 대상 유적에서 제외하였으며, 전

라북도의 익산 웅포리, 전주 효자동 유적의 경우 고고학 자료상에서

중서부지역과 유사성을 보여 중서부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중동부지

역은 고고학에서 중동부지역 또는 영동지역으로 분류하는 지역으로

강원도 동해안지역에 해당한다. 중부내륙지역은 최근 취락 유적이

발견되면서 연구가 진행된 지역으로 영서지역 즉, 태백산맥 서쪽의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부 지역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남부내륙지

역은 학계에서 지칭하는 남부내륙지역과 동일하나, 본고에서는 경주

봉길리 유적을 포함시켰다. 경주 봉길리의 경우 해안가에 위치하나

토기 자료나 입지 상에서 남해안지역보다 남부내륙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남부내륙지역에 포함시켰다. 지역별로 유적을

구분하면 중서부지역 47개, 중부내륙지역 10개, 중동부지역 8개, 남

부내륙지역 14개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한반도 중·남부지역 신석기시대를 크게 전기,

중기, 후기의 3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기존 편년안은 <표 3>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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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
남부

내륙
영동 영서

본

고소상영

(2013)

임상택

(2010)

분기

cal. BC

구자진

(2010)

김장석·양성혁

(2001)

구자진

(2009)

이수진

(2010)

이상훈

(2013)

Ⅱ기

중후

반

Ⅳ기(말기)

Ⅲ기
Ⅱ기

Ⅲ기 후기

말기

후기Ⅲ기

(후기)

후반

후기
전반

전반
Ⅱ기

(중기)

후반

Ⅱ기 Ⅱ기 중기 중기 중기
전반

Ⅰ기

Ⅰ기
Ⅰ기

(전기)

후반

Ⅰ기 Ⅰ기 전기 전기 전기
전반

<표 3> 신석기시대 편년안

리된 것처럼 남한 지역의 신석기시대를 3-4시기로 구분하는 경우

(구자진 2009, 2010; 이상훈 2013; 이수진 2010; 임상택 2006a, 2010,

2012)와 2시기로 구분하는 경우(김장석·양성혁 2001)로 나뉜다. 중서

부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상택(2006a) 편년안을 기본으로 하는

데, 임상택(2012)은 기존의 자신의 편년안을 수정·보완하여 기원전

3600년, 기원전 3100년, 기원전 2300년을 분기점으로 신석기시대를

4시기로 구분하였고, 구자진(2010)은 방사성탄소연대를 참고하여 기

원전 3500년과 기원전 3000년을 분기점으로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토기 문양에 따른 형식학적 편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를 2시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김장석·양

성혁 2001). 남부내륙지역과 영서지역, 영동지역의 경우 토기문양을

근거로 기원전 3500년과 기원전 3000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신석기

시대를 전·중·후 3시기로 구분하고 있다(구자진 2009; 이상훈 2013;

이수진 2010). 이제까지 논의된 신석기시대 편년안을 종합하면 아래

의 <표 3>과 같다.

2300

3000

3600

3000

3500

300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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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자 하는데

이 분류안이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의 취락 입지를 살펴보는데 가

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전기와 중기는 기원전 3500

년을 분기점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기원전 3500년은 각 지역으로 빗

살무늬토기 확산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역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토기문양 및 석기 조성에서도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이

다(김장석·양성혁 2001). 또한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한반도 중·남

부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기원전 3000년을 전후하여 토기 문양 상에

변화가 발생하며, 취락 유적의 수가 감소하고 입지 상에서도 변화가

발생한다(이상훈 2013; 이수진 2010). 이를 통해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에도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고고학적 양상의 변화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원전 3500년과 기원전 3000년을 분

기점으로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신석기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의 3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취락의 입지를 분석함에 있어 중기와 후기의 취락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전기에 점유된 유적이 6개에 불과하여 분

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중기

와 후기의 취락 유적만을 대상으로 GIS 분석을 실시한 후 결과를

살펴보고,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의 취락 입지의 양상을 고찰하면

서 전기 취락의 입지 양상을 비교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의 입지 전개 양상을 파악하

기 위해 먼저 개별 입지 요소 분석을 실시하여 각 입지 요소의 특

징을 살펴보고, GIS와 통계분석(다차원척도분석)을 이용하여 먼저

개별 입지 요소를 단일 입지 양상으로 통합한 후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취락들을 개별 유형으로 분류하는 두 단계의 연구 방법을 활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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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락 입지 요소 분석

본고에서는 GIS 분석을 통해 개별 취락의 입지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고고학에서 진행된 GIS를 기반으로 한 취락 입지 분석

연구(Brandt, et al. 1992; Carrer 2013; Fernandes, et al. 2011;

Stančič, et al. 2000)와 1970~80년대에 진행된 유럽의 초기 농경 확

산에 따른 취락 입지 전개를 주제로 한 연구(Bailey and Jarman

1982; Dennell and Webley 1975; Hunt, et al. 1990; Jarman and

Bay-Pretersen 1976; Madsen 1982; Price 2000; Sherratt 1980;

Zvelebil 1984)와 지리·지형학에서 진행된 입지에 대한 연구(공우석

2007; 권동희·박희두 2007; 이우철·임양재 2002; 최희만 2005; 허의

행 2013; Goudie 1987)를 참고로 하여 인간 거주. 식물 생장, 작물

재배, 생계 자원 확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입지 요소

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선정된 입지 요소는 해발고

도, 취락과 하천간의 관계,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사면경사도, 사면

방향, 배수등급, 가경(可耕)토지 분포 등 총 7개이다.

(1) 해발고도

해발고도는 기온, 기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인간 거

주 및 식물 생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락의 입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입지 요소이다. 해발고도가 증가할수

록 기온 하강, 적설기간 연장, 바람의 증가 등(공우석 2007)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연지리학 연구를 통해 해발고도가 100m

상승 시 기온이 0.55℃ 하강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이우철·임양

재 2002). 기온, 기후와 인간 거주 및 작물 재배의 관계를 고려한다

면 해발고도가 낮은 지점에 취락이 위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

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 유럽의 고고학 연구 사례를 살펴보

면 취락 유적들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해발고도에 위치한다

는 사실이 확인된다(Carrer 2013; Fernandes, et al. 2011; Stanči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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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 본고에서는 개별 취락의 해발고도 값을 추출하여 해발

고도 분포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석기시대

취락이 특정 해발고도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발견되는지 여부와 함

께 이것이 거주, 식물 생장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다.

(2) 취락과 하천 간의 관계

취락과 하천 간의 관계는 ⓵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⓶ 최단거리
하천차수 2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취락-하천간 최단

거리는 식수와 관개용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해로부

터 안정성만 확보되면 가까운 것이 유리하다(최희만 2005). 또한 수

렵채집민의 취락 위치가 주로 선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견해(Whitley 2006)를 참고하면 하천 자원

에 대한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유럽 지역 연구

에서 하천과의 인접성이 높은 지점에 취락들이 위치하는 것이 확인

되었는데(Brandt, et al. 1992; Carrer 2013),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하

천과의 인접성이 취락 입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천차수(stream order)는 1952년 Strahler에 의해 체계화된 개념

이며, 하천에 차수를 부여하여 하천을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다. 하천이 시작되는 최초의 지류를 1차 하천으로 설정하고 두 개의

1차 하천이 합류하여 형성된 하천을 2차 하천, 두 개의 2차 하천이

합류하여 형성된 하천을 3차 하천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하천의

차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하천차수가 증가할수록 하천의 규모도 증

가하여(김명철·천승필·이존국 2013), 하천의 차수가 증가할수록 염기

와 양분이 증가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이율경·김종원 2006).

따라서 인접한 하천의 차수가 높은 경우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해지

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하천 자원의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천차수는 취락의 하천 자원 이용 양상을 보는 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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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입지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취락과 가장 인접한 하천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kr)의 하천차수도(1-8차

하천으로 구분)를 이용하여 취락과 가장 인접한 하천의 차수를 파악

하였다. 본고에서는 2차 하천 이상을 대상 하천으로 활용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소규모 하천들 중에서는 가뭄이 지속되면 사라지

는 건천(乾川)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중 하천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가장 소규모인 1차 하천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취락-하천간 최

단거리, 최단거리 하천차수 2가지 요소를 통해 신석기시대 취락과

하천 간의 인접성을 평가하고, 취락 입지 상에서 하천 자원이 얼마

나 중요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3)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취락-해안간 최단거리는 취락별 해양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 해안과 근거리일수록 운반상의 제약이 감

소한다는 점(스즈키 기미오 2007), 자원 이용도와 해당 자원에 대한

거리는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Whitley 2006)를 고려하면, 해안과의

거리와 해양 자원 획득 활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1905년 제작된 『근세한국5만분지지형

도』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각 취락에서 해안까지의 거리를 추출하

였다. 그리고 추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수렵채집민이 보통 1시간에

5km를 이동하며, 자원 획득 활동 이동거리가 10km라는 연구(Lee

1969; Vita-Finzi and Higgs 1970)를 참고하여 왕복 4시간 거리를

일일 자원 획득에 용이한 범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10km를 기준으로 취락과 해안 간 인접 정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개별 취락의 해양자원 이용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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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면경사도

사면경사도는 토양의 침식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인간 거주, 식

물 생장과 연관성이 큰 요소이다. 산사태 등 사면 안정성과의 연관

성 때문에 취락 입지로는 일반적으로 완경사일수록 이용 가능성이

크고 급경사일수록 이용 가능성이 적다(최희만 2005). 또한 식물 생

장과 관련하여 사면경사도가 7도 이상일 경우 토양 침식이 증가하

여 밭 토양으로서의 생산력이 감소하며(김시원 외 1992; 허의행

2013에서 재인용), 사면의 경사가 증가할 시 침식이 가속되어 표토

의 보전이 곤란하고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권동희·박

희두 2007)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초기 농경 집단의 취락이 평

탄지에 위치한다는 유럽의 취락 연구 사례(Madsen 1982)를 통해서

도 사면경사도와 작물 재배 간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취락 유적이 위치한 지점의 사면경사도 값을 효과적

으로 추출하기 위해 TIN모델(부정형 삼각형 네트워크 모델: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을 사용하였다. TIN 모델은 수치지

형모델의 한 종류로서, 연속적인 표면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

이다. TIN 모델에서 생성된 표면은 표본 추출된 표고점들을 선택적

으로 연결하여 형성된 겹치지 않는 부정형의 삼각형 형태로 나타난

다. 형성된 부정형의 삼각형을 TIN이라고 하며, 이러한 TIN은 노드

(x,y,z 값을 가진 표고점)와 변(노드를 연결한 선)으로 구성된다. 표

고점들에 의해 생성된 TIN은 경사도가 급한 곳에서는 조밀하게, 완

만한 곳에서는 간략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복잡한 지형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며, 위상관계를 갖기 때문에 경사도나 경사방향을 산출

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신정엽·이상일 2008; 이희연·심재현 2013).

본고에서는 남한 지역의 TIN을 추출하여 취락이 위치한 지점의

사면경사도를 추출하였는데, 다수의 주거지가 발견된 경우는 개별

주거지의 사면경사도 값을 추출하여 다수에 해당하는 사면경사도를

취락 유적의 사면경사도로 파악하였다.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에서

발견되는 사면경사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주와 식물 생장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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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불리한 7도 이상의 사면경사도에 위치한 취락의 경우는 취

락 규모, 점유 시기 등과 함께 다른 입지요소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

보았다. 또한 신석기시대 초기 농경이 취락과 인접하지 않은 지점에

서 실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락 주변의 사면경사도에 대

한 파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7)의 가경적합토지 분포

에서 다루고자 한다.

