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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연구

본고는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취락 점유 양상과 도구 조성 양상을 유적별로 복원하여, 중서부 해안 지
역의 전체적인 취락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증가한 신
자료를 포함하고, 취락과 석기, 주변 한정 행위 유적을 포괄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경기·인천 지역의 취락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취락 유적은 중기 5개 유적(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Ⅲ,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유적)과 후기 10개 유적(영종도 는들, 영종도 중산동(중앙), 영종도 중산
동(한강), 용유도 을왕동 Ⅲ, 용유도 을왕동 Ⅳ,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영종도 운북동, 영종도 운서동 Ⅰ, 오이도 뒷살막패총 유적)이다.
먼저 취락 배치,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모, 유구 구성을 살펴봄으
로써 각 유적별 취락 점유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취락 점유 양상을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각 주거지 간의 동시기성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구의 밀집도와 간격 및 중복 관계, 주거지 내부
시설의 배치 및 개수, AMS 편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시기
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개별 석기 유형을 분석 단위로 삼아 각 유적별
석기 다양도, 특정 석기의 출토 유무 등을 살펴봄으로써 석기 조성 양상
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취락에서 이루어진 석기의 이용 양상을 복원
해보았다.
취락 점유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 중기에는 10～20기의 주거지 군집
이 단독 배치되거나 10기 내외의 주거지 군집 2개가 하나의 취락을 이루
는 양상이 나타난다. 주거지 내부 구조는 단순하며, 취락의 유구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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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후기에는 5기 내외의 주거지 군집 여러
개가 하나의 취락을 이루는 양상이 나타난다. 주거지의 내부 구조는 복
잡하며, 취락의 유구 구성은 주거지 이외에도 기타유구(수혈유구, 집석유
구, 구상유구)와 함께 이루어진다.
석기 조성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 중기와 후기에는 공통적으로 전체
석기 조성에서 갈돌, 갈판, 고석, 대석의 식량가공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식량가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석
기 조성에서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관찰되는데, 중기에는 제한적인 범주
의 석기 유형만 확인되어 석기의 다양도가 낮고, 후기에는 다양한 석기
유형이 확인되어 석기의 다양도가 높게 나타난다.
취락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취락의
입지, 출토된 식물유체, 한정 행위 유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확
인된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의 취락 구조는 다음과 같다.
중기에는 해안에 인접한 구릉에 위치한 10～20기의 주거지만으로 이
루어진 단독 군집 또는 10기 내외의 주거지만으로 이루어진 복수 군집의
취락에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 거주가 이루어졌으나, 후기에는 도서
지역에 위치한 5기 내외의 주거지와 기타 유구(수혈유구, 집석유구, 구상
유구)로 이루어진 군집 수 개가 모여서 최대 20기 내외의 주거지로 이루
어진 취락에서 장기간 동안 거주하였으며, 해양 자원 획득 및 가공 활동
을 위해 주변의 야외노지와 패총을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에 중기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의 점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은 섬이라는 입지조건을 활용하면서 어류 및 패류 자원 이용에 더욱 집
중할 수 있었던 동시에 중기와 마찬가지로 식물 채집과 작물 재배를 실
시하면서 취락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요어 : 신석기시대,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점유 양상, 동시기성 문
제, 석기 조성 양상, 다양도, 점유 기간, 취락 구조
학

번 : 2010-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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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취락(settlement)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한 지역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세운 건조물, 즉 주거지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생
활에 필요한 기타 모든 유구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洪慶姬 1985; 秋淵
植 1994 재인용). 취락 연구의 기본이 되는 것은 취락 유형에 대한 연구
인데, 이를 통해 생계 방식, 사회 조직 등의 문화·경제·사회상이 반영된
취락의 배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Willey 1953).
한반도 선사시대의 취락 연구는 청동기시대를 대상으로 가장 집중적
으로 이루어졌는데, 1980년대 이후 집중적인 산업 개발로 인한 대규모
발굴조사 결과 얻게 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주요 연구주제로는 주거지와 유물
편년을 토대로 취락 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송만영 2002; 安
在皓 2006 등)와 단위 취락이나 방어 취락 등 개별 취락의 특성을 바탕
으로 취락의 성격을 이해하는 연구(김재호 2006; 李亨源 2005 등), 석기
조성 양상을 통해 취락의 점유 방식 및 생계 활동을 추론하는 연구(孫晙
鎬 2008; 이기성 2008 등), 취락 간의 계층화 문제에 관한 연구(김승옥
2006; 송만영 2006 등)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신석기시대에는 취락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풍부
한 취락 자료가 조사되지 않았고, 대형 취락 유적이 드물어 좀처럼 취락
연구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계
기로 공항 부지인 영종도를 비롯하여 삼목도, 용유도 등 인근 도서 지역
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0년도 이후에는 서해안
일대에 대한 개발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주변의 대규모 신석기시
대 취락 유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 결과 영종도 운서동 Ⅰ, 시흥 능곡
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Ⅲ, 영종도 중산동(한강), 영종도
운북동 유적과 같이 다양한 구조를 가진 대규모의 신석기시대 취락이 조
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신석기시대 취락에 대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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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유형에 대한 분류(구자진 2006, 2007, 2008, 2011, 2012; 임상택
2010b), 상대 편년 설정(구자진 2010; 임상택 2010a), 취락 구조와 취락
내 주거지 배치 분석(구자진 2011; 배성혁 2007; 이형원 2012; 임상택
2006b, 2007, 2010b), 주거지 내부 공간 활용 양상(이상균 2005) 등 폭넓
은 주제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고는 신석기시대 취락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중서부
해안 지역, 특히 경기·인천 지역에서 최근까지 확인된 새로운 취락 자료
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락의 각 시기별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취락 구조의 특성 및 변동 양상을 고찰해 보려는 목
적에서 작성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취락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동시기성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지 못하고 유적에서 확인된 전체 유구를 통틀어 하나의 점
유 규모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다. 취락이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점
유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취락의 점유 기간과 취락 내 유구의 배치
및 구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본
고에서는 유적 내에서 확인된 주거지 및 기타 유구들에 대한 면밀한 분
석을 통하여 유구 간의 동시기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취락의 생계 활동 및 점유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구
조성 양상(석기 조성 양상)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석기의 범주화
에 따른 석기 조성 양상의 해석이 가져온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석기를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지 않고 석기 개별 유형을 단위
로 분류하여 그 기능에 대한 해석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석기의
조성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풍부도와 균등도에 대한 분석도
시행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과정으로 시행된 취락과 석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취락 구조의 특성과 변동 양상에 대한 총체
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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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본고는 신석기시대 중기와 후기 동안의 중서부 해안 지역, 그 중에서
도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취락 점유 양상과 도구 조성 양상을 유적별로
복원하고, 시기별 변동 양상을 밝혀 중서부 해안 지역의 전체적인 취락
구조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인천 지역은 2000년대 이후 들어 발굴 자료가 증가하고, 새로운
양상의 취락 유적이 많이 조사되어 주목 받는 지역이다. 한반도 신석기
시대 연구에서 중서부 해안 지역은 일반적으로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하
는 더 넓은 지역 범위를 포괄하지만, 본 논문은 중서부 해안 지역 내의
기타 지역, 예를 들어 황해도, 충청남도 지역 등과는 구분되는 양상을 보
이는 경기·인천 지역의 취락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범위를
한정하였다. 더불어 연구 대상 시기를 중기와 후기로 한정한 것은 해당
지역에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매우 적어1) 유의미한 비교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서부 해안 지역은 토기 편년 연구에서 신석기시대 후기라는 특정
시기의 토기 양상2)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으나(任孝
宰 1983; 韓永熙 1978), 유구에서 취락 유적이 조사되지 않고, 확인되는
유적이 대부분 패총, 야외노지 등의 한정 행위 장소에 그쳐 내륙에 근거
지를 둔 집단의 자원 채취 장소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林尙澤 1998;
장호수 1988).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활발한 발굴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중서부 해안 지역에 오랜 시기에 걸쳐 다양한 입지와 규모를 지닌 취락
이 분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1) 현재까지 알려진 경기·인천 지역의 신석기시대 전기 취락 유적으로는 영종도 운서동
Ⅰ 유적(中央文化財硏究院 2010)이 유일하다.
2) 이른바 ‘서해안식(시도식) 토기’라 불리는 토기 양상으로, 전기, 중기 이래 정형화되었
던 어골문이 와해된 난삽화된 문양을 특징으로 한다(임상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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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은 과거에 사람들이 삶을 살아갔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기에 연
구 자료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취락 체계를 생계 방식과 연관시켜 생계
주거 체계(subsistence-settlement system)를 연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취락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생계 방식을 모색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임상택 2010b). 이러한 취락 연구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신
석기시대 취락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
다.
신석기시대 취락 연구, 특히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에 대한 주요 연
구 주제로는 취락 구조와 취락 내 주거지 배치 분석(구자진 2011; 임상
택 2006b, 2007, 2010a), 취락 유형 분류(구자진 2006, 2007, 2008, 2011,
2012; 임상택 2010b), 석기 조성 양상을 통한 생계주거 방식 연구(구자진
2008, 2010; 임상택 2010b), 고환경 자료를 활용한 주거지 입지 변화 분
석(소상영 2011a) 등이 있다.
취락 구조와 배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택은 기존에 자신이 설
정한 토기 편년안(임상택 2006a)에 따라 각 시기별로 취락의 배치, 입지,
규모와 같은 취락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였으며, 더 나아가
취락 구조의 변동이 사회 구조와 경제적 활동의 변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Ⅰ기 후반(4000～3600 cal. BC)에 들어 취
락은 대규모화되기 시작하며, Ⅱ기(3600～3100 cal. BC)에 그 규모가 절
정에 달하고, Ⅲ기(3100～2300? cal. BC)에는 일부 대규모 취락이 잔존하
는 가운데 소규모화가 시작되어 다양한 규모의 취락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임상택 2006b, 2007, 2010a). 그러나 이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지적하였듯(임상택 2010a: 22), 취락이 변화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취락 배치가 변화해가는 큰 흐름은 인
지하였으나 구체적인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으며, 유적에
서 조사된 전체 주거지를 통틀어 하나의 취락으로 파악하고 주거지의 동
시기성 문제, 재점유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취락 유형을 분류하고 각 취락 유적의 역할을 구분하는 연구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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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2006, 2007, 2008, 2010, 2011, 2012)과 임상택(2010b)의 연구가 있
다. 특히 취락의 유구 구성을 기준으로 취락 유형을 분류한 연구가 시도
되었는데, 임상택(2010b)은 유적 내 유구 조성 양상, 즉 주거지와 패총,
야외노지 간의 조합 양상에 따라 유적을 총 6개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안의 6개 유형 중 주거지가 포함되는 취락 유적은 2개 유형뿐이
기에, 취락 유적을 분류하는 분류안으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
다. 구자진은 임상택의 분류안이 취락을 구성하는 주거지와 다른 유구
간의 조합 관계를 살펴보는 데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거지
와 기타 유구의 조합 관계만을 살펴보는 분류를 시도하였다(구자진
2010). 구자진은 지리적 위치와 규모에 따라 취락 유적을 총 3가지 유형
으로 나눈 뒤, 각 유형별 생계주거 방식을 고찰하였다. 구자진의 분류안
에 따른 3가지 취락 유형은 대규모 마을 유적, 해안(내륙) 지역 소규모
마을 유적, 섬 지역 소규모 마을 유적이다(구자진 2008, 2010, 2011,
2012). 그러나 이 역시 유적의 규모를 동시기성에 대한 검토 없이 유적
전체 규모에 따라 대규모와 소규모로 분류하였으며, 대규모와 소규모 취
락의 명확한 구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취락 유형과 취락 구조를 분류하는 연구
에서는 공통적으로 취락 내 주거지 간의 동시기성의 문제를 타당하게 검
토하지 못하였으며(구자진 2008, 2010, 2011, 2012; 임상택 2006b, 2007,
2010a, 2010b), 취락 유형을 분류하는 데 집중하여 실제 어떤 방식으로
취락이 점유되었는지를 각 지역 단위에서 분석하지 못한(구자진 2006,
2007, 2008, 2010, 2011, 2012) 한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 간의 동시기성 문제, 즉 실제 취락이 점유된 규모의 문
제는 취락의 규모를 분류하거나 각 취락 구조를 통한 전체적인 취락 체
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까
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순히 유적에서 확인되는 전체 주
거지 개수에만 집중하여 대규모 또는 소규모로 유적의 규모를 설정하는
연구(구자진 2008, 2010, 2011, 2012; 임상택 2010a, 2010b)가 대부분이었
는데, 이러한 방식의 연구로는 실제 취락 배치와 점유 양상이 왜곡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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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크다. 실제로 15기 이상의 주거지가 확인되어 대규모 취락이라고
분류한 유적 가운데 주거지 및 기타 유구 간의 중복 관계나 주거지 내부
구조 등으로 볼 때, 모든 주거지가 동시기에 함께 점유되지 않았을 것으
로 판단되는 취락도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 대부분이 취락의
규모가 큰 것을 취락의 장기 정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
는데(구자진 2008, 2010, 2011, 2012; 소상영 2011b), 취락의 실제 점유
규모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취락이기 때문에 장기 정주 취락이라
는 공식 역시 결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유적 내 주거지 간의 동시기성 문제를 주거지 및 기타 유구 간의 중복
관계, 배치 양상(간격, 밀집도 등), 주거지 형태 및 내부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한 뒤,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
기별로 어떠한 취락 점유 양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주거지 내의 유물은 취락 유형과 취락 구조에 따른 생계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석기 자료를 이용한 석기 조
성 양상 연구가 주를 이룬다(구자진 2008, 2010, 2011, 2012; 임상택
2010b). 석기 조성 양상 연구의 주된 분류 방식은 석기를 용도에 따라
크게 4～5가지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다. 구자진은 석기를 식량가
공구(식료 처리), 식량채집구(채집, 농경), 목재가공구(벌채, 목공), 수렵어
로구, 공구류로 분류하였고(구자진 2008, 2010, 2011, 2012), 임상택은 식
료획득도구(수렵, 어로, 채집 및 농경), 벌채목공구, 식료처리구, 공구로
분류하였다(임상택 2010b).
석기를 용도에 따라 범주화한 뒤 석기 조성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 방
식은 청동기시대 석기 연구에서는 활발한게 적용되고 있다(孫晙鎬 2008;
이기성 2008 등). 그러나 신석기시대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유적들의
경우에는 확인되는 석기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과 신석기시대의 석기가
대부분 다용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Andrefsky 1998;
Keely 1980; Odell 1988; 李俊貞 2002에서 재인용) 등을 고려한다면, 처
음부터 석기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고 범주화한 뒤 그 안에 해당 범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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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능을 했다고 추정되는 석기를 포함시켜 분류하는 것은 실제의
석기 이용 양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서 서로 다
른 분류안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문제도 발생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석기를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지 않고 석기 개별 유형을 단위로 분류하여3) 그 기능에
대한 해석의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각 분류안에 따라 분류된 석기는 유적마다 서로 다른 조성 양상을 비
교하여 시기 및 입지 변화에 따른 유적의 기능에 관한 해석에 사용되었
다. 한 예로 구자진(2010, 2011)은 석기 조성에 대한 분석 결과, 중기(구
자진 편년 Ⅱ기: 3500～3000 cal. BC)의 대규모 취락에서 모든 범주의
석기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기능의 석기가 사용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장기 정주의 또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적은 수의 석기를 기능에 따
라 범주화하여 분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그 수량이 1～2점에 지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자료까지 과장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취락 자료에 대한 해석에 고환경 자료를 도입하는 연
구가 시도되기도 했다(소상영 2011a). 소상영은 화분 분석 자료를 통해
기원전 3500년을 전후하여 기온의 한랭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
고, 그 결과 내륙 지역의 자원 환경이 악화되면서 취락의 입지가 해안
및 도서 지역으로 집중되었다는 해석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환
경의 변화가 인간 사회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환경결정론적
기본 전제에 근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신석기시대의
기온 변화 및 해수면 변동의 실상에 대해 연구자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달
라, 현재로서는 환경 변화는 하나의 가설 정도로만 논의될 수밖에 없다
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시기에 따른 취락 유형
3) 이러한 방식의 석기 조성 양상 연구는 李俊貞(2002), Habu(1996, 2008)에 의
해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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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생계 전략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취락 구조의 변화상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였으나, 그 원인과 변화 과정, 취락 내 유
구의 동시기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석기 조성 양상을 통해 취락의 생계 방식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시
도되었으나, 석기 범주화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고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의 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신석기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경기·인천 지역의 유적
으로 한정하여, 실제 이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취락이 점유되었고, 취
락 구조가 변동하였는지를 실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파악
하고자 한다. 먼저 취락 분석에 대해서는 취락 배치를 살펴보고, 주거지
및 기타 유구의 내부 구조·중복 관계 등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취락
규모와 유구 구성을 확인함으로써 취락의 동시기성 문제를 검증한 뒤,
각 시기별 취락의 점유 양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또한 석기 분석에 대해
서는 석기 범주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석기 개별 유형을 분
석 단위로 하는 분류안을 수립한 뒤, 취락별 도구 조성 양상을 분석하여
각 시기에 따른 유적의 특성을 파악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석기 조성 양상 분석 결과와 취락 점유 양상에 대한 분
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대상 지역 취락 구조의 특성 및 변동 양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취락 구조’라는 용어는 취락 유
적과 취락 유적 간의 관계 또는 취락 내부의 유구 구성에 대한 분석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닌, 각 개별 취락 유적의 점유 양상과 점유 기간, 생
계 방식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각 취락의 점
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취락의 입지, 취락
에서 출토된 식물유체, 취락 주변의 기타 한정 행위 유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 취락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대상 유적
본고의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취락 유적은 중서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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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역, 그 중에서도 경기·인천 지역에서 확인된 총 15개의 취락 유적
이다(그림 1, 표 1).
15개 취락 유적의 시간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취락 편년을 살펴보
면, 중서부 해안 지역의 상대편년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토기 편
년을 수립한 임상택(2006a)의 연구를 큰 틀로 삼고 있다. 임상택(2012)은
기존에 자신이 설정한 토기 편년안을 일부 수정하여 기원전 3600년,
3400년, 3100년, 2300(?)년을 분기점으로 총 4개의 분기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토기 문양에 근거한 형식학적 편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김장
석 양성혁 2001),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자진(2010)은 방사성탄소연대를
참고하여 유적을 총 3개의 분기로 나누고, 그 분기점을 기원전 3500년과
3000년으로 보았다. 한편 김장석 양성혁(2001)은 패총에서 출토되는 토
기 자료의 다양성이 여러 집단의 중복 점유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방사성탄소연대를 고려하여 기원전 3500～3000년을 분기점으로 Ⅰ기와
Ⅱ기로 분류하였다. 소상영(2011a) 역시 세분화된 편년에서 탈피하고 큰
틀에서 신석기 문화의 방향성과 변동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기원전 3500
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양분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된 중서부 지역 신석기
시대의 편년안을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중서부 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편년안
임상택
분기
(2012)
(cal. BC)
Ⅳ기 (말기)
2300?
Ⅲ기 후반
(후기) 전반
3100
3000
Ⅱ기 후반
(중기) 전반
3600
3500
Ⅰ기 후반
(전기) 전반

구자진
(2010)
Ⅲ기

김장석
소상영
양성혁(2001) (2011a)
Ⅱ기

Ⅱ기
Ⅰ기

Ⅰ기

Ⅱ기

Ⅰ기

본고
후기
중기
전기

본고에서는 전기, 중기, 후기의 3시기 편년안을 따르고자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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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7

