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주 금진리 선사유적 조사예보

(溟洲 金津里 先史遺蹟 調査豫報)

崔      夢     龍

〈서울大 人文大 助敎授〉

秋      淵     植

〈서울大 考古學科 大學院〉

                                 

  目         次

                Ⅰ. 序  言                                    1. 土  器

                Ⅱ. 遺蹟의 位置, 環境 및 現況                     a. 無文土器

                Ⅲ. 採集遺物                                     b. 金海式土器

                  A. 가地區                                   2. 石  器

                    1. 土  器                                  3. 鐵  滓

                     a. 櫛文土器                           Ⅳ. 後  言

                  B. 나地區

Ⅰ. 서  언(序  言)

 과거(過去) 한국고고학(韓國考古學)에 있어 공백지대(空白地帶) 던 강원도지역(江原道地

域)-특(特)히 동해안지방(東海岸地方)에 대한 고고학조사(考古學調査)가 최근(最近)에 들어

와 활발(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이러한 조사(調査)로 말미암아 한반도(韓半島) 동북지

역(東北地域)과 남해안지역(南海岸地域)의 문화(文化)를 연결할 수 있는 태백산맥(太白山脈) 

이동지역(以東地域)의 문화(文化)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태백산맥(太白山脈)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 한강유역(漢江流域)과 동해안지역간(東海岸地域間)의 문화접촉(文化接觸)도 

어느 정도 상정(想定)할 수 있게 되었다.

1) 白弘基 〈襄陽郡 鰲山里 櫛文土器遺蹟〉 《考古美術》 138, 139合 1978. pp.213∼219.

   白弘基 〈江原道 東海岸의 櫛文土器文化〉 《歷史學報》 87, 1980. pp.1∼44.

   任世權 〈春川 中島의 先史文化〉 《韓國考古學報》 9, 1980. pp.1∼44.

   李健茂 外 《中島 : 進展報告 Ⅰ》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十二冊 1980.

   李健茂 外 《中島 : 進展報告 Ⅱ》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十三冊 1981.

   池健吉 외 《中島 : 進展報告 Ⅲ》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十四冊 1982.

   中島先史遺蹟發掘調査團 《中島發掘調査報告書》, 1982.

   白弘基 〈江原道 東海岸 地方의 支石墓〉 《考古美術》 156, 1982. pp.1∼15.

   池健吉 외 《中島 : 進展報告 Ⅳ》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十五冊 1984.

   任孝宰․權鶴洙 《鰲山里遺蹟》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九冊 1984.

   元永煥․崔福奎 《屯內》 江原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書 第1輯, 1984.

   白弘基 《襄陽郡 柯坪里 住居址發掘調査報告(Ⅰ)》 遺蹟發掘報告 第2輯,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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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最近)의 이러한 고고학조사(考古學調査)에 덧붙여서 서울대(大)고고학조사단(考古學調

査團)은 강원도(江原道) 명주군(溟洲郡) 옥계면(玉溪面) 금진리(金津里) 옥계(玉溪)해수욕장 

부근에서 즐문토기(櫛文土器)․무문토기(無文土器)․김해식토기편(金海式土器片)이 다량(多

量) 채집(採集)되는 유적(遺蹟)에 대한 지표조사(地表調査)를 실시하 다.2)

 지표조사(地表調査) 결과(結果) 약(約) 0.2㎢에 걸친 넓은 지역(地域)에서 소량(小量)의 즐

문토기편(櫛文土器片)과 다량(多量)의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김해식토기편(金海式土器片) 

및 석기류(石器類)․철재등(鐵滓等)이 채집(採集)되었는데, 특(特)히 이 곳에서 채집(採集)된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은 최근(最近) 강원도지역(江原道地域)에서 발굴(發掘)․조사(調査)된 

중도유적(中島遺蹟)3), 둔내유적(屯內遺蹟),4) 가평리유적(柯坪里遺蹟)5)과 비슷한 토기양상(土

器樣相)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地域)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 토기연구(土器硏究)를 위

한 중요한 자료(資料)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금진리유적(金津里遺蹟)에 대한 정식발굴조사(正式發掘調査)에 앞서, 

금번에 지표채집(地表採集)된 유물(遺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Ⅱ. 유적(遺蹟)의 위치(位置)․환경(環境) 및 현황(現況)

 금진리유적(金津里遺蹟)은 동해안(東海岸)인 강원도(江原道) 명주군(溟洲郡) 옥계면(玉溪面) 

금진리(金津里)에 위치(位置)하고 있다. 강릉(江陵)에서 동해고속도로(東海高速道路)를 타고 

남(南)쪽으로 약(約) 20km를 가면, 옥계면(玉溪面) 낙풍리(樂豊里)에 있는 낙풍교(樂豊橋)가 

있다. 이 다리에서 낙풍천(樂豊川)을 따라 가평들을 지나면 해안가에 소나무숲이 있다. 이 

소나무숲 전체(全體)가 유적(遺蹟)인 것으로 추정(推定)되는데, 이 소나무숲은 둔덕이 진 사

구(砂丘)위에 펼쳐져 있다. (圖) 1, 사진 1)