(5) 사면방향

사면방향은 기온, 일조량, 침식 등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지 요소로 인간 거주와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활 및 식물 생장에 있어 남향과 동향이 좋은 조건으로 알

려져 있다. 사면방향에 따라 태양 일사량과 계절풍에 차이가 있으며

(최희만 2005; 허의행 2013), 사면방향이 주거의 일조와 일사, 여름

통풍과 겨울 방풍에 영향을 주며 건물이 받는 열에너지의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최희만 2005)는 연구는 거주에 있어 사면방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말해준다. 본고에서는 사면방향을

평탄지를 포함, 총 9개의 방향(평탄지, 동, 남동,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으로 구분하여 취락이 위치한 지점의 사면방향을 추출하였

다3).

(6) 배수등급

배수등급은 토양의 배수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으로서 투수 정도, 지

하수위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류순호 2000), 토양의 온도와 침식

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간 거주, 식물 생장과 관련성을 갖는다. 이

른 봄철에 잘 배수된 토양은 온도가 상승하여 농작물의 발아를 앞

당기며, 배수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평탄하기 때문에 침식을 적게 받

으면서 한발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udie 1987).

고고학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에서 초기 농경을 실시한 취락은

3) 사면방향을 추출하기 위해 사면경사도에서 설명한 TIN 모델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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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가 양호한 지점에 입지하는데(Jarman and Bay-Pretersen

1976), 이를 통해 식물 생장과 배수등급과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한 지역 토양의 배수등급을 6등급(1: 매우양호, 2:

매우양호 내지 양호, 3: 양호, 4: 약간양호 내지 양호, 5: 불량, 6:

매우불량)으로 구분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ww.wamis.

go.kr) 의 자료를 바탕으로 취락이 위치한 지점의 배수등급을 추출

하였다. 식물 생장과 관련되어 실제 초기 농경이 취락에 인접하지

않은 일정 반경 내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취락 주변의 배수등급은 (7) 가경적합토지 분포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7) 가경(可耕)적합토지 분포

신석기시대 초기 농경에 대해 첫째, 초기 농경을 실시한 사람들

은 농경에 적합한 토양의 성질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둘째, 당시 농

경 기술 수준은 낮았으며 이동 경작을 실시했고 따라서 경작하기

쉬운 토양이 선호되었다(송은숙 1999, 2001, 2002, 2009, 2010; 안승

모 2005; 임상택 2006a, 2006b, 2009)는 가설이 제시되었다. 한반도

초기 농경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안승모 2005),

현재까지 신석기시대 취락에서 출토된 석기 중에서 농경 도구의 비

중이 높지 않고, 농공구로 분류된 석기들의 정형성이 크지 않으며

(송은숙 2002, 2009), 굴지구 등 대형 석기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을

통해 초기 농경 기술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작물 재배는 자

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토지가 불량할 경우 많은 제약이 따

른다(체제천 외 2006: 20). 따라서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신

석기시대 초기 농경에서는 토지가 불량할 경우에 따르는 제약을 극

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양의 비옥도와 침식 등 토지 조건이 특히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조와 기장은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내습에 취약하며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생산량

에 차이가 있다(박철호 외 2008)는 점을 통해서도 토양의 배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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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종류 배수 등급 사면경사도

충적토

양호 15% 이하퇴적토

적황색토

암쇄토

불량 15% 이상
염류토

백색사구

암석노출지

<표 4> 가경토지 평가 기준

양의 비옥도가 신석기시대 초기 농경에 있어서 중요했을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종합하면 신석기시대에 조와 기장을 재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 조건은 비옥한 토양, 배수가 양호한 토양, 침식

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완만한 경사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7개의 토양종류(충적토, 퇴적토, 적황색토, 암

쇄토, 염류토, 백색하구, 암석노출지)4), 2개의 배수등급(양호, 불량)5),

2개의 사면경사도(15% 이하, 15% 이상)를 이용하여 토지의 가경 정

도를 파악하였다. 이 중 사면경사도의 경우 (4)에서 제시한 도(°)의

단위가 아닌 %를 사용함과 동시에 15%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

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soil.rdaa.go.kr)에서 농업 환경과 관련하여

제시된 기준으로, 거주와 식물 생장을 평가하는데 이용한 사면경사

도 기준보다 작물재배에 더 적합한 기준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용

하였다. 가경토지 평가 기준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토양 종류와 배수등급, 그리고 사면경

사도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가경적합토지를 추출하였다(표

5). 가경적합토지는 충적토 또는 퇴적토로 구성되며, 배수가 양호하

4)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kr)에서 제공한 자료상에 기재된 
토양(명칭) 속성 분류를 참고하였다.

5)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kr)에서 제공한 자료상에 기재된 6
개의 배수등급(1: 매우양호, 2: 매우양호 내지 양호, 3: 양호, 4: 약간양호 내지 양
호, 5: 불량, 6: 매우 불량)을 크게 양호와 불량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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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토양 종류 배수등급 사면경사도(%)

1 충적토 양호 15% 이하

2 퇴적토 양호 15% 이하

<표 5> 가경적합토지 범주

고 사면경사도가 15% 이하인 토지로 작물 재배에 용이한, 농경에

적합한 토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남한 지역 신석기시대 초기 농경이 취락과 인접한 지점에서

실시되었는지, 일정 반경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단서나

논의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농경민 마을의 경우 대체적으로 마

을로부터 1km 거리에 경작지역이 존재한다는 점(Jarman and

Bay-Petersen 1976)과 수렵채집민 집단에서 5km 이내에서 식물 자

원을 채집하는 예(Bailey and Jarman 1982)6)를 참고하여 취락 반경

1km와 취락 반경 5km의 가경적합토지 분포를 살피고자 한다. 이처

럼 두 개의 반경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신석기시대 취락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농경민처럼 취락과 가까운 지점에서 초기 농경을 실시했

을 가능성과 수렵채집과정에서 반채집적 성격으로 초기 농경을 실

시했을 가능성 둘 다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경적합토지를 취락 반경 1km와 5km로 구분하여 비율

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신석기시대 취락의 전반적인 작물 재배

여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7개 입지 요소의 관련 항목 및 분

석 방식을 정리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6) 탄자니아 Hadza족 여성들은 camp에서 도보로 한 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식물 자
원을 획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Pitihandjara족에 대한 연구
에서는 식물 자원을 채집하는 데 있어 5km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제한 거리
라는 것이 확인되었다(Bailey and Jarman 1982: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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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입지 요소 관련 평가 항목 분석 방식

1 해발고도
거주 적합도

식물 생장 적합도

취락이 위치한 지점의 해발고도를 m

단위로 추출

2

취락
과
하천
간의
관계

취락-
하천간
최단거
리

하천 자원 이용도

(인접성)

취락과 가장 인접한 하천 간의 직선거

리를 m단위로 추출

최단거
리

하천차
수

하천 자원 이용도

(가용 자원 다양

성)

취락과 가장 인접한 하천의 차수를 파

악

3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해양 자원 이용도

취락과 해안까지의 직선거리를 m단

위로 추출

4 사면경사도
거주 적합도

식물 생장 적합도

취락이 위치한 지점의 사면경사도 추

출

5 사면방향
거주 적합도

식물 생장 적합도

취락이 위치한 지점의 사면방향을 평

탄지 포함 9개 방위로 추출

6 배수등급
거주 적합도

식물 생장 적합도

취락이 위치한 지점의 배수등급을

1~6 등급으로 추출

7 가경적합토지
분포

작물 재배 적합도
토양종류, 사면경사도, 배수등급을 종

합하여 가경적합토지 추출

<표 6> 분석 대상 입지 요소

2) 취락 입지 분류 분석

취락별 입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7개 요소를

종합한 개별 취락의 입지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7개의 입지 요소를 종합하여 하나의 입지 양상으로 시각화하기 위

해 본고에서는 GIS의 Natural Breaks를 이용하여 모든 입지 요소를

순서척도로 변환한 후, 7개 입지 요소에 대한 다차원척도분석을 통

해 취락별 입지 양상의 유사성과 상이성 및 군집 경향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각 군집 내의 공통성 및 상이성을 파악하여 유사

한 성격을 가진 취락 입지를 개별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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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해발고도(m) 취락-하천간 최단거리(m) 취락-해안간 최단거리(m)
사면경사도
(°)

1 0-23 0-2480 0-4504 1~3

2 23-67 2480-7440 4504-10510 3~7

3 67-114 7440-13226 10510-17071 7~10

4 114-163 13226-18600 17017-23524 10~13

5 163-212 18600-23973 23524-29530 13~16

6 212-262 23973-29346 29530-35536 16~19

7 262-313 29346-34306 35536-41543 19~22

8 313-366 34306-39266 41543-47549 22~26

9 366-421 39266-44226 47549-53555 26~29

10 421-478 44226-49186 53555-59561 29~32

11 478-538 49186-54146 59561-65567 32~36

12 538-601 54146-59106 65567-71574 36~39

13 601-667 59106-64066 71574-77580 39~42

14 667-736 64066-69026 77580-53586 42~46

15 736-808 69026-73573 83586-59592 46~49

16 808-885 73573-77706 89592-95098 49~52

17 885-971 77706-81840 95098-101104 52~56

18 971-1072 81840-86386 101104-107111 56~60

19 1072-1201 86386-91760 107111-113117 60~64

20 1201-1394 91760-97133 113117-119123 64~69

21 1394-1939 97133-105400 119123-127632 69~75

<표 8> 4개의 입지 요소에 대한 Natural Breaks 결과  

(1) Natural Breaks

Natural Breaks는 공간수치데이터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법 중 하

나로, 등급의 수를 설정해주면 이에 따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전체 대상 자료를 등급 내의 수치들은 가장 유사하게, 등

급 간의 상이성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등급을 구분한다(Allen

2011). 본고에서는 입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차원척

도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입지 요소의 측정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남한지역의 해발고도,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취락-해

안간 최단거리, 사면경사도의 4개 입지 요소를 Natural Breaks를 활

용하여 총 21개의 등급 즉, 순서척도로 구분한 뒤 취락이 위치한 지

점의 등급 값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분한 21개의 등급과

각 등급에 해당하는 값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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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은 분석 대상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적은 수의 차원(2차원 혹은 3차원)의 공간에서 단순

한 구도로 시각화 해주는 분석기법이다. 이 기법은 군집분석 혹은

판별분석과 유사한 분류기법이지만 단순 분류의 특성을 넘어서서

대상물이 위치하는 지점을 시각화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다차원척도분석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원수를 결정하고 관찰 대

상들의 상대적인 거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fitting)이 계속

해서 이루어진다. 이 적합의 정도를 표현함과 동시에 불일치의 정도

를 볼 수 있는 수치를 스트레스(stress) 값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리

와 적합된 거리 사이의 오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스트레스 값

이 작을수록 적합정도는 높다7). 차원 결정 후 시각적으로 나타난 모

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적합도 지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적합도

지수는 0~1 사이에 분포하며 0.6 이상이면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강병서·김계수 2009). 다차원 척도분석은 복잡한 속성을 가진

대상물들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화 해준다는 점에서 다양한 속성을

가진 고고학 자료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 유용한 분석기법이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다차원척도분석법을 이용하여 7개의 입지 요