1

2

3, 4, 5
10
8, 9
12 1311
14
15

1. 삼목도 Ⅲ 2. 영종도 운북동 3. 영종도 중산동(중앙) 4. 영
종도 중산동(한강) 5.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6. 용유도 을왕동 ● 중기 주거지
Ⅲ 7. 용유도 을왕동 Ⅳ 8. 영종도 는들 9. 영종도 운서동 Ⅰ ■ 후기 주거지
10. 시흥 능곡동 11. 안산 신길동 12.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
총 13. 오이도 뒷살막패총 14. 화성 석교리 15. 화성 가재리

<그림 1> 연구 대상 취락 유적의 위치 (구자진·배성혁 2009: 53 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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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취락 유적
시
기
중
기

유적명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Ⅲ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영종도 는들
영종도 중산동
(중앙)
영종도 중산동
후 용유도(한강)
을왕동Ⅲ
용유도 을왕동Ⅳ
기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영종도 운북동
영종도 운서동Ⅰ
화성 가재리
오이도 뒷살막패총

유구수(개)
주거지 무시설식
야외노지 집석유구 수혈유구
24
0
0
0
24
2
2
0
26
0
3
4
19

1

2

1

3

0

0

0

4

0

5

27

4
31
4
2
2
19
3
1
1

0
2
0
0
0
0
0
0
7

54
25
0
0
0
81
12
1
0

0
397
7
0
0
32
7
0
0

기타
-

보고서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始興 陵谷洞遺蹟』.
高麗文化財硏究院, 2009, 『安山 新吉洞 遺蹟』.
미발간
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인천 삼목도 Ⅲ유적 학술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인천 삼목도Ⅲ유적 발굴
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영종도 는들 신석기유
적』.
漢陽大學校博物館, 1999, 『永宗島 文化遺蹟』.
中央文化財硏究院, 2011, 『仁川 中山洞遺蹟』.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인천 중산동 유적』.
구상유구 1 中央文化財硏究院, 2006, 『仁川 乙旺洞遺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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窯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오이도 뒷살막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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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년안이 중서부 해안 지역의 취락 변동 양상을 살펴보는데 가장 적합하
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기’와 ‘후기’를 ‘Ⅱ기’로 묶어 보는 안은 실제
취락 양상이나 토기 양상에 나타나는 중기와 후기의 변화상을 간과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취락은 토기 양식의 변화처럼 각
시기 내에서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세부 단계별 특징이 나타나지 않
으므로, 임상택(2010a)의 안처럼 토기 양식의 세밀한 변화를 모두 고려
하여 각 분기별로 시기를 다시 세분하게 되면 실제 취락의 특징을 왜곡
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 ‘중기’, ‘후기’로만 크게 분류하고자 한다.4) 한편
임상택(2010a, 2012)의 ‘말기’ 구분에 대해서는 대상 유적 중 이에 해당하
는 취락 유적이 오이도 뒷살막패총 1개에 불과하고, 후기의 취락 양상과
비슷한 측면이 많으므로 큰 맥락상 후기에 포함시켜도 무관하다는 판단
하에 ‘후기’로 통칭하였다.5)
이에 따라 본고의 연구 대상 유적 가운데 중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는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Ⅲ, 오이도 가운데살
막 다패총 유적이 있으며,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영종도 는들,6)
영종도 중산동(중앙), 영종도 중산동(한강),7) 용유도 을왕동 Ⅲ, 용유도
4) 대신 동일한 시기 내에서 각 유적의 점유 시기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에는 세분화된 토기 편년(임상택 2012)과 AMS 편년(표 3)을 참고했다. 이에
따라 각 시기별 유적의 분석 순서를 유적의 점유 시기순으로 배열하였다. 세
분화된 토기 편년 내에서도 유사한 시기에 속하는 유적은 가나다순을 따라
배열하였으며, 정확한 세부 시기 추정이 어려운 유적의 경우 해당되는 시기의
마지막에 배열하였다. 자세한 각 유적의 편년 설정 근거는 Ⅲ장에서 설명하였
다.
5) 그러나 말기에 해당하는 유적의 조사 사례가 늘어나고, 후기와는 구분되는 취락 양상
이 확인된다면 새로운 분기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6) 영종도 는들 유적(서울대학교박물관 1999)과 영종도 운서동 젓개마을 유적
(漢陽大學校博物館 1999)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해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
나, 구릉과 구릉 아래 지역으로 서로 인접해 있으므로 영종도 는들 유적으로
통칭하여 하나의 유적으로 파악하였다.
7) 중앙문화재연구원과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내
문화재 발굴조사지역 3구역(중앙)과 4구역(한강)의 발굴 보고서는 영종도 중
산동 유적이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발간되었으나(中央文化財硏究院 2011;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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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후기 유적별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
유적 유구 측정값
(BP)
시
흥
능
곡
동
안
산
신
길
동
삼
목
도
Ⅲ

주2
주4
주6
주7
주9
주11
주12
주13
주16
주18①
주18②
주19
주20
주23
주1
주2
주4
주5
주6
주7
주10
주11
주21
주22
주1①
주1②
주2①
주2②
주3
주4①
주4②
주5①
주5②
주8
주9①
주9②
주9③
주9④
주11①
주11②
야노1①

4730±50
4690±50
4870±50
4830±50
4580±50
4750±60
4520±80
4970±50
4900±50
4840±50
4780±50
4860±50
4800±50
4620±70
4720±50
4530±50
4710±50
4760±50
4620±50
4600±60
4710±80
4530±50
4610±50
4650±50
4700±40
4780±40
4800±80
4670±80
4610±40
4340±50
4310±50
4540±50
4510±80
4480±60
4480±50
4620±40
4460±50
4740±60
4770±60
4530±50
3830±50

보정값
(BC)8)

3636-3375
3632-3366
3772-3530
3710-3385
3511-3099
3645-3373
3498-2930
3940-3649
3793-3539
3750-3390
3655-3377
3765-3525
3694-3381
3630-3103
3636-3373
3632-3370
3635-3371
3645-3377
3627-3118
3621-3101
3655-3344
3483-3031
3623-3111
3631-3343
3622-3371
3648-3382
3758-3371
3643-3119
3519-3126
3094-2885
3091-2872
3492-3091
3495-2926
3361-2936
3360-3013
3520-3138
3346-2944
3641-3372
3653-3376
3483-3031
2464-2141

유적 유구 측정값
(BP)
야노1②
영는 주①
종들 주②
도ㄹ 주③
주1
주4
영 주5
주6
종 주10
도 주12
주22
주24
중 주25
산 주27①
주27②
동 주29
주30
◠
주31
한 야노1
강 야노3
야노5
◡
야노6
야노7
야노26
용을
A-주1
유왕
도동
Ⅲ A-주2
영예
2-주1①
종단
도포
2-주1②
중
산
동 7-주1
영운 1-주1
2-주2
종북 6-주4
6-주8
도동 6-주11
영운
종서
주57
도동
Ⅰ

3840±50
4500±60
4560±40
4480±30
4160±25
3990±50
4180±50
4410±50
4083±23
4190±50
3740±50
4030±50
4260±50
4140±50
3690±50
4240±50
4330±50
4460±50
3780±50
4170±50
4040±50
3780±50
4270±50
3820±50
4510±90
4220±70
4260±60
4220±50
4140±50
4500±60
4240±50
4380±50
3480±50
4430±60
3360±60

보정값
(BC)

2465-2146
3369-2944
3491-3102
3341-3030
2878-2636
2833-2342
2896-2621
3331-2909
2852-2499
2899-2626
2295-1980
2855-2463
3017-2678
2878-2581
2271-1937
3005-2634
3091-2881
3347-2936
2433-2035
2891-2601
2864-2474
2857-2467
3024-2689
2460-2140
3498-2921
3009-2579
3018-2635
2915-2634
2878-2581
3369-2944
3005-2634
3322-2895
1934-1686
3338-2917
1871-1500

문화재연구원 2012), 두 구역은 인접하지 않은 서로 다른 지역 범위이므로 하
나의 유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영종
도 중산동(한강) 유적과 영종도 중산동(중앙) 유적으로 유적명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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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동 Ⅳ, 영종도 예단포-중산동,9) 영종도 운북동, 영종도 운서동 Ⅰ,
화성 가재리, 오이도 뒷살막패총 유적이 있다.
그러나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영종도 는들, 영종도 중산동(중앙),
용유도 을왕동 Ⅲ, 용유도 을왕동 Ⅳ,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영종도 운
서동 Ⅰ, 화성 가재리, 오이도 뒷살막패총 유적의 경우에는 발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전체 취락의 분포 양상을 보기 어렵고, 출토된 유물의 수
가 적으며, 주거지 내부 구조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발굴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락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을 분석하는 자
료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취락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에 대
한 분석에서는 이 유적들을 제외하고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
교리, 삼목도 Ⅲ, 영종도 중산동(한강), 영종도 운북동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전체적인 취락 구조를 파악하는 Ⅴ
장에서는 모든 유적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각 취락이 단독적으로 점유되지 않고, 주변의 자원
획득·처리 장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점유되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취락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취락 유적 이외의 기
타 한정 행위 유적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포함된 기타
한정 행위 유적은 패총 유적 총 60개, 야외노지 유적 총 4개이다.10)

3. 연구 방법
신석기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취락 점유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취락 배치와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모,
유구 구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8) OxCal 4.1 버젼을 사용한 보정값의 2σ(95.4%)값이다.
9)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유적은 보고서상으로는 영종도 유적(高麗文化財硏究院
2009)으로 보고되었으나, 유적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영종도에 위치한 다른 유
적들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발굴 지역의 명칭을 부가하여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유적으로 명명하였다.
10) 이 유적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Ⅴ장의 <표 28>과 <표 29>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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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군집 배치

Ⅰ-1. 단독 군집 배치

Ⅰ-2. 복수 군집 배치

Ⅱ. 분산 배치

<그림 2> 취락 배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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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사용한 용어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취락 배치는 각 취
락을 이루는 주거지 군집의 배치 양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3가지 유형
(Ⅰ-1, Ⅰ-2, Ⅱ)을 설정하였다(그림 2). 먼저 취락 내 각 주거지 간의 배
치에 따라, 다수의 주거지가 특정 지점에 밀집하여 군집을 이루는 군집
배치(Ⅰ)와 주거지가 밀집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 1기씩 퍼져서 배치하는
분산 배치(Ⅱ)로 크게 나누었다. 군집 배치의 경우 하나의 군집이 단독으
로 취락을 형성하는 단독 군집 배치(Ⅰ-1)와 여러 개의 군집이 모여서
취락을 형성하는 복수 군집 배치(Ⅰ-2)로 세분하였다.
주거지 내부 구조는 주거지 내부에 설치된 노지, 주공, 수혈, 구상유
구 등과 같은 시설의 개수와 배치 양상을 의미하며, 주공과 노지, 수혈
배치의 정형성이 높은 경우를 단순한 구조로, 주공과 노지, 수혈 배치의
정형성이 떨어지며 많은 수가 설치된 경우를 복잡한 구조로 분류하였다.
한편 취락 규모는 동시기에 점유되어 함께 생활했던 규모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몇 개의 주거지(군집)가 동시에 점유되어 취락을 이루었으며,
몇 차례에 걸쳐 점유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구 구성은 취락 내에서 확인되는 유구들의 구성을 의미
하며, 확인되는 유구에 따라 주거지만으로 이루어진 주거지 위주의 구성
또는 주거지와 기타 유구가 공반하는 유구 구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본고
에서 취락 점유 양상이라는 용어는 취락 배치,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모, 유구 구성의 네 가지 용어를 종합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락 규모를 밝히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취락 내 주거지들의 동시기성을 검토하여 특정 시기에 몇 기의 주거지가
동시에 점유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구자진 2008, 2010, 임상택 2010a), 유
구의 중복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층위의 구분이 어렵고, 유
물상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본격적인 검증을 실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지 않
고, 유적에서 나타난 전체 취락 규모만을 놓고 유적을 대규모 또는 소규
모로 분류하는 것은 실제 취락의 점유 양상을 왜곡할 수 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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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 지역 취락 유적들의 주거지 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유
적에서 유구 간의 중복 관계가 확인되었으므로, 모든 유구가 동시기에
점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취락의 동시기성 검증을 목적으로 각 유적에 대한 취락
배치,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모, 유구 구성을 통해 해당 유적을 하나
의 취락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몇 단계로 취락의 점
유가 나누어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체 유적에 분포한 주거지의 밀
집도, 주거지 간의 간격, 유구 간의 중복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시
기에 점유된 취락의 배치 양상을 파악하고, 노지 및 주공, 수혈의 개수와
분포를 분석하여 주거지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취락 배치와 주
거지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시기에 점유된 취락의 규
모를 파악한 뒤에는 각 취락의 유구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구 조성 양상을 통해 각 취락에서 어떤 방식의 생계 활
동이 이루어졌는지와 취락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실제로 당시에 사용하였던 도구는 목기와 골각기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었을 것이나, 보존상의 문제로 분석 가능할 정도의 양이
고고학 자료로 남게 되는 도구는 석기가 거의 유일하다. 본고에서 다루
는 신석기시대 중·후기의 유적 역시 다른 종류의 도구는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석기만 확인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시도하는 도구 조성 양상에 대
한 분석은 곧 석기의 조성 양상에 대한 분석이 된다.11)
연구 대상 유적의 전체 석기를 분석한 결과,12) 고석, 대석, 갈돌, 갈
11) 한 취락 유적의 주거지들이 시기차를 두고 점유되었을 경우 주거지별로 서로 다른
유물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유적들의 경우, 주거지 간 유물상
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실제 동시기에 점유된 취락 규모가 아닌 유적 전체 규모
로 석기 조성 양상을 확대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실시하는 실제 석기 조성 양상에 대한 분석은 유적 전체의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12) 본고의 연구 대상 시기 및 지역에 적절한 석기 분류안을 수립하기 위해, 화
성 석교리, 삼목도 Ⅲ, 영종도 중산동(한강),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서 출토된
모든 석기를 직접 관찰하였고, 그 결과로 얻은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석기 분
류안을 수립하였다.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보고서의 도면으로 살펴본 나머지
유적 출토 석기의 경우에는 실물로 관찰했을 때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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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석창, 석촉, 찔개살,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석도, 장신
구, 어망추 그리고 석기 제작 과정의 산물 또는 용도를 알기 힘든 석기
를 포함한 기타(석재, 미완성석기, 박편석기, 원반형석기, 용도미상석기
등)의 총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4). ‘기타’ 유형의 경우 정확한
기능 파악이 어려운 석기들이 있어 각 취락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을 확
인하기 위한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나, 유적 전체의 석기 조성 양
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출토 현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 분석 및 분류 대상으로 삼은 석기의 유형은 총 15가지이다(그림
3).
<표 4> 연구 대상 유적 출토 석기의 유형 및 기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유형
추정 기능13)
고석
식료자원 가공: 찧기
대석
식료자원 가공: 찧기
갈돌
식료자원 가공: 갈기
갈판
식료자원 가공: 갈기
석창
식료자원 획득: 수렵 및 어로
석촉
식료자원 획득: 수렵 및 어로
찔개살
식료자원 획득: 수렵 및 어로
굴지구
식료자원 획득 및 건설: 굴토
합인석부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마제석부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끌
목재 가공 및 처리: 깎기
지석
석기 제작, 마연
석도
자르기
장신구
장식
어망추
식료자원 획득: 어로
기타 석재, 미완성석기, 박편석기, 원반형석기, 용도미상석기 등

분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석기 분류안에 따른 석기의 분류 결과는
각 유적 보고서의 분류 결과와 차이가 있다.
13) 표에서 제시한 ‘추정 기능’은 각 석기 유형의 대표적인 기능을 열거한 것이며, 각 유
적별 석기의 사용 방식에 대하여는 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18 -

<그림 3> 연구 대상 유적 출토 석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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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석기 유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면,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은 식료
자원 가공과 관련된 석기라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석기 유형들
이다. 고석은 대석과 짝을 지어 찧는 행위를 위해 사용되고, 갈돌은 갈판
과 짝을 지어 가는 행위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유적에 따라서는 이러
한 한 가지의 용도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확인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는 갈돌과 갈판 대신에 고석과 갈
돌이 짝을 이루어 고석이 갈돌 역할을 하고 갈돌이 갈판 역할을 하여 사
용되었고(박준범 2010),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는 갈판이 대석 대
용으로, 또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는 갈돌이 고석 겸용으로 사용되는 사
례를 확인했다.14) 이렇듯 석기가 다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석기 분류에
있어서 그 형태 및 사용흔을 통해 중심이 되는 기능과 부가되는 기능을
분리한 뒤, 중심이 되는 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갈돌과 갈판에 대한 전분 분석 결과 도토리, 견과류, 곡물의 전분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Judith Field 2010), 갈돌과 갈판이 각종 식물 자원의
가공에 사용된 사실은 분명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석과 대석 역시
찧는 행위에 특화되어 식물 자원의 가공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한편으로는 토기에 넣을 비짐을 만들기 위해 석재를 가는 것과 같
은 기타 용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15)
석창과 석촉, 찔개살은 모두 projectile points의 범주에 속하는 도구들
로 식료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수렵 및 어로 행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기들이다. 석창과 석촉, 찔개살을 각각 따로 구분하여 분류한
것은 연구 대상 석기에 대한 분석 결과, 시기에 따라 각각의 출토 빈도
및 출토 유무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석기들이 projectile
points라는 커다란 범주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시기
14) 고석 대용으로 사용된 갈돌에서는 끝부분에서 찧은 흔적이 관찰되었고, 대
석 대용으로 사용된 갈판에서는 고석 등으로 내려 찧어 패인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15) 각 유적별 석기 조성 양상을 분석한 부분(Ⅳ장)에서는 실제 해당 유적의 석기 관찰
결과를 통해 이러한 석기의 다양한 부가적인 기능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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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역에 따라 중심적으로 사용되는 석기가 변화했다는 것은 석기를
제작한 사람들의 특별한 선호 또는 이용 목적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석창을 장거리에 위치한 목표물을 포획 가능한 석촉, 찔
개살과 달리 근거리에 위치한 목표물을 포획할 때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석촉과 찔개살보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파괴력을 가지고 대형의
목표물을 포획할 때 이용했던 도구(하인수 2005)로 정의하였다. 또한 석
촉은 머리 부분과 밑부분이 긴 공백 없이 연결되는 비교적 짧은 신부(身
部)를 가졌으며 밑부분에 날개가 달린 형태이다. 석촉과 비교하여 찔개
살은 머리 부분과 밑부분을 연결하는 신부가 길며 밑부분에는 날개가 있
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혼재하는 형태를 가졌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신석기시대 석부는 주로 제작방법과 형태의 차이를 바탕으로 분류되
어 왔으며(김선지 2000; 林尙澤 2001; 池健吉 安承模 1983 등), 형태의
차이가 기능의 차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용흔을 통한 분류도 시도된 바 있다(윤지연 2006). 본고에서
는 연구 대상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부를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굴지구는 굴토 행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제석부로 따비, 괭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대상 유적의
경우 정확히 그 세부 기종을 분류하기 어려운 형태의 굴지구들이 확인되
어 무리한 세부 기종 분류에 따른 왜곡을 막기 위해 굴지구로 용어를 통
칭하였다.
합인석부는 인부 단면이 합인인 마제석부로 벌채 또는 목재 가공 및
처리용(규모가 작은 경우)으로 사용된 석기로 보았다. 마제석부는 일반
적으로 합인석부를 포함하는 더 큰 범주의 개념이나, 본고에서는 인부가
훼손되었거나 전체적인 형태의 훼손도가 높아 정확한 기종을 분류하기
어려운 종류의 각종 마제석부를 모두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끌
은 대상 지역의 석부 중에서 확실히 분류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따
로 구분하였다. 주로 인부 마제이며, 형태는 제형 또는 장방형 평면에 인
부 단면이 한 쪽에 기울어진 단인인 형태가 확인된다. 용도는 깎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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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목재 가공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석은 석기 제작과 관련하여 마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석기를 지
칭한다. 대상 유적들에서는 최초의 거친 면을 마연하는 표면이 거친 1차
마연용 지석과 세부적으로 정교한 마연면을 다듬는 용도의 2차 마연용
지석이 모두 확인되었다.
석도는 자르는 행위와 관련된 도구로, 비교적 납작하고 얇은 판상에
둥근 날 부분을 가지는 석기를 지칭하기 위해 따로 분류하였다.
한편 장신구는 생계 활동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석기 유형이
나, 전반적인 사회 구조 또는 사람들의 의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함의
를 가지며 실제 유적에서 이루어졌던 생활 방식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어망추는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기능을 갖춘 석기로 사
용되기 때문에 그 출토 빈도에 대해 다른 석기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비
교할 수 없어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林尙澤 2001)
절대적인 출토량만으로 생계 방식을 결정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었다(윤
정국 2011).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유적들의 경우 어망추가 출토되는
유적이 3개 유적에 한하고, 그 출토량도 한 유적당 총 5개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적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석기 조성 비율을 왜곡할 가
능성이 적고, 오히려 어망추의 출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유적 간의 석
기 조성 양상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하
나의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이 분류한 15개의 석기 유형이 각 취락 유적별로 어떠한 조
합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석기 유형의 조성 양상, 즉 출
토 빈도만을 확인하기에는 석기의 전체 수가 적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왜
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여 석기의 조성비를 고르게 파악하기
위해 李俊貞(2002)에 의해 패총 유적에 대한 분석에서 실시된 바 있는
석기 조성의 다양도(diversity)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16) 석기
16) 다양도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장석 양성혁(2001)과 李俊貞(2002)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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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양상의 다양도는 균등도(evenness)와 풍부도(richness)를 통해 측정
될 수 있다(Chatters 1987). 풍부도는 한 유적에서 출토된 전체 석기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지, 즉 나눌 수 있는 유형의 개수를 의미
하는 개념이며, 균등도는 각 석기 유형에서 각각 얼마만큼의 석기가 어
느 정도로 균등하게 출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Grayson 1984
).17) 풍부도와 균등도를 참고하여 각 유적별 석기 조성의 다양도를 확인
한 뒤, 시기에 따라 석기 다양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 고찰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한 취락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을 종합하여 신석기시대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경기
인천 지역의 취락 구조를 파악하고 시기에 따른 취락 구조의 변화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7) 균등도는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Chatters 1987; Pielou 1966).