 금진리(金津里)가 속해 있는 명주군(溟洲郡)은 화강암지대(花崗岩地帶)로서 태백산맥(太白

山脈)을 등지고, 평야지(平野地)가 동해안(東海岸)에 연(沿)해 있으며, 하천(河川)이 급류(急

流)여서 범람(氾濫)이 심한 지대(地帶)이다. 또한 화강암 (花崗岩)에 기인(起因)한 잔적토(殘

積土) 및 충적 토(冲積土) 지대(地帶)로서 강원도내(江原道內)에 서는 가장 땅이 비옥한 지

역(地域)이다.6) 특(特) 히 금진리유적(金津里遺蹟)이 있는 이 일대(一帶)는 내륙(內陸)에서 

흘러나오는 낙풍천(樂豊川)과  주수천(珠樹川)이 해수(海水)와 만나면서 그 주변에 가평들이

라는 광활한 평지(平地)를 전개시키고 있다.(사진 2) 유적(遺蹟)은 이러한 가평들을 바라    

 보는 조금 높은 사구(砂丘)위에 있으며 그 바로옆에는 하천(河川)과 해수(海水)가 합류(合

流)하고 있어(사진 3), 농경(農耕)뿐만 아니라 어로(漁撈)에도 아주 적합한 생활입지조건(生

活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다.

2) 이 遺蹟은 1984年 6月 溟洲郡 深谷里 舊石器遺蹟 調査中이던 李鮮馥(당시 서울大講師)에 의해 처음 發見되었고, 

그 뒤 6月과 8月 2次에 걸쳐 광범위한 地表調査가 실시되었다.

3) 李健茂 外, 1980, 前揭書.

  池健吉 外, 1982, 前揭書.

4) 元永煥․崔福奎, 前揭書.

5) 白弘基, 1984, 前揭書.

6) 江原道 企劃管理室 《江原總覽》, 1975.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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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1〉금진리 유적의 지리적 환경   (金津里 遺蹟의 地理的 環境)

               

〈사진 1〉 금진리(金津里) 유적(遺蹟)의 환경(遠景)

205



 이와같은 자연적(自然的)인 입지조건(立地條件)으로 미루어 보아 이 지역(地域)에 대규모

(大規模) 주거지군(住居址群)이 형성(形成)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現在)는 소

나무숲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까지 민묘(民墓)가 늘려 있는 공동묘지(共同墓地)이다.  이곳

에서 수습한 토기편(土器片)들은 대부분(大部分) 옥계(玉溪)해수욕장 개발(開發)을 위해 이 

지역(地域) 민묘(民墓)를 이장(移葬)하는 과정(過程)에서 표면(表面)에 노출(露出)되어 나타

났는데, 채집(採集)된 유물(遺物)에 따라 대략(大略) 2개지구(個地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진 2〉 금진리 유적(金津里 遺蹟)과 가평들 

〈사진 3〉 금진리 유적과 주수천(珠樹川)․낙풍천(樂豊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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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금진리 유적(金津里 遺蹟)과 가地區

〈사진 5〉금진리 유적과 나地區

 먼저 가지구(地區)는 야 지철책(野營地鐵柵)으로부터 금진국민학교(金津國民學校) 쪽으로 

200m 정도 가면 2∼3기(基)의 민묘(民墓)가 이장(移葬)된 곳이 나오는 지역(地域)으로서(사

진 4), 이 곳에서는 즐문토기편(櫛文土器片)이 수습되었다.

 나지구(地區)는 광포(廣浦)나룻터 좌측단(左側端)에서부터 현재 해수욕장 야 지철책(野營

地鐵柵)이 둘려 쳐 있는 곳까지가 남북(南北)한계선(線)이며, 서(西)쪽으로는 사구(砂丘)가 

경사져 논과 만나는 곳까지이고, 동(東)쪽은 현재 옥계(玉溪)레저하우스와 방갈로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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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이다. (사진5) 이 나지구(地區)에서는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김해식토기편(金海式土器

片)․석기류(石器類)․철재(鐵滓) 등(等)이 채집(採集)되었다.

 Ⅲ. 채집유물(採集遺物)

     A. 가지구(地區)

       1. 토기(土器)

 a. 즐문토기편(櫛文土器片)

 모두 7편(片)이 채집(採集)되었다. 그 중(中) 기복부편(器腹部片) 5점(點)의 태토(胎土)는 백

〈圖面 1〉 즐문토기 구연부편(櫛文土器 口緣部片)

〈사진 6〉 즐문토기 기복부편(櫛文土器 器腹部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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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즐문토기 구연부편 및 기복부편(櫛文土器 口緣部片 및 器腹部片)

〈圖面 2〉 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구연부편(無文土器 外反口緣壺 口緣部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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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무문토기 외반구연호 구연부편(無文土器 外反口緣壺 口緣部片)

 

운모(白雲母)가 많이 섞인 점토질(粘土質)인데, 4점(點)은 무문양(無文樣)이고(사진 6) 1점

(點)은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이 시문(施文)된 것 같으나 마모가 심해 확실치는 않다.(사진 

7-③)

 그리고 2점(點)의 구연부편(口緣部片)이 있는데 그 중(中) 한 점(點)(도면(圖面) 1-①, 사진 

7-①)은 태토(胎土)가 석 (石英)․장석(長石)․운모(雲母)가 간간(間間)히 섞인 점토질(粘土

質)로서 갈색(褐色)이다. 문양(文樣)은 구연(口緣) 바로 밑에 과문(瓜文)이 시문(施文)되어 있

고, 추정기형(推定器形)은 심발형(深鉢形)인 것으로 보인다. 구경(口徑)은 24cm이고 기후(器

厚)는 0.5∼0.7cm이다.

