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牙山灣地域新石器時代
집자리의時空的位置

국문초록

아산만지역에서조사된신석기시대유적중집자리(마을)를중심으로구조와특징을살펴본후, 이지역신석기시대집

자리(마을)의 시·공간적위치와의미에대해고찰해보았다. 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는방형이주류를이루며, 일

부장방형집자리와공존하는예가확인되고있어주목된다. 

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는대부분구릉지역에위치하나, 세부적으로는완만하고낮은구릉지역과상대적으로

높게형성된구릉지역으로구분된다. 먼저후자유적들은차령산맥의영향으로해발고도가상대적으로높은아산·천안지

역의구릉지역정상부에위치하고있으며, 대부분해발고도 50~80m 정도에해당한다. 반면전자유적들은삽교천과예

당평야가 넓게 펼쳐진 당진과 예산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어 비교적 해발고도가 낮고 완만한 구릉지역(해발고도

20~50m)에 위치하고있는특징을보인다. 이러한입지선택은문화내적으로는이들집단의생계경제및기술수준과관련

되지만, 외적으로는이들집단이처한자연환경(지형)의영향을크게받은결과이다.

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은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과출토유물을통해보면, 동시기 유적으로필자의신

석기시대 집자리 상대편년 중 Ⅱ기(기원전 3,500~3,000년)에 해당한다. 이들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는 경기(인천) 해안지

역과금강유역(충청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집자리와매우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데, 이는 대규모마을을이루던경기해

안지역집단들과금강유역(충청내륙지역)의대표적인‘대천리식집자리’의확산및교류에의해동시기에형성된것으로판

단된다. 결국아산만지역은기원전 3,500년을전후한시기에두유형의집자리가공존하는역동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

으며, 이러한현상은당시의환경(기후) 및 생태적·사회적변화등여러요인들이있겠지만, 가장 중요한요인중하나는

초보적인농경의도입에따른유적의확산에의한것으로생각된다.

주제어 |아산만지역, 신석기시대집자리, ‘대천리식집자리’, 입지분석, 시공적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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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에서는그동안조사예가드물었던신석

기시대집자리가중서부지역을중심으로최근급증하

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경기(인천)지역과 아산만지역

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전자지역에서는시흥능곡동, 안산신길동, 용인농서

리, 영종도(운서동, 중산동등)유적등이지역의신석기

문화를 재검토할 수 있는 집자리(마을) 유적이 확인되

고있어향후조사결과가주목된다. 후자지역은전자

지역보다는유적의규모는작지만전자지역못지않게

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이확인되고있어신석기시대

연구에있어중요한지역으로부각되고있다.

이글에서다루고자하는충청남도지역은차령산

맥이남서방향으로뻗어내려충남을북서지역과남동

지역으로크게나누고있다. 서해와아산만에면한북

서지역은 대체로 자연·인문·지리적으로 현재의 서

울·경기지역과관계가밀접한반면에금강유역에속

한남동지역은역사적으로호남지역과의유대가깊었

다. 특히아산만지역은차령산맥북쪽, 아산만에면한

지역으로천안, 아산, 예산, 당진의 4개의시·군에해

당한다01. 아산만일대에는삽교천과안성천이흐르는

데, 삽교천하류에는광활한예당평야가발달되어있으

며, 평야주변에는낮은구릉지또는야산이광범위하

게분포한다. 또한삽교천은조석의영향을많이받아

만조때는선박이구만리까지올라왔다고한다(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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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남지역은 자연환경과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4개의 지역권으로 구분한 예가 있는데, 아산만지역(천안·아산·당진·예산), 서해안지역(서산·태안·홍성·대천·서천), 중남
부내륙지역(청양·공주·부여·논산), 남동부내륙지역(대전·금산·연기)이다(권혁재 1995). 본고에서는이러한지역분류기준에따라아산만지역을설정하였다.

그림 1아산만지역의지형도(권혁재 1995)



1995).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아산

만지역은교통의요충지뿐만아니라신석기인들이거

주하기에유리한조건을지녔다고볼수있다. 

이에본고에서는아산만지역에서조사된신석기시

대유적중집자리(마을)를중심으로검토해보고자한

다. 먼저 집자리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후, 이 지역

신석기시대집자리의시·공간적위치와의미에대해

고찰해보고자한다. 특히아산만지역은필자의신석기

시대집자리지역권설정에있어중부서해안지역과금

강유역(충청내륙지역)의 점이지대에 해당되는 곳으로

우리나라중서부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의변화와전

개과정을이해하는데매우중요한위치를점하고있다

고생각된다. 