   



   log 



log 

(ni = I번째 유형에 속하는 유물의 개수, n = 총 유물의 개수,
s = 전체 유물 유형의 개수)
균등도의 값은 0.0(전체 유물 조성이 하나의 유형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서 1.0(각
유형에서 동일한 수의 유물이 존재하는 경우)까지 분포할 수 있다(Chatter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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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취락의 점유 양상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 취락 유적별로 취락 배치 양상을 살펴보고 주
거지의 형태 및 주거지 내부 구조를 파악한 뒤, 동시기에 점유된 취락의
규모와 유구 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지역인 중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최근 다양한 점유 양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규모의 취락 유적들이 많이 조사되었다. Ⅱ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 유적에서 확인된 전체 주거지 총수로 그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곧 하나의 동시기 취락 점유 규모로 이해하는 경
향이 있었다. 각 주거지의 동시기성 문제는 취락 구조를 설명하기에 앞
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다(Dewar 1991). 확실히 구분되는 문
화층에 따라 주거지가 발견되는 예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취락의 점
유 시기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적어
도 유구 배치와 중복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적 내에 분포하는
주거지들이 각 시기마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동시에 점유되었는지를 검
증해 보려는 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취락 유적들은 크게 20기 이상의 주거지가
확인된 취락 유적과 5기 이하의 주거지(대부분 1～4기)가 확인된 취락
유적으로 양분된다(표 1).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최종적으
로 확인된 주거지의 총수가 곧 취락이 점유되었던 규모 그 자체와 반드
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사된 결과만을 놓고 취락이 대
규모였는지 소규모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기 이상의
주거지가 확인된 유적들도 각 시기별로 5기 이하의 점유 규모로 나뉘어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 대상 지역에서 현재까
지 조사된 취락 유적들을 대상으로 유적별로 유구의 배치(밀집도와 간
격) 및 중복 관계, 주거지 내부 시설(수혈, 주공, 노지 등)의 배치 및 개
수, AMS 편년 등을 살펴봄으로써 동시기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취
락 배치와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모와 유구 구성과 같은 취락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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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중기 취락 유적
중기의 취락 유적은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Ⅲ,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유적으로 모두 5개 유적이다. 이 가운데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유적은 조사된 주거지가 3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 3기 모두 벽선 일부만 남아 있고 내부 시설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고,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Ⅲ 유적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시흥 능곡동 유적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는 총 24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고, 기타 유구
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시흥 능곡동 유적의
취락은 해안에 위치한 구릉의 정상부와 능선(해발 29～33m)에 입지한다.
유구 배치를 살펴보면, 24기의 주거지들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4-①).18)
시흥 능곡동 유적의 주거지 형태는 이후 살펴볼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유적과 유사한 이 지역 중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한 변
의 길이가 평균 3～4m인 방형 평면에 4주식의 주공 배치를 가지며, 중
앙에는 수혈식 노지가 설치되어 있다(표 5). 훼손이 심해 정확한 내부 구
조를 알기 힘든 주거지(1호, 8호, 16호, 19호, 22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같은 정형성을 보인다. 노지는 모든 주거지에서 단 1기씩만 확
18) 시흥 능곡동 유적은 이후 살펴볼 다른 중기 취락 유적들에서 반경 50m의
범위에 원형으로 주거지 군집이 형성되는 것과 달리, 반경 100m의 넓은 범위
에 타원형으로 길게 주거지 군집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동
일한 군집 배치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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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형 주거지
■ 2형 주거지

②

③

<그림 4> 시흥 능곡동 유적의 유구 배치도(①)와 주거지 평면·단면
도(② 4호 주거지, ③ 24호 주거지) (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37의 도
면 8, 51의 도면 16, 165의 도면 8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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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며, 주공 배치 역시 네 모서리에 집중하여 주기둥과 보조기둥이 모
여 있는 단순한 내부 구조를 보인다. 주거지 크기에 따라 장축 2～3m의
소형 주거지(1형, 그림 4-②)와 장축 4～5m의 대형 주거지(2형, 그림 4③)로 나눌 수 있지만,19) 내부 구조에 차이가 전혀 없으며 취락 전체 분
포 범위에 골고루 섞여서 배치되어 있다.
<표 5> 시흥 능곡동 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수혈
노지
길이
주공
해당주거지 개수
종류 형태 (m) 배치 (개) 형태 개수 기타
시설
(호)
20)
1, 2, 3, 4, 5,
6, 8, 9, 10, 14
1 방형 2～3 4주식 14.7 수혈식 1
단시설,21) 11,19, 14,20, 17,22
구상유구 7, 12, 13,
2 방형 4～5 4주식 17.8 수혈식 1
15, 16, 18, 9
21, 23, 24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는 중기 유적 중 유일하게 주거지 간의 중복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석유구, 수혈유구 등의 기타 유구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22) 또한 주거지 내부 구조에서도 각종 보수 및 공간 확장의 흔적
19) 본고의 목적은 중·후기의 전체적인 주거지 형식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취락에서 나타나는 주거지 종류를 파악하고 각 주거지 종류의 분포 양
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취락 배치와 취락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 사용한 용어 ‘-형’은 주거지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유 시기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 구조 차이를 개별 유적별로 상정한 개
념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20) 완형으로 보존된 주거지 내에서 확인된 수혈의 평균 개수.
21) 본고에서는 벽 주변에 주거지의 바닥면보다 높게 형성된 생활면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22) 시흥 능곡동 유적은 전체 조사면적이 48,000m2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1/7
정도 면적에서만 신석기시대 유구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사된 유구 양상이
당시의 취락 내 유구 양상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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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AMS 연대,23) 토기 문양24) 및 석기상에서도
주거지 간의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의 자료로는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 점유 시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주거지
군집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적 동일한 시점에 전체 주거지가
하나의 취락으로 점유되었다고 추정된다. 설령 전체 주거지가 동시기에
점유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거지의 중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일정
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배치되어 있는 양상을 볼 때, 이전 주거지의 존
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거지의 조성이 이루어졌
으며 따라서 주거지 간의 시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 능곡동 유적은 기타 유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직 주거지만
확인되었으므로 유구 구성에 있어 주거지로만 이루어진 취락을 이루었다
고 할 수 있다. 이상 시흥 능곡동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의 특징을 정리
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시흥 능곡동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항목
취락 배치
취락 규모
유구 구성
주거지 내부 구조

단독 군집 배치
20기 내외 주거지
주거지
단순

내용

(2) 안산 신길동 유적
안산 신길동 유적에서는 총 24기의 주거지와 2기의 노지, 2기의 집석
23) 시흥 능곡동 유적의 편년은 AMS 연대 측정 결과 3793～2930 cal. BC의 연
대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거지의 종류 차이에 따른 AMS 연
대의 구분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24) 시흥 능곡동 유적은 2부위 시문을 한 구분문계 토기와 동일문계 횡주어골
문 토기, 구연한정시문 토기가 공반되는(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중기 이른
시기의 토기상이 나타나는데(임상택 2012), 각 주거지별로 출토되는 토기 양
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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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25)가 조사되었다(高麗文化財硏究院 2009). Ⅲ지점에서 단독으로 확
인된 주거지 1기는 전체 취락 양상을 살펴보는 자료로는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고, Ⅳ지점에서 확인된 23기의 주거지와 기타 유구를 대상으로 안
산 신길동 유적의 취락 구조를 살펴보았다. 안산 신길동 유적의 취락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해발 18～20m의 완만한 구릉에 입지한다. 취락의
배치는 크게 동-서 방향으로 2개의 군집으로 나뉘는데, 13기의 주거지(1
호～11호, 21호, 22호 주거지)와 1기의 노지, 2기의 집석유구가 서쪽 군
집(군집 1)에 밀집하고, 10기의 주거지(12호～20호, 23호 주거지)와 1기
의 노지가 동쪽 군집(군집 2)에 밀집한다. 주거지들은 두 개의 군집 내에
서 중복 없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그림 5-①).
주거지의 형태는 대부분 방형 평면에 중앙에 하나의 수혈식 노지가
설치되고 4주식의 기둥 배치를 가지는 중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
며, 예외적으로 15호 주거지에서는 6주식의 기둥 배치가 확인되었고, 1
호, 15호 주거지에서는 2개의 수혈식 노지가 확인되었다.26) 군집 2에 위
치한 주거지와 군집 1에 위치한 주거지는 서로 특별한 차이 없이 정형성
있는 주공 및 수혈 배치가 나타나고, 평균적으로 1개의 노지와 12개 정
도로 적은 수의 수혈이 설치된 매우 단순한 구조를 보이며, 규모가 작은
주거지(1형, 그림 5-②)와 주거지 내부에 단시설과 구상유구가 설치된
규모가 큰 주거지(2형, 그림 5-③)가 공존하는 양상이 공통적으로 나타
난다. 군집 1에서는 13기의 주거지 중 1형 주거지가 2기(1호, 5호 주거
지)에 불과하고 나머지 11기는 2형 주거지인 반면, 군집 2에서는 10기의
주거지 중 1형 주거지와 2형 주거지가 각각 5기씩 고르게 분포한다(표
7).
25) 보고서에는 수혈유구로 명명하였으나(高麗文化財硏究院 2009: 97, 100), 도
면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내부에 할석재가 채워져 있는 형태로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집석유구로 분류하였다.
26) 안산 신길동 유적 취락 내 주거지 구조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취락을 구성
하는 주요한 주거지 종류는 본고에서 분류한 1형과 2형 주거지이며, 큰 범주
에서 볼 때 1형과 2형 주거지에 1호 주거지와 15호 주거지가 포함되므로 1호
주거지와 15호 주거지의 사례는 예외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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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집 1
군집 2

②

△ 1형 주거지

V 노지

□ 2형 주거지

+ 집석유구

③

<그림 5> 안산 신길동 유적의 유구 배치도(①)와 주거지 평면·단면
도(② 3호 주거지, ③ 13호 주거지) (京畿文化財硏究院 2009: 17의 도
면 1, 27의 도면 9, 59의 도면 35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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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안산 신길동 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노지
주공 수혈
기타 해당주거지 개수
종류 형태 길이
(m) 배치 (개) 형태 개수 시설
(호)
2, 3, 4, 6, 7,
1 방형 2～3 4주식 11.4 수혈식 1
- 12,8, 9,18,10,19,11,20, 16
21, 22, 23
단시설,
1,
2 방형 4～5 4주식 13.5 수혈식 1～2 구상유구 15,5, 16,13, 1714, 7

유구 간 중복 관계를 살펴보면 주거지 간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지만
주거지와 기타 유구 간의 중복은 확인된다. 군집 1에서는 1호 주거지에
서 층위상 주거지 폐기 이후 설치된 노지(노지 3)가 확인되었고, 21호 주
거지와 22호 주거지에서 주거지 폐기 이후 설치된 집석유구의 중복이 확
인되었다. 주거지 폐기 이후 주거지 위에 설치된 시설 대부분이 주거지
의 벽 주변에 위치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사하게 군집 2의 23호 주
거지의 경우 서벽에 노지가 위치하는데,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그 조성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거지
가 폐기된 이후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3호 주
거지의 벽가에 설치된 노지를 별도의 독립 노지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안산 신길동 유적은 구릉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나뉘어서 주
거지와 기타 유구가 배치되어 있지만 주거지의 내부 구조 및 배치 간격
상으로는 두 군집 간의 뚜렷한 시기차를 간취해낼 수 없다. 또한 군집
별로 차이 없이 AMS 연대폭(3655～3031 cal. BC)(표 3) 안에 고르게 포
함되는 것과 토기 편년 결과27) 역시 두 군집의 점유 시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한편 각 군집 내에 분포하는 주거지 역
시 주거지 간의 중복이 나타나지 않고, 시기차를 구분할 수 있는 유물상
27) 안산 신길동 유적은 구연부 단사선문에 동체부 찰과상 다치횡주어골문, 저
부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 구분문계토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동일문계토기
에서도 다치횡주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는 양상이 유적 전체에서 확인되었음을
볼 때, 중기 이른 시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임상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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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AMS 편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점유되
었다고 추정된다.
두 개의 군집으로 주거지 배치가 분리되어 있는 양상을 볼 때 두 군
집에서 시기차를 두고 점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이를 증명해줄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안산 신길동 유적은 10기 내외의 주거지로 구성된 각 군집별로 두 시기
에 걸쳐 단독적으로 점유되었을 가능성보다는 두 군집이 모두 함께 동시
기에 20기 내외로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안산 신길동 유적의 취락 내 유구 구성은 주거지 폐기 후에 노지와
집석유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위주의 구성을 이루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상 안산 신길동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안산 신길동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항목
취락 배치
취락 규모
유구 구성
주거지 내부 구조

내용
복수 군집 배치
총 20기 내외 주거지 (10기 내외 주거지 → 2개 군집)
주거지 + (폐기후 노지, 집석유구)
단순

(3) 화성 석교리 유적
화성 석교리 유적28)에서는 총 26기의 주거지와 3기의 집석유구, 4기
의 수혈유구가 조사되었다(조성호·박윤주 2011). 화성 석교리 유적의 취
락은 해안에 위치한 해발 20～34m의 두 구릉에 걸쳐 입지한다. 화성 석
교리 유적은 도로 건설 예정 구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기 때
문에 구릉의 일부만 조사되었는데, 조사 범위의 경계에 걸쳐서 주거지가
28) 화성 석교리 유적의 경우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지만, 화성 석교리
유적 발굴 조사에 참여(2011년 3월～2011년 6월)한 필자의 경험과 약보고서
및 각종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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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예로 보아 실제 취락 범위는 더 확장될 것으로 생각된다. 취락은
두 구릉에 각각 군집을 이루며 두 개의 군으로 나뉘어 분포하는데, 26기
의 주거지 중 11기(1호～11호 주거지)는 북쪽 군집(군집 1)에, 15기(12
호～26호 주거지)는 남쪽 군집(군집 2)에 각각 위치한다(그림 6-①).
화성 석교리 유적의 주거지 역시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유적과
마찬가지로 4주식 주공 배치를 가지는 방형계 평면에 중앙 수혈식 노지
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시설과 집석시설, 구상유구가 설치된 주거
지도 확인된다(그림 6-②, ③, 표 9). 주거지의 크기는 한 변의 장축이
3～4m인 것이 보통이나, 군집 2에 위치한 18호 주거지의 경우 장축이
5m를 넘는 대형이다.
두 군집의 주거지를 비교하면 잔존 상태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관찰되
는데, 군집 2보다 군집 1의 주거지가 위치한 구릉의 경사가 심하기 때문
에 군집 1의 주거지 대부분은 남단부가 유실되어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
었다. 또한 내부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체 주거지 중 6기의 주거지에서
단시설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4기가 군집 1에 위치한다. 보고자(조성호·
박윤주 2011: 239)는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 단시설은 특별한 의도와 목
적을 가지고 조성된 것이 아니라 경사가 심한 지형 조건 때문에 형성된
시설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군집 1의 주거지가 군집 2의 주거지에 비해
정형성이 떨어지는 양상이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이는 각
군집이 점유된 시기차를 반영할 가능성보다는 각 주거지 군집이 위치한
입지상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29)

29) 그러나 군집 1의 주거지에서 군집 2에서 조사되지 않은 원형계 주거지가 2
기 조사된 점(1호, 7호 주거지)으로 보아, 입지상의 차이 이외에 두 군집의 주
거지 간에 구조상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주거지 내부 구조와 출토된 유물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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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집 1

군집 2

+ 집석유구
주거지 추가
존재 가능성
높은 지역

②

③

<그림 6> 화성 석교리 유적의 유구 배치도(①)와 주거지 사진(② 1
호 주거지, ③ 23호 주거지) (전문가검토회의 발표 자료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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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화성 석교리 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형태
방형