소를 종합하여 하나의 취락 입지 양상으로 2차원 평면에 표현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취락 입지의 군집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취락 입지 요소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취락 입지 분류 분석을 통해 취락 입지를 크게 몇 개의 유

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입지의 시

기별·지역별 입지 양상을 살펴본 뒤 궁극적으로는 빗살무늬토기 확

산 이후 취락 입지 전개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7) 스트레스 값에 따른 적합정도는 일반적으로 0.05 좋음, 0.1 보통, 0.2 나쁨, 0.2 
이상 매우 나쁨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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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IS를 이용한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요
소 분석

본 장에서는 신석기시대 중·후기로 편년되는 76개 신석기시대 취

락 유적에 대하여 인간 거주, 식물 생장, 자원 이용도, 작물 재배 등

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1) 해발고도, 2) 취락과 하천 간 관계,

3)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4) 사면경사도, 5) 사면방향, 6) 배수등급,

7) 가경토지 분포 등 7개의 입지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입

지 요소별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1. 해발고도

신석기시대 중·후기 76개 유적을 대상으로 해발고도 분포를 분석

한 결과, 모든 취락이 해발고도 0-370m 사이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해발 50m 이하 지점에 위치한

취락이 44개로 전체 대상 유적의 약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며,

해발 100m 이하 지점까지 포함하면 총 61개로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신석기시대 취락은 50m 이하의 지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해발 100-200m 사이의 취락은 10

개 취락으로 대략 전체의 14%에 해당되며, 해발고도 200m 이상에

위치한 취락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총 5개의 유적에 불과

하다. 전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유적이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는 결과를 통해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거주 및 식물 생

장에 유리한 지점을 취락 입지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발고도가 낮을수록 인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과 실

제 유적의 분포가 해발고도가 낮은 지점에 밀집해 있는 분석 결과

를 통해 볼 때, 소수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지점에 입지를 선택한 요

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높은 해발고도에 위치한 취락의 입지

선정 방식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취락 유적 반경 5km 내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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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대상 유적의 해발고도 분포 양상

발고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4>는 해발고도가 100m 이상인

취락을 대상으로 하여 취락 유적이 위치한 지점의 해발고도를 기준

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지형과 높은 지형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표시

한 것인데, 용인 상현동을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해당 유적보다 해

발고도가 낮은 지형의 비중이 40%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대다수인 11개 유적(정선 아우라지, 진안 갈머리, 영월 주

천리, 진안 진그늘, 홍천 역내리, 거창 임불리, 합천 봉계리, 홍천 성

산리, 음성 금석리, 김천 송죽리, 옥천 대천리)에서 반경 5km 내에

취락이 위치한 해발고도보다 높은 지형이 80%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높은 해발고도에 위치한 취락들은 전반적으로 고

지대인 지형이 주변에 분포하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해발고

도를 선택하여 입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신석기시대 취락은 대체적으로 해발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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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해발고도 100m 이상에 위치한 취락의

반경 5km 내 해발고도 분포

100m 이하에 입지하며, 이는 거주 및 식물 생장에 유리한 낮은 해

발고도를 취락 입지로 선택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부 유적은

해발고도 1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는데, 이 경우 해당 지역에

서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선택하여 취락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

다.

2. 취락과 하천 간의 관계

취락과 하천과의 관계 중 먼저 취락과 하천의 인접성을 살펴보기

위해 신석기시대 중·후기 76개 유적을 대상으로 취락-하천간 최단

거리 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취락이 반경 2km 이내의 거리에

하천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에 명확히 나타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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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분포 양상

66개의 유적이 반경 1km 이내에 하천을 두고 입지하는데, 이는 전

체 유적의 약 90%에 해당한다. 취락-하천간 최단거리가 1-2km에

해당하는 취락은 총 8개로 빈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체의 10%에

해당한다. 인천 을왕동3, 인천 을왕동4 유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천과의 거리가 약 10km에 이르는데, 이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

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렵채집민이 1시간에 5km를

이동한다는 민족지 연구(Vita-Finzi and Higgs 1970)를 참고한다면,

대다수가 1km 이내에 하천을 두고 있는 한반도 중·남부지역 신석기

시대 취락은 하천과의 인접성이 매우 높은 지점에 입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천 이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취락에 가장 인접한

하천의 차수를 살펴보았다.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하천차수가 2차 이상인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림 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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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2차 하천에 인접한 취락이 34개로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

며, 3차 하천과 인접한 취락은 22개로 30%이다. 즉, 취락 중 다수가

2km 이내에 3차 이내의 하천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천차수

가 증가할수록 유적의 수가 감소하지만 약 30%의 취락은 4차 이상

의 하천에 인접하고 있는데, 이들 취락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

펴보았다. <표 8>에 나타나듯이 인접한 하천의 차수가 높은 취락

중 대다수가 취락-해안간 최단거리가 25km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취락과 해안 간 왕복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해양 자원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50km의 이동이 필요하다. 5km 당 소요시간을 1시

간으로 설정한다면 이는 약 10시간에 해당하는 매우 원거리이다. 따

라서 최단거리 하천차수가 높은 취락들의 경우 해양 자원의 획득에

불리한 지점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안과의 인접성

이 떨어질 경우 높은 하천차수를 가진 하천을 선택함으로써 하천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 자원 확

보의 안정성을 모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대상 유적의 최단거리 하천차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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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유적명

최단거리
하천차수(차)

취락-해안간
최단거리(km)

1 서울 암사동 8 35

2 춘천 우두동2 7 80

3 춘천 천전리A-3 7 76

4 양양 가평리 6 0.1

5 청주 봉명동 6 57

6 대구 서변동 6 71

7 영월 주천리 6 80

8 화성 동판교 5 26

9 음성 금석리 5 61

10 진안 갈머리 5 62

11 진안 진그늘 5 63

12 홍천 성산리 5 71

13 서산 기지리 4 1.7

14 화성 가재리 4 4.6

15 김포 운양동 4 8.2

16 청원 쌍청리 4 49

17 홍천 역내리 4 62

18 거창 임불리 4 63

19 대구 유천동 248-1 4 67

20 대전 관평동 4 70

21 원주 반곡동 4 97

<표 8> 최단거리 하천차수가 높은 취락 유적(하천차수 순)

결과적으로 신석기시대 취락은 보편적으로 취락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2차 이상의 하천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정

적으로 수원 및 하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입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단거리 하천차수는 대부분이 2-3차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취락의 경우 4-8차에 이르는 대규모 하천

에 인접해 있는데, 이러한 취락의 경우 대부분 해안과의 인접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점에 위치한다. 따라서 해양 자원을 공급하기 어려

운 조건일 경우 대규모 하천에 인접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하천 자원

의 다양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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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분포 양상

3.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신석기시대 중·후기 76개 유적을 대상으로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를 분석한 결과,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해안으로부터 5km 이

내에 위치한 취락이 28개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5km 이상부터는 유적이 뚜렷한 경향성 없이 분포한다.

수렵채집민의 경우 1시간에 5km를 이동하며, 반경 10km의 거리

를 이동하여 자원획득활동을 한다는 연구(Vita-Finzi and Higgs

1970)와 해양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반경 10km는 너무 넓은 범위

라는 견해가 있다(Akazawa 1982). 수렵채집민이 5km를 이동하는

데 1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제적으로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반경

10km의 거리는 일일 자원 이용권으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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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대상 유적의 사면경사도 분포 양상

히 왕복 2시간 거리에 해안이 존재하는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5km

이내의 경우, 해양자원 이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1시간

거리에 해안이 위치하는 취락이 30%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결과를

통해 신석기시대 취락 중 적지 않은 수가 해안과의 인접성을 염두

하고 입지를 선정했으며, 이 유적들은 해양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락의 입지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사면경사도

신석기시대 중·후기 76개 유적을 대상으로 사면경사도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 8>을 통해 보면 사면경사도가 1° 이하인 취락이 45개

로 전체 대상 유적의 60%를 차지한다. 또한 거주와 밭 토양으로서

의 기능을 하기에 비교적 적합하다고 알려진 7° 미만의 사면 경사도

를 가진 취락은 총 66개로 대상 유적의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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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명 사면경사도(°) 주거지 수

1 춘천 우두동2 11 1

2 인천 는들 11 1

3 인천 을왕동4 11 2

4 홍천 역내리 11 3

5 청양 학암리 10 1

6 아산 풍기동 8 2

7 진안 갈머리 8 3

8 아산 성내리 8 4

9 아산 백암리 7 3

10 보령 관창리 7 4

<표 9> 사면경사도 7° 이상 취락 유적(사면경사도 크기 순)

사면 경사도가 7° 이상이 되면 유적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7°

이상에 위치한 취락은 2개, 8° 이상에 위치한 취락 3개, 10° 이상에

위치한 취락은 5개로 전체 대상 유적에서 7°도 이상은 10개에 불과

하다. 취락이 입지한 지형의 사면 경사도는 대다수가 1° 이하이며,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취락의 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취락 입지를 선정할 때 가급적 경사도

가 낮은 지형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10개의 유적의 경우 거주와 식

물 생장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7° 이상의 지점에 입지한다. 사면경사

도가 증가할수록 토양 침식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는 점을 생각한다

면, 7° 이상의 지형에 위치한 취락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환

경에 입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거주에 불리한 지점에 입지한 취락

을 <표 9>를 통해 살펴보면 사면경사도 7° 이상에 위치한 유적은

총 10개로 모두 주거지가 1-4기인 소규모 취락에 해당한다.

5. 사면방향

신석기시대 중·후기 76개 유적을 대상으로 입지한 지점의 사면방

향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취락 유적이 평탄지에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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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상 유적의 사면방향 분포 양상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사면방향이 존재한다

고 보기 어려운 평탄지에 존재하는 취락은 45개로 전체의 60% 이상

을 차지한다. 사면방향이 존재하는 경우를 보면 동향 5개, 남동향 6

개, 남향 3개, 남서향 3개, 북향 8개, 북서향 1개, 서향 2개, 북동향

3개이다. 사면 방향이 존재하는 경우 동서남북 4방위에 걸쳐 분포하

며 특정 방향에 편중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신

석기시대 취락은 앞서 살펴본 사면경사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기본적으로 경사가 매우 낮은 지점에 입지하기 때문에 사면방향

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취락 입지 선정 시

사면방향보다는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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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상 유적의 배수등급 분포 양상

6. 배수등급

신석기시대 중·후기 73개8) 유적을 대상으로 배수등급 분포를 분

석한 결과 취락 유적 대부분이 배수등급이 양호한 지점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매우 양호한 지점에 입지

한 취락이 7개, 매우 양호 내지 양호에 입지한 취락이 7개, 양호에

입지한 취락이 37개, 약간 양호 내지 양호에 입지한 취락이 1개로

총 52개 유적이 배수가 양호한 지점에 위치하는데, 이는 대상 유적

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신석기시대 취락은 배수가 양

호한 지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토양 침식

이 적게 발생하는 거주와 식물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입지로 선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본고에서 활용한 국가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www.wamis.go.kr)에서 인천 삼목도3, 
인천 을왕동3, 인천 을왕동4의 배수등급 자료가 누락되어 세 유적은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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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반경 1km 가경적합토지 비율(%)

7. 가경적합토지 분포

가경적합토지는 농경을 실시하기에 유리한 토지를 지칭한다. 신

석기시대 중·후기 74개9) 유적을 대상으로 작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가경적합토지가 반경 1km 내에 분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1% 미만에 해당하는 유적이 38개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1-10% 미만의 비율로 분포하는 유적 14개,