유적의 검토

1. 아산 성내리유적(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유적은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구릉지역의 정

상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63~68m내외이다. 유적은

완만한계단식의지형을띠고있으며, 아래쪽(남쪽)에

서 2기, 위쪽(북쪽)에서 2기의 집자리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곡간을 따라 논이 조성되어 있으

며, 북쪽으로는비교적높은산악지대를이루고있다.

또한유적은북서쪽으로약 5㎞떨어진지점에안성천

이서해와만나는아산만이위치하고있고, 동쪽으로

는 안성천의 지류인 관대천이 약 3㎞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있다. 

집자리의 평면형태는 방형(1호·2호)과 장방형(3

호·4호)을띠고있으며, 이중 1호집자리는한변이돌

출된형태를띠고있다. 집자리에서는화덕자리와기둥

구멍등이확인되었다. 화덕자리는원형으로집자리의

중앙에 위치하며, 구덩식(竪穴式) 구조이다. 가장 잔존

상태가양호한 2호집자리의규모는길이 510㎝, 너비

425㎝이며, 구덩식 화덕자리와 4주식의 중심기둥구멍

(보조기둥구멍) 배치를보인다. 장방형집자리(3호·4호)

에서는약간의구덩이만이확인되었으며, 화덕자리와

기둥구멍은조사되지않았다. 이들장방형집자리의규

모는길이 610~700㎝, 너비 410~440㎝이며, 4호집자리

에서는선반시설로추정되는단시설도확인되었다. 

출토된유물은굴지구류, 갈돌, 갈판, 숫돌, 모룻돌

등의석기류와빗살무늬토기가있다. 토기는횡주어골

문과 능형집선문, 단사집선문의 빗살무늬토기가 주류

를이루며, 격자문, 금강식토기(능격문), 점열문, 횡선문,

조문, 파상점열문등이소량출토되었다. 

2. 아산 풍기동유적(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5)

유적은해발고도 30~40m의낮은구릉지역에위치

하며, 신석기시대집자리 2기와움구덩 1기가조사되었

다. 유적의동쪽으로는약 1.5㎞정도떨어진곳에남에

서 북으로 흐르는 온양천이 위치해 있다. 신석기시대

집자리는방형으로추정되며, 2호가 1호의남쪽부분을

파괴하며만들어졌다. 남아있는규모는길이 410~460

㎝, 너비 130~260㎝이며, 후대의교란이심하여내부에

서는아무런시설도확인되지않았다. 

출토유물로는 단사집선문과 능형집선문이 대부분

을차지하는데, 단사집선문중에는구분문계로 9~10열

의단사집선문과아래에사선방향의문양이시문되어

있는것도있다. 단사집선문은단치구를사용하여연속

압날기법으로시문한것이다. 이밖에횡주어골문과격

자문, 사선문, 조문등이새겨진빗살무늬토기편이출

토되었다. 

3. 아산백암리점배골유적(한국고고환경연구소2008)

유적은 북서쪽의 방화산(해발 163m)에서 흘러내린

능선들로둘러싸여있으며, 남쪽으로는약 1㎞떨어져

곡교천이남동에서서쪽으로흐르고있다. 유적은남-

북으로뻗어내린구릉지역의서쪽사면에해당한다. 신

석기시대유구는집자리 3기와움구덩 1기가조사되었

다. 신석기시대집자리를보면해발고도 40~55m 사이

에위치하는데, 구릉지역의남서사면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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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Ⅰ

ⓓ풍기동 1·2호

ⓐ성내리 1호 ⓑ성내리 2호 ⓒ성내리 4호

ⓔ백암리 3호

ⓕ백암리 6호 ⓖ백암리 7호



집자리의평면형태는3호는방형을띠며, 6호와7

호는원형에가깝다. 집자리의규모는길이 4~5m 정도

이며, 내부시설로는 화덕자리와 기둥구멍이 확인되었

다. 3호집자리는집자리의중앙에구덩식화덕자리 2

기가조사되었으며, 4주식의중심기둥구멍배치양상을

보인다. 6호와 7호집자리도화덕자리와기둥구멍이확

인되나정형성은확인되지않는다. 출토유물로는단사

선문, 횡주어골문 등의 빗살무늬토기편과 굴지구류와

갈돌로추정되는석기가있다. 