크기
(m)
3～4

노지
주공 수혈
기타
배치 (개수)30) 형태 개수
집석유구,
4주식 ? 수혈식 1 단시설,
구상유구

한편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간의 중복 관계가 나타나는데
군집 1에 있는 5호 주거지와 6호 주거지가 서로 중복되어 있다. 층위상
5호 주거지가 먼저 조성되었고 6호 주거지는 5호 주거지를 파괴하고 그
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조성호·박윤주 2011: 233). 이러한 유구 간의
중복 관계, 특히 주거지 간의 중복이 군집 1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군집 1 내의 주거지가 모두 같은 시기에 점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안에서도 점유 시기가 세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복된 주거지
(5호, 6호 주거지)의 내부 구조 및 유물상에서 구분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두 주거지 간의 시기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다.
그 밖에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 양상은 군집 2에 위치한 두 주거
지에서 확인되었다. 15호 주거지에서 2기의 집석유구, 18호 주거지에서 1
기의 집석유구가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퇴적층 상면에서 중복되었다. 보
고서가 발간되고 AMS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온 뒤에 더욱 확실해지겠으
나, 토기상으로만 보았을 때 중복된 유구와 주거지 간에는 큰 차이가 관
찰되지 않으므로 중복된 유구들은 주거지 폐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성 석교리 유적의 취락은 두 개의 군집으로 나뉘어 위치하
고 있지만 점유 시기가 구분되지 않으며, 비교적 동일한 시점에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여 점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 군집에서 확인된 주거지
역시 중복 관계가 군집 1의 주거지 2기에서만 확인되고 나머지 주거지에
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벽선이 인접하여 조성된 주거지도
30) 보고서 미발간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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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일 시기에 점유되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각 군집에서 11기, 15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것으로 보
아 군집의 규모는 10기 내외로 추정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성 석
교리 유적의 발굴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유적의 조사되지 않은 서쪽 부분
에서 주거지가 더 확인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군집의 규모는 10기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 석교리 유적의 유구 구성은 주거지 폐기후 조성된 집석유구를
제외하면 수혈과 주거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상 화성 석교리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화성 석교리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항목
취락 배치
취락 규모
유구 구성
주거지 구조

내용
복수 군집 배치
총 20기 이상 주거지 (10기 이상 주거지 → 2개 군집)
주거지+ 수혈유구 + (폐기후 집석유구)
단순

(4) 삼목도 Ⅲ 유적
삼목도 Ⅲ 유적에서는 19기의 주거지31)와 1기의 노지, 2기의 집석유
구, 1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2009). 삼목도
Ⅲ 유적의 취락은 섬에 위치한 해발 13～24m의 구릉에 입지하는데, 해
발 13～21m 지점에 대부분의 주거지와 유구가 밀집하여 위치하며, 주거
지 1기(17호)와 집석유구 1기(1호)만이 해발 24m 지점에 군집과 떨어져
위치한다(그림 7-①).
31) 삼목도 Ⅲ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 중 16호 주거지는 발굴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려우나, 보고자는 유구의 평면 형태로 보아
3～4기의 주거지가 중복된 것으로 파악하였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본고
역시 평면 형태의 관찰을 통해 3기의 주거지가 중복되었다고 판단하고, 주거
지 개수를 1기가 아닌 3기의 주거지로 나누어 주거지 총 개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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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집 2
(2형 주거지)

군집 1
(1형 주거지)
V 노지
+ 집석유구
X 수혈유구
②

③

<그림 7> 삼목도 Ⅲ 유적의 유구 배치도(①)와 주거지 평면·단면도
(② 6호 주거지, ③ 11호 주거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142의 그림
4, 158의 그림 22, 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42의 삽도 1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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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도 Ⅲ 유적의 주거지 형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한 변이 3m 내외의 방형 평면에 중앙에 위치한 노지 1～2개와 4주식 주
공 배치, 평균 20개를 넘지 않는 수혈을 지닌 단순한 구조의 소형 주거
지이며(1형, 그림 7-②), 다른 하나는 한 변이 4m 이상의 방형 또는 원
형이며 3～4개의 노지와 정형성이 떨어지는 주공 배치, 평균 60개 이상
의 수혈과 단시설 등 복잡한 내부 시설을 갖춘 대형 주거지이다(2형, 그
림 7-③)(표 11). 1형 주거지에 해당하는 유구는 1호,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16호 주거지이며, 2형 주거지에 해당하는 유구는 5호, 9호, 10
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7호 주거지이다. 한편 2형 주거지 중
10호, 12호, 13호 주거지와 1형 주거지 중 3호, 7호, 8호, 16호 주거지는
파괴가 심하거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구조를 확인하지 못
하였으나, 평면 형태와 배치 양상, 주변 주거지들과의 관계를 근거로 종
류를 나누었다. 이 두 종류의 주거지들은 서로 구분되는 배치 양상을 보
이는데, 규모가 작고 단순한 내부 시설을 갖춘 1형 주거지들은 구릉의
아래쪽(해발 13～18m)에 위치하고(군집 1), 규모가 크고 복잡한 내부 시
설을 갖춘 2형 주거지들은 구릉의 위쪽(해발 18～24m)에 위치하는 경향
이 있다(군집 2)(그림 7-①).
<표 11> 삼목도 Ⅲ 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노지
주공 수혈
기타
종류 형태 길이
(m) 배치 (개) 형태 개수 시설
1 방형 3～4 4주식 16.2 수혈식 1～2 단시설
수혈식, 3～4 단시설,
2 원형,
5～8
4주식
56.6
출입구
방형
점토둑식
시설(?)

해당주거지 개수
(호)
1, 2, 3, 4,
6, 7, 8, 16 10
5, 9, 10,
11, 12, 13, 9
14, 15, 17

주거지 형태와 내부 구조만을 놓고 본다면 1형 주거지는 시흥 능곡
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중기의 전형
적인 주거지 형태이고, 2형 주거지는 후기 유적들(영종도 중산동(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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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중산동(한강), 용유도 을왕동 Ⅲ, 영종도 운북동 유적 등)에서 주
로 나타나는 주거지 형태이다. 삼목도 Ⅲ 유적은 토기 편년32)으로 볼 때,
시흥 능곡동 및 안산 신길동 유적보다는 늦은 시기에 점유된 것으로 판
단되는데, 중기 형태의 주거지 이외에도 후기 형태의 주거지가 확인된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형 주거지를 1형 주
거지와 함께 중기로 편년한 것은 AMS 편년상 2형 주거지와 1형 주거지
의 시기차가 구분되지 않고,33) 유사한 토기상을 보이기 때문이다(서울대
학교박물관 2009).
AMS 편년으로는 두 군집 간의 시차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지만, 주거
지의 서로 다른 내부 구조와 그에 따른 구분되는 배치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삼목도 Ⅲ 유적의 취락은 모두 동시기에 점유된 것이 아니
라 적어도 2단계 이상으로 나뉘어 점유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구릉 아래
쪽의 1형 주거지들(군집 1)이 점유되었던 시기와 구릉 위쪽의 2형 주거
지들(군집 2)이 점유되었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각 점유 시기 내에서도 유구 간의 중복 관계가 확인되므로, 점
유 시기가 더 세분될 가능성도 있다. 각 유구 간의 중복 관계를 살펴보
면 구릉 아래쪽 1형 주거지의 경우 주거지 간의 중복이 16호 주거지에서
관찰된다. 16호 주거지는 유구의 평면 형태로 보아 3～4기의 주거지가
중복된 것으로 파악된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구릉 위쪽 2형 주거지
의 경우 주거지 간의 중복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10호와 15호 주거지의
벽선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시기차를 가지고 조성
32) 삼목도 Ⅲ 유적은 구분문계토기 중 종주어골문이 적고 사선대문이 많으며
동체 이하를 무문양으로 남겨둔 것이 많다는 점으로 보아 연대가 많이 올라
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일문계 토기(서해안식 토기)가 함께 출토되
는 것(서울대학교박물관 2009)으로 보아 중기의 늦은 시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임상택 2012).
33) 삼목도 Ⅲ 유적의 AMS 편년은 대체로 3700～3300, 2400 cal. BC에 포함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대부분의 주거지 편년은 3700～3300 cal. BC에
몰려 있고, 야외노지의 편년만 주거지와 동떨어져 2400 cal. BC 전후에 위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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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점유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 역시 확인되
는데, 층위로 볼 때 대부분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7, 2009), 군집 2의 11호 주거지에서는 노
지,34) 17호 주거지에서는 1호 집석유구의 중복 양상이 확인되었고, 군집
1의 4호 주거지에서는 벽 근처에 수혈유구35)의 중복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 이외의 유구 4기 가운데 3기가 주거지가 폐기된 이
후 그 위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36)
따라서 삼목도 Ⅲ 유적의 점유 단계는 최소 2단계 이상이며, 주거지
간의 중복 관계와 주거지와 기타 유구 간의 중복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각 점유 단계 내에서도 점유 시기가 세분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으로 삼목도 Ⅲ 유적의 발굴 범위 주변이 토취 작업으로 훼손되었음을
고려한다면(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현재까지는 구릉 위쪽에서 약 9기
의 주거지, 구릉 아래쪽에서 약 10기의 주거지가 확인되나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주거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함께 각
군집 내에서도 동시기 취락 규모가 세분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때 삼목
도 Ⅲ 유적의 취락은 각 점유 시기마다 10기 이상의 규모로 점유되었다
고 생각한다.
삼목도 Ⅲ 유적의 유구 구성은 군집 1과 군집 2 모두 주거지 이외에
기타 유구 대부분이 주거지 폐기 이후 설치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 위주
의 유구 구성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이상 삼목도 Ⅲ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34) 노지는 삼목도 Ⅲ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는 수혈식 노지가 아닌 상부에 점
토를 두른 시설을 갖춘 형태이다.
35) 수혈유구는 타원형 형태에 120×150cm 규모이며, 토기 2개체가 함께 묻힌
것으로 보아 저장수혈로 추정된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51).
36) 집석유구 다른 1기(2호)는 16호 주거지 근처에서 단독시설로 확인되었는데,
보고서(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52)에 ‘2004～5 자체학술조사시에 16호 주거지
주변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과 도면은 제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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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삼목도 Ⅲ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항목
취락 배치
취락 규모
유구 구성
주거지 내부 구조

내용
군집 1: 단독 군집 배치
군집 2: 단독 군집 배치
군집 1: 10기 이상 주거지
군집 2: 10기 이상 주거지
군집 1: 주거지 + (폐기후 수혈유구)
군집 2: 주거지 + 집석유구 + (폐기후 노지, 집석유구)
군집 1: 단순
군집 2: 복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 취락 유적에서는 유적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10기 내외에서 많게는 20기가 넘는 주거지가
하나의 취락을 이루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취락 배치는 안산 신길동 유
적과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는 복수 군집 배치, 시흥 능곡동 유적과 삼목
도 Ⅲ 유적에서는 단독 군집 배치가 나타난다. 유구 구성은 주거지 폐기
후에 기타 유구가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거지 위주의 취락
구성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주거지 내부 구조는 삼목도 Ⅲ 유적의
군집 2를 제외하면 모두 단순한 구조를 보인다.
중기의 취락 유적은 점유 시기에 따라 점유가 최소 1회 이상 이루어
진 유적과 최소 2회 이상 이루어진 유적으로 나뉜다.37) 시흥 능곡동, 안
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유적은 취락이 배치된 양상은 각각 다르지만 유
적 내 모든 주거지들이 어느 정도 유사한 시기에 점유되었을 것으로 추
정되지만, 삼목도 Ⅲ 유적은 군집 1과 군집 2가 각각 나뉘어 점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 시기가 최소 2회 이상으로 나뉜다고 판단된다.

37) ‘최소 ～회 이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각 주거지 군집 내에서도 유구 간의
중복 관계 등으로 인해 점유 단계가 세분될 가능성이 있는 유적이 확인되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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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중기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주거지
유적 취락 배치
취락 규모
유구 구성
내부 구조
시흥
주거지
단순
능곡동 단독 군집 20기 내외 주거지
20기 내외 주거지
안산 복수 군집 (10기
+
단순
내외 주거지 (폐기후 주거지
신길동
노지,
집석유구)
→ 2개 군집)
20기 이상 주거지 주거지 + 수혈유구 +
화성 복수 군집 (10기
단순
이상 주거지
석교리
→ 2개 군집) (폐기후 집석유구)
군집 1
주거지 +
단순
삼목도 단독 군집 10기 이상 주거지 (폐기후 수혈유구)
군집 2
Ⅲ
주거지 + 집석유구 + 복잡
단독 군집 10기 이상 주거지 (폐기후
노지, 집석유구)

2. 후기 취락 유적
후기의 취락 유적은 영종도 는들, 영종도 중산동(중앙), 영종도 중산
동(한강), 용유도 을왕동 Ⅲ, 용유도 을왕동 Ⅳ,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영종도 운북동, 영종도 운서동 Ⅰ, 화성 가재리, 오이도 뒷살막패총 유적
으로 총 10개 유적이다. 이 가운데 영종도 중산동(중앙), 용유도 을왕동
Ⅲ,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영종도 운서동 Ⅰ 유적의 경우에는 제한된
발굴 범위로 인하여 5기 이하의 주거지만이 확인되어 취락의 규모와 배
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영종도 는들, 용유도 을왕동 Ⅳ, 화성 가재
리, 오이도 뒷살막패총 유적의 경우에는 심한 교란 등으로 주거지가 훼
손되거나 발굴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주거지의 형태와 내부 구조
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취락 점유 양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유적은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과
영종도 운북동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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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는 31기의 주거지(21지점: 22호～31호
주거지, 총 10기; 23지점: 1호～21호 주거지, 총 21기)와 2기의 노지(23지
점: 2기), 25기의 집석유구(21지점: 7기, 23지점: 18기), 397기의 수혈유구
(21지점: 58기, 23지점: 339기)가 조사되었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영
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취락은 섬에 위치한 해발 40m(21지점)와 해발
20m(23지점) 내외의 구릉에 두루 걸쳐 입지한다. 21지점과 23지점은 약
250m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데, 두 지점 사이는 보존구역으로 설정
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8). 따라서 두 지점 사이에도 주거
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21지점과 23지점 전체가 하나의 취락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하나의 취락으로 간주하고 함
께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9-①, ②>에서 드러나듯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들은 5기 내외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면서 배치되는 특징이 있는
데, 21지점(군집 1～군집 3)과 23지점(군집 4～군집 6)에 각각 3개의 군
집이 분포한다. 21지점의 군집 1에는 주거지 2기(30호, 31호 주거지), 군
집 2에는 주거지 3기(22호, 23호, 24호 주거지), 군집 3에는 주거지 5기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주거지)가 포함되며(그림 9-①),38) 23지점
의 군집 4에는 주거지 10기(6호, 8호, 9호, 10호, 11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주거지), 군집 5에는 주거지 6기(7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주거지), 군집 6에는 주거지 5기(1호, 2호, 3호, 4호, 5호 주거지)가
포함된다(그림 9-②). 기타 유구로는 수혈유구와 집석유구가 있는데, 영
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전체 지점 중 주거지
가 확인된 21, 23지점에서만 위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 형태는 훼손이 심해 분류가 어려운 2호, 9호, 13호, 26호 주거
지를 제외하고 보면,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표 14). 첫번째 종류(1형)는
38) 21지점의 주거지 배치에 대해, 주거지 2～3기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군집을
설정한 방식은 임상택(2010a: 37)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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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역

<그림 8>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21지점, 23지점 배치도 (한강
문화재연구원 2012: 32의 도면 7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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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집 1
(3형 주거지)

군집 2
군집 3

(3형 주거지)

(3형 주거지)
■ 3형 주거지
+ 집석유구
②

군집 5

군집 4-2
(2형 주거지)

군집 4-3
(3형 주거지)

(3형 주거지)
군집 4-1

군집 6

(1형 주거지)

(3형 주거지)

군집 4

● 1형 주거지
▲ 2형 주거지
■ 3형 주거지

V 노지
+ 집석유구
수혈유구
밀집지역

<그림 9>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유구 배치도(① 21지점, ②
23지점)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54의 도면 12, 55의 도면 1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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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그림 10>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주거지 평면·단면도(① 20
호 주거지, ② 8호 주거지, ③ 25호 주거지)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162의 도면 59, 97의 도면 32, 196의 도면 7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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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m 정도 길이에 노지 이외에는 주공과 기타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주거지로 23지점의 19호, 20호 주거지, 총 2기가 해당된다(그림 10①). 두번째 종류(2형)는 3～5m 길이에 4주식 주공 배치와 1～2개의 수
혈식노지, 평균 15.1개의 수혈을 갖춘 중기의 전형적인 주거지 형태와 유
사한 단순한 구조의 주거지로 23지점의 6호, 8호, 17호, 18호, 21호 주거
지, 총 5기가 해당된다(그림 10-②).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대다
수를 차지하는 주거지 형태는 4～8m의 길이에 4주식 및 다주식의 주공
배치와 2～3개의 수혈식 및 위석식노지를 갖추고, 벽가와 바닥면에 평균
46.1개의 많은 수의 수혈 및 주공이 설치된 복잡한 구조의 세번째 주거
지 종류(3형)로 21지점의 모든 주거지와 23지점의 1호, 3호, 4호, 5호, 7
호, 10호, 11호, 12호, 14호, 15호, 16호 주거지가 해당된다(그림 10-③).
<표 14>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노지
길이 주공 수혈
기타
(m) 배치 (개) 형태 개수 시설
2～3 - 0 수혈식 1
3～5 4주식 15.1 수혈식 1～2 단시설
단시설,
1, 2차
4주식, 46.12 수혈식, 2～3 생활면,
3 원형,
4～8
방형
다주식
위석식
출입구
시설(?)