10-20% 분포하는 유적 9개, 20% 이상 분포하는 유적 13개인 것으

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유적은 취락 인근에 초기 농경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별로 없는 지점에 입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9) 인천 을왕동3, 인천 을왕동4는 취락이 위치한 지점 및 주변의 토양(종류, 배수등
급 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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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반경 5km 가경적합토지 비율(%)

대상 유적 중 50% 이상이 반경 1km 가경적합토지 비율이 1% 미만

에 해당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인근에서는 작물 재배를 실시하기

에 유리하지 않은 지점에 입지한 취락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반경을 5km로 넓힐 경우 가경적합토지 비율이 어떠한

지를 <그림 12>를 통해 살펴보면 1% 미만에 해당하는 유적의 수가

21개, 1-10% 미만으로 분포하는 유적 32개, 10% 이상의 비율로 분

포하는 유적은 18개, 20%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는 유적은 3개로 나

타난다. 반경 5km 내에도 가경적합토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취락

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를 통해 취락 중 상당수가 농경

을 실시하기에 유리하지 않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본 장에서는 7개 입지 요소에 대한 개별 분석을 통해 신석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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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입지 요소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는 대체

적으로 사면경사도가 1° 이하인 평탄한 지형이며, 취락-하천간 최단

거리가 2km 이내로 인접한 하천은 2-3차 하천임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해 신석기시대 취락은 일반적으로 거주와 식물 생장, 그리고

하천 자원 이용이 용이한 지점에 입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취락-

해안간 최단거리에서는 전체 대상 유적의 30%가 5km 이내의 거리

에 해안을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해양 자원 이용

가능성이 큰 취락이 일정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가경토지 분

포에서는 농경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가경적합토지가 1% 미만인 경

우가 반경 1km에서는 전체 대상 유적의 50% 이상, 반경 5km에서

는 전체 대상 유적의 25%로 확인된다. 따라서 작물 재배를 실시하

기에 좋지 않은 지점에 입지한 취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입지상에서 공통

적인 특성을 가진 취락을 개별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한다.



- 41 -

Ⅳ. GIS 분석을 통해 본 신석기시대 취락의
입지 유형

Ⅲ장에서는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유적을 대상으로 1) 해발고

도, 2) 취락과 하천 간의 관계, 3)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4) 사면경

사도, 5) 사면방향, 6) 배수등급, 7) 가경토지분포 등 7개의 입지 요

소에 대하여 GIS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신석기시대 취락

개별 입지 요소 중 일부는 경향성을 가지나 한편으로는 다양성을

가진 입지 요소도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취락 입지 양상을 분류한 후, 이를 하나의 유형으로 파악

하여 개별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취락 입지 분류 분석

각 입지 요소의 특징을 살핀 결과, 신석기시대 취락은 대체적으

로 하천과의 인접성이 높고, 사면경사도가 낮은 지점에 입지하는 것

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해안과의 인접성 및 작물 재배 조건에 있어

서는 취락별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며, 해발고도와 최단거리 하천

차수 등에서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른 취락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모든 입지 요소가 획일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했다.

이처럼 입지 요소에서 다양성이 확인되는 가운데, 특정한 군집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개별 취락 입지의 유사성과 상이

성을 표시하고, 전체적으로 군집 양상 혹은 분화되는 양상이 존재하

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명목형 변수인 사면방향을 제외한 8개의 입

지 변수(해발고도,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최단거리 하천차수, 취락-

해안간 최단거리, 사면경사도, 배수등급, 반경 1km 가경적합토지 비

율, 반경 5km 가경적합토지 비율)를 종합하여 다차원척도분석

(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실시하였다10).

분석 결과를 <그림 13>을 통해 보면 차원 1을 기본으로 하여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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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개의 군집으로 분화된다. 차원 1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요

소로는 취락-해안간 최단거리로 판단되는데, 해안에 비교적 인접한

인천 지역에 위치한 취락이 오른쪽 끝에 위치하고 해안으로부터 가

장 멀리 위치한 김천 송죽리(104km)가 왼쪽 끝에 위치한다는 사실

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취락 입지를 취락-해안간 최단거

리라는 요소를 기준으로 크게 2개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군집의 대략적인 입지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군집(그림 13의 군집 1)은 해안으로부터 33km 이상 떨

어진, 해안과 상당히 먼 지점에 위치한 취락이 이에 속한다. 이 군

집은 4차 이상의 규모가 큰 하천에 인접한 취락과 해발고도가 100m

이상인 높은 지점에 위치한 취락 대부분을 포함한다. 또한 군집 1의

경우 가경적합토지 비율이 군집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군집 1

에 해당하는 취락의 입지는 해발고도가 높다는 점에서 거주 및 식

물 생장 조건에서 군집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해안과의 인

접성이 낮아 해양 자원을 이용하기에는 불리하나, 높은 하천차수의

인근에 입지하여 다양한 하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가경적합토지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작물 재배 조건이 유리한 편이다.

두 번째 군집(그림 13의 군집 2)은 해안과 33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취락이 해당되는데, 특히 해안거리가 5km 이내인 취락의 빈

도가 가장 높다. 또한 최단거리 하천차수가 낮고 해발고도가 낮은

지점에 위치하는 취락 대부분을 포함한다. 가경적합토지의 경우 군

집 간 비교를 해보면 군집 1보다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군집 2에 해당하는 취락은 해발고도가 낮아 거주 및 식물 생장에

10)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입지 변수를 동일한 척도로 균일하게 하
기 위하여 해발고도,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사면경사도를 
GIS의 Natural Breaks 계산법을 통해 순서척도 변수(21개 등급)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방법 및 각 등급의 세부적인 수치는 Ⅱ장의 분석 방법에서 자세하
게 설명하였다. 거리측도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하였는데 각 개체 간 1:1 유사
성과 상이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직선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적합하며, 또한 다
른 거리측도를 이용할 경우 스트레스 값이 0.1을 넘기 때문에 적합성 측면에서 좋
지 않다고 판단하여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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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8개의 입지 변수(해발고도,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최단거리 하천차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사면경사도, 배수등급, 반경 1km 가경적합토지 비율,

반경 5km 가경적합토지 비율)에 대한 다차원척도분석 결과(Stress: 0.08)

군집 1

군집 2



- 44 -

유리하며 해안과 인접성이 높아서 해양 자원을 이용하기에도 유리

하다. 그러나 이용할수 있는 하천 자원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떨어

지며, 작물 재배를 실시하기는 군집 1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다.

개별 취락의 입지 요소 경향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두 군집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입지 요소는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해발고도, 최

단거리 하천차수, 가경적합토지 비율로 파악된다. 취락-하천간 최단

거리, 사면경사도, 배수등급 등은 군집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취락-하천간 최단거리의 경우 대부분이 2km 이내에 해

당하고 사면경사도 또한 다수가 1° 이하의 평탄지에 존재하고 있어

군집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수등급의

경우는 불량한 지점에 입지한 취락의 비중이 낮지는 않으나, 군집에

상관없이 고르게 분포한다. 따라서 군집에 따라 배수등급의 상이성

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석기시대 취락 입

지는 해안과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두 개의 커다란 군집으로 분류되

며, 군집 간에는 거주 및 식물 생장 조건, 하천 자원 이용 조건, 해

안과의 인접성, 작물 재배 조건 등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각 군집에

속하는 취락의 수를 살펴보면 군집 1이 28개, 군집 2가 48개이다11).

각 군집에 속하는 취락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갖는지를

파악하였으나, 두 개의 군집이 8개 변수 상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

지 수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개의 군

집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표 10>과 같다.

평균을 통해 두 군집의 입지 요소를 비교해보면 해발고도의 경우

군집 1은 124m, 군집 2는 32m로 군집 1의 해발고도 값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취락-하천간 최단거리를 살펴보면 군집

11) 서울 암사동과 정선 아우라지의 경우 다차원척도분석 결과에서 독립적으로 위치
하고 있으나, 두 유적 모두 취락-해안간 최단거리가 33km 이상으로 해안과 원거
리에 위치하며, 서울 암사동의 경우 8차 하천에 인접해 있고 정선 아우라지의 경
우 취락 중 가장 높은 해발고도(370m)에 입지한다. 따라서 군집 1에 속하는 취락
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두 유적을 군집 1에 포함시켰다. 



- 45 -

입지 요소 군집 1 군집 2
해발고도(m) 124 32

취락-하천간 최단거리(m) 278 867
최단거리 하천차수 4(실제 평균:4.11) 3(실제 평균:2.56)

취락-해안간 최단거리(m) 66945 8870
사면경사도(°) 2.94 2.61

배수등급 4(약간 양호) 3(양호)
반경 1km 가경적합토지 비율(%) 14.71 8.89
반경 5km 가경적합토지 비율(%) 10.83 3.96

<표 10> 군집별 입지 요소 평균 

1은 278m, 군집 2는 867m로 확인되는데 5km를 이동하는 데 1시간

이 소요된다고 본다면, 두 군집 간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최단거리 하천차수는 군집 1이 4차, 군집 2가 3차로 나타

나는데, 평균 상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각 군집에 속하는 취락의 하

천차수를 살폈을 때 군집 1에 최단거리 하천차수가 높은 취락이 다

수 포함된다. 다음으로 취락-해안간 최단거리를 보면 군집 1은

67km, 군집 2는 8.8km로 두 군집의 평균값에서 확연히 차이가 존재

한다. 사면경사도의 경우 두 군집 모두 약 3°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데, 각 군집에 속하는 취락의 사면경사도를 살폈을 때도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배수등급의 경우 군집 1이 약간 양호, 군집 2가

양호로 배수 조건상에서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경적합토지

분포 비율의 경우는 반경 1km 내의 경우 군집 1은 14.71%, 군집 2

는 8.89%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반경 5km 내에서는 군집

1은 10.84%, 군집 2는 3.96%로 차이가 두드러진다. 각 범위의 평균

값과 함께 각 군집에 속하는 취락의 가경토지분포 값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군집 1에 속하는 취락 주변에 가경적합토지 비율이 높

다. 즉 두 군집에서 차이를 보이는 요소로는 해발고도, 최단거리 하

천차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가경적합토지 비율이라는 것을 구체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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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군집 내에서 입지 요소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각 군집 내 취락의 입지 요소

양상을 살펴보았다. 군집 1의 경우 위의 <표 10>에서 나타난 경향

과는 다른 이례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그 수가 세부적으

로 분류될 정도로 일정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차

원척도분석을 보면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이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

을 미쳤을 차원 2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군집 1 내에서 입지 양상이 더 세분화될 필요는 없다고 판

단되며 군집 1은 그 자체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군집 2의 경우 취락-해안간 최단거리가 33km 이내라는 공

통된 범주 안에 속하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가 5km 이내로 해양

자원 이용이 취락 입지에 있어 최우선 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와 취락-해안간 최단거리가 10-30km로 해양 자원이용이 가능

한 경우가 공존한다. 또한 가경적합토지가 반경 1km는 물론 반경

5km 내에서도 1% 미만의 비율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취락과 가경

적합토지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취락이 공존한다. 이와 함께 다차

원척도분석 결과를 보면 군집 1에 비해 차원 2에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군집 2 내에서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이외에

다른 입지 요소 상에서도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집 2에 속하는 취락의 입지 요소를 살펴본

결과 취락-해안간 최단거리와 가경적합토지 분포 비율에서 군집 2

가 분화되는 양상이 발견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군

집 2에 해당하는 유적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반경 1km 가경적합

토지 비율, 반경 5km 가경적합토지 비율 분포 양상을 3차원 산점도

를 이용하여 <그림 14>로 나타냈다.