4. 아산 용두리외골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b)

유적은북쪽에위치한해발 120m의구릉지역에서

곡교천으로향하여남쪽으로이어지는능선의남서사

면부에해당한다. 유적주변에는주로해발 100m 내외

의나지막한구릉성산지들이곳곳에솟아있으며, 남

서쪽으로는용두천이북서-남동방향으로흘러곡교천

에유입되고그주변에는곡간평야지대가형성되어있

다. 신석기시대집자리는북에서남으로뻗은주능선에

서서쪽으로흘러내린가지능선의평탄면에위치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집자리는 2기가 중복되어 조사되었는

데, 1호집자리가 2호보다규모가클뿐만아니라내부

에서재층과불규칙한소결토가확인되고빗살무늬토

기편이다량으로출토되었다. 2호집자리는북쪽과동

쪽벽면이얇게소결되어명확한벽선을확인할수있

었으나, 서쪽과남쪽벽면은후대교란으로벽선을확

인하기어려운상태이다. 특히북쪽벽은 1·2호집자

리의벽면이중복되어있고후대잡목의뿌리로인하여

심하게교란되어있었다. 2호집자리는다량의빗살무

늬토기편과함께목탄과재층, 소결토가확인되는것으

로보아화재폐기된것으로추정된다. 출토된유물은

횡주어골문, 능형집선문이 주류를 이루며, 격자문, 단

사선문등의빗살무늬토기편도있다. 

5. 아산 장재리안강골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8)

유적은남-북으로길게뻗은산줄기에서동남쪽방

향으로이어진가지능선의정상부와사면에해당한다.

신석기시대집자리가조사된지점은해발고도 45~50m

내외이며, 유적의동쪽에매우인접하고북에서남으로

흐르는장재천이있다. 장재천은다시천안천으로합류

하여삽교천으로이어지는데, 하천주변의충적대지는

현재논으로개간되어있다. 

유적에서는구릉의정상부와남쪽능선에서신석기

시대 집자리 6기가 조사되었다. 집자리의 평면형태는

방형(1호·3호·4호·6호)과 장방형(2호·5호)이 있으며,

내부시설로는구덩식화덕자리와기둥구멍이확인되었

다. 기둥구멍은집자리의네모서리에중심기둥구멍이

위치하고있으며, 일부집자리에서는이단굴광(4호)의

흔적도 관찰된다. 집자리의 규모는 방형의 경우

300~500㎝정도이며, 장방형은 잔존길이 600㎝정도이

다. 조사된집자리중특징적인것은 6호집자리인데, 4

차례에걸쳐중복사용된것으로조사자는판단하고있

다. 또한 4차례의중복은차치하더라도각중복된집자

리의평면형태도가장선행하는집자리는장방형인데

반해, 다른집자리는방형의형태를띠며, 가장상부에

서확인된집자리는돌두름식화덕자리가장재리유적

에서유일하게확인되고있어특이하다.

출토된유물은굴지구류, 갈판, 갈돌, 돌도끼, 숫돌,

공이, 돌끌등의석기류와함께빗살무늬토기가있다.

토기는 횡주어골문과 금강식토기(능격문)가 주류를 이

루며, 격자문, 횡선문, 단사집선문, 之자문, 삼각점열+

조문등의빗살무늬토기도소량확인되었다. 

6. 천안 백석동고재미골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2007)

유적은노태산(해발 140m)에서서쪽으로분기된본

능선과남쪽으로길게분기된소구릉및곡간부로이루

어져있다. 신석기시대집자리가조사된지역은남-북

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2 No. 3, 2009 032



033 Koo, Ja Jin 牙山灣地域新石器時代집자리의時空的位置

그림 3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Ⅱ

ⓐ용두리 1·2호 ⓑ장재리 1호 ⓒ장재리 3호

ⓓ장재리 2호 ⓔ장재리 5호 ⓕ장재리 6-1호

ⓖ장재리 4호 ⓗ장재리 6-2호 ⓘ장재리 6-4호



으로길게뻗어내린구릉지역의정상부에해당하는데,

정상부의폭이좁고경사가급한편이다. 집자리는 1기

가 조사되었는데, 해발고도 80m 정도의 능선 중앙에

위치한다. 