종류
1
2

형태
원형
원형,
방형

해당주거지
(호)
19, 20
6, 8, 17,
18, 21
1, 3, 4, 5, 7,
10, 11, 12, 14,
15, 16, 22, 23,
24, 25, 27, 28,
29, 30, 31

개수
2
5
20

각 군집의 주거지 종류에 따른 배치 양상과 구성을 보면, 21지점의 3
개 군집(군집 1～군집 3)과 23지점의 3개 군집 중 2개 군집(군집 5, 군집
6)에서는 3형 주거지만의 단일한 구성이 나타나나, 23지점의 1개 군집
(군집 4)에서는 1형, 2형, 3형의 주거지가 모두 혼재하는 특징이 있다.
23지점의 군집 4는 3가지 종류의 주거지가 모두 촘촘한 간격으로 밀
집하며, 배치상 뒤섞이지 않고 주거지의 형태와 내부 구조가 동일한 종
류의 주거지끼리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3개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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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군집 4-1, 군집 4-2, 군집 4-3)으로 세분될 수 있다. 군집 4-1은 1
형 주거지 2기(19호. 20호 주거지)로 이루어진 군집이고, 군집 4-2는 2형
주거지 5기(6호, 8호, 17호, 18호, 21호 주거지)로 이루어진 군집이며,39)
군집 4-3은 3형 주거지 3기(9호, 10호, 11호 주거지)로 이루어진 군집이
다. 3개의 군집은 토기상40)과 AMS 편년41)에서 단절적인 시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점유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군집 4-2의 주거지 중 6호 주거지는 AMS 연대가 3331～2909 cal. BC로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중심 연대인 2900～2500 cal. BC에 비하면
이른 편에 속하므로(표 3), 2형 주거지 군집은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
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형 주거지 군집과는 어느 정도의 시기차를 가지
고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1형 주거지로 이루어진 군집 4-1의
19호, 20호 주거지의 경우에는 노지만 설치되고 주공, 수혈 등 기타 시설
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내부 구조로 보아 기능적으로 다른 주거지들과는
차별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42)
각 군집 내 주거지의 동시기성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군집 내에
서 각 주거지들은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중복 없이 배치되는 양상
을 보인다. 반면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 관계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
다. 4호, 16호, 27호, 29호 주거지에서는 상면에서 집석유구와의 중복 관
39) 2형 주거지 가운데 8호, 17호, 18호, 21호 주거지는 서로 밀집하여 분포하나
6호 주거지는 이와 떨어져서 단독으로 위치한다. 그러나 6호 주거지의 형태
및 2형 주거지 군집과의 위치의 인접성을 볼 때 하나의 군집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 군집 4-2에 포함시켰다.
40)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는 횡주어골문, 사선문이 시문된 토기가 문양
이 없는 것과 함께 출토되며, 동체부 이하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는 것이 대
부분이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41)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AMS 편년은 대체로 2900～2500 cal. BC의 연
대폭에 포함된다(표 3).
42) 분석 대상이 되는 취락 유적의 주거지 가운데 주거지 내에 주공을 비롯한
기타 시설은 전혀 없이 노지만 있는 주거지는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조사된 19호, 20호 주거지가 유일하다. 장기 점유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나치
게 단순화된 내부 구조로 보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시적으로 점유되었던
주거지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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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관찰되고, 8호, 20호 주거지에서는 수혈과의 중복 관계가 확인된다.
또한 주거지 간의 중복 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주거지가 1차 생활
면과 2차 생활면으로 분리되어 여러 번 사용된 흔적이 확인된다. 총 2개
의 생활면으로 구분되는 주거지는 모두 6기인데, 21지점(22호, 23호, 27
호 주거지)과 23지점(10호, 14호, 18호 주거지)에 각각 3기씩 분포한다.
퇴적양상과 내부 유물상, 유구 배치상 등으로 볼 때 1차 생활면과 2차
생활면이 점유된 시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거지에
서 서로 다른 생활면이 나타난 것이 재점유의 결과인지 아니면 기존 주
거지 사용자들의 생활 공간 증축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주거지에서 생활면이 재차 조성되고 그에 따라 노지, 주
공 및 기타 시설이 다시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주거지가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점유된 것이 아니라 개·보수가 이루어질 정도의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은 확
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군집 내의 주거지들은 동일한 주거지 형태와 내부 구조를
가지며, 유물상과 AMS 편년에서 구분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큰 시간폭을 가지고 구분되어 점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서로
다른 생활면이 구분되는 양상, 동시기에 모두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복잡하고 촘촘한 주공 및 수혈 배치, 중복된 다수의 노지가 설치된 양상,
주거지의 벽선이 매우 인접한 경우(군집 5의 15호, 16호 주거지), 군집
내에서 주거지가 소군집을 이루며 분리되는 경우 등으로 보아 모두 동일
한 시기에 점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군집 간의 동시기 점유 여부에 대해서는 군집을 구성하는 주거
지 형태와 내부 구조, 유구 구성 양상이 유사하고 유물상과 AMS 편년
에서 구분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729)으
로 보아, 6개 군집(군집 4-3 포함) 전부가 동일한 시점에 함께 점유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43) 수 개의 군집이 동시에 함께 점유되었다고 판
43) 군집 1의 30호, 31호 주거지는 AMS 연대가 각각 3091～2881, 3347～2936
cal. BC로 다른 군집에 비해 점유 시기가 이른 편에 속한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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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정리하면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은 8개로 구분된 각 군집으로 나
눌 수 있으며, 각 군집의 취락 규모는 5기 내외를 이룬다.44) 8개의 군집
은 군집 4의 군집 4-1과 군집 4-2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함께
점유되었다고 판단되며, 군집 내의 주거지 점유 단계가 세분될 가능성이
밝혀졌으므로 각 군집에서는 일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친 점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45)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유구 구성은 주거지 주변으로 집석유구,
수혈유구가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와 함께 기타 유구로 이루어
진 취락 구성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이상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취
락 점유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항목
취락 배치

내용
군집 4-1: 단독 군집 배치
군집 4-2: 단독 군집 배치
군집 1～3, 4-3, 5, 6: 복수 군집 배치
군집 4-1: 5기 내외 주거지
군집 4-2: 5기 내외 주거지
취락 규모
군집 1～3, 4-3, 5, 6:
최대 24기 주거지 (5기 내외 주거지 → 최대 6개 군집)
군집 4-1: 주거지 + 집석유구
군집 4-2: 주거지 + 수혈유구
유구 구성
군집 1～3, 4-3, 5, 6:
주거지 + 집석유구 + (폐기후 집석유구)
군집 4-1: 단순
주거지 내부 구조 군집 4-2: 단순
군집 1～3, 4-3, 5, 6: 복잡
44) 한편 발굴보고서(한강문화재연구원 2012)에서는 이러한 영종도 중산동(한
강) 유적의 배치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산개군집(散開群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 군집들이 모두 동시기에 점유되었다는 전제 아래 군집들
이 분산되어 위치함으로써 발생한 빈 공간을 광장(공동 활용 공간)으로 파악
하였다.
45) 이와 관련한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구체적인 점유 기간은 Ⅴ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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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종도 운북동 유적
영종도 운북동 유적46)에서는 19기의 주거지(1지점: 1기, 2지점: 4기,
추가 3지점: 1기. 4지점: 1기, 추가 5지점: 1기, 6지점: 11기)와 함께 집석
유구 81기(2지점: 64기, 5지점: 3기, 6지점: 14기), 수혈유구 32기, 구상유
구 2기가 조사되었다(이길성·조순제 2010).47) 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취락
은 영종도의 북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구릉의 하단부(해발 10～40m)에
입지한다. 주거지의 배치는 각 지점별로 1기씩 단독으로 배치되는 경우
와 2～4기가 소군집을 이루며 배치되는 경우로 나뉜다. 1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1지점, 추가 3지점, 4지점, 추가 5지점에서는 주거지 1기와 함께
수혈, 집석유구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며 단독으로 배치되고, 4기의 주거
지가 확인된 2지점에서는 2기의 주거지가 각각 소군집을 이루며 2개의
군집으로 분리되어 배치되며,48) 11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6지점에서는
2～4기의 주거지가 소군집을 이루며 4개의 군집으로 분리되어 배치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11-①).49)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서 확인된 집석유
구, 수혈유구, 구상유구는 주거지의 주변에 분포하며, 주거지와 함께 하
나의 군집을 이룬다.
주거지의 형태는 방형에 한 변의 길이가 3～5m이며, 4주식 주공 배치
와 수혈식 노지를 가지는 주거지(1형, 그림 11-②)와 방형 또는 장방형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6～8m이며, 4주식 또는 다주식 주공 배치와 수
혈식 또는 위석식노지 형태의 주거지(2형, 그림 11-③), 두 가지 종류로
46) 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경우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유구의 구체적인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약보고서 및 각종 발표 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47)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 지점의 명칭과 유구의 명칭 alc 총 개수 등이 바뀔
수 있다.
48) 각 지점의 넓은 시굴 및 발굴조사 면적을 고려할 때(한강문화재연구원
2009a, 2009b, 2009c, 2010), 조사된 유구 양상이 당시의 취락 내 유구 양상을
대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9) 6지점의 주거지 배치에 대해, 주거지 2～3기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군집을
설정한 방식은 임상택(2010a: 37)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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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집 1
군집 2

군집 4
군집 3

○ 1형 주거지
△ 2형 주거지
+ 집석유구
②

③

<그림 11> 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유구 배치도(① 6지점)와 주거지
평면·단면도(② 2지점 2호 주거지, ③ 6지점 10호 주거지) (이길성·
조순제 2010: 188의 그림 2, 189의 사진 3, 190의 사진 9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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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다(표 16). 두 종류 모두 내부 시설로 단시설과 출입구시설이 설
치된 공통점이 있다. 두 종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1형으로 영종
도 운북동 유적에서 조사된 19기의 주거지 중 15기가 해당되며, 2형에는
2지점 4호 주거지, 4지점 1호 주거지, 6지점 7호, 10호 주거지, 총 4기가
해당된다. 주거지의 규모와 내부 구조의 단순성 및 복잡성은 관련이 없
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거지의 내부 수혈 및 주공 배치 양상을 보면
주거지가 대형(2형)인 경우 모두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며(6지점 7호,
10호 주거지), 일부 소형(1형) 주거지 역시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는
양상이 나타난다(6지점 4호, 8호, 9호, 11호 주거지 등). 6지점에서 확인
된 자료로 볼 때 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거지 내부
구조는 복잡한 양상이다.
<표 16> 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주거지 속성표

노지
종류 형태 길이 주공 수혈
기타 해당주거지 개수
50)
51)
(m) 배치 (개) 형태 개수 시설
(호)
1지점: 1,
2지점: 1, 2, 3,
1,
1 방형 3～5 4주식 ? 수혈식 1 단시설, 3지점:
15
5지점: 1,
출입구 6지점: 1, 2, 3,
시설 4, 5, 6, 8, 9, 11
2지점: 4,
방형, 6～8 4주식, ? 수혈식, 1
2 장방형
4지점: 1,
4
다주식
위석식
6지점: 7, 10

주거지 4기 이하(대부분 1기)가 조사되어 정확한 취락 배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1～5지점을 제외하고, 11기의 주거지가 조사된 6지점을
중심으로 취락 배치 양상을 살펴보면, 6지점은 총 4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군집 1은 주거지 1기와 3기의 집석유구(4호, 5호, 14호 집석유
50) 보고서 발간 이후에 주거지의 형태 및 내부 구조가 더욱 세분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51) 보고서 미발간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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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집 2는 주거지 3기(5호～7호 주거지)와 집석유구 1기(3호 집석유
구), 군집 3은 주거지 4기(1호～4호 주거지)와 집석유구 3기(1호, 2호, 15
호 집석유구), 군집 4는 주거지 2기(10호, 11호 주거지)와 6기의 집석유
구(6호～9호, 12호, 13호 집석유구)로 구성된다. 주거지 규모와 상관 없이
주거지의 배치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형 주거지인 7호 주거지
와 10호 주거지는 서로 군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형 주거지와
함께 별도의 군집을 이루며 군집 2와 군집 4에 각각 포함된다.
한편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간의 중복은 없지만, 6지점
10호 주거지의 경우와 같이 폐기된 이후에 재사용이 이루어지면서 생활
면이 분리된 주거지는 존재한다.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은 6지점 2
호 주거지에서 집석유구(15호 집석유구)와의 중복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구체적인 토기상과 AMS 편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한 주거지의 종류에 따른 점유 시기 차이와 각 군집
간의 점유 시기 차이에 대해서는 추론하기 어렵지만, 각 군집 내에서 주
거지가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 주거지의
중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군집 내에 위치하는 주거지들은 유
사한 시기에 점유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4개 군집에서 모두 유사한 주
거지 내부 구조가 나타나고 군집 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것
으로 보아 각 군집이 큰 시기 차를 두고 단독으로 점유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생활면을 달리하는 재사용된 주거지가 존재하
고,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중복이 있으며, 주거지의 복잡한 내부 구조가
확인되는 것을 볼 때 각 군집 내에서 점유 단계가 더욱 세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영종도 운북동 유적은 5기 이하의 주거지가 군집을 이루며 분
산되어 배치되고, 최대 4개 군집이 동시기에 함께 점유되었으며, 일부 주
거지에 한해서는 보다 장기간 동안의 점유 또는 재점유가 이루어졌을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52)
52) 이와 관련한 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구체적인 점유 기간은 Ⅴ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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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유구 구성은 주거지 주변으로 집석유구, 수혈
유구, 구상유구가 함께 설치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와 함께 기타 유구로
이루어진 취락 구성을 이룬다고 판단된다. 이상 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영종도 운북동 유적(6지점)의 취락 점유 양상
항목
취락 배치
취락 규모
유구 구성
주거지 내부 구조

내용
복수 군집 배치
최대 19기 주거지 (5기 이하 주거지 → 최대 4개 군집)
주거지 + 집석유구, 수혈유구, 구상유구
단순 < 복잡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후기 취락은 각각 떨어져서 분산 배치된
군집 5기 내외가 동시에 점유되며 20기 내외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하나
의 취락을 이루는 양상이 나타난다. 각 군집 간에 유사한 토기상과
AMS 편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거의 유사한 시기에 수 개의 군집
이 함께 점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내부 구조는 중기 형태와 유사
한 단순한 구조가 일부 확인되나,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복잡한 구조의
주거지이다. 취락의 유구 구성은 주거지와 함께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집석유구,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의 기타 유구로 구성된다.
<표 18> 후기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주거지
취락 규모
유구 구성
내부 구조
군집 4-1. 4-2
주거지
단독
군집
5기
내외
주거지
+
집석유구,
수혈유구 단순
영종도
군집 1～3, 4-3, 5, 6
중산동
최대 24기 주거지
주거지
(한강)
복수 군집 (5기 내외 주거지
+ 집석유구
복잡
→ 최대 6개 군집) + (폐기후 집석유구)
19기 주거지
주거지
영종도 복수 군집 최대
+
집석유구,
수혈유구, +단순
(5기
이하
주거지
운북동
복잡
구상유구
→ 최대 4개 군집)
유적

취락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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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락 점유 양상의 특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서부 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중기에서 후
기에 해당하는 취락 유적에서는 취락 점유 양상에 있어 각 시기별로 일
정한 특징이 관찰되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
기와 후기의 취락 배치 및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 규모, 유구 구성의 특
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기 취락과 후기 취락은 취락 배치와 취락 규모에 있어 큰 차
이를 보인다. 각 유적의 주거지 형태 및 내부 구조, 주거지 간의 간격,
주거지 및 주거지와 기타 유구 간의 중복 관계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중기에는 주거지 10기 내외에서 많게는 20기 내외 규모의 단독 군집 또
는 주거지 10기 내외의 2개 군집이 취락을 구성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후기에는 주거지 5기 내외의 규모를 가진 군집 수 개가 동시에 점유되어
최대 20기 내외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취락을 구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주거지의 내부 구조 역시 중기와 후기의 주거지에서는 각각 대비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중기의 주거지 내부 구조는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4주식의 주공 배치가 정형성 있게 배치되며 내부
생활면에는 적은 수의 수혈이 배치되고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빈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노지의 개수는 평균 1
개이며, 기존의 노지를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노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후기의 주거지 내부 구조는 매우 복잡
한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었을지에 대한 추정이 어
려울 정도로 주공이 복잡하게 배치되는 다주식의 주공 배치가 확인되며,
내부 공간 역시 크고 작은 수혈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빈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노지는 기본적으로 2～
3개가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기존의 노지를 폐기하고 그 위에 중복하여
조성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 재차 노지를 설치하는 등의 양상이 관
찰된다.
마지막으로 취락의 유구 구성은 중기의 경우 집석유구, 수혈유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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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에 사용되었던 주거지에 중복되어 설치되는 경우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위주의 유구 구성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후기 들어서는 주거지와 함께 야외노지, 수혈유구, 패총, 구상유구 등
이 세트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유구 구성을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중기와 후기에는 많은 수의 주거지가 확인된 이들 유적과는
달리 5기 이하(대부분 1～2기)의 주거지만이 확인된 소규모의 유적들도
존재한다. 중기에 해당하는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유적의 경우 3기
로 적은 수가 확인된 가운데에도 중복된 주거지 조성 양상이 관찰되며
기본적인 내부 시설인 노지가 갖추어지지 않은 양상이 나타난다. 후기에
는 영종도 는들, 영종도 중산동(중앙), 용유도 을왕동 Ⅲ, 용유도 을왕동
Ⅳ,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영종도 운서동 Ⅰ, 화성 가재리, 오이도 뒷살
막패총 등 다수의 유적에서 1～3기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주변에 여
러 기의 노지, 집석유구, 수혈유구 또는 패총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 양상
이 나타난다(표 19). 이 소규모 유적들은 앞서 살펴본 취락 유적과는 다
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점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유적은 내부 시설로 노지만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주거지와 관련된 기타 유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거
주지에서 자원 채집 및 가공 활동을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방문하였던
캠프(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84)에 가까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1～2기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소규모 주거지 군집이 단
독으로 존재하면서도 주변에 다양한 기타 유구가 설치되어 있는 영종도
는들, 영종도 중산동(중앙), 용유도 을왕동 Ⅲ, 영종도 운서동 Ⅰ 유적 등
에서는 대형 유적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의 복잡한 주거지 내부 구
조가 나타나고, 다양한 기타 유구가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취락을 형성
하고 정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소규모 유적들에서 이처럼 적은 수의 주거지가 확인되는 것
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제한적인 발굴 범위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 조사된 그대로 취락 규모를 파악하기보다는 주변에
더 많은 주거지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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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소규모 취락 유적의 성격이 아직 불명확하기는 하나, 중기에
비해 후기에 더 많은 수의 유적이 나타나며, 후기 대부분의 유적에서 주
거지와 함께 기타유구가 존재하는 점은 시기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중·후기 소규모 유적의 취락 점유 양상
중
기

후
기

유적
오이도
가운데살막
다패총
영종도 는들
영종도 중산동
(중앙)
용유도 을왕동Ⅲ
용유도 을왕동Ⅳ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영종도 운서동Ⅰ
화성 가재리
오이도
뒷살막패총

취락 규모
(1～2기)
(1기 내외)
(3기 내외)
(1～3기)
(2기)
(1기)
(1기 내외)
(1기)
(1기)

유구 구성

주거지
내부 구조
단순

주거지
주거지
+ 노지, 수혈유구, 집석유구 단순+복잡
주거지 + 집석유구
복잡
주거지
복잡
+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거지
단순
주거지
복잡
주거지
+ 집석유구, 수혈유구, 패총 단순+복잡
주거지 + 집석유구
단순
주거지 + 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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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취락의 도구 조성 양상
이 장에서는 취락 유적에서 출토된 도구 조성 양상과 특정 도구의 존
재 유무, 유물의 다양도를 분석함으로써 각 취락 유적에서 어떤 종류의
도구 이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도구 조
성(tool assemblages)은 특정 유적에서 일어난 다양한 활동을 반영하기
에, 유적에 따라 조성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다른 방식
의 활동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Cahen et al. 1979). 본
고 역시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각 유적 간 도구 조성 양상의 차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도구는 석기인데,
연구 대상 유적들에서 골각기, 목기 등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본고의 연구 대상 유적에서 나타나는 석기 조성 양상은 <표 20>과
같은데, 이 가운데 분석 가능한 석기의 수가 20개 이상인 유적만을 선별
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53)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기 취락 유적에서
는 총 4개 유적(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Ⅲ 유
적), 후기 취락 유적에서는 총 2개 유적(영종도 중산동(한강), 영종도 운
북동 유적)이 분석 대상이 된다.