 나머지 한 점(點)(도면(圖面) 1-②, 사진 7-②) 역시 석 (石英)․장석(長石)․운모(雲母)가 

간간(間間)히 섞인 점토질(粘土質) 태토(胎土)에 흑갈색(黑褐色)을 띄고 있다. 이 편(片)은 

구연하(口緣下) 0.4cm 밑에 단사선문(短斜線文)이 압날(押捺)되어 있다. 기후(器厚)는 0.5∼

0.6cm이다.

     B. 나지구(地區)

       1. 토기(土器)

  a. 무문토기(無文土器)

     ㄱ. 구연부(口緣部)

  이 곳에서 채집(採集)된 구연부편(口緣部片)은 약(約) 30여편이 되나, 모두 외반구연호(外

反口緣壺)와 단경호(短頸壺)의 구연부편(口緣部片)들이다.

1) 외반구연호(外反口緣壺) 구연부편(口緣部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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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大部分) 구연단하(口緣端下) 1.5∼3cm 부분(部分)에서부터 외반(外反)하고 있는데, 

그 각도(角度)는 5°에서 40°까지 다양(多樣)하다.

 ① (도면(圖面) 2-①, 사진 8-①)

 굵은 석 립(石英粒)이 많이 섞인 점토질(粘土質)의 투박한 태토(胎土)로서, 표면(表面)은 

흑갈색(黑褐色)을 띄고 있는데 기내면(器內面)에까지 이 색깔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토기

(土器) 소성시(燒成時) 불받음이 양호(良好)하지 못해 나타난 흑반(黑班)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면(表面)에 철분(鐵粉)이 묻어 있는데, 지표채집(地表採集)된 것이라 확실하게 이야

기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철기(鐵器)와 같이 매장된 토기편(土器片)이었거나 아니면 원래 

토기(土器) 소성시(燒成時) 철분(鐵粉)이 묻어서 구워졌던 것 같다. 후술(後述)하겠지만 이 

토기편(土器片)들과 함께 철재(鐵滓)(Slag)편(片)이 채집(採集)되었다. 또한 이 토기(土器)는 

회전판(回轉板)(Turn Table)를 사용(使用)하여 성형(成形)한 것 같은데, 그 흔적으로 구연부

(口緣部) 상단(上端) 내벽(內壁)에 평행세선(平行細線)이 무수(無數)히 나 있다.

 구경(口徑) : 24.2cm 기후(器厚) : 0.9cm

 ③ (도면(圖面) 2-③, 사진 8-③)

 석립(石粒)이 조금 섞인 점토질(粘土質)로서, 색깔은 갈색(褐色)이 기조(基調)이나 간간(間

間)히 흑반(黑班)이 보여 흑갈색(黑褐色)을 띄고 있는 부분(部分)도 있다.

 구경(口徑) : 15.8cm 기후(器厚) : 0.8cm

 ④ (도면(圖面) 2-④, 사진 8-④)

 석립(石粒)이 많이 섞인 투박한 점토질(粘土質)의 태토(胎土)를 지니고 있으며, 적갈색(赤褐

色)이다. 표면(表面)에는 물손질수법(手法)으로 정면(整面)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구경(口徑) : 14.6cm 기후(器厚) : 0.8cm

2) 단경호(短頸壺) 구연부편(口緣部片)

 구경(口徑)이 28cm나 되는 대형토기(大形土器)에서부터 9cm되는 소형토기(小形土器)의 것

까지 다양(多樣)하다. 모두 구연부(口緣部)가 직립(直立)하고 경하부(頸下部)가 밖으로 꺾이

는 것으로 보아 단경호(短頸壺) 구연부편(口緣部片)인 것으로 생각된다.

 ① (도면(圖面) 3-①, 사진 9-①

 굵은 석립(石粒)이 많이 섞인 투박한 점토질(粘土質)로서 갈색(褐色)을 띄고 있다. 기내외

면(器內外面)에 점토막(粘土膜)(자연(自然) Slip) 이 형성(形成)되어 있으며, 물손질수법(手

法)으로 정면(整面)하 다.

 구경(口徑) : 28cm 기후(器厚) : 0.6cm

 ② (도면(圖面) 3-②, 사진 9-②)

 태토(胎土)는 석립(石粒)이 소량(小量) 섞인 정선(精選)된 점토질(粘土質)로서 적갈색(赤褐

色)이며, 기내외면(器內外面)에 물손질 수법(手法)이 보이고 있다.

 구경(口徑) : 18cm 기후(器厚) : : 0.6cm

 ③ (도면(圖面) 3-③, 사진 9-③)

 굵은 석립(石粒)이 간간히 섞인 점토질(粘土質)의 태토(胎土)를 가지고 있으며, 색깔은 갈

색(褐色)이다. 구연부(口緣部) 내외면(內外面)에 물손질수법(手法)이 보이고 있으며, 기외면

(器外面)에 짚자국이 있다.

 구경(口徑) : 7.6cm 기후(器厚) : 0.5∼0.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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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 무문토기 단경호 구연부편(無文土器 短頸壺 口緣部片)           

       

   

〈사진 9〉 무문토기 단경호 구연부편(無文土器 短頸壺 口緣部片)

④ (도면(圖面) 3-④, 사진 9-④)

 굵은 석립(石粒)이 많이 섞인 투박한 점토질(粘土質)로서 갈색(褐色)이다. 기외면(器外面)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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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운 점토막(粘土膜)이 형성(形成)되어 있다.

 구경(口徑) : 12.6cm 기후(器厚) : 0.8cm

 ⑤ (도면(圖面) 3-⑤, 사진 9-⑤)

 굵은 석립(石粒)이 많이 섞인 투박한 점토질(粘土質)의 태토(胎土)를 가지고 있으며, 적갈

색(赤褐色)이다.