<그림 14>를 통해 군집 2에 속하는 취락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

면 먼저 취락-해안간 최단 거리에 따라 2개의 세부 군집으로 구분

이 가능한데, 10km 이내의 거리에 해안이 위치한 군집과 10k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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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군집 2 유적 대상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반경 1km

가경적합토지 비율, 반경 5km 가경적합토지 비율에 대한 3차원

산점도

군집 2-3

군집 2-1

군집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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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해안이 위치한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군집은 해양 자원

인접성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취락-해안간 최단

거리로 구분된 두 군집을 살펴보면, 취락-해안간 최단거리가 10km

이상인 경우 가경적합토지 분포 비율에서 분화되는 양상이 확인되

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일정 비율이상의 가경적합토지가 주변에 분

포한다. 반면, 취락-해안간 최단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 가경적합

토지 비율에 따라 두 개의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반경 1km에

가경적합토지가 분포하지 않으며, 반경 5km에도 0.3% 이하로 분포

하는 군집과 반경 1km 가경적합토지가 1.9% 이상이거나 반경 5km

가경적합토지가 1% 이상인 군집으로 구분된다. 즉 두 군집은 가경

적합토지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를 통해 두 집단 간에는 작물

재배 조건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군집

2 내에서 취락-해안간 최단거리와 가경적합토지 비율에 따라 3개의

세부 군집이 확인되는데, <그림 14>와 같이 2-1 군집, 2-2 군집,

2-3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4>의 산점도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군집 2-1, 2-2와 군집 2-3은 뚜렷하게 분화된 양상이 확

인되나 군집 2-1과 군집 2-2은 일부 분포 범위가 중복된다. 이러한

현상은 두 세부 군집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의 유사성 때문으로

파악되는데, 동일하게 해안과 인접한 경우라 할지라도 가경적합토지

분포 비율을 보면 작물 재배 조건에 있어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군집 2 내에 존재하는 각 군집은 대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낮고,

취락-하천간 최단거리가 2km 이내로 하천과 가까우며, 최단거리 하

천차수는 낮고, 사면경사도가 낮은 평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수

등급이 양호하다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와 가경적합토지 비율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군집 2-1의 경

우 취락-해안간 최단거리가 10km 이내이나 가경적합토지의 비율이

매우 낮다. 군집 2-2의 경우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5km 이내로 해

안과의 인접성이 두드러짐과 동시에 가경적합토지도 일부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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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군집 2-3의 경우는 해안과의 거리가 10km 이상으로 다른 군

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안과 원거리에 위치하는데, 가경적합토지

비율은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즉 세 개의 군집을 이루는

취락의 입지는 해양 자원 인접성과 작물 재배 조건에 있어서 차이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군집에 속하는 취락의 수를 살펴보면

군집 2-1은 18개, 군집 2-2는 12개, 군집 2-3은 18개이다.

취락 입지 분류 분석 결과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입지는 크게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는데,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사면경사도, 배

수등급 등 3가지 요소에서는 유사하나 나머지 입지 요소들에서는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각 군집 간에 나타나는 상이성 및 군집

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각 군

집을 하나의 입지 유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해안과의 인접성이 낮

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며 해발고도가 높고 최단거리 하천차수

및 가경토지분포 비율이 높은 군집 1은 내륙지역에 위치한 점이 공

간 분포 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에 내륙형 입지로 지칭하고자

하며, 해안과의 인접성은 높으나 가경적합토지 비율이 낮은 군집

2-1은 해안과의 인접성이라는 측면이 가장 부각되기 때문에 해안형

입지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해안과의 인접성이 높고 가경적합

토지도 일정 비율로 분포하는 군집 2-2는 기본적으로 해안과의 인

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계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

므로 해안복합형으로 지칭하고자 하며, 해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하며 가경적합토지 비율이 높은 군집 2-3은 다양한 생계

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입지라고 판단하여 복합형 입지

로 지칭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의 입

지 유형별 입지 요소 양상은 <표 11>로, 공간적 분포 양상은 <그림

15>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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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명 입지 유형
해발고도

(m)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m)

최단거리

하천차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m)

사면

경사도

(°)

배수

등급

반경1km

가경적합토지

(%)

반경5km

가경적합토지

(%)

시기 지역

1 공주 신관동 내륙형 40 968 3 51739 1 3 1.1 9 중기 중서부

2 김천 송죽리 내륙형 115 75 3 104234 1 3 0.6 7.2 중기 남부내륙

3 대구 유천동 248-1 내륙형 27 390 4 66968 1 5 0.3 11.8 중기 남부내륙

4 대전 관평동 내륙형 65 27 4 69014 1 3 0 13.7 중기 중서부

5 서울 암사동 내륙형 8 339 8 33843 1 3 49.5 23.9 중기 중서부

6 영월 주천리 내륙형 254 441 6 79262 1 5 35.6 7.6 중기 중부내륙

7 원주 반곡동 내륙형 165 94 4 96641 5 3 6.1 6.6 중기 중부내륙

8 음성 금석리 내륙형 119 77 5 60404 1 3 5.7 3 중기 중서부

9 정선 아우라지 내륙형 370 189 2 33438 1 3 36 5.2 중기 중부내륙

10 진안 갈머리 내륙형 270 73 5 62415 8 5 0 5.7 중기 남부내륙

11 진안 진그늘 내륙형 247 85 5 62897 1 5 0.3 6.5 중기 남부내륙

12 청원 쌍청리 내륙형 59 495 4 48754 6 3 13.8 15.8 중기 중서부

13 춘천 거두리 내륙형 97 797 3 81314 1 5 0 14.4 중기 중부내륙

14 춘천 신매리 내륙형 73 32 3 82256 1 3 72.6 29.5 중기 중부내륙

15 춘천 우두동2 내륙형 81 11 7 80129 11 3 37.7 32.4 중기 중부내륙

16 홍천 성산리 내륙형 155 332 5 70606 1 5 14.1 5.9 중기 중부내륙

17 홍천 역내리 내륙형 195 153 4 62414 11 5 7 3.3 중기 중부내륙

18 거창 임불리 내륙형 182 70 4 62579 1 1 15.9 10.7 후기 남부내륙

19 남양주 덕송동 내륙형 51 55 3 41057 3 5 8.4 10.4 후기 중서부

20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 내륙형 167 90 2 48901 6 3 2.2 0.9 후기 중서부

21 대구 대봉동 내륙형 48 535 2 71515 1 5 5.9 8.7 후기 남부내륙

22 대구 대천동 413 내륙형 30 668 2 66977 1 5 0 8.7 후기 남부내륙

23 대구 서변동 내륙형 46 63 6 70926 1 3 23.8 18.7 후기 남부내륙

24 옥천 대천리 내륙형 108 85 2 82908 1 3 0 0.8 후기 중서부

25 제천 신월동 내륙형 299 53 3 90549 1 5 0 2.1 후기 중부내륙

26 청주 봉명동 내륙형 62 1181 6 56848 1 1 11.1 10.8 후기 중서부

27 춘천 천전리 A_3 내륙형 92 369 7 75938 3 4 42.4 17.7 후기 중부내륙

28 합천 봉계리 내륙형 171 56 3 58939 1 5 22.1 12.7 후기 남부내륙

29 강릉 하시동 해안형 12 1275 2 15 3 2 0 0 중기 중동부

30 김포 구래리 해안형 28 488 3 3653 1 5 0 0.1 중기 중서부

31 김포 운양동 해안형 1 83 4 8201 1 6 0 0.1 중기 중서부

32 시흥 능곡동 해안형 52 473 2 2986 1 1 0 0 중기 중서부

33 아산 성내리 해안형 65 633 2 9050 8 3 0 0.3 중기 중서부

34 안산 신길동 해안형 19 559 2 1290 1 3 0 0 중기 중서부

35 인천 는들 해안형 34 597 2 296 11 3 0 0.1 중기 중서부

36 인천 삼목도3 해안형 5 1670 2 71 1 - 0 0.2 중기 중서부

<표 11>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의 입지 유형 및 입지 요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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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천 운서동 젓개마을 해안형 4 1025 2 22 2 6 0 0.2 중기 중서부

38 화성 석교리 해안형 20 464 3 1248 1 3 0 0 중기 중서부

39 고성 철통리 해안형 23 183 2 470 1 1 0 0 후기 중동부

40 인천 예단포-중산동 해안형 29 310 2 866 1 3 0 0.1 후기 중서부

41 인천 운북동 해안형 20 1214 2 244 4 3 0 0.1 후기 중서부

42 인천 운서동 해안형 24 931 3 113 1 3 0 0.1 후기 중서부

43 인천 을왕동3 해안형 35 9888 2 536 6 - - - 후기 중서부

44 인천 을왕동4 해안형 31 9234 2 488 11 - - - 후기 중서부

45 인천 중산동(중앙) 해안형 23 202 2 414 1 3 0 0.1 후기 중서부

46 인천 중산동(한강) 해안형 15 362 2 189 2 3 0 0.1 후기 중서부

47 강릉 초당동 해안복합형 11 531 3 612 1 5 0 3.2 중기 중동부

48 경주 봉길리 해안복합형 12 102 3 171 6 2 4.4 1.9 중기 남부내륙

49 당진 우두리 해안복합형 33 277 2 1573 1 3 0 1.3 중기 중서부

50 보령 관창리 해안복합형 47 284 2 590 7 3 0 3.1 중기 중서부

51 서산 기지리 해안복합형 19 1978 4 1614 1 3 0 4.5 중기 중서부

52 양양 가평리 해안복합형 2 791 6 55 2 2 1.9 5.2 중기 중서부

53 양양 송전리 해안복합형 8 574 3 155 2 2 8.2 5.5 중기 중동부

54 양양 오산리 해안복합형 8 83 3 79 3 2 14.5 5 중기 중동부

55 양양 지경리 해안복합형 1 72 3 128 3 2 3.4 0.3 중기 중동부

56 홍성 상정리 해안복합형 63 679 2 4150 1 2 0 1.7 중기 중동부

57 강화 삼거리 해안복합형 38 193 2 3574 4 1 0 1 후기 중서부

58 화성 가재리 해안복합형 28 47 4 4598 1 5 0.2 2.6 후기 중서부

59 김포 신곡리 복합형 20 10 2 10479 1 5 0 4.3 중기 중서부

60 아산 백암리 복합형 33 45 3 15742 7 3 17.9 10.7 중기 중서부

61 아산 장재리 복합형 42 209 3 23235 1 3 11.2 10.1 중기 중서부

62 아산 풍기동 복합형 42 680 2 18119 8 3 0 10.8 중기 중서부

63 용인 농서리 복합형 71 58 2 19264 1 3 29.4 9.1 중기 중서부

64 익산 웅포리 복합형 56 236 2 16787 1 1 0 0.1 중기 중서부

65 전주 효자동 복합형 40 1443 2 24198 2 3 0 1.7 중기 중서부

66 진주 상촌리A 복합형 46 159 2 17616 1 3 81.8 16.2 중기 남부내륙

67 진주 상촌리B 복합형 44 53 2 17513 1 3 80.3 16.3 중기 남부내륙

68 천안 백석동 복합형 59 1558 2 21507 3 3 0 1.9 중기 중서부

69 청양 학암리 복합형 57 8 2 32349 10 1 4.3 4.4 중기 중서부

70 홍성 송월리 복합형 45 258 3 12469 1 5 6.9 3 중기 중서부

71 문산 당동리 복합형 13 39 2 29377 2 5 0 2 후기 중서부

72 밀양 금천리 복합형 33 293 3 31903 4 5 38.2 19.9 후기 남부내륙

73 산청 소남리 복합형 48 201 3 21067 2 3 66.9 16.2 후기 남부내륙

74 성남 판교동 복합형 68 197 3 22650 6 3 4.3 9.1 후기 중서부

75 용인 상현동 복합형 105 277 2 18540 1 3 15.5 4.1 후기 중서부

76 화성 동판교 복합형 48 724 5 25509 1 3 19.6 11 후기 중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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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체 취락 입지 유형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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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내륙형 입지 취락 분포 양상

2.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의 입지 유형

본 절에서는 앞서 2절에서 분류한 4개의 취락 입지 유형(내륙형,

해안형, 해안복합형, 복합형)의 세부적인 특성 및 공간적 분포 양상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내륙형 입지

내륙형 입지는 해안 자원 이용이 매우 어려운 반면, 하천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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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도와 작물 재배 조건에서는 유리한 입지 유형이다. <그림 16>

의 분포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유형에는 중부내륙지

역과 남부내륙지역에 위치한 유적 대부분과 중서부지역 일부 유적

을 포함한 총 28개 유적이 해당된다.