53)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유적 중 석기가 20개 미만으로 소량 확인되는 유적들
은 유적의 규모가 작고 유구의 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적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석기 유물도 소량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취락 유적의 성격에 대해 고
찰하는 부분에서는 이 유적들의 석기 양상도 모두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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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연구 대상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중기

후기

유적 시흥 안산 화성 삼목도 오이도
영종도 용유도 용유도 영종도 영종도 영종도 화성 오이도
가운데 영종도 영종도
중산동
을왕동 을왕동 예단포 운북동 운서동 가재리 뒷살막
유형
능곡동 신길동 석교리 Ⅲ 살막 는들 (중앙) 중산동
(한강)
Ⅲ Ⅳ 중산동
Ⅰ
패총
다패총
고석
30 1 4 4 0 0 0 16 0 0 0 2 2 0 0
대석
3 0 0 1 0 0 0 1 0 0 0 0 0 0 0
갈돌
15 12 13 8 0 0 5 60 0 0 2 18 2 0 0
갈판
2 12 8 2 0 0 4 23 2 0 0 6 0 0 0
석창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석촉
1 0 0 4 0 0 0 7 0 0 0 2 0 0 0
찔개살
0 0 0 0 0 1 3 10 0 0 0 5 0 0 0
굴지구
1 7 0 0 0 0 0 2 0 0 0 2 2 0 0
합인석부
0 4 3 0 0 0 2 10 0 0 0 4 0 0 0
마제석부
3 0 0 0 0 0 0 9 0 0 0 1 0 0 0
끌
0 0 0 0 0 1 3 1 0 0 0 3 0 0 0
지석
2 1 10 0 0 3 1 11 0 0 0 4 0 0 0
석도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장신구
0 0 0 0 0 0 1 2 0 0 0 0 0 0 0
어망추
0 0 0 0 0 1 0 4 0 0 0 1 0 0 0
기타
5 4 17 15 0 1 5 29 0 0 0 8 3 0 1
합계(분석대상)54) 58 37 38 20 0
5 19 157 2 0 2 48 6 0 0
합계(전체)55) 63 41 55 35 0
6 24 186 2 0 2 56 9 0 1
풍부도
9 6 5 6 - - - 14 - - - 11 - - 균등도
0.49 0.52 0.53 0.56 - - - 0.81 - - - 0.72 - - 54) 석기 유형 중 유형 분류를 하지 않고 ‘기타’의 범주로 포함시킨 것을 제외한 실제 분석 대상이 되는 석기 유형의 합계
이다.
55) 분석 대상이 되는 석기 유형과 ‘기타’ 범주의 석기를 모두 포함하여, 실제 유적에서 확인된 전체 석기의 합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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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 취락 유적
(1) 시흥 능곡동 유적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는 총 63점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석재, 용도
미상석기, 박편석기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석기는 모두 58점이다
(표 21). 출토된 석기 유형은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촉, 굴지구, 마제
석부, 지석, 석도로 9가지이다. 시흥 능곡동 유적은 중기의 다른 유적들
과 비교하여 석기의 풍부도가 9로 다소 높은 편이나 균등도는 0.49로 낮
은 편이다. 석촉, 굴지구, 마제석부, 지석, 석도 등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소량씩 출토되어 풍부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균등도는 고석, 갈돌의 출토
비중이 약 78%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낮게 나타났다.
<표 21> 시흥 능곡동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유형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촉
굴지구
마제석부
지석
석도
석재
기 용도미상석기
타 박편석기

추정 기능
식료자원 가공: 찧기
식료자원 가공: 찧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찧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
수렵 및 어로
식료자원 획득 및 건설: 굴토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석기 제작, 마연
자르기
석촉 제작용
석부 인부편(1), 추정불가(1)
추정불가
합계 (분석대상)
합계 (전체)
풍부도
9
균등도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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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상대 빈도
(개) (%)
30 51.8
3
5.2
15 25.9
2
3.4
1
1.7
1
1.7
3
5.2
2
3.4
1
1.7
1
2
2
58 100
63
-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기 종류는 식료
자원의 가공과 관련된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이며, 이들 석기가 차지하는
상대 빈도는 86%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상대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석인데, 고석이 이토록 높은 비중으로 확인된 것은 시흥 능곡동 유적
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석기 조성 양상이다.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는
고석과 갈돌의 출토 비중은 높지만, 이들의 받침대가 되는 대석과 갈판
의 출토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발굴보고서에서는 대석 대신
에 갈돌이 고석과 짝을 지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하였다(박준범
2010). 실제 관찰 결과 시흥 능곡동 유적 이외에도 화성 석교리,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 등에서 고석과 대석, 갈돌과 갈판의 세트가 각각에 한
정되지 않고 어느 정도 혼용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흥 능곡
동 유적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석기의 다용도 활용 방식은 신석기시대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기 이용 방식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56)
석부류 중에서는 굴지구가 1점, 인부가 결실되어 분류하기 어려운 석
부와 재사용된 통형의 석부 2점을 포함하여 3점의 마제석부가 확인되었
다. 재사용된 석부로 추정되는 원통형의 마제석부의 경우 끝단에서 관찰
되는 사용흔으로 볼 때, 고석으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는 각종 석기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1～2가지의 기
능에 고정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를 이용하여 다양
한 방식으로 석기를 활용했던 흔적이 관찰된다. 이러한 시흥 능곡동의
석기 양상은 신석기시대의 석기가 대부분 다기능으로 활용되었다는 기존
의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는 1점의 석촉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석재 중
석촉 제작용 석재가 확인된 점을 볼 때, 출토된 양이 매우 적기는 하지
만 그 이용 정도가 미미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시흥 능곡
동 유적에서는 중기 유적 중 유일하게 석도가 1점 출토되었다.57)
56) 청동기시대 관창리 유적 B지구 등에서도 식료자원 처리와 관련된 도구들이 일정한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다용도로 활용되는 양상이 관찰된 바 있다(孫晙鎬 2003).
57) 석도는 중기 유적에서 출토 사례가 거의 없고, 형태 역시 정형성을 나타내
고 있지 않아 아직 완벽하게 석도의 기능으로 분화되지는 않은 단계의 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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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산 신길동 유적
안산 신길동 유적에서는 총 41점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그 중 기능
추정이 어려운 용도미상석기와 원반형석기를 제외한 분석 대상이 되는
석기는 37점이다(표 22). 안산 신길동 유적 석기의 풍부도는 고석, 갈돌,
갈판, 굴지구, 합인석부, 지석의 6개 유형만 출토되어 6으로 낮은 편이다.
균등도는 0.52로 이 역시 낮은 편인데 갈돌과 갈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로 높기 때문이다.
<표 22> 안산 신길동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수량 상대 빈도
추정 기능
(개) (%)
식료자원 가공: 찧기
1
2.7
식료자원 가공: 갈기
12 32.4
식료자원 가공: 갈기+찧기
12 32.4
식료자원 획득 및 건설: 굴토
7
19.0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4
10.8
석기 제작, 마연
1
2.7
추정불가
3
추정불가
1
합계 (분석대상)
37 100
합계 (전체)
41
풍부도
6
균등도
0.52

유형
고석
갈돌
갈판
굴지구
합인석부
지석
기 용도미상
타 원반형석기

안산 신길동 유적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된 석기는 갈돌과 갈판
이며, 각 12점이 확인되었다. 안산 신길동 유적에서는 고석이 단 1점 출
토되었고 대석은 전혀 출토되지 않아, 갈돌과 갈판 중심의 석기 조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갈판 중 2점에서 두드려져 패인 흔적인 관찰되는 것으
로 보아, 갈판이 대석의 역할도 어느 정도 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기
다른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안산 신길동 유적 역시 식료자원 가공구인 갈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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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과 갈판 그리고 고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석기의 약 68%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안산 신길동 유적에서는 식량 가공과 관련된 석기를 제외하고는 3종
류의 석기(굴지구, 합인석부, 지석)만이 확인되었다. 굴지구나 합인석부는
중기 다른 유적들에서는 매우 적은 수량만이 확인되나, 안산 신길동 유
적에서는 굴지구 7점(19%), 합인석부 4점(11%)으로 비교적 많은 수량이
출토된 점이 특징적이다. 석기의 기능과 관련하여 갈돌, 갈판류나 굴지구
가 출토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집 및 농경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安承模 1987). 갈돌 및 갈판과 같은 식량 가공구가 유독 많이 출토되는
것은 중기 유적 전체의 특징이지만, 굴지구가 20%에 가까운 비중으로
출토되는 것은 안산 신길동 유적이 유일하다. 굴지구가 전체 조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농경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
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는 전체
적인 석기 조성 양상의 뒷받침, 식물유체 등과 같은 자료가 더 필요하
다.58)

(3) 화성 석교리 유적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는 총 55점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그 중 기능
추정이 애매모호한 석재, 용도미상석기, 박편석기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
이 되는 석기는 총 38점이다(표 23).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는 고석, 갈돌,
갈판, 합인석부, 지석, 5개 유형으로 제한된 석기만이 출토되어 석기의
풍부도가 5로 중기 유적 가운데 가장 낮으며, 석기 조성이 갈돌과 지석
에 집중됨으로써 0.53의 낮은 균등도를 가진다.

58) 한편으로는 굴지구의 굴토 기능이 농경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 이외에
주거지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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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화성 석교리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유형
고석
갈돌
갈판
합인석부
지석
석재
기 용도미상석기
타 박편석기

추정 기능
식료자원 가공: 찧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석기 제작, 마연
추정불가
추정불가
추정불가
합계 (분석대상)
합계 (전체)
풍부도
5
균등도
0.53

수량 상대 빈도
(개) (%)
4
10.5
13 34.2
8
21.1
3
7.9
10 26.3
6
9
2
38 100
55
-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된 석기는 13점(34%)이
출토된 갈돌이며, 식량 가공구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중기 유적들과 공통점을 가진다. 갈돌 중에서는 끝부분을 고석으로 사용
한 흔적이 관찰되는 것이 2점 정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석은 약 10%
의 비중을 차지하며 4점만이 출토되었으나, 갈돌로 사용된 일부 석기 중
에서 고석의 기능을 겸했던 것들이 확인되므로 전체 석기 조성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낮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갈돌과 갈판, 고석의 식량 가
공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6%에 달할 정도로 높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 가공구를 제외하면 합인석부, 지석의 2종
류만이 출토되어 매우 한정적인 석기 조성 양상을 보인다. 이 중 지석은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 갈돌 다음으로 많은 양이 출토된 석기로 10점
(26%)이 출토되었다. 화성 석교리 유적 석기 조성의 특징은 이처럼 많은
수량의 지석이 확인된 것에 있다. 지석은 주로 석기의 마연용으로 사용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제석기의 출토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이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석부류 중에서는 굴지구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고, 합인석부만이 4점
확인되며, 합인석부가 전체 석기 조성에서 차지하는 상대 빈도는 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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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4) 삼목도 Ⅲ 유적
삼목도 Ⅲ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총 35점이며, 이 중 박편과 석재
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석기는 총 20점이다(표 24) 출토된 석
기 유형은 고석, 대석, 갈돌, 갈판과 석창, 석촉의 6개이고, 이 가운데 갈
돌과 갈판이 50%를 차지한다. 풍부도는 6, 균등도는 0.56으로 출토 석기
유형의 수도 적고, 전체 석기 조성이 특정 유형에 치우쳐 있는 양상을
보인다.59)
<표 24> 삼목도 Ⅲ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유형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창
석촉
기 석재
타 박편석기

추정 기능
식료자원 가공: 찧기
식료자원 가공: 찧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
수렵 및 어로
수렵 및 어로
석촉 제작용(1), 추정불가(12)
추정불가
합계(분석대상)
합계(전체)

수량 상대 빈도
(개) (%)
4
20
1
5
8
40
2
10
1
5
4
20
13
2
20 100
35
-

풍부도
6
균등도
0.56
59) 삼목도 Ⅲ 유적의 경우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 주거지가 전체 주거지 17기
중 10기에 한정되며 발굴 조사된 주거지 중에서도 3기가 이미 후대의 교란으
로 파괴된 상황이라, 전체 취락 규모와 주거지 수에 비해 적은 수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발굴 맥락을 염두에 두었을 때 유적의 전체 발굴이 이루
어진다면 석기의 조성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내부 조사가 이루어진 10기의 주거지가 일종의 샘플링된 표본이 된다고 본다
면 삼목도 Ⅲ 유적에서 확인된 현재의 석기가 전체의 석기 조성 양상을 반영
하는 대표 표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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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석기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갈돌, 2점이 출토된 갈판과
더불어 식료자원을 가공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유사한 고석이 4점, 대
석이 1점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중기 유적들과 마찬가지로 삼목도
Ⅲ 유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기는 식료자원 가공과 관련된
종류이다. 갈돌과 갈판, 고석과 대석의 상대 빈도는 전체 석기의 75%로
삼목도 Ⅲ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기의 3/4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수렵 및 어로와 관련된 석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석창이 1
점, 석촉이 4점 확인되었다. 석창은 중기 유적 중 삼목도 Ⅲ 유적에서 유
일하게 출토된 석기 유형이고, 석촉은 시흥 능곡동 유적을 제외한 다른
중기 취락 유적들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석기 유형이다. 전체적으로 석기
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석촉이 차지하는 상대 빈도는 20%로 상당히 높
은 편이며,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창까지 포함
시킨다면 전체에서 수렵 및 어로와 관련된 석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에 달한다. 또한 석재 가운데 석촉과 재질이 같으며, 석촉 제작 과정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판상의 석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삼목도
Ⅲ 유적의 석기 조성은 수렵 및 어로와 관련된 석기가 거의 확인되지 않
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다른 유적들의 경우와는 매우 상반되는 양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중기 취락 유적에서는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
창, 석촉,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지석, 석도로 모두 11종류의 석기
가 출토되었다. 석기의 풍부도는 평균 6.5이며, 균등도는 평균 0.53으로
낮은 편이다. 중기 유적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의 식료
자원 가공과 관련된 도구가 높은 비중(평균 71%)을 차지하며, 이들 석기
를 제외하면 각 유적 별로 그 다음으로 많이 출토된 석기 종류가 다양하
게 나타난다(그림 12). 공통적으로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이 많이 출토되
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면 유적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석기
가 많이 출토된 것은 유적에서 이루어진 행위 또는 입지 등의 차이와 관
련될 가능성이 있다. 즉, 삼목도 Ⅲ 유적의 경우 수렵 및 어로와 관련된
행위, 안산 신길동 유적의 경우 굴토와 관련된 행위, 화성 석교리 유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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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석기 제작, 특히 마제석기 제작과 관련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
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다른 도구의 공반, 동·식
물유체 등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것만으로 행위 양상을 추론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림 12> 중기 취락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2. 후기 취락 유적
(1)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총 186점이며, 이 중 석
재와 용도미상석기, 미완성석기, 박편석기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 대상이
되는 석기는 총 157점이다(표 25). 출토된 석기 유형은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촉, 찔개살,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석도, 장신구,
어망추의 14개로 이는 분석 대상이 되는 전체 유적 중 가장 많은 수량이
다. 그 결과 석기 풍부도는 14로 분석 대상 유적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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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고석과 대석, 갈돌과 갈판을 제외하고도 많은 유형의 석기가 고
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0.81의 높은 균등도를 가진다.
<표 25>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유형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촉
찔개살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석도
장신구
어망추
석재
기 용도미상석기
타 미완성석기
박편석기

추정 기능
식료자원 가공: 찧기
식료자원 가공: 찧기, 찧기+갈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 갈기+찧기
수렵 및 어로
수렵 및 어로
식료자원 획득 및 건설: 굴토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목재 가공 및 처리: 깎기
석기 제작, 마연
자르기
장식
어로
석촉 제작용(3), 추정불가(1)
추정불가
석촉 제작용(1), 추정불가(1)
추정불가
합계 (분석대상)
합계 (전체)
풍부도
14
균등도
0.81

수량 상대 빈도
(개)
16 10.2
1
0.6
60 38.2
23 14.7
7
4.5
10 6.4
2
1.3
10 6.4
9
5.7
1
0.6
11 7.0
1
0.6
2
1.3
4
2.5
4
20
2
3
157 100
186 -

일반적으로 석기의 수가 많을수록 석기군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석기
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김민구·권경숙 2010), 영종도 중산동(한
강) 유적에서 다양한 종류의 석기가 확인된 이유를 전체 석기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중기 유적들과 비슷한 수량의 석
기(48점)가 확인되었으나 풍부도는 11로 중기와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
타난 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사례와 함께 영종도 운북동 유적(54.2%)에
비해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63.7%)에서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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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중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석기를 제외한 나머지 석기의
종류가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볼 때, 단순히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높은 석기 다양도를 전체 석기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총 157점의 석기 중, 가장 높은 출토 빈도를 보이는 것은 60점이 출
토된 갈돌이다. 23점이 출토된 갈판과 수량을 합친다면 갈돌과 갈판이
차지하는 상대 빈도는 약 53%로 전체 석기의 절반을 넘는다. 한편 영종
도 중산동(한강) 유적의 갈판 중에서는 앞면은 갈판, 뒷면은 대석으로 다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갈돌과 갈판 이외에도 식료자원 가공
의 용도로 유사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석과 대석을 합치면
식료가공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갈돌과 갈판, 고석과 대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유적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은 풍부도가 14를 나타내며, 식량 가공구와 관련된 석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석기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다른 유적과는 구분되는 특
징이 있다.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는 다량의 석촉과 찔개살이 확인되었다.
석촉은 7점, 찔개살은 10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들 석기가 차지하는 비중
은 약 11%로 높은 편이다. 석재 4점 중 석촉 또는 찔개살을 제작하기
위한 판상의 석재가 3점 확인되고, 미완성석기 중에서도 석촉이 1점 존
재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실제 석촉과 찔개살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가
능성이 있다.
석부 종류 중 굴지구는 2점으로 매우 소량 확인되었으며,60) 벌채, 목
재 가공 및 처리와 관련된 석부 종류는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총 3가
지이며 각각 10점, 9점, 1점이 출토되었다.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확인된 석부 중 마제석부로 일괄 분류된 석기에는 마제석부이나 날이 무
60) 전반적으로 유물의 풍부도가 높은 상황에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
본적으로 필요한 행위인 굴토와 관련한 도구, 즉 굴지구가 유독 적게 확인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을 가지는 다른 재질의 도구의 존재 가능성, 다른
종류 석기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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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지거나 훼손되어 구체적인 분류를 하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석부류를 통틀어 볼 때, 굴지구 뿐 아니라 각종 마제석부류 역시 후기
들어 상대 빈도가 증가하고 종류가 다양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는 분석 대상 유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수의
마제석부가 확인된다. 마제석부가 다수 확인된 것과 대응하여 마제석기
제작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석도 11점 확인되었는데, 이는
갈돌과 갈판을 제외한 석기 전체에서 1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대
빈도이다.
석도는 중기 유적인 시흥 능곡동 유적에서 1점, 후기 유적인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1점으로 전체 분석 대상 유적을 통틀어 총 2점만
이 출토되었다.61)
후기 들어 증가하는 석기의 종류를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자료는 영
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출토된 장신구와 어망추이다. 영종도 중산
동(한강) 유적에서는 2점의 장신구가 출토되었다.62) 장신구는 생계활동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그보다는 당시 사람들의 사회구조 또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어망추는 중기 유적들에서는 전혀 확
인되지 않았던 석기 유형이지만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는 4점이
출토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기존에 확인되지 않던 유형의 석기가
출토된 양상으로 보아,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는 다양한 범주의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61) 두 유적 간 석도 기형상의 공통점은 거의 없는 편이며, 다른 유적에서 유사
한 석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석도’라는 석기 유형이 신석기시대 중
기와 후기 중서부 해안지역에서 그다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석도가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1점으로 소량이나마
확인된 것은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사용한 석기의 다양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분류에는 포함시켰다.
62) 장신구는 중기 취락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서부 해안 지역 전기 취락
유적(영종도 운서동 Ⅰ 유적)에서는 확인된 바 있는 석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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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종도 운북동 유적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총 56점으로 이 중 기능 추정
이 불가한 석재 1점과 용도미상석기 7점을 제외하면, 분석 대상이 되는
석기는 모두 48점이다(표 26).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는
고석, 갈돌, 갈판, 석촉, 찔개살,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어
망추, 총 11개이다. 출토된 석기의 개수는 중기 유적들과 비슷하나, 확인
된 석기의 풍부도는 11로 중기 유적들과 비교하여 높다. 균등도 역시
0.72로 높게 나타나는데, 갈돌을 제외하면 석기 유형이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표 26> 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유형
고석
갈돌
갈판
석촉
찔개살
굴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어망추
기
석재
용도미상석기
타

추정 기능
식료자원 가공: 찧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
식료자원 가공: 갈기, 갈기+찧기
수렵 및 어로
수렵 및 어로
식료자원 획득 및 건설: 굴토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벌채, 목재 가공 및 처리)
목재 가공 및 처리: 깎기
석기 제작, 마연
어로
추정불가
추정불가
합계 (분석대상)
합계 (전체)
풍부도
11
균등도
0.72