 구경(口徑) : 9cm 기후(器厚) : 1.0cm

ㄴ. 저부(底部)

 여기서 채집(採集)된 저부편(底部片)은 모두 20여점이 되는데, 대별해 보면 굽저부(底部)와 

ㄴ자저부(字底部)로 나누어진다.

 1) 굽저부편(底部片)

 여기서 굽저부(底部)라 함은 평저(平底)이며, 일단 축약(縮約)되어 동체부(胴體部)와 연결

(連結)되고 저부(底部)의 내벽(內壁)바닥이 우묵하게 들어가 마치 굽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① (도면(圖面) 4-①, 사진 10-①)

 굵은 석립(石粒)이 간간(間間)히 섞인 양질(良質)의 점토질(粘土質)로서 적갈색(赤褐色)을 

띄고 있다.

 저경(底徑) : 10cm 기후(器厚) : 0.9cm

 ② (도면(圖面) 4-②, 사진 10-②)

 굵은 석 립(石英粒)이 많이 섞인 매우 투박한 점토질(粘土質)로서 갈색(褐色)을 띄고 있

다. 

저부(底部) 밑에는 깎기 수법(手法)에 의해 굽이 만들어져 있다.

 저경(底徑) : 8.8cm 기후(器厚) : 0.9cm

 ③ (도면(圖面) 4-③, 사진 10-③)

 굵은 석립(石粒)이 섞인 투박한 점토질(粘土質) 의 태토(胎土)이며, 갈색(褐色)이다.

 저경(底徑) : 7cm 기후(器厚) : 0.9cm

 ④ (도면(圖面) 4-④, 사진 10-④)

 굵은 석 립(石英粒)이 많이 섞인 투박한 점토질 (粘土質)로서, 갈색(褐色)을 띄고 있다. 손

가락으로 꾹꾹 누른 손누름 자국에 의해 굽이 뚜렷하게 만들어져 있다. 전형적(典型的)인 굽

저부(底部)이다.

 저경(底徑) : 6cm 기후(器厚) : 0.9cm

 ⑤ ( 도면(圖面) 4-⑤, 사진 10-⑤)

 석립(石粒)이 약간 섞인 정선(精選)된 점토질(粘土質)의 태토(胎土)로서 갈색(褐色)이다. 이

것 역시 저부(底部)에 손누름자국이 보이고 있다.

 저경(底徑) : 6cm 기후(器厚) : 0.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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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4〉 무문토기 굽저부편(無文土器 굽底部片)

2) ㄴ자저부편(字底部片)                                        

 ㄴ자저부(字底部)란 평저(平底)이며 축약(縮約) 없이 동체부(胴體部)와 연결(連結)되는 형태

(形態)의 것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채집(採集)된 ㄴ자저부 (字底部)는 내벽(內壁)바닥이 위로 

들려진 것과 편평한 것 두 가지 모두 보인다.

 ① ( 도면(圖面) 5-①, 사진 11-①)  굵은 석 립(石英粒)이 많이 섞인 점토질(粘土質)의 

태토(胎土)로서 적갈색(赤褐色)을 띄고 있다.

 저부(底部) 밑바닥에는 짚자국이 보이고 있다.         

 저경(底徑) : 6.6cm 기후(器厚) : 0.6cm                

 ② ( 도면(圖面) 5-②, 사진 11-②)

 굵은 석 립(石英粒)이 간간(間間)히 섞여 있으며, 점토(粘土)의 양(量)이 꽤 많다. 색깔은 

적갈색(赤褐色)이며, 기내면(器內面)에는 물손질자국이 있고, 기외면(器外面)에는 표면(表面)

을 정면(整面)하기위해 깎기 수법(手法)을 사용하 다.

 저경(底徑) : 6.6cm 기후(器厚) : 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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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무문토기 굽저부편(無文土器 굽底部片) 

 

     

〈圖面 5〉 무문토기 ㄴ자저부편(無文土器 ㄴ字底部片)

 ㄷ.제작기법(製作技法)

 일반적(一般的)으로 물레를 사용(使用)하기 이전(以前) 단계(段階)의 토기제작과정(土器製作

過程)은 이긴 흙의 준비(Preparation of the Paste), 성형(成形)(Forming and Shaping the 

Vessel), 정면(整面)(Finishing the Surface), 표면장식(表面裝飾)(Decorative Techniques), 말

리기(Drying), 굽기(Firing), 구운후(後) 처리(處理)(Postfiring Treatment of Pottery) 등(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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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 진다.7)

 이러한 제작과정상(製作過程上)에서 볼 때 이 곳 금진리(金津里)에서 채집(採集)된 무문토

기편(無文土器片)에서는 표면장식(表面裝飾)과 구운후(後) 처리(處理) 외(外) 모든 과정(過

程)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1) 이긴 흙의 준비

 이긴 흙은 토기(土器)의 태토(胎土)에서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大部分) 점토(粘土)에 보강

제(補强劑)로서 석 (石英)․장석(長石)․흑운모(黑雲母)가 혼입(混入)되어 있다. 특(特)히 석

립(石英粒)의 혼입률(混入率)이 높으며, 간간(間間)히 장석(長石)과 흑운모립(黑雲母粒)이 

들어 있다. 그 감도는 전형적(典型的)인 무문토기(無文土器)와 같이 매우 투박한 편이다.(사

진 12)

 

 