이 유형의 입지는 해안과의 인접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유

형의 입지에 비해 해양 자원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가장

해안과 가까운 경우가 정선 아우라지(33km)인데, 왕복 거리를 시간

으로 계산하면 12시간 이상을 소요해야 해양 자원을 이용할 수 있

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해양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입지라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입지 유형에는 4-8차에 이르는 상대적으

로 높은 차수의 하천에 인접해서 입지한 취락이 16개로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해양 자원 획득에 불리한 지점에 입지한 반면, 다양

한 하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하천 인근에 입지하는

방식을 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내륙형 입지 취락 인근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경적합토지가 분포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기

에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내륙형 취락 대부분이 해발고도 100m 이

상에 위치하는데12),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해당 지역에서 상대적으

로 낮은 곳을 선택하여 취락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륙형 입지는 다양한 하천 자원 이용과 작물 재배에 유

리한 입지라고 할 수 있다. 내륙형 입지의 경우 생계 경제를 운용하

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하천 자원 이용과 작물 재배 조건을 해양 자

원 이용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 분석

한 입지 요소 상에는 식물 채집 및 야생 동물 사냥 요소가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나 내륙형 입지 주변에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 채집

과 사냥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내륙형 입지의 취

락에서는 다양한 식물 채집, 다양한 하천 자원 이용, 야생 동물 사

12) 이는 한반도의 지형 특성 상 대부분의 내륙지역이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형적 특성상 해발고도가 낮은 내륙지역도 존재하
는데, 이러한 지역에 위치한 서울 암사동, 남양주 덕송동, 공주 신관동, 대구 대천
동 413, 대구 서변동, 대구 유천동 248-1 유적 등은 해발고도가 50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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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해안형 입지 취락 분포 양상

냥, 작물 재배 등 다양한 생계 활동을 운용할 수 있다.

2) 해안형 입지

해안형 입지는 해양 자원 이용 측면과 거주 및 식물 생장 조건상

에서 유리함이 두드러지나, 그 외의 조건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유리함을 찾기 어려운 입지 유형이다. <그림 17>에 나타나듯이 중

동부지역과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취락 일부를 포함하는데 총 18개

유적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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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 입지 유형 주거지 수 시기

1 인천 삼목도3 해안형 17 중기

2 인천 운북동 해안형 19 후기

3 안산 신길동 해안형 24 중기

4 시흥 능곡동 해안형 26 중기

5 화성 석교리 해안형 26 중기

6 인천 중산동(한강) 해안형 31 후기

7 김천 송죽리 내륙형 10 중기

8 합천 봉계리 내륙형 10 후기

9 서울 암사동 내륙형 25 중기

10 양양 지경리 해안복합형 10 중기

11 진주 상촌리B 복합형 23 중기

<표 12> 주거지 수가 10기 이상인 취락 유적의 입지 유형

이 유형의 경우 해안까지의 최단거리가 10km 이하로 해양 자원

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한다. 또한 반경 2km 이

내에 하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천 자원을 이용할 수 있

으나 최단거리 하천차수가 낮아 자원의 다양성은 다소 떨어진다. 또

한 가경적합토지의 비율은 매우 낮아, 취락 인근에서 작물 재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안형 입지는 다양한 하천

자원 이용이나 작물 재배보다는, 해양 자원 이용 측면에서만 유리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입지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생계 활동은

해양 자원 획득이며, 주변 지역에서 기본적인 식물 채집과 하천 자

원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작물 재배는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지 유형과 취락 규모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으

나, 대규모 취락의 경우 해안형 입지에 해당하는 취락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주거지가 10기 이상인 취락의 입지

유형을 정리한 <표 12>를 보면 총 11개의 유적 중 6개의 유적이

해안형 입지에 해당한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

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취락이 운영될 수 있었던 조건 가운데 해

양 자원 이용도가 가장 중요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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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해안복합형 입지 취락 분포 양상

3) 해안복합형 입지

해안복합형 입지는 해양 자원 획득, 하천 자원 이용, 거주 및 식

물 생장 조건, 작물 재배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운용하

기에 유리한 입지 유형이다. <그림 18>에 표시된 것처럼 중동부지

역과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취락 일부와 남부내륙지역의 경주 봉길

리를 포함하는데 총 12개의 유적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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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복합형의 경우 해안형과 달리 취락 인근의 가경적합토지 비

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 따라서 해양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함께

작물 재배 또한 실시하기에 유리한 입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

적으로 2-3차 하천에 인접한 가운데 양양 가평리, 양양 송전리, 화

성 가재리의 경우처럼 4차 혹은 6차 하천에 인접한 경우도 있어 다

양한 하천자원 획득까지 용이한 경우도 발견된다. 따라서 해안복합

형 입지의 경우 해양 자원, 하천 자원, 작물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기에 유리한 입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취

락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안과의 인접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여

러 생계 활동을 염두하고 입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해양 자원 획

득에 중점을 두면서도 하천 자원 이용이나 작물 재배 등 부수적인

생계 활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된다. 해안복합형 입지에서도 해안형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생계 활동은 해양 자원 획득이었을 것이나, 주변 지역에서

기본적인 식물 채집, 다양한 하천 자원 이용, 작물 재배 등이 모두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복합형 입지

복합형 입지는 해양 자원 획득이 가능하며 하천 자원 이용, 거주

및 식물 생장 조건, 작물 재배 조건 등에서는 유리한 입지 유형이

다.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해안복합형 입지와 유사하나, 해안 인접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가경적합토지 비율은 더 높다는 점에서 해안복합형 입지와 구별된

다. <그림 1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유적 다

수와 남부내륙지역에 위치한 유적 일부를 포함한다. 총 18개의 유적

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복합형 입지의 경우 해안까지의 거리가 10-30km 정도로 일상적

인 해양 자원 이용이 불가능 하지는 않으나 해양 자원을 해안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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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복합형 입지 취락 분포 양상

해안복합형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양 자원 획득보다는 식물 채집이나 작물 재배 등 식물 자원 활용

이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천 인근에 위치하여 자원 이

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나, 최단거리 하천차수가 2-3차로 높지 않

기 때문에 다양한 하천 자원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

된다. 즉 식물 자원과 하천 자원을 중점적으로 이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양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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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유형
유적

수

해양 자원

이용

거주 및

식물 생장

하천 자원

다양도

작물

재배

내륙형 28 불리 불리 다양 유리

해안형 18 유리 보통 빈약 불리

해안복합형 12 유리 유리 보통 유리

복합형 18 가능 유리 빈약 유리

<표 13>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입지 유형 및 특성

이 유형은 가경적합토지의 비율이 내륙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들

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취락에 따라 가경적합토지의 비율에 차이

가 확인된다. 가경적합토지 비율을 유적별로 살펴보면 김포 신곡리,

문산 당동리, 전주 효자동, 천안 백석동의 경우 가경적합 토지가 반

경 5km 내에서 5% 이하의 비율로 분포하는 반면, 밀양 금천리

(38.2%), 산청 소남리(66.9%), 진주 상촌리A(81.8%), 진주 상촌리

B(80.3%)의 경우 반경 1km 내에 매우 높은 비율로 가경적합토지가

분포한다. 이는 복합형 입지 내에서도 작물 재배 여건에 차이가 있

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살펴 본 4개의 입지 유형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13>

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Ⅲ장의 입지 요소 분석 결과와 본 장의 입지 유형

분류 결과를 종합하여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입지의 시기별, 지

역별 양상을 파악한 후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의 전개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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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의 특징 및 전개

양상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와 관련하여,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확산된

초기 농경으로 인해 남한 지역의 신석기시대 취락의 입지가 일률적

으로 변화한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었다(송은숙 1999, 2001, 2002,

2009, 2010; 안승모 2005; 임상택 2006a, 2006b, 2009). 그러나 가설

이 제시된 이후 발견된 취락을 포함하여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고찰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 위의 가설에 대

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취락의 초기 농경 수용

양상이 취락별·지역별로 다양했을 가능성, 신석기시대 생계 경제 내

에서 초기 농경의 비중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 한반도 자연 환경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을 때,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는 다양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

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입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빗살무

늬토기 확산 이후 취락 입지 전개 양상에 대한 기존의 가설을 재검

토하기 위해 신석기시대 취락의 입지를 GIS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을 대상으로 7개의 입지 요소를 분

석한 결과 대부분이 취락-하천간 최단거리가 2km 이내이며, 입지한

지점의 사면경사도가 1° 이하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신석기

시대 취락은 대체적으로 하천과의 인접성이 높고, 평탄한 지형을 선

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가경적합

토지 분포 비율은 취락별로 상이성이 드러나며 해발고도 및 최단거

리 하천차수의 경우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신석

기시대 취락 입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일부 공유하고 있으나 거주

및 식물 생장 조건, 하천 자원 접근성, 해양 자원 이용 조건, 작물

재배 조건 등과 관련된 입지 요소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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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취락별 상이성이 나타나거나 양상이 분화되는 것이 확인되는 입

지 요소를 중심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취락 입지를 군집으로 분

류한 결과 해발고도, 최단거리 하천차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가

경적합토지 분포 등의 4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크게 내

륙형, 해안형, 해안복합형, 복합형 등 4가지 유형의 입지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했다. 각 입지 유형은 거주 및 식물 생장 조건, 하천 자원

다양도, 해양 자원 이용 여건, 작물 재배 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곧 해당 입지 유형에서 운용 가능하였던 생계 활동

에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지 양상이 이전 시기와는 다른 변화한 양상인지 혹은

이전 시기 취락 입지와 유사하게 전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전, 즉 신석기시대 전기에 점유된 취락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전기에 점유되었다고 판단되는

유적은 현재 6개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76개에 해당하는 신석기시대

중·후기 유적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현재

까지 발견된 신석기시대 전기 취락에 대한 입지 분석 결과를 통해

신석기시대 전기 취락 입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참고 자료로 살펴

보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석기시대 전기에 점유

된 6개 취락에 대하여 7개 입지 요소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는 <표 14>와 같은데, 6개 유적은 공통적으로 해발고도가 50m 이