수량 상대 빈도
(개) (%)
2
4.2
18 37.5
6 12.5
2
4.2
5 10.4
2
4.2
4
8.3
1
2.1
3
6.2
4
8.3
1
2.1
1
7
48 100
56
-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서 가장 높은 상대 빈도를 가지는 석기는 갈돌
로 총 18점이 출토되었다. 갈돌과 대응하는 석기 종류인 갈판은 6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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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되었다. 고석은 2점으로 소량 확인되었으며, 대석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갈판 중에서 앞면은 갈돌로 사용되어 갈린 자국이 관찰
되고, 뒷면은 대석으로 사용되어 찧어 패인 흔적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
는 것으로 보아, 단독으로 대석의 기능을 하는 석기는 확인되지 않았으
나, 갈판이 부수적으로 대석의 기능을 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갈돌과 그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갈판, 고
석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projectile points와 석부류이다. projectile points 가운데 석촉은
2점, 찔개살은 5점이 출토되었는데, 갈돌과 갈판을 제외하였을 때 이들
석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32%에 달한다. projectile points가
드물게 출토된 중기 유적들과 비교할 때, 후기 들어서는 많은 수량의
projectile points가 출토되며,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찔개살은 중기 취락 유적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은 석기 유형
이나,63) 후기 취락 유적에서는 높은 빈도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있
다.64)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거나 미미하게 이용되었던 도구가 적극적으
로 이용된다는 것은 당시 도구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
한다는 의미가 된다. 설령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폐기과정 상의 어떠
한 이유와 관련하여 주거지 혹은 취락 유적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이
라 할지라도, 후기 들어 해당 석기가 취락 유적 내에서 다량으로 확인되
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부류에는 굴지구가 2점, 합인석부가 4점, 날의 훼손이 보여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마제석부가 1점, 끌이 3점 출토되었다. 영종도 운북동 유
63) 분석 대상이 되는 유적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석기 3점만이 확인되
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영종도 는들 유적에서만 1점이 확인되었다(표 20).
64) 찔개살은 중기 취락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서부 해안 지역 전기 취락
유적(영종도 운서동 Ⅰ 유적)에서는 확인된 바 있는 석기 유형이다. 따라서
후기 들어 찔개살이 등장하였다는 표현은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유형이
새로 등장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기에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후기에 다시
금 확인된 석기 유형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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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는 타제석부(굴지구)보다 마제석부류가 더 많이 출토되었는데, 특
히 그 중에서도 ‘끌’ 유형이 매우 완성된 형태로 출토되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끌은 후기 들어 출토 빈도가 증가하는 석기 중 하나이
다. 중기 유적에서 끌은 출토되지 않고, 후기 유적인 영종도 중산동(한
강) 유적과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서만 확인된다.65) 영종도 운북동 유적
에서 출토된 끌은 머리 부분 끝에 장착을 위해 홈이 파여 있으며, 인부
의 날이 대체적으로 한 쪽에 치우쳐 있는 특징을 가진다. 석부류는 중기
와 비교하여 수량도 증가하고, 기종도 다양해진 양상을 보인다.
마제석부와 마연된 석촉, 찔개살의 높은 출토 비중에 걸맞게 이들 석
기의 마연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석은 4점이 출토되었다.
갈돌과 갈판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지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로,
전체 석기 조성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양이다.
마지막으로 어망추는 단 1점만이 출토되었는데, 어망추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십여 점이 함께 하나의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는 석기
종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폐기 맥락상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66)
후기 취락 유적에서는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석창, 석촉, 찔개살, 굴
지구, 합인석부, 마제석부, 끌, 지석, 석도, 장신구, 어망추로 모두 14종류
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석기의 풍부도는 평균 12.5이며, 균등도는 평균
0.77으로 높은 편이다. 후기 유적에서는 중기 유적과 마찬가지로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의 식료자원 가공과 관련된 도구가 높은 비중(영종도 중
산동(한강) 유적: 약 64%, 영종도 운북동 유적: 약 54%)으로 출토되지
만, 이들 석기를 제외하고도 육상·해상 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도구, 굴토
및 목재 가공과 관련된 공구, 석기 마연용 도구, 장신구 등 다양한 석기
65) 이외에 전체 총 3점으로 소량의 석기가 출토되어 분석에서 제외한 영종도
는들 유적에서도 1점이 확인된다.
66) 취락 유적 내에서보다는 실제 어망추가 활용되었던 장소에 남아 있을 가능
성 또는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다른 석기와는 차별되
는 이용(제작)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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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확인되었다(그림 13).

<그림 13> 후기 취락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3. 도구 조성 양상의 특징
석기 조성 양상 역시 Ⅲ장에서 살펴본 취락 점유 양상과 마찬가지로
각 시기에 따라 특징적인 양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이 앞 절의 분석을 통
해 확인되었다. 본 절에서는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석기 조성 양상의
변화가 관찰되는지, 만약 변화가 관찰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석기 조성
양상이 변화하는지에 대해 중기와 후기의 석기 조성 양상의 특징을 비교
하는 방식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
중기와 후기 취락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의 식량가
공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출토 석기의 절반을 훨씬 넘는 비중인
71%, 59%로 각각 나타난다(그림 12, 그림 13). 따라서 식량가공과 관련
된 도구가 전체 석기 조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석기시대
중서부 해안 지역의 중기와 후기 취락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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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볼 수 있다.
중기와 후기 취락의 석기 조성 모두에서 높은 비중으로 확인되는 갈
돌, 갈판, 고석, 대석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나머지 석기의 조성 양상에
서는 중기에서 후기로 변화하면서 분명한 차이가 관찰되는데 그것은 바
로 석기 다양도의 증가와 석기 유형의 세분화이다. 두 시기 모두 공통적
으로 식량가공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그 밖의 석기 종류가 적은 편
이지만 후기 들어서는 식량가공구 이외에 확인되는 석기의 종류가 증가
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중기 취락의 석기 풍부도는 평균 6.5이
나 후기 취락의 석기 풍부도는 평균 12.5로 중기 취락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확인된다. 후기 들어 석기 풍부도가 증가한 이유는 중기에 사용되
지 않던 유형의 석기가 확인되고 기존에 있던 석기 유형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균등도 역시 중기에는 평균 0.53(표준편차 0.02)이나 후기에는
평균 0.77(표준편차 0.06)로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후기
에는 특정 유형에 유물이 집중하는 현상 없이 각 유형마다 유물이 고르
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후기에 새롭게 추가된 석기 유형으로는 장신구, 어망추, 끌, 찔개살이
있는데,67) 이 중 장신구와 어망추는 중기에는 출토되지 않던 석기 유형
이고, 끌과 찔개살은 중기에 관련된 역할을 하던 석기 유형이 존재하였
을 것으로 추정되나 기능의 세분화에 따라 후기 들어 새롭게 확인된 석
기 유형이다. 중기에는 수렵·어로구의 범주에 속하는 석기로 매우 적은
양의 석촉, 석창 만이 확인되었으나, 후기에는 석창이 확인되지 않은 대
신 석촉, 찔개살이 확인되고, 어로구인 어망추가 적게나마 확인되어 수
렵·어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생계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어
망추가 확인되었으므로 유적을 중심으로 육상자원 획득 뿐 아니라 수상
자원의 획득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67) 중기 유적에서 장신구, 어망추, 끌, 찔개살이 출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는 관련 석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후기와는 다른 재질
의 도구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해당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과 폐
기 맥락과 관련하여 취락 유적에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중 폐
기 맥락과 관련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Ⅴ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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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는 중기 취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유형이지만 영종도 중
산동(한강) 유적에서는 2점이 확인되었다. 장신구는 생계 활동과는 직접
적으로 관련이 없는 석기 유형이기 때문에 장신구가 확인되었다는 것 자
체만으로 해당 유적에서 생계 활동 이외에도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
족시켜주는 다채로운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합
인석부, 마제석부, 굴지구 정도가 중기에 확인되었던 석부류였다면, 후기
에는 끌이 추가되어 석부류의 종류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렇듯 기존에 사용하던 도구의 기능이 세분화되고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석기 유형이 등장하는 것은 후기 석기 조성의 가장 큰 특징이며,
특히 석기 기능의 세분화가 이루어진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해당 기능
과 관련한 새로운 석기의 필요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갈돌, 갈판, 고석, 대석을 제외하면 각 유적별로 높은 출토 빈도를 차
지하는 석기가 각각 다른 중기를 제외하고, 후기 취락의 석기 조성 양상
을 개별 석기 유형 및 추정되는 기능에 따른 석기 범주(식료자원 가공,
수렵 및 어로, 굴토, 목재 가공 및 처리, 석기 제작 및 마연 등)를 중심
으로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별 석기 유형과 범
주가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4). 단일 석기 유형으로는 찔개살
과 지석이 19%의 비중으로 가장 높게 확인되고, 그 다음으로는 합인석
부(18%), 마제석부(13%), 석촉(11%)의 순으로 높게 확인된다. 또한 석기
범주로 묶어 본다면 후기에는 목재 가공 및 처리의 기능을 한 도구인
끌, 마제석부, 합인석부와 수렵 및 어로와 관련된 식료자원 획득용 석기
인 석촉, 찔개살, 어망추가 각각 36%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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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후기 취락 유적의 석기 조성 양상
(식량가공구 제외)
이어지는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중기와 후기의 취락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중·후기 취락 구조
의 특성이 무엇이며 어떠한 취락 변동 양상이 관찰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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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후기 취락 구조의 특성 및 변동 양상
선행 연구에서 중서부 해안 지역 취락 구조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
식은 먼저 취락 규모에 있어서는 전기 이래로 지속되었던 대규모 취락이
후기에 이르러 소규모화되는 양상이 관찰된다는 것(구자진 2012; 소상영
2011b; 임상택 2006, 2010a)과 점유 기간은 곧 취락의 규모와 밀접한 연
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취락의 경우 이동보다는 정주에 기반하였
으며, 후기 들어 나타난 취락의 소규모화 경향(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
일부 지점, 영종도 운북동 유적)을 볼 때 후기 후반 들어서는 정주 취락
이 해체되고 이동성이 강화된다는 것(소상영 2011b)이었다.
또한 취락 구조의 변화는 생계 방식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판
단 하에 석기 조성 양상을 통해 생계 방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도 시
도되었다(구자진 2010, 2011, 2012; 임상택 2010b). 중기에 해당하는 경
기·인천 지역의 대규모 취락과 충청 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대한 석기 조
성 분석 결과 다양한 석기 범주(식량가공구, 식량채집구, 목재가공구, 수
렵·어로구, 공구류 등)가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생계 활동을
바탕으로 한 장기 정주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도 대규모 취락의 석기 조성에서 식량가공구의 출토 빈도가 높은 것(전
체 석기의 70% 이상)으로 보아 많은 양의 식료자원에 대한 저장과 가공
에 중점을 둔 생계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곧 대규모 장기 정주(연중
거주) 취락 점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
었다(구자진 2010, 2011, 2012).
이러한 석기 조성 분석 결과는 중기에 대규모 취락이 점유되었으며,
대규모 취락에서 장기 정주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추론의 가장 강력한 근
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의 석기 조성 연구는 최근 새롭게
조사된 후기 유적들의 석기 조성 양상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기와
대비되는 후기 석기 조성 양상의 변화를 보지 못하였고, 석기를 범주화
하여 분류하는 과정에서 적은 양이 출토된 석기마저 하나의 범주로 묶어
해석함으로써 석기 조성 양상이 과장 해석된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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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확인된 자료를 종합하여 본고에서 실시한 중기와 후기 해당
지역 취락 유적의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 지금
까지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취락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이 확인
되었다.
중기에는 10～20기의 주거지로 구성된 단독 군집이 하나의 취락을 이
루는 양상(시흥 능곡동, 삼목도 Ⅲ 유적)과 함께 10기 내외의 주거지로
구성된 군집 2개(복수 군집)가 취락을 이루는 양상(안산 신길동, 화성 석
교리 유적)이 나타난다. 취락의 유구 구성은 별도로 설치된 수혈유구(화
성 석교리 유적)와 집석유구(삼목도 Ⅲ 유적)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중복 설치된 양상을 보이므로 주거지 위주
의 유구 구성을 이룬다. 군집의 개수 및 배치 양상과 관계 없이 대체로
군집 전체가 동시기에 점유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삼목도 Ⅲ 유적의 경
우처럼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단독 군집이 2단계에 걸쳐 점유되는 경
우도 존재한다.
한편 후기에는 일부 단독 군집(영종도 운북동 유적의 군집 4-1, 4-2)
도 있으나 대부분 5기 내외의 군집이 복수로 존재하며, 동시기에 점유된
취락 규모는 최대 주거지 20기 내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군집 내에서
도 복잡한 주거지 내부 구조, 주거지 간의 중복 관계, 복수의 생활면을
가진 주거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점유 단계가 더욱 세분될 가능성
도 있다. 취락의 유구 구성은 별도로 설치된 수혈유구, 집석유구, 구상유
구 등의 기타 유구가 주거지와 함께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양상이 나타
나므로, 주거지 이외에도 기타 유구가 공반되는 취락 구성을 가진 것으
로 판단된다.
중기와 후기 취락은 20기 내외의 많은 주거지가 동시에 점유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취락을 구성하는 군집의 배치 양상과 유구
구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석기 조성 양상에 있
어서도 중기에는 제한적인 범주의 석기 유형만 확인되어 석기의 다양도
가 낮지만, 후기에는 다양한 석기 유형이 모두 확인되어 석기의 다양도
가 높다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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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취락과 석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중기와 후기
취락의 점유 기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신석기시대 중·후기의 취락은 규모와 구조,
유물상으로 보아 ‘정주(定住, sendentary)’ 생활을 유지한 공간으로 간주
되고 있다(구자진 2010; 임상택 2010b). 원칙적으로 ‘정주’는 하나의 거주
공간에서 연중 지속되는 거주를 하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지만(Higgs
and Vita-Finzi 1972), 실제 연구에서 연중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개념은 상대적으로 사용되는데, 이전 시기에 비해 상
대적으로 이동을 줄이고 비교적 오래 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집단의
일부라도 같은 장소에 연중 거주하는 경우 등을 모두 통틀어 사용한다
(Kelly 1992). 즉, 완전한 정주(fully sedentary)와 상대적인 정주(relative
sedentary)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Habu 1996), 이를 모두 통틀
어 ‘정주’의 개념으로 표현한다(Mignon 2006).
신석기시대 중·후기 취락은 수혈 주거지가 나타나고 주거 시설과 공
반되는 각종 기타 유구들이 존재하며 풍부한 유물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정주 생활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생각된다. 정주의 개념
에서 드러나듯 취락에서의 정확한 정주의 정도, 즉 연중 거주 여부와 점
유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몇가지 지표들을 사용
하여 상대적인 점유 기간의 길고 짧음을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취락의 점유 기간을 주로 취락의 규모와 연관시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취락의 규모가 큰 것이 곧 오랜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연중 거주 방식이 아닌 계절 점유
방식의 취락 점유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특정 시기 특정 공간에 자원
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취락이 존재할 수 있다(임상택 2010b). 취
락의 점유 기간은 취락의 규모보다는 저장 시설의 유무, 쓰레기 처리 장
소(패총 등)와의 거리, 유구의 구성, 유물 종류의 풍부함, 외래 유물의 유
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추정 가능하다(Kent 1992). 본고에
서는 이 가운데 취락의 유구 구성과 석기 조성 양상을 확인하고, 주거지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을 덧붙여 취락 점유 기간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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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68)
먼저 주거지 내부 구조의 경우에는 단순한 내부 구조가 확인된 주거
지에 비해 복잡한 내부 구조가 확인된 주거지에서 장기 점유가 이루어졌
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한 공간에 머물게
되면 주거지 내부 시설을 수리하고 보수한 흔적이 남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거지 내부 시설이 복잡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69) Ⅲ
장에서 살펴보았듯 후기의 주거지 내부 구조에서는 동시기에 모두 사용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면적에 비해 많은 수의 수혈이 촘촘하게
배치된 양상과 중복 조성된 노지와 주공, 수혈이 나타났다. 반대로 중기
주거지의 경우에는 주거지를 수리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내부 시설을 조
성한 흔적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단순한 내부 구조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후기 취락만큼 오랜 기간에 걸친 점유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두 시기를 비교하면 중기에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
의 점유가, 후기에는 중기보다 장기간 동안의 점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크다.
취락의 점유 기간에 대한 추정은 주거지 내부 구조 이외에 취락의 유
68) 저장 시설의 경우 영구적으로 사용되어 분명하게 저장 시설로 파악할 수
있는 유구가 거의 확인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현재까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수혈을 저장 시설로 추정하는 정도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저장 시
설로 추정되는 수혈은 대부분 후기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주거지 외부에 단독
시설로 설치된 수혈도 중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후기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된다. 한편 쓰레기 처리 장소인 패총과의 거리는 중기와 후기 모
두 취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외래 유물은 중기와 후기 취락에서 모두 확
인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69) 한편으로는 중·후기 주거지 간에 주거지 구조 또는 건축 방법의 차이가 존
재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일부 후기 주거지 가운데에는 동시기에 모두 사용되
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하게 배치된 수혈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시기에 따른 주거지 내부 구조의 차이로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거지에 대한 반복 점유(재점유)로 인해 시설의 재배치와 보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후기 취락 구조의 특성을 고
찰하는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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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성과 석기 조성 양상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취락의 유구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구들이 주거지 주변에 존재하는 것은 오랜 기
간 거주하기 위해 필요했던 다양한 생계 활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써, 한 유적에서 장기간에 걸친 점유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연구 대상 지역의 유구 구성을 비교해보면, 중기 취락이 주
거지 위주의 단순한 유구 구성을 이루는 것에 비해, 후기 취락은 주거지
와 더불어 주거지 주변에 수혈유구, 노지, 집석유구, 구상유구, 패총 등의
각종 기타 유구가 별도로 배치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구 구성을 볼
때 중기에 비해 후기에 좀 더 장기적인 거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
다.
석기 조성 양상 역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결론적으로
중기 취락에 비해 후기 취락에서 더욱 높은 석기의 다양도가 확인되었
다. 석기의 조성 양상이 다양한 것은 장기 거주 방식을 취했을 때 나타
나는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중기에 다양한 석기 유
형이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를 중기 대규모 취락에서의 장기 거주 가능성
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였다(구자진 2010, 2011, 2012). 그러나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중기보다는 후기 취락에서 장기 거주
취락에서 드러나는 각종 특징들, 예를 들어 생업 활동과 관련 없는 도구
(장신구 등)의 존재, 도구 조성 양상의 다양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기
보다는 후기 취락에서 장기 거주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중기의 석기 조성에서 고석, 대석, 갈돌, 갈판
의 식량가공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대규모 취락을 유지하기 위
해 필요했던 식량 저장 및 가공에 중점을 둔 생계 방식의 결과라고 파악
하였다(구자진 2010, 2011, 2012). 그러나 Ⅳ장의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의 높은 상대 빈도는 중기(71%)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후기(59%)에도 관찰되는 사실로써, 연구 대상 지역의 중기와 후
기 취락 유적 모두에서 나타나는 석기 조성의 공통점이다.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은 다른 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 휴대성이
떨어지며, 석기를 제작하는 과정에 시간, 노동력, 기술 등이 많이 소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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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석기이다. 따라서 의도적인 취락의 폐기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석기보다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이 주거지에 많이 남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후기 취락 유적의 폐기 맥락을 살펴보면, 먼저 중기
에는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삼목도 Ⅲ 유적에서 화재 폐기된 주거지
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화재가 이루어진 상황은 유적마다 다양한데, 보고
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층위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화성 석교리
유적을 제외하면, 안산 신길동 유적의 경우에는 유물의 출토 상황과 유
구의 상태, 층위로 볼 때 의도적인 화재 폐기가 이루어졌으며(高麗文化
財硏究院 2009), 삼목도 Ⅲ 유적의 경우에는 주거지 폐기로 인한 퇴적층
이 형성된 이후 화재가 났기 때문에 주거지의 폐기 맥락과 화재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09). 한
편 후기 취락 유적(영종도 중산동(한강),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서는 모
두 화재 폐기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
한 층위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영종도 운북동 유적을 제외하면, 영종
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는 유적의 사용이 완료된 후 폐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따라서 대부분의 중·후기 취락 유적에서 의도적인 폐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석, 대석, 갈돌, 갈판을 제외한 나머지 석기
조성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취락의 점유 기간과 그 지속성
및 구체적인 생계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중기에는 고
석, 대석, 갈돌, 갈판을 제외하면 제한된 범주의 석기만이 확인되지만 후
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석기가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중기보다 후기
에 더욱 다양한 활동이 취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기 취락과 후기 취락의 정주 정도를 비교하면, 주거지
내부 구조, 취락의 유구 구성, 석기 조성 양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기 취락에 비해 후기 취락에서 ‘상대적’
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점유가 이루어졌으며, 정주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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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와 후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락 구조가 관찰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의 분석 결과, 중기에는 주거지 위주의 유구 구성을 가지는 1
0～20기 내외의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에서 단기 점유가 이루어진 양상
이, 후기에는 5기 내외의 주거지와 함께 기타 유구로 구성된 군집 수 개
가 모여서 20기 내외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취락을 이루며 장기
점유가 이루어진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취락 구조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취락의 점유 기간 뿐 아니라 취락의 입지와 취락에서
출토된 동·식물유체, 식료자원 획득과 관련된 도구의 조성 양상, 주변의
한정 행위 유적(패총 유적, 야외노지 유적)과의 관계70) 등을 통해 취락
의 생계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중·후기 취락의 입지를 살펴보면, 중기 취락의 경우 도서 지역에
위치한 삼목도 Ⅲ 유적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유적(시흥 능곡동, 안산 신
길동, 화성 석교리 유적)이 해안 지역에 입지한다.71) 시흥 능곡동 유적은
현재 해안선으로부터 3km 떨어져 있으나 근세지도를 검토한 결과 유적
에 인접한 곳까지 해안선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京畿文化財硏究院
2010: 370), 안산 신길동 유적은 해발 6～8m의 하단부 저지대에서 뻘층
70) 이와 더불어 대상 지역의 취락 구조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
역 취락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상 지역과 인접한 충남 해안
지역의 경우 중기 후반(임상택 2012)이 되면 10기 이하(주로 5기 내외)의 주
거지 만이 조사된 규모가 작은 취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취락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특정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고에서
는 대상 지역 내에서의 특징적인 취락 구조 변동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 구체
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71) 본고를 작성하는 중간에 안산 대부동 유적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양상은 보고서가 출간된 이후에 파악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대부동 유적은 중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19기의 주거지가 확인
되어 도서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취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2). 따라서 현재까지 도서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취
락으로는 삼목도 Ⅲ 유적 1개만이 확인되었지만, 추후에 조사 사례가 늘어남
에 따라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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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었으므로(高麗文化財硏究院 2009: 223) 역시 해안에 인접하여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후기 취락은 화성 가재리 유적
을 제외한 모든 유적(영종도 는들, 영종도 중산동(중앙), 영종도 중산동
(한강), 용유도 을왕동 Ⅲ, 용유도 을왕동 Ⅳ, 영종도 예단포-중산동, 영
종도 운북동, 영종도 운서동 Ⅰ 유적)이 도서 지역에 위치한다.
입지와 더불어 취락에서 출토된 동·식물유체와 식료자원 획득과 관련
된 도구의 조성 양상은 취락에서 이루어진 생계 방식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식물유체가 출토된 유적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
다. 중기 취락 유적에서는 해안 지역에 위치한 유적인 시흥 능곡동 유적
과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만 식물유체가 출토되었다. 후기 취락 유적에서
는 중기에 도서 지역에 위치한 취락 유적에서 식물유체가 출토되지 않던
것과는 달리72) 도서 지역에 위치한 인천 중산동(한강) 유적에서 식물유
체가 출토되었다. 중·후기를 통틀어 식물유체가 발견된 모든 유적에서
채집 대상인 도토리류와 경작 대상인 조와 기장이 발견되었으므로, 중·
후기 모두 식물 채집과 함께 작물 재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연구 대상 유적 출토 식물유체 (안승모 2012; 이경아 2010,
2012)
작물(립)
유적
조 기장 팥 두류 기타 식물유체(립)
◌
◌
◌
◌
도토리(7)
중기 시흥 능곡동 (258) (3) (1) (6)
화성 석교리
◌
◌
× ×
도토리
◌
◌
후기 인천 중산동(한강) (6) (1) × ×
견과류?(4)
시기