집자리의 평면형태는 방형을 띠며, 지표면의 유실

이 심하여 잔존상태는 양호하지 않다. 집자리의 남아

있는규모는길이 440㎝, 너비 430㎝이며, 내부시설로

는화덕자리만이조사되었다. 화덕자리는집자리의중

앙에서약간치우쳐설치되었으며타원형을띠고있다.

출토유물은 횡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편과 갈판

등이있다. 

7. 당진 우두리유적(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8)

유적은동-서 방향으로뻗어있는구릉의정상부에

해당하며, 비교적평탄지형을이루고있다. 유적의서

쪽으로는당진천, 동쪽으로는가성산이위치해있으며,

당진천주변에는충적평원이형성되어있다. 신석기시

대집자리 2기와야외화덕시설 1기가조사되었다. 

집자리는 75호의 경우 청동기시대 집자리에 의해

파괴되어일부만남아있으며, 73호집자리는거의완

형의상태로확인되었다. 73호집자리는방형을띠며,

규모는길이 423㎝, 너비 415㎝이다. 내부시설로는구

덩식화덕자리와다수의기둥구멍이조사되었는데, 중

심기둥구멍은 네 모서리에 1기씩 배치된 4주식이다.

75호 집자리는 잔존형태로 보아 방형일 가능성이 크

며, 남아있는집자리의규모는길이 168㎝, 너비 300

㎝이다. 내부시설로는 구덩식 화덕자리와 기둥구멍이

조사되었는데, 4주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출토된유물은대형의갈돌과굴지구류가있으며,

횡주어골문과 능형집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편

등이있다. 

8. 당진 소소리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a)

유적은둔군봉(해발 137.3m)에서남-북으로뻗어내

린구릉지역에해당하며, 신석기시대유구가조사된지

역은동쪽으로뻗어나온가지능선에위치한다. 신석기

시대집자리 1기가조사되었는데, 지표면의유실이심

하여집자리벽선은확인되지않았고, 집자리의규모를

추정할수있는기둥구멍과화덕자리가조사되었다. 화

덕자리는집자리의중앙부에타원형의구덩식화덕자

리가조사되었으며, 기둥구멍은벽면으로추정되는곳

에일렬로 23기가확인되었다. 기둥구멍은남쪽에서는

확인되지않았는데, 이곳에출입구시설이위치해있을

것으로추정된다. 기둥구멍의위치로판단할때, 집자

리의규모는대략길이 440㎝, 너비 380㎝이다. 출토유

물은기둥구멍과집자리내부에서소량의빗살무늬토

기편(횡주어골문)이출토되었다. 

9. 예산 목리유적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c)

유적은능선정상부를기준으로남쪽과북쪽사면이

발달해있고, 동-서방향으로길게이어져있다. 해발고

도는대체로약 25~45m 정도이며, 남쪽으로는동북류

하여삽교천으로합수되는신경천과그사이에구래들,

수량들과같은충적지가형성되어있고, 북쪽으로는선

장이골, 수촌들등의충적지로둘러싸여있다. 

신석기시대유구는집자리 2기, 움구덩 2기가조사

되었다. 집자리는장방형과방형(혹은원형)이조사되었

다. 장방형의 21호집자리는단벽의한쪽이돌출된‘대

천리식 집자리’로 판단된다. 집자리의 중앙에는 구덩

식화덕자리 1기가설치되었으며, 기본적으로 4주식의

기둥구멍배치를보인다. 집자리내부에서는다수의기

둥구멍이확인되었는데, 그중에서단벽에치우쳐집자

리의가로방향으로기둥구멍이확인되었다. 이를통해

집자리는 내부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높은것으로판단된다. 방형의 41호집자리는중

앙에구덩식화덕자리와네모서리에중심기둥구멍이

배치된 4주식의구조를보인다. 출토된유물은약간의

빗살무늬토기편이출토되었는데, 금강식토기와횡주어

골문이대부분을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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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산 기지리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2005충청남도역사문화원2005)

유적은해발20~30m의저구릉성산지로해미면

서단에형성된충적성평지에해당하는지역이다. 주

변에는높은산지가거의존재하지않고대체로나지막

한구릉지대를이루고있으며, 조사지역주변에는해

미천과남정천이흐르고있다. 유적은남서쪽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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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Ⅲ

ⓐ백석동 1호 ⓑ우두리 73호

ⓓ목리 21호ⓒ소소리

ⓔ목리 41호 ⓕ기지리공-2호 ⓖ기지리충-2호



만에서북쪽으로깊게내만한지역의해안가에위치하

는데, 현재유적의서쪽은서산A지구방조제에의해형

성된간월호와맞닿아있다. 신석기시대유구는충남역

사문화원조사지역에서 2기, 공주대학교박물관조사지

역에서 3기의집자리가조사되었다.