하이고, 취락-하천간 최단거리가 1km 이내이며, 사면경사도가 완만

하고 배수가 양호한 지점에 입지한다. 그러나 최단거리 하천차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가경적합토지 비율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

다. 즉 거주 및 식물 생장 조건, 하천 자원 접근성에서는 6개 취락

모두 유리한 지점에 입지하나, 하천 자원 다양성, 해양 자원에 대한

인접성, 작물 재배 조건 등에서는 취락 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6개의 전기 취락이 어떤 입지 유형에 속하는



- 63 -

유적명

해

발

고

도

(m)

취락-

하천간

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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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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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

취락-

해안간

최단

거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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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도

(°)

배

수

등

급

반경

1km

가경

적합

토지

비율

(%)

반경

5km

가경

적합

토지

비율

(%)

입지 유형

연천 삼거리 38 178 2 57328 1 3 12.75 4.38 내륙형

서울 암사동 8 339 8 33843 1 3 49.49 23.93 내륙형

하남 미사리 21 64 8 39238 1 5 1.11 26.97 내륙형

고성 문암리 15 703 3 131 1 2 0 0.97 해안형

인천 운서동 24 931 3 113 1 3 0 0.08 해안형

양양 오산리 8 83 3 78 3 2 14.53 5.00 해안복합형

<표 14> 신석기시대 전기 취락의 입지 요소 분석 결과

가를 살펴보면 연천 삼거리, 서울 암사동, 하남 미사리는 내륙형, 고

성 문암리와 인천 운서동은 해안형, 양양 오산리는 해안복합형에 속

한다(표 14). 복합형 입지는 현재까지 발견된 전기 유적 중에 해당

되는 경우가 없다. 소수의 유적을 통해 전기 취락의 입지 양상을 전

반적으로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6개 유적이 다양한 입지 유

형을 보인다는 것은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전에도 다양한 입지가 이

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전에도 단일한

입지를 선호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지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석기시대 전기 취락 유적의 입지 요소를 Ⅲ장

과 Ⅳ장에서 분석한 중·후기 취락 유적의 입지 양상과 비교해보면,

빗살무늬토기 확산을 기점으로 취락 입지가 일률적으로 변화한 것

이 아니라 전기부터 활용되던 다양한 입지 유형이 중기 이후 더욱

다양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신석기시대 중기에 빗살무늬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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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초기 농경이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확산되었을지라도, 전반

적인 생계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초기 농경을 수용하고 이

를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취락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가경토지 분포 비율이 매우

낮은 해안형 입지가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작물 재배 조건

을 취락 입지 선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고려한 취

락이 일정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경토지 분포

비율이 높은 취락 중 최단거리 하천차수가 높은 경우는 작물 재배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하천 자원 이용에 초점을 맞춰 입지를 선정

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빗살무늬토기 확산 이후 신석기시대 취

락 입지는 특정 생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일률적인 양상으로 변화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입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입지 유형을 이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신석기시대 전기와 중기에 취락 입지 유형 구성에 큰 변화는 발

생하지 않았으며, 중기에 이르러 오히려 다소 다양한 입지를 선택하

였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기와 후기에는 취락 입지 양상이 어

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입지 유형의 시기별 양상을

<표 15>를 통해 살펴보면, 각 시기별 입지 유형의 상대적인 비중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기와 후기 모두 내륙형에

해당하는 유적의 비중이 제일 높다는 점은 유사하나, 4개 유형의 비

중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중기에는 각 입지 유형이 일정 비중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에, 후기로 가면 특정 입지 유형으로 좀 더 집

중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후기에는 내륙형과 해안형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안복합형의 감소로

이 유형에 속하는 유적은 2개이다. 다시 말해 신석기시대 중기에 비

해 후기에 이르면, 내륙형, 해안형, 복합형 3개 유형에 좀 더 집중되

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4개의 입지 유형이 중기에 이어 후기에

도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 시기 간에 취락 입지의 급

격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다양한 입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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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입지 유형 전체 취락 수 중기(%) 후기(%)

내륙형 28 17(35) 11(41)

해안형 18 10(20) 8(30)

해안복합형 12 10(20) 2(7)

복합형 18 12(25) 6(22)

합계 76 49 27

<표 15>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입지 유형의 시기별 양상

속적으로 운용한 가운데, 유형 간 비중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의 시기별 양상에 이어 지역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중서부지역에는 4개의 입지 유형이 고르

게 분포하는 데, 이는 이 지역의 다양한 지형적 변이를 최대한 활용

하여 취락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생계 활동을

영위하였음을 나타낸다. 중동부지역에서는 해안형과 해안복합형 2가

지 입지 유형만 나타나는데 이는 태백산맥이라는 험준한 산맥으로

인해 내륙지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해안을 적

극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토대로 생계 활동을 영위하였음을 나타낸

다. 중부내륙지역과 남부내륙지역은 같은 내륙지역이나 입지 유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부내륙지역의 경우 내륙형에 해당하는

유적만 발견되는 반면, 남부내륙지역에서는 내륙형, 해안복합형, 복

합형 등 다양한 입지 유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 지역의 자

연환경을 보면 중부내륙지역의 경우 태백산맥으로 인해 동해안 지

역으로의 접근이 어렵고, 해발고도가 높은 지형이 많다. 이러한 환

경적 조건으로 인해 중부내륙지역의 경우 해양 자원 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이에 따라 내륙형 입지만 확인되는 것

으로 파악된다. 반면 남부내륙지역의 경우 중부내륙지역에 비해 해

발고도가 높지 않고, 험준한 산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안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부내륙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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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륙형 해안형 해안복합형 복합형 합계

중서부 9 16 6 14 45

중부내륙 10 0 0 0 10

중동부 0 2 5 0 7

남부내륙 9 0 1 4 14

합계 28 18 12 18 76

<표 16>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 입지 유형의 지역별 양상

경우 중부내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생계 활동의

범위가 넓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유형의 시대별, 지역별 구성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기별로 특정 입지 유형을 뚜렷하게 선호한다거나 일률적으

로 입지가 변화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별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락 입지를

선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지형을 지닌 지역일수록 입지 유

형 상의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취락 입지 상으로 볼 때,

신석기시대 중·남부지역에서는 모든 시기에 걸쳐 주변의 하천, 바다,

식물자원 생장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취락의 입지

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수렵채집 활동에 기반을 둔 생계

경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기별로 생계 경제의 기본적인 양

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초기 농경이 확산되었다 하더라도 신석기시대

생계 경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시기적 변화상에서 식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는

경향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관찰되어, 이를 초기 농경의 영향 여

부와 관련하여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오면서 입지 요소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변화가 발생한 것이 확

인되는데, 이는 중기 취락 중 일부가 식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강

화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전기와 중기 모두 내륙형 입지가

존재하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를 살펴보면 전기 내륙형 취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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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km(표 14 참조)에 불과한 반면 중기 내륙형 취락은 60km 이

상인 경우가 많으며 최대 104km 경우도 존재한다(표 11 참조). 중기

에 이르러 해안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취락이 입

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전기 내륙형 입지에 비해 해

양 자원 획득이 더 어려운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다.

일부 취락에서 식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은 복

합형 입지의 등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복합형 입지는 해양 자원

획득이 가능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입지 상에서 식물 채집이나 작

물 재배 등 기본적으로 식물성 자원 확보가 가장 많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큰 입지 유형이다. 따라서 전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복합

형 입지의 등장은 중기에 이르러 입지 선정 시 식물성 자원에 대한

중요도를 해양 자원이나 하천 자원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 취락이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전기와 중기의 내륙형 입지에서

확인되는 취락-해안간 최단거리의 상대적인 차이, 복합형 입지라는

새로운 입지 유형의 등장은 중기의 일부 취락에 있어 생계 경제 내

에서 해양 자원보다는 식물 자원을 더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였음

을 의미한다.

중기 입지 양상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변화는 기존 연구자들이 인

식했던 것처럼(송은숙 1999, 2001, 2002, 2009, 2010; 안승모 2005;

임상택 2006a, 2006b, 2009) 빗살무늬토기와 함께 확산된 초기 농경

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 기원전 3500년 이후 확산된

초기 농경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취락에서 작물 재배를 입지 선정

의 주요 요소로 선택하면서. 해양 자원 접근성 등 다른 요소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취락의 입지를 선정한 결과 더욱 내륙 깊숙이 위치

한 내륙형 입지와 새로운 복합형 입지가 등장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초기 농경이라는 새로운 생계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입지 유형의 성격이

크게 변화하거나,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유

형의 등장으로 볼 수는 없다. 내륙형의 경우 중기에도 여전히 최단

거리 하천차수가 높다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성 자원

이용 조건을 중심으로 입지가 급격히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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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하천 자원과 식물 자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

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복합형의 경우는 해양 자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이 열려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던 해

안형 혹은 해안복합형 입지에서 식물성 자원 이용을 좀 더 강화하

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기존 입지 유형의 파생

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분석하고 고찰한 바를 종합하면, 한반도 중·남부지역 신

석기시대 취락의 입지는 전 시기에 걸쳐 거주 및 식물생장 조건, 해

양 자원 이용 여건, 하천 자원 다양성, 작물 재배 조건 등에서 상이

함이 드러나는 다양한 입지가 운용되었다. 따라서 빗살무늬토기 확

산 이후 농경 확산으로 인해 일률적인 양상으로 입지가 변화하였다

는 기존의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초기 농경이 확산되었을지라도 이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생계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신석기시대

전 시기 동안 다양한 입지가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시기의 흐름에

따라 생계 경제 양상이 획일화 되거나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수

렵채집을 비롯한 다양한 생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GIS를 이용하여 입지 요소 분석을 실시하여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과, 입지 분류 분

석을 통해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빗살

무늬토기 확산 이후 취락 입지 전개 양상이 일률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다양성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지 유형에 따라 운용하였을 생계 활동의 차이를 석기

등 유물 자료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또한 취락 규모와 기타 유구 등 유구 구성에

따른 입지 양상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및 고찰을 진행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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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서는 고고학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에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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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유적명 입지유형
해발
고도
(m)

취락-하천간
최단거리
(m)

최단
거리
하천
차수

취락-해안간
최단거리
(m)

사면
경사도
(°)

사면
방향

배수
등급

반경1km
가경적합
토지
비율
(%)

반경5km
가경적합
토지
비율
(%)

시기 주거
지수

1 중서부 연천 삼거리 내륙형 38 178 2 57328 1 무 3 12.75 4.38 전기 6

2 중서부 문산 당동리 복합형 13 39 2 29377 1 무 5 0.00 2.00 후기 4

3 중서부 강화 삼거리 해안복합형 38 193 2 3574 4 N 1 0.00 1.00 후기 1

4 중서부 인천 운북동 해안형 20 1214 2 244 4 SE 3 0.00 0.10 후기 18

5 중서부 인천 예단포-중산동 해안형 29 310 2 866 1 무 3 0.00 0.10 후기 3

6 중서부 인천 중산동(한강) 해안형 15 362 2 189 2 SE 3 0.00 0.10 후기 31

7 중서부 인천 중산동(중앙) 해안형 23 202 2 414 1 무 3 0.00 0.10 후기 3

8 중서부 인천 운서동 젓개마을 해안형 4 1025 2 22 2 N 6 0.00 0.20 중기 3

9 중서부 인천 삼목도3 해안형 5 1670 2 71 1 무 - 0.00 0.20 중기 17

10 중서부 인천 운서동 해안형 24 931 3 113 1 무 3 0.00 0.08
전기 65

후기 3

11 중서부 인천 는들 해안형 34 597 2 296 11 W 3 0.00 0.10 중기 1

12 중서부 인천 을왕동4 해안형 35 9888 2 536 6 E - - - 후기 2

13 중서부 인천 을왕동3 해안형 31 9234 2 488 11 SW - - - 후기 2

14 중서부 김포 운양동 해안형 1 83 4 8201 1 무 6 0.00 0.10 중기 1

15 중서부 김포 구래리 해안형 28 488 3 3653 1 무 5 0.00 0.10 중기 8

16 중서부 김포 신곡리 해안형 20 10 2 10479 1 무 5 0.00 4.30 중기 1

17 중서부 하남 미사리 내륙형 21 64 8 39238 1 무 5 1.11 26.97 전기 1

18 중서부 서울 암사동 내륙형 8 339 8 33843 1 무 3 49.49 23.93
전기 5

중기 25

19 중서부 남양주 덕송동 내륙형 51 55 3 41057 3 S 5 8.40 10.40 후기 4

20 중서부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 내륙형 167 90 2 48901 6 S 3 2.20 0.90 후기 3