동물유체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므로 동물자원의 획득과 관련된 석
기인 석창, 석촉, 찔개살의 출토 빈도를 통해 동물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72) 중기의 삼목도 Ⅲ 유적에서는 면밀한 식물유체 분석이 시행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조·기장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며 종자류도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이
경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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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기에는 해안 지역에 입지한 시흥 능곡
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유적의 경우 수렵 및 어로와 관련된 석기
가 거의 출토되지 않지만, 도서 지역에 입지하는 삼목도 Ⅲ 유적에서는
식량가공구를 제외하고는 수렵·어로구인 석창과 석촉만이 출토되는 양상
이 나타났다. 후기의 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과 영종도 운북동 유적에
서는 석촉과 찔개살이 각각 10.9%, 14.6%의 비중으로 출토되었는데, 전
체 석기 조성의 절반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가공구를 제외하고 본
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중·후기를
통틀어 해안 지역보다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수렵·어로구가
출토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 지역에 위치하는 취락 유적 이외의 한정 행위
유적인 패총 유적(표 28)과 야외노지 유적(표 29)을 살펴보면, 먼저 패총
유적의 경우 연구 대상 취락의 주변에서 40개가 넘는 많은 수의 유적이
조사되었으나 대부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표조사 또는 유적의
확인에 그쳐 유적이 점유된 시기, 기간 등 구체적인 점유 양상을 파악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실시된 패총 유적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대다수가 중기와 후기에 해당하며 특히 후기에 집중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야외노지 유적은 연구 대상 지역에서 총 4개의 유적만이
확인되었는데, 시기가 불분명한 영종도 송산 유적을 제외하면 3개 유적
모두가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현재까지 조사된 패총 유적과 야외노지 유적의 대다수는 후기
에 해당한다. 패총은 패류 자원의 계절적 이용과 관련된 한정 행위 장소
이다. 야외노지 역시 잔존지방분석 결과 패류와 함께 어류의 지방이 확
인된 바 있으므로(유혜선 윤은영 2006), 어패류의 이용 및 가공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는 한정 행위 장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기에 많이 확
인되는 패총과 야외노지 유적을 통해, 후기에 해양 자원의 이용과 가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취락의 입지, 식물유체, 식료자원 획득과 관련된 도
구 조성 양상, 한정 행위 유적 자료와 함께 점유 기간을 고려하여 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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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연구 대상 지역의 패총 유적 (한국신석기학회·(재)한강문화
재연구원 2009: 369-375 편집)
연번 지역
1
2
3 시
4 흥
5
6
7
8
9
10 안
11 산
12
13
14
15
16 화
17 성
18
19
20
21
22
23
24 인
25 천
26
27
28
29
30

유적 발굴 시기 연번 지역
유적 발굴 시기
뒷살막 ○ 후기 31
굴업도 2 - 가운데살막
○
중기
32
백아도 1 - 오 안말 - - 33
백아도 2 - 이 작은소라벌 ○ ? 34
울도
- 도 소래벌 - - 35
시도 1
○ 후기
신포동 ○ 중/후 36
시도 2
○ 후기
대부남동 - - 37
신도 1
- 흘곶
○ 후기 38
신도 2
- 구봉이 1 - - 39
외1리 1 ○ 전기?
구봉이 2 - - 40
외1리 3 ○ 전기?
대부북동 - - 41
영흥도
- 불도
- - 42
용담이 1 - 탄도
- - 43
용담이 2 - 옥귀도
- - 44 인 자월도 1 - 제부리 1 - - 45 천 자월도 2 - 제부리 2 - - 46
자월도 3
마하리
- - 47
자월도 4 - 지화리
- - 48
대이작도 1 - 북리 - - 49
대이작도 2 - 덕 진리
1
50
대이작도 3 - 적 진리 4 - - 51
대이작도 4 - 도 진리 5 - - 52
덕교동
- 나루개 1 - - 53
무의도 1 - 턱골 1 - - 54
무의도 2 - 소 턱골 2 - - 55
무의도 3 - 용
을왕동 Ⅰ ○ 후기
야 턱골 3 - - 56
유
소야분교
57
을왕동 Ⅲ ○ 후기
도
도
대촌 1 - - 58
영종도 운서동Ⅰ ○ 후기
대촌 2 - - 59
문갑도 1 - 굴업도 1 - - 60
문갑도 2 - -

<표 29> 연구 대상 지역의 야외노지 유적

연번 지역
유적 발굴 시기 연번 지역
유적 발굴 시기
1 인천 용유도 을왕동Ⅰ ○ 후기 3 인천 영종도 송산 ○ 전기?
2
남북동 ○ 후기 4
삼목도Ⅰ ○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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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 지역의 취락 구조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기의 경우에는 취락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의 점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기 취락의 입지는 도서 지역과 해안 지역으
로 양분되는데, 유적의 입지에 따라 식료자원의 획득과 관련한 도구와
남겨진 식물유체가 서로 다르게 출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도서 지역에
입지한 유적(삼목도 Ⅲ 유적)에서는 식물유체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나,
수렵·어로구의 출토 빈도가 높은 것에 비해, 해안 지역에 입지한 유적
(시흥 능곡동,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유적) 가운데에는 2개 유적(시
흥 능곡동, 화성 석교리 유적)에서 조·기장과 도토리가 함께 출토되었으
나, 수렵·어로구는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해안 지역에서 수렵·어로구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 이유로는 돌 이외
의 다른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 취락이 아닌 별도의 장소(자
원 획득 장소 주변, 도구 은닉 장소 등)에 관련 도구를 남겨 두었을 가
능성, 석창·석촉·찔개살·어망추가 아닌 다른 도구나 시설을 이용하여 수
렵·어로를 했을 가능성(소상영 2011b) 등이 있다. 또한 현재의 도구 조성
양상만 놓고 본다면 자원 획득(특히 해양 자원)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변의 도서 지역에 위치한 한정 행위 장소로 이동하여 자원 획득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기에는 취락 유적에서 수렵·어로구가 거의 출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 28>과 <표 29>에서 드러나듯 해양 자원 이용과 관련
된 한정 행위 유적도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73) 해양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활동이 육상 자원의 획득 활동에 비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73) 중기에 패총이 적게 확인되는 이유로는 기존의 패총 조사가 오이도 또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영종도 주변의 도서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
으며, 많은 수의 취락이 확인된 경기 해안 지역 주변의 경기 도서 지역에 대
해서는 발굴 조사가 적게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부도,
영흥도 등 경기 도서 지역에 위치한 패총에 대해 좀 더 많은 발굴 조사가 실
시된다면 새로운 한정 행위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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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기의 경우에는 취락 점유 양상과 석기 조성 양상의 분석 결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점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
었다. 중기와 구분되는 후기 취락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취락
이 도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다. 식물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후기 취
락(영종도 중산동(한강) 유적)에서는 중기 취락과 마찬가지로 조·기장 및
도토리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중기 취락 유적에서 해양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증거가 적게 확인되었던 것과는 달리, 후기 취락에서는 전체 석
기 조성에서 수렵·어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수렵·어로구의 종
류가 증가하는 특징이 관찰된다. 후기에 많이 해당되는 패총과 야외노지
유적은 이러한 활발한 해양자원 이용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섬에 위치한
취락의 입지적 이점을 활용하여 후기 취락에서는 취락을 중심으로 장거
리 이동 없이 주변의 어류 및 패류 자원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전 시기보다 더욱 비중 있게 해양 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생
각된다. 또한 섬의 큰 규모를 활용하여 농경을 실시하고 육상 자원을 적
극적으로 이용하면서 취락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계 활동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장기 점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정리하면 취락의 규모와 입지, 식료자원 이용 관련 도구, 식물유체,
한정 행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중기와 후기에는 어느 정도
생계 방식의 차이가 관찰된다. 중기 취락에서 해양 자원 이용과 관련된
도구, 해양 자원 이용과 관련된 한정 행위 장소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식물 채집 활동과 농경의 증거인 식물유체만이 확인되는 것과 달리, 후
기 취락에서는 식물 채집 활동과 농경의 증거가 확인되는 것은 물론 어
류 및 패류 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도구, 한정 행위 장소가 모두 확인되
었다. 한편 입지와 관련하여서는 중기 취락이 주로 해안 지역에 입지하
는 것과는 달리 후기가 되면 취락의 입지가 도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취
락의 입지 변화가 관찰된다. 후기에 중기보다 상대적으로 장기 점유가
가능하게 된 것은 취락 입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후기에는 섬이
라는 입지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양 자원 이용에 집중할 수 있
었던 동시에 다양한 식물 자원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식료자원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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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 이러한 복합적인 생계 활동을 토대로 장기 점유가 가능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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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고는 신석기시대 중서부 해안 지역, 특히 경기·인천 지역 취락을 대
상으로 중기에서 후기로 변화하는 시기 동안의 취락 구조의 변동 양상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취락 내 각종 유구(주거지, 야
외노지, 수혈유구 등)의 내부 구조 및 배치 양상에 대한 분석과 석기 조
성 양상에 대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취락의 배치, 취락
규모, 유구 구성, 주거지 내부 구조에서 각 시기별로 서로 다른 특징이
관찰되었다.
먼저 취락의 주거지 내부 구조(주공·수혈·노지의 배치 양상 및 개수
등), 주거지 간의 중복 및 주거지와 기타 유구 간의 중복, 출토 유물상,
AMS 편년 등을 검토해본 결과, 중기에는 10～20기의 주거지가 하나의
취락을 이루는 취락 점유 양상이 확인되었고, 후기에는 5기 이하의 주거
지 군집 수 개가 모여서 20기 내외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취락 내 주거지와 기타 유구의 배치
양상 및 중복 관계를 볼 때, 중기의 유구 구성은 별도로 설치된 기타 유
구(야외노지, 수혈유구, 패총, 구상유구 등)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한편 후기에는 5기 이하의
주거지가 기타 유구와 함께 하나의 소군집을 이루며 배치되는 양상이 확
인되었고, 별도로 설치된 기타 유구가 주거지 주변을 둘러싸고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타 유구가 주거지와 세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석기 조성 양상 역시 각 시기에 따라 일정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중
기와 후기 석기 조성 양상의 공통점은 갈돌, 갈판, 고석, 대석과 같은 식
량가공구가 전체 석기 조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가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석기 조성에 있어 중기와
후기에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관찰된다. 후기에는 중기에 비해 석기의
다양도(풍부도)가 2배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기존에 사용되
었던 석기가 세분화되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석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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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결과이다. 한편 중기에는 제한된 범주의 석기만이 확인되었으며,
식량가공구를 제외하면 각 유적별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석기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취락 유적의 석기 조성과 취락 점유 양상에 대한 분석 결
과와 더불어 취락의 입지, 출토된 식물유체, 연구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한정 행위 유적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해본 결과, 시기에 따른 취
락 구조의 변동 양상이 확인되었다. 중기에는 해안에 인접한 구릉에 위
치한 10～20기의 주거지만으로 이루어진 단독 군집 또는 10기 내외의 주
거지만으로 이루어진 복수 군집의 취락에서 단기간 동안 거주가 이루어
졌으나, 후기에는 도서 지역에 위치한 5기 내외의 주거지와 기타유구(수
혈유구, 집석유구, 구상유구)로 이루어진 복수 군집이 모여서 총 20기 내
외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며 장기간 동안 거주하였
으며, 해양 자원 획득 및 가공 활동을 위해 주변의 야외노지와 패총을
활발히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에 중기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
안의 점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섬이라는 입지조건을 활용하면서
해양 자원 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동시에 중기와 마찬가지로 식
물 채집과 작물 재배를 실시하면서 취락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을 이용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취락 내의 각종 유구와 출토된 석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
해 기존에 이해되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신석기시대 중서부 해안 지
역 중·후기 취락 구조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
나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고에서 선택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분석 규모와 취락 양상을 보이는 경기·인천 지역으로 부득이하게
연구 범위를 한정시키면서 다른 중서부 해안 지역(황해도, 충청남도 등)
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살펴보지 못했으며, 시기별로 취
락 구조의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본고에서
밝히지 못한 중서부 해안 지역의 전기와 중·후기를 잇는 전체적인 취락
변동 양상과 취락 변동의 원인은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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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the Neolithic Middle and Late Period
in Central-western Korea
Jiin Yoo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hange of the
settlement pattern in Central-western areas (especially Kyungi and
Incheon region) during Korean Neolithic middle and late phase.
Research Sites are 5 sites in middle phase and 10 sites in late phase.
For this purpose, two methods are used in this study. One is the
settlement analysis and the other is the analysis of stone tool
composition. Settlement analysis is the analysis about settlement’s
placement, pit-house inner structure, occupation unit and features
composition. To examine contemporaneity problem, this study
considers distance between features, overlapping of the features,
placement of pit-house inner facilities and AMS dating. Next, the
analysis of the stone tool composition is conducted by categorizing
the stone tool by its type and identifying the proportion of each type
of stone tools in whole stone tool composition and the d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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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stone tool.
The result of settlement analysis shows that in middle phase, 10～
20 pit houses(sole group) or two groups including 10 or so pit houses
each are occupied simultaneously as one settlement. The inner
structure of the pit-house is simple and features composition is
composed of pit-houses solely. However, in late phase, many groups
including 5 or so pit houses each are occupied as one settlement. The
inner structure of the pit-house is complicated and features
composition is composed of pit houses and various features.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stone tool composition shows that
the middle and late phase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high
proportion of the food-processing tool (grinding stone, pounding
stone). However, the composition except food-processing tool,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middle and late phase. In late phase, richness of
the stone tool is increased twice as many as middle phase's as a
result of subdivision of the middle phase stone tool and apeearance of
the new stone tools. Meanwhile, the middle phase's stone tool
composition shows limited stone tool categories and different
concentration of specific stone tool category by sites.
Concluding the analysis of settlement and stone tool composition
and considering the location of settlement, plant resources and
limited-act areas (shell midden, open hearth site), the settlement
pattern of the central-western areas during Korean Neolithic middle
and late phase is as follows:
In middle phase, settlement consisting 10～20 pit houses(sole
group) or two groups including 10 or so pit houses each is occupied
relatively short period. The settlement is usually located in coastal
areas. In late phase, settlement consisting many groups including 5 or
so pit-houses and features each is occupied long period. The
- 101 -

settlement is mostly located in island. Therefore, shell midden and
open hearth sites are used actively to obtain and process the marine
resources. The reason for the long period occupation in late phase is
related to the location of settlement, island. Using the locational
advantage of island, people concentrate the uses of fish and shell
resources at the same time as using the plant resources through the
gathering and farming. Using various resources, people can live more
longer period than middle phase's.
keywords : the Neolithic period, central-western Korea,
settlement pattern, contemporaneity problem, stone tool
composition, diversity, occup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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