충남역사문화원에서조사된집자리는완만한정상

부에서서사면부로이어지는구릉의중상단부에위치

한다. 집자리의평면형태는방형으로규모는길이와너

비 300㎝내외이다. 내부시설은바닥의중앙에구덩식

화덕자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4주식의 기둥배치를 보

인다.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된 집자리는 해발

26m 미만의나지막한서남향의구릉지대에위치한다.

집자리의평면형태는모두방형이며남아있는규모는

길이 320~590㎝, 너비 330~480㎝이다. 내부시설은 모

두동일하게확인되는데, 중앙에원형의구덩식화덕자

리가있으며, 출입구는남쪽으로시설되어있는것으로

보았다. 출토유물은정확한문양을알수있는것이적

은편인데, 일부횡주어골문과점열문이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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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위치도

1. 성내리 2. 풍기동 3. 백암리점배골 4. 용두리외골 5. 장재리안강골 6. 백석동고재미골 7. 우두리 8. 소소리 9. 목리 10. 기지리



집자리(마을)의 구조와 특징

신석기시대움집의구조는상부와하부로나누어볼

수있는데, 상부구조에는집의벽과지붕이있으며, 하부

구조로는집터(움, 竪穴)와내부시설(화덕자리, 저장구덩이,

기둥구멍등) 등이확인된다. 상부구조는집의폐기과정

과오랜기간땅속에묻혀있는고고학유적의특성상그

구조를파악할수있는자료가매우드물어당시집의상

부구조복원에는많은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신석기시대 움집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하부구조

(집자리)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데, 그중에서집자리

의평면형태와규모를비롯하여화덕자리의구조와형

태·위치·규모, 기둥구멍, 출입구, 기타내부시설등의

비교분석을통해신석기시대집자리의시기별·지역별

특징과 변화양상이 밝혀지고 있다(구자진 2006·2007).

더불어집자리의입지와마을의규모·배치도중요한

분석요인중한가지이다. 여기에서는앞서살펴본 10

개유적의 31기집자리와마을에대한구조및입지등

의특징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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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현황표

유적 유구
번호 규모(㎝)평면형태

성내리

1호 방형 500×340 구덩식 중앙(1기) 원형 55 5 돌출 ·

2호 방형 510×425 구덩식 중앙(1기) 원형 50
4주식,
보조기둥

· ·

3호 장방형 610×410 ? ? ? ? 불규칙 · ·
4호 장방형 700×440 · · · · 불규칙 · 단시설
1호 방형 460×(260) ? ? ? ? · · ·

풍기동
2호 방형 410×(130) ? ? ? ? · · 1호와중복
3호 방형 445×380 구덩식 중앙(2기) 원형 ? 4주식 · ·

백암리
6호 원형 554×472 구덩식? 편재(1기) 원형? ? 불규칙 · ·

점배골
7호 원형 345×295 구덩식? 중앙?(1기) 원형 ? 불규칙 · ·

용두리 1호 (장)방형 910×660 구덩식 중앙(2기) 원형 ? 4주식 · ·
외골 2호 방형 540×470 · · · · · · 1호와중복

1호 방형 368×300 구덩식 편재(1기) 원형 85×60 4주식? · ·

2호 장방형 (470)×460 구덩식
중앙(1기)

원형
115×70 대천리식

편재(1기) 155×80
4주식 ·

단시설

3호 방형 550×(344) 구덩식
중앙(1기) 방형 100
편재(1기) 원형 95

4주식 돌출 ·

4호 방형 (412)×(332) 구덩식 중앙(1기)? 원형 125×100 4주식 · 단시설
5호 장방형 590×(272) 구덩식 편재(1기) 원형 96 다수 · 도랑시설