사진 11〉 무문토기 ㄴ자저부편 (無文土器 ㄴ字底部片) 

〈사진 12〉 무문토기 태토(無文土器 胎土)

7) Shepard, Anna O., Ceramics for the Archaeologist, Washington D.D.: Carnegie Institution of Washington, 

1971. pp. 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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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형(成形)

 일반적(一般的)인 선사시대(先史時代) 토기(土器) 성형방법(成形方法)과 마찬가지로 권상법

(卷上法)과 적륜법(積輪法)을 사용(使用)하여 만들었다. 과정(過程)으로는 먼저 점토(粘土)덩

어리로 밑바닥을 준비한 다음(사진 13), 점토(粘土)띠를 말아 올리거나 겹쌓아서 만들었고, 

(사진 14) 점토(粘土)띠가 가늘어서 접합(接合)이 안된 부분은 조그마한 점토(粘土)덩어리를 

엄지와 인지로 만들어서 이어 붙인 것 같다.(사진 15)

〈사진 13〉 무문토기 저부 바닥면(無文土器 底部 바닥面)               

〈사진 14〉 점토(粘土)띠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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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점토(粘土)덩어리                           

〈사진 16〉 손누름수법(手法)

3) 정면(整面)

 토기(土器)를 빚은 다음 약간 마른 상태(狀態)에서 여러 가지 정면수법(整面手法)을 사용

(使用)하여 표면처리(表面處理)하 다.

 ① 손누름

 저부(底部)와 동체부(胴體部)의 접합부분(接合部分)을 이어 붙일 때 사용(使用)하 는데, 굽

의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 16) 일반적(一般的)으로 무문토기(無文土器) 굽저

부(底部)에는 이 손누름수법이 많이 보이고 있다. 또한 기복부(器腹部)의 점토(粘土)띠 연결

부분(連結部分)에서도 이 수법(手法)이 보이고 있다.

 ② 깎기

 토기(土器) 표면(表面)의 두꺼운 부분(部分) 또는 균형(均衡)이 맞지 않는 부분(部分)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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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같은 도구(道具)로 깎아 어느 정도 균등(均等)한 두께를 유지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사진 17)

 ③ 빗질

 일단 대충 깎은 다음 균등(均等)한 두께를 만들기 위한 세부작업(細部作業)은 이 수법(手

法)을 사용(使用)하 다. 그 흔적으로 가는 선(線)들이 산만하게 나 있는 것으로 보아 빗같

아 다치구(多齒具)로 정면(整面)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18)

사진

〈사진 17〉 깎기수법(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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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빗질수법(手法)

 ④ 물손질

 정면(整面)된 토기표면(土器表面) 특(特)히 기외면(器外面)의 요철(凹凸)을 없애고 표면처리

(表面處理)효과를 내기 위해 비교적 물기가 많은 고운 점토막(粘土膜)을 입히고 손으로 문

질 는데, 지문(指文)에 의해 빗질한 흔적보다는 더 고운 세선(細線)흔적이 보이고 있다. (사

진 19)

    

<사진19>물손질 수법(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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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점토막(粘土膜)과 물손질수법(手法) 

 ⑤ 회전조정(回轉調整)

 손을 대고 토기(土器)를 회전(回轉)시켜 정면(整面)한 흔적이 외반구연호(外反口緣壺) 구연

부편(口緣部片)에서 보이고 있는데, (사진 20) 춘천(春川) 중도유적(中島遺蹟)8), 중원(中原) 

하천리유적(河川里遺蹟)의9) 무문토기(無文土器)에서도 이와같이 구연부상부(口緣部上部)에만 

〈사진 20〉 회전조정(回轉調整)흔적                

8) 池健吉 外, 1982, 前揭書. p. 46.

9) 秋淵植 《堤川川․達川流域의 先史文化》 漢陽大史學科 1981年 學士學位 請求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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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꽤 깊은 평행세선(平行細線)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회전운동(回轉運動)을 이용(利

用)하여 구연부(口緣部)를 균일(均一)한 두께로 만든 흔적으로 부이는데, Arizona 나 New 

Mexico 에 사는 인디언들은 원저토기(圓底土器) 저부(底部)와 같이 생긴 Puki를 사용(使用)

하고10), Fuji 섬에서는 또아리같이 생긴 짚으로 만든 것을 회전대(回轉臺)로 사용(使用)하

여11) 손이나 가죽․천 등(等)으로 구연부(口緣部)를 정면(整面)하고 있다.

 실제 이와같은 증거로서 중앙(中央)에 구멍뚫린 타원형(撱圓形)숯판자가 둔내(屯內) 3호

(號) 주거지(住居址)에서 출토(出土)되었는데, 보고자(報告者)는 이를 물레(녹로(轆轤))로 추

정(推定)하 으나12) 물레라기 보다는 회전판(回轉板)(Turn Table)으로서의 기능(機能)을 가

졌다고 느껴진다.

 4) 말리기 

 완전(完全)하게 성형(成形)된 토기(土器)를 굽기 전(前)에 말리는 작업(作業)이 필요한데, 

토기(土器)를 말릴 때 땅바닥에 짚이나 나뭇잎 등(等)으로 깨끗하게 만든 후(後)에 토기(土

10) Rigger, Hal, Primitive Pottery, N. Y.: Van Nostland Reinhold Co., 1972. pp. 36∼37.

11) 상게서. pp. 40∼43.

12) 元永煥․崔福奎, 前揭書. p.40.