21 중서부 화성 동판교 복합형 48 724 5 25509 1 무 3 19.60 11.00 후기 1

22 중서부 성남 판교동 복합형 68 197 3 22650 6 E 3 4.30 9.10 후기 1

23 중서부 시흥 능곡동 해안형 52 473 2 2986 1 무 1 0.00 0.00 중기 26

24 중서부 안산 신길동 해안형 19 559 2 1290 1 무 3 0.00 0.00 중기 24

25 중서부 용인 상현동 복합형 105 277 2 18540 1 무 3 15.50 4.10 후기 1

[부록] 분석 대상 유적 속성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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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서부 용인 농서리 복합형 71 58 2 19264 1 무 3 29.40 9.10 중기 8

27 중서부 화성 석교리 복합형 20 464 3 1248 1 무 3 0.00 0.00 중기 26

28 중서부 화성 가재리 해안복합형 28 47 4 4598 1 무 5 0.20 2.60 후기 1

29 중서부 음성 금석리 내륙형 119 77 5 60404 1 무 3 5.70 3.00 중기 1

30 중서부 당진 우두리 해안복합형 33 277 2 1573 1 무 3 0.00 1.30 중기 2

31 중서부 서산 기지리 해안복합형 19 1978 4 1614 1 무 3 0.00 4.50 중기 5

32 중서부 홍성 송월리 복합형 45 258 3 12469 1 무 5 6.90 3.00 중기 1

33 중서부 홍성 상정리 해안복합형 63 679 2 4150 1 무 2 0.00 1.70 중기 1

34 중서부 보령 관창리 해안복합형 47 284 2 590 7 E 3 0.00 3.10 중기 4

35 중서부 아산 성내리 해안형 65 633 2 9050 8 N 3 0.00 0.30 중기 4

36 중서부 천안 백석동 복합형 59 1558 2 21507 3 SW 3 0.00 1.90 중기 1

37 중서부 아산 백암리 복합형 33 45 3 15742 7 E 3 17.90 10.70 중기 3

38 중서부 아산 장재리 복합형 42 209 3 23235 1 무 3 11.20 10.10 중기 6

39 중서부 아산 풍기동 복합형 42 680 2 18119 8 N 3 0.00 10.80 중기 2

40 중서부 공주 신관동 내륙형 40 968 3 51739 1 무 3 1.10 9.00 중기 1

41 중서부 청양 학암리 복합형 57 8 2 32349 10 SE 1 4.30 4.40 중기 1

42 중서부 청원 쌍청리 내륙형 59 495 4 48754 6 W 3 13.80 15.80 중기 1

43 중서부 청주 봉명동 내륙형 62 1181 6 56848 1 무 1 11.10 10.80 후기 2

44 중서부 대전 관평동 내륙형 65 27 4 69014 1 무 3 0.00 13.70 중기 1

45 중서부 옥천 대천리 내륙형 108 85 2 82908 1 무 3 0.00 0.80 후기 1

46 중서부 익산 웅포리 복합형 56 236 2 16787 1 무 1 0.00 0.10 중기 1

47 중서부 전주 효자동 복합형 40 1443 2 24198 2 N 3 0.00 1.70 중기 1

48 중부내륙 춘천 신매리 내륙형 73 32 3 82256 1 무 3 72.60 29.50 중기 1

49 중부내륙 춘천 우두동2 내륙형 81 11 7 80129 11 E 3 37.70 32.40 중기 1

50 중부내륙 춘천 거두리 내륙형 97 797 3 81314 1 무 5 0.00 14.40 중기 1

51 중부내륙 춘천 천전리A-3 내륙형 92 369 7 75938 3 S 4 42.40 17.70 후기 1

52 중부내륙 홍천 성산리 내륙형 155 332 5 70606 1 무 5 14.10 5.90 중기 1

53 중부내륙 홍천 역내리 내륙형 195 153 4 62414 11 SE 5 7.00 3.30 중기 3

54 중부내륙 원주 반곡동 내륙형 165 94 4 96641 5 N 3 6.10 6.60 중기 3

55 중부내륙 영월 주천리 내륙형 254 441 6 79262 1 무 5 35.60 7.60 중기 2

56 중부내륙 제천 신월동 내륙형 299 53 3 90549 1 무 5 0.00 2.10 후기 1

57 중부내륙 정선 아우라지 내륙형 370 189 2 33438 1 무 3 36.00 5.20 중기 3

58 중동부 고성 철통리 해안형 23 183 2 470 1 무 1 0.00 0.00 후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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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중동부 고성 문암리 해안형 15 703 3 131 1 무 2 0.00 0.97 전기 5

60 중동부 양양 가평리 해안복합형 2 791 6 55 2 NE 2 1.90 5.20 중기 2

61 중동부 양양 송전리 해안복합형 8 574 3 155 2 NE 2 8.20 5.50 중기 2

62 중동부 양양 오산리 해안복합형 8 83 3 78 3 N 2 14.53 5.00
전기 12

중기 2

63 중동부 양양 지경리 해안복합형 1 72 3 128 3 NE 2 3.40 0.30 중기 10

64 중동부 강릉 초당동 해안복합형 11 531 3 612 1 무 5 0.00 3.20 중기 7

65 중동부 강릉 하시동 해안형 12 1275 2 15 3 NW 2 0.00 0.00 중기 1

66 남부내륙 진안 진그늘 내륙형 270 73 5 62415 8 SE 5 0.00 5.70 중기 3

67 남부내륙 진안 갈머리 내륙형 247 85 5 62897 1 무 5 0.30 6.50 중기 3

68 남부내륙 김천 송죽리 내륙형 115 75 3 104234 1 무 3 0.60 7.20 중기 10

69 남부내륙 대구 서변동 내륙형 46 63 6 70926 1 무 3 23.80 18.70 후기 1

70 남부내륙 대구 대봉동 내륙형 48 535 2 71515 1 무 5 5.90 8.70 후기 2

71 남부내륙 대구 대천동 413 내륙형 30 668 2 66977 1 무 5 0.00 8.70 후기 1

72 남부내륙 대구 유천동 248-1 내륙형 27 390 4 66968 1 무 5 0.30 11.80 중기 2

73 남부내륙 거창 임불리 내륙형 182 70 4 62579 1 무 1 15.90 10.70 후기 4

74 남부내륙 합천 봉계리 내륙형 171 56 3 58939 1 무 5 22.10 12.70 후기 11

75 남부내륙 산청 소남리 복합형 48 201 3 21067 2 SE 3 66.90 16.20 후기 2

76 남부내륙 진주 상촌리A 복합형 46 159 2 17616 1 무 3 81.80 16.20 중기 4

77 남부내륙 진주 상촌리B 복합형 44 53 2 17513 1 무 3 80.30 16.30 중기 23

78 남부내륙 밀양 금천리 복합형 33 293 3 31903 4 SW 5 38.20 19.90 후기 1

79 남부내륙 경주 봉길리 해안복합형 12 102 3 171 6 N 2 4.40 1.90 중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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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Settlement 
Location of the Neolithic 

Period in Central and South 
Korea Using GI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read of early farming and location 

change- 
Seo Kyoung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00, researchers have established that the Neolithic

JeulmunPotteryCulture of Central-western Korea diffus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duringthe4thmillennium BC.

Arguing that changes in the locations of Jeulmun Pottery Culture

settlements in South Korea were fairly uniform, many

researchers assumed that settlement patterns during the

Neolithic Period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spread of early

farming along with the Jeulmun Pottery Culture.

However, this opinion needs reconsideration. First,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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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Neolithic settlements have been excavated in South Korea,

but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location of these

newly excavated settlement sites. Second, doubts have been

raised concerning the uniform adoption of farming among Korean

Neolithic communities. Similarly, in Europe, a great deal of

regional variation in the adoption of early farming has been

observed. Third, I think there needs to be a re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early farming in Korea. In the Neolithic Period,

early farming constituted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subsistence economy, making it difficult to argue that settlement

location uniformly changed due to early farming. Fourth, I think

there needs to be a clear and specific analysis of Neolithic

settlement loc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settlement location

patterns of the Neolithic Period in central and southern Korea

and to re-examine existing opinions about Neolithic settlement

patterns.

In this study, I analyzed settlement location factors using GIS

and did location division analysis. In total, 79 sites located in

the Central-western, East Coast, Central Inland, and Southern

Inland parts of South Korea were analyzed. Also, I

chronologically divided the settlements as Early, Middle, and

Late-period sites with break points at 3500 BC and 3000 BC.

Because there are so few settlements in the Early Period (six

settlements), this examination will focus on Middle and Late

Neolithic settlements.

For the location factors analysis, I selected 7 location variables

related to residence, plant growth, farming, and subsistence

activities (elevation, proximity of settlements to 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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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ity of settlements to the sea, slope inclination, slope

direction, soil drainage grade, and distribution ratio of potential

arable zones).

The location factors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Neolithic

settlements tend to be located near streams. Meanwhile, there

is a great deal of variation with regards to settlements’

proximity to the sea and conditions favorable for farming,

allowing me to identify multiple location patterns. Integrating

the results of the location factors analysis, Neolithic settlement

locations can be classified as “inland types,” “seashore types,”

“seashore-complex types,” and “complex types.” Each type

differs in its favorability for using sea resources, stream

resources, and farming conditions, which I suggest reflects

differences in subsistence activity patterns.

Diverse locations continued to be used for settlements even

after the diffusion of Jeulmun pottery, not unlike in the Early

Neolithic Period. Thus, if early farming did diffuse with Jeulmun

pottery, the degree of acceptance of early farming and the

proportion that early farming contributed to the overall

subsistence economy varied from settlement to settlement. The

presence of “seashore-type” settlements following the diffusion

of Jeulmun pottery suggests that conditions favorable for

farming were not considered in deciding the location of many

settlements. Therefore, Neolithic settlement locations did not

change uniformly after the diffusion of Jeulmun pottery. On the

contrary, the locations of settlements were consistently diverse,

and this trend of using various location types continued

throughout the Late Neolithic.

In sum, settlement locations reveal various patterns in the



- 88 -

Neolithic Period, which reflect various subsistence patterns. The

continuous diversity of settlement locations suggests that there

were no drastic changes in settlement patterns or subsistence

patterns throughout the Neolithic Period.

keywords : the Neolithic period, Central and South Korea, 
diffusion of Jeulmun pottery, settlement location, GIS, location 
factor analysis, location type, early farming
Student Number : 2012-2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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