장재리

6-1 장방형 514×373 구덩식
중앙(1기) 70~72 4주식,

안강골

편재(1기)
원형

다수
돌출 단시설

6-2 방형 390×370 구덩식 중앙?(1기) 원형 (20) 4주식 돌출 ·
6-3 방형 270×(180) 구덩식 편재(1기) 원형 ? ? · ·

6-4 방형 435×350
돌두름식 중앙(1기) 120×(45)
구덩식 편재(1기)

원형
86×65

불규칙 · ·

백석동고재미골 1호 방형 440×430 구덩식? 편재(1기) 원형 ? · · ·

우두리 73호 방형 423×415 구덩식 중앙(1기) 원형 ?
4주식,
보조기둥

· ·

75호 방형 (168)×300 구덩식 ? 원형 ? 4주식? · ·

소소리 1호 (장)방형 (440)×(380) 구덩식 중앙(1기) 원형 ?
4주식, 대천리식
벽가배열

?
바닥만잔존

목리 21호 장방형 732×486 구덩식 중앙(1기) 원형 ? 4주식 돌출
대천리식

내부공간분할
41호 방형 444×428 구덩식 중앙(1기) 원형 ? 4주식 · ·
공1 방형 320×? 구덩식 중앙(1기) 원형 ? 4주식 돌출 ·
공2 방형 460×330 구덩식 중앙(1기) 원형 ? 4주식 돌출 ·

공3 방형 590×480 구덩식 중앙(1기) 원형 ?
4주식,

기지리
보조기둥

· ·

충1 방형 328×320 구덩식 중앙(1기) 원형 120 4주식 · ·
충2 방형 338×284 구덩식 중앙(1기) 원형 64 4주식 · ·

기타출입구기둥구멍
구조 위치(개수) 평면 규모(㎝)

화덕자리



1. 집자리의구조

(1) 평면형태와 규모

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는앞서살펴본바

와 같이 10개 유적에서 31기가 조사되었다. 집자리의

평면형태는 방형(21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장

방형(8기)과 원형(2기)이 확인되었다. 집자리의 평면형

태만으로 보면, 중부서해안지역 중 경기(인천) 해안지

역의안산신길동이나시흥능곡동, 용인농서리유적

등에서조사된집자리와유사한양상을보인다. 그러나

아산만지역에서 조사된 집자리는 기본적으로 방형의

형태를이루되벽선이직선보다는약간곡선을이루고

있어 원형에 가까운 형태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산기지리, 아산성내리·백암리점배골, 예산목리,

당진우두리유적등에서확인되고있다. 

또한유적별로집자리의평면형태를살펴보면, 아

산풍기동과천안백석동고재미골, 당진우두리, 서산

기지리유적은방형의집자리만이조사되었다. 유적별

집자리의평면형태에서주목되는점은방형과장방형

의 집자리가 공존하고 있는 유적들인데, 아산 성내

리·용두리 외골·장재리 안강골, 예산 목리 유적 등

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내리 유적은 방형과 장방형의

집자리가 2기씩 존재하는데, 구릉의 위쪽에 장방형 2

기, 아래쪽에방형 2기가일정한간격으로배치된양상

을보인다. 장재리안강골유적에서는장방형집자리 3

기가조사되었으며, 목리유적에서는구릉의정상부에

방형과장방형집자리가각 1기씩인접하여확인되었

다. 이밖에 소소리 유적에서는 장방형으로 추정되는

집자리 1기가 조사되었다. 이처럼 평면형태가 뚜렷하

게구분되는두집자리가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마

을유적에서확인되고있는점은의미하는바가크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해서는뒤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

겠다.

집자리의규모는유적과상관없이방형의경우에는

길이 300~500㎝로 중소형에 해당하며, 장방형의 경우

에는길이 600~800㎝로그규모가큰편에속한다. 이

처럼아산만지역의방형과장방형집자리규모는주변

지역의서로다른지역권에해당하는신석기시대집자

리와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어주목된다. 

(2) 화덕자리

화덕자리는집자리에서매우중요한내부시설로다

양한형태와구조를띠고있어신석기시대집자리의구

조와변화양상을파악하는데매우유용한자료이다. 우

리나라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화덕자리 구조는 크게 3

가지로 구분되는데, 구덩식(竪穴式), 돌 두름식(圍石式),

돌무지식(集石式혹은積石式) 화덕자리이다. 대부분구

덩식과돌두름식이주류를이루며, 돌무지식은그수

가많지않으며, 야외화덕시설의경우가대부분돌무

지식의구조를띠고있다. 