222



器)를 뉘어 놓거나 바로 세우거나 한 흔적으로 토기편(土器片)에 나있는 짚자국을 들 수 있

다.(사진 21)

 이러한 흔적으로서 짚자국이 나 있는 예(例)는 중원(中原) 명서리(明西里) 점토대토기편(粘

土帶土器片)에도 있고13), 나뭇잎자국의 예(例)는 오산리(鰲山里) Ⅴ층(層)과 Ⅱ층(層)에서 출

토(出土)된 평저즐문토기(平底櫛文土器) 저부(底部),14) 서포항 출토(西浦項 出土) 즐문토기

(櫛文土器) 저부(底部),15) 심귀리(深貴里) 1,2호(號) 주거지 출토(住居址 出土) 무문토기(無文

土器) 저부(底部),16) 공귀리(公貴里)․토성리(土城里)․장성리(長城里)․신암리(新岩里) 모래

산 유적(遺蹟) 제(第)2문화층(文化層) 출토(出土) 무문토기저부(無文土器底部),17) 흔암리(欣

岩里) 9호(號) 주거지 출토(住居址 出土) 흑색계통토기(黑色系統土器) 저부(底部),18) 춘성(春

城) 대곡리(垈谷里) 1호(號) 지석묘(支石墓) 주변 출토(出土) 구순부(口脣部) 각목공열토기

(刻目孔列土器) 저부(底部),19) 부여(扶餘) 송국리(松菊里) 50-2호(號) 주거지 출토(住居址 出

土) 무문토기(無文土器) 저부(底部),20) 곡성(谷城) 공북리(拱北里) C호(號) 지석묘(支石墓) 주

변 출토(出土) 무문토기(無文土器) 저부(底部)21)에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저부(底部) 밑바닥

에 나 있는 나뭇잎흔적의 예(例) 중(中)에는 자연적(自然的)으로 찍혔다기 보다는 의도적으

로 새긴 경우도 있다.

 5) 굽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發見)된 뚜렷한 선사시대(先史時代) 요지(窯址)는 없다. 하지

만 태토질(胎土質)이 등요(登窯)에서 굽기에는 너무 투박한 점(點)과 이와같은 무문토기(無

文土器)를 구운 온도가 573℃ 이하(以下)라는 연구(硏究)22) 등(等)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들 

토기(土器)들은 노천요(露天窯)에서 구운 것 같다. 이처럼 산소 공급이 많은 노천요(露天窯)

에서 산화염(酸化焰)으로 구웠을 때, 토기(土器)에 부착(付着)된 탄화물(炭化物)이 미처 연소

(燃燒)되기 전(前)에 일찍 토기(土器)를 들어내는 경우 생기는 흑반(黑斑)이 여기 토기편(土

器片)에서도 보이고 있다.(사진 22)

     B. 김해식토기(金海式土器)

13) 秋淵植, 前揭書.

14) 任孝宰․權鶴洙, 前揭書. p.27,p.47.

15) 정찬  〈시중군 심귀리 원시유적 발굴중간보고〉 《문화유산》 61-2, 1961. p.42.

16) 上揭文, p.38.

17) 이병선 〈압록강 유역의 청동기시대의 특징적인 토기들과 그 분포정형〉 《고고민속》 63-3, 1963. p.27.

18) 서울大博物館 《欣岩里 住居址 3》 서울大 考古人類學叢刊 第七冊, 1976. p.20.

19) 韓炳三 외 〈昭陽江水沒地區遺蹟發掘報告〉 《八堂․昭陽댐水沒地區 遺蹟綜合調査報告》 1974. p.236.

20) 姜仁求 外 《松菊里 Ⅰ》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十一冊, 1979. pp.42∼43.

21) 金載元․尹武炳 《韓國支石墓硏究》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六冊, 1967. 圖版 16-3.

22) Choi, Mong-Lyong, "Analysis of Plain Coarse Pottery from Cholla Province and the Implication for 

Ceramic Technology and so-called Yongsan River Valley Culture Area," 《韓國考古學報》 10. 11, 1981. pp. 

261∼276.

    Choi,  Mong-Lyong, "The Analysis of Plain and Red-Painted Polished Korean Pottery Sherds Excavated 

at Yangpyŏngni Chewŏn County, Ch'ung Ch'ong Pukto Province - A Study of the Nam-Han River Culture 

(2) - ," 《東亞文化》21, 1983. pp. 15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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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흑 반(黑 斑)      

                      

〈사진 23〉 적갈색 연질토기편(赤褐色 軟質土器片)

 ㄱ. 적갈색(赤褐色) 연질토기편(軟質土器片)

 채집(採集)된 토기편(土器片) 중(中)에 기형(器形)을 알 수 있는 편(片)은 하나도 없다.(도면

(圖面) 6-①, 사진 23-⑥⑦)의 태토(胎土)는 굵은 석립(石粒)이 섞인 투박한 점토질(粘土質)

인데, 문양(文樣)은 격자문(格子文)이 압날(押捺)되어 있다. 기후(器厚)는 1.0∼1.2cm로서 비

교적 두터운 토기편(土器片)이었던 것 같다.

 (도면(圖面) 6-②③, 사진 23-①②③④⑤)는 석립(石粒)이 소량(小量) 섞인 아주 정선(精選)

된 점토질(粘土質)로서, 기후(器厚)는 0.4∼0.5cm정도로 얇다. 이것들의 문양(文樣)은 격자문

(格子文) 중간(中間)에 횡선(橫線)을 넣은 것과 사선(斜線)을 친 것이 있다. 기내면(器內面)

에 물손질수법(手法)으로 정면(整面)한 흔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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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회백색(灰白色) 연질토기편(軟質土器片)

 모두 기복부편(器腹部片)들이라 기형(器形)은 알 수 없다. 태토(胎土)는 대부분(大部分) 세

사(細砂)가 소량(小量) 섞인 정선(精選)된 점토질(粘土質)이며, 문양(文樣)은 격자문(格子文)

을 압날(押捺)하고 중간(中間) 중간(中間)에 횡선(橫線)을 시문(施文)한 것(도면(圖面) 7-①)

과 사선(斜線)을 세세(細細)하게 타날(打捺)하고 중간(中間)에 횡선(橫線)을 시문(施文)한 것

(도면(圖面) 7-②) 등(等)이 있다. 대부분(大部分)의 기후(器厚)는 0.5∼0.6cm정도인데, 문양

  

<圖面 6〉적갈색 연질토기 각종문양(赤褐色 軟質土器 各種文樣)  

  

〈圖面 7〉회백색 연질토기 각종문양(灰白色 軟質土器 各種文樣)

(文樣)이 시문(施文)되지 않은 편(片)은 기후(器厚)가 1.2cm 정도되는 대형토기편(大形土器

片)이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24 좌측(左側) 상단(上端)) 정면수법(整面手法)으로는 깎기 수

법(手法)과 물손질 수법(手法)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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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회백색 연질토기편

〈사진 25〉 회청색 경질토기편

 ㄷ. 회청색(灰靑色) 경질토기편(硬質土器片)

 태토(胎土)는 세사(細砂)가 소량(小量) 섞인 아주 정선(精選)된 점토질(粘土質)이다. 기후(器

厚)는 0.3cm부터 1.0cm까지 각양(各樣)이다. 문양(文樣)은 역시 격자문(格子文)을 압날(押捺)

하고 횡선(橫線)을 한 줄 시문(施文)한 것(도면(圖面) 8-①), 격자문(格子文)에 두 줄의 횡선

(橫線)이 시문(施文)된 것(도면(圖面)8-②), 그리고 종(從)으로 사선(斜線)을 세세(細細)하게 

타날(打捺)한 것(도면(圖面) 8-③) 등(等)이 있다.

 제작기법(製作技法)을 보면 경부편(頸部片)에 물레에 의한 성형(成形)흔적이 뚜렷하게 보이

고 있으며, 기내면(器內面)에는 깎기수법(手法)과 물손질수법(手法)이 보이고 있다.(사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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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8〉 회청색 연질토기 각종문양(灰靑色 硬質土器 各種文樣)               

〈圖面 9〉 타제석기 및 박편(打製石器 및 剝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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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타제석기 및 박편(打製石器 및 剝片)    
  

  

 

〈圖面 10〉 마제석족편(磨製石鏃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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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석기(石器)

  여기서 채집(採集)된 석기(石器)로는 역석(礫石)의 상(上)․하(下)에 타격을 가(加)해 만든 

타제석기(打製石器) 1점(點)과 역석(礫石)에서 떨어져 나온 박편(剝片) 3점(點)(도면(圖面) 9, 

사진 26), 그리고 마제석족편(마제석鏃片) 1점이 있다.(도면(圖面) 10, 사진 27)

 이 중(中) 마제석족편(磨製石鏃片)은 혈암제(頁岩製)로서, 족(鏃)의 능선(稜線)은 뚜렷하지

가 않다. 단면(斷面)은 볼록렌즈형(形)이며, 편(片)이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엽형(柳葉形)일 

가능성(可能性)이 크다.

 현장(現長) : 6.1cm 폭(幅) : 1.2cm 두께 : 0.35cm

  3. 철재(鐵滓)

  이 곳 금진리(金津里)에서 채집(採集)된 유물(遺物) 중(中)에는 철재(鐵滓)(Slag)편(片) 2점

(點)이 있다.(사진 28) 철재(鐵滓)는 주(主)로 산화철(酸化鐵)과 규산염(硅酸鹽)(Silica)으로 

 〈사진 27〉 마제석족편(磨製石鏃

片)  

          

〈사진 28〉 철재(鐵滓)(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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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構成)되어 있는데, 온도가 1150℃정도(程度)에서 용해(熔解)된다. 그런데 이 온도(溫度)

는 강(鋼)의 융점(融點)보다 훨씬 아래에 있으므로, 제련시(製鍊時) 철재(鐵滓)만 국부적(局

部的)으로 노(爐)바닥에 흘러내려지고 철(鐵)은 해면질(海綿質)로 남게 된다. 이러한 해면질

(海綿質)의 철괴(鐵塊)는 가단(加鍛)을 실시하여 불순물(不純物)을 제거 한 후(後) 철기(鐵

器)로 만들어지지만, 녹아 내린 철재(鐵滓)는 자연(自然) 덩어리진 채로 버려진다.23) 여기서 

채집(採集)된 철재(鐵滓)도 이런 과정상(過程上)에서 버려진 것으로 여겨지며, 철재(鐵滓)의 

정확한 화학성분(化學成分) 분석(分析)은 현재(現在) KISCO(한국종합특수강주식회사(韓國綜

合特殊鋼株式會社)) 분석실(分析室)에 의뢰 중이다.

 

 Ⅳ. 후  언(後  言)

 이번 금진리(金津里)에 채집(採集)된 유물(遺物)들은 민묘(民墓)속에 섞여 있던 것이 이장

(移葬)되는 과정(過程)에서 표토(表土)에 널려 발견(發見)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층위

(層位)는 알 수 없지만, 원래 그 장소(場所)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하겠다. 따라서 가지

구(地區)에서 채집(採集)된 즐문토기(櫛文土器)가 비록 수량(數量)이 적다하나, 채집(採集)된 

토기편(土器片)이 나지구(地區)에서는 발견(發見)되지 않은 점(點)은 이 가지구(地區)가 나지

구(地區)와는 다른 문화층(文化層)을 형성(形成)하고 있었지 않나 느껴지는 것이다.

채집(採集)된 즐문토기(櫛文土器)의 성격(性格)은 양(量)이 적어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힘들

다. 하지만 이 유적(遺蹟) 부근 동해안지방(東海岸地方)에 양양(襄陽) 오산리유적(鰲山里遺

蹟)․송전리유적(松田里遺蹟), 명주(溟州) 령진리유적(領津里遺蹟)․가둔지유적(加屯地遺蹟), 

강릉(江陵) 토성지유적(土城址遺蹟) 등(等)이 조사(調査)되어 있어(도(圖) 2, 표(表)1), 앞으로 

금진리(金津里)에 대한 체계적(體系的)인 학술조사(學術調査)가 이루어지면 이 지역(地域)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문화상(文化相)을 밝히는데 그 일익(一翼)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지구(地區)에서 대량(大量)으로 채집(採集)된 무문토기(無文土器)의 경우 그 제작

기법(製作技法)에 있어서는 종래(從來)의 무문토기(無文土器) 제작기법(製作技法)과 동일(同

一)한 수법(手法)이면서도 구연(口緣)의 형태(形態)에서 외반구연호(外反口緣壺)와 단경호(短

頸壺) 등(等) 두가지의 특징적(特徵的)인 형태(形態)로 나누어 진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形

態)는 심발형류(深鉢形)(類)의 전형적(典型的)인 무문토기(無文土器)와는 차이(差異)가 나는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 무문토기형식(無文土器形式)으로 알려져 있다.24)(도면(圖面) 10, 

11)

23) 尹東錫․申璟煥 〈韓國初期鐵器時代에 土壙墓에서 出土된 鐵器遺物의 金屬學的考察〉 《韓國考古學報》 13, 

1982. pp. 100∼102.

24) 池健吉 外, 1982 前揭書. p. 49. 여기에서는 短頸壺를 有經式 外反口緣壺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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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2〉 강원도 동해안의 즐문토기유적 분포도(江原道 東海岸의 櫛文土器遺蹟 分布圖)
  

      

〈表 1〉강원도 동해안의 즐문토기유적 지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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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10〉 중도 2호주거지 출토 무문토기     〈圖面 11〉 둔내 2호주거지 출토 무문토기

                  외반구연호 및 단경호                외반구연호 및 3호주거지 출토           

              (中島 2號住居地 出土 無文土器                    단경호

                    

 또한 나지구(地區)에서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김해식토기편(金海式土器片)과 같이 채집

(採集)된 철재(鐵滓)는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원광(原鑛)을 제련하는 과정(過程)에서 버려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現在) 이 유적(遺蹟)에서 반경(半徑) 15km 내(內)에 대부분(大部分) 

노두(露頭)로 되어 있는 많은 철산지(鐵産地)와 무연탄산지(無煙炭産地)가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25)(도(圖) 3, 표(表) 2) 이 곳에서 직접(直接) 원광(原鑛)을 캐어다 제련하여 철기(鐵器)

로 제작(製作)했을 가능성(可能性)이 크다고 본다.

〈圖 3〉금진리 유적주변의 철 및 무연탄산지 분포도

        (金津里 遺蹟주변의 鐵 및 無煙炭産地 分布圖)

  

25) 江原道企劃管理室, 前揭書. pp. 55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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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금진리 유적주변의 철 및 무연탄산지

          (金津里 遺蹟주변의 鐵 및 無煙炭産地)

〈圖 4〉초기철기시대 주거지유적 분포도(初期鐵器時代 住居地遺蹟 分布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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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일련(一聯)의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 주거지유적(住居址遺蹟)(도(圖) 4, 표(表) 

3)에서 공반(共伴)되어 나오는 유물상(遺物相)-외반구연호(外反口緣壺)와 단경호(短頸壺)의 

무문토기(無文土器)․김해식토기(金海式土器)․철기(鐵器)- 이 이곳 금진리(金津里) 나지구

(地區)에서 채집(採集)된 유물상(遺物相)과 흡사한 점(點)으로 보아, 단언 (斷言)할 수는 없

지만 이 곳 금진리(金津里) 역시 중도(中島)․둔내(屯內)․가평리유적(柯坪里遺蹟)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동일문화층(同一文化層)에서 공반되어 있었을 가능성(可能性)이 크다.         

혹자(或者)는 이러한 유물상(遺物相)을 지난 중도(中島)․마장리(馬場里)․강릉(江陵)을 잇는 

문화(文化)가 백제시대(百濟時代)의 한강변문화(漢江邊文化)로 발전(發展)해 나간 것으로 보

는 견해(見解)를 제시하기도 하 다.26)

 하지만 정확한 성격(性格)은 이 지역(地域)에 대한 정식발굴(正式發掘)에 의해 확연하게 밝

혀질 것으로 믿어진다.(1984.10.18)

  

〈表 3〉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유적 지명표-1(初期 鐵器時代 住居址遺蹟 地名表)

  

26) 池健吉 外, 1982, 前揭書.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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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유적 지명표-2(初期 鐵器時代 住居址遺蹟 地名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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