아산만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는 1기를 제외하

고모두구덩식화덕자리인데, 장재리안강골 6-4호집

자리에서만돌두름식화덕자리가조사되었다. 돌두름

식화덕자리는필자의한강·임진강유역의이른시기

(필자의Ⅰ기)와중부서해안지역의가장늦은시기집자

리에서주로확인되는구조로장재리안강골 6-4호집

자리의돌두름식화덕자리존재는의미하는바가크다

고생각된다. 

화덕자리는대부분집자리의중앙에 1기가배치되

어 있는데, 일부 집자리에서는 한쪽에 치우쳐 존재하

는경우도확인된다. 또한백암리점배골 3호와장재리

안강골 2호·3호·6-1호·6-4호, 용두리 외골 1호 집

자리에서는 2기의화덕자리가확인되었다. 화덕자리의

규모는대부분 50~100㎝내외로 (타)원형의형태를띠

고 있는데, 장재리 집자리의 화덕자리는 전체적으로

화덕자리의규모가다른유적의집자리에비해큰편

이다. 

(3) 기타 내부시설

이밖에 집자리 내부시설에는 기둥구멍, 돌출구조

(출입구시설), 단시설(선반시설) 등이 있다. 기둥구멍은

집자리의 평면형태와 관계없이 대부분 네 모서리에 1

기씩배치되어있는 4주식이기본이며, 일부집자리에

서는 4주식에보조기둥이확인되고있다. 기둥구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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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서주목되는점은장방형집자리의경우 4주식중

심기둥구멍과 내부 기둥구멍을 통해 내부공간분할이

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다. 이는장재리안강골 2호와

목리 21호, 소소리집자리등의장방형집자리에서이

와같은현상이뚜렷하게드러나고있다(그림 6 참조). 

이는 주지하다시피 금강유역(충청내륙지역)의 대천

리식집자리에서나타나는대표적인특징중하나이다

(구자진 2008b). 이밖에 장방형의 소소리 집자리에서는

벽가배열의기둥구멍배치양상도확인되었다. 또한집

자리의 중심기둥구멍은 다른 기둥구멍 혹은 구덩이들

에비해그깊이가깊은데, 약 50~100㎝내외이다. 

집자리의출입구시설은신석기시대뿐만아니라, 선

사시대집자리에서도그구조와형태를파악할수있는

자료가많지않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신석기시대집

자리에서는돌출된형태(복도식, 반원식)와집자리내부

의계단혹은경사진형태로확인되고있다. 아산만지

역의일부신석기시대집자리에서도출입구시설로추

정되는흔적이확인되는데, 성내리 1호, 장재리 3호, 6-

1·2호, 목리 21호, 기지리공-1·2호집자리에서모두

벽면(단벽)의한쪽을짧게돌출시킨구조로조사되었다. 

단시설은성내리 4호와장재리 2호·4호, 6-1호집

자리에서확인되었다. 성내리 4호집자리는내부에단

시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선반시설로 추정되며,

장재리집자리는외부에단시설이확인되고있어집자

리의확장혹은내부공간을넓게활용하기위한시설로

추정되나이를입증할만한근거는미약하다. 이밖에장

재리 5호집자리에서는벽가를따라도랑시설이확인

되었다. 

결국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는방형이주

류를이루나장방형집자리와공존하는예도확인되고

있다. 집자리의규모는방형의경우길이 300~500㎝내

외로중소형에해당하며, 장방형의경우에는전형적인

대천리식집자리보다는규모가약간작으나 600~800㎝

내외로 유사한 규모를 보인다. 집자리의 내부시설 중

화덕자리는집자리의평면형태와상관없이구덩식화

덕자리이며, 대부분 집자리의 중앙에 1기 혹은 2기가

배치되어 있다. 기둥구멍은 기본적으로 4주식 배치를

보이며, 일부보조기둥과벽가배열기둥구멍이확인된

다. 출입구시설은일부집자리에서짧게돌출된구조를

보인다. 

2. 집자리(마을)의 입지와특징

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는대부분구릉지

역의능선에위치하는특징을보인다. 그러나세부적으

로는완만하고낮은구릉지역과상대적으로높게형성

된구릉지역으로구분된다. 전자는아산풍기동, 서산

기지리, 당진소소리, 예산목리유적이해당하며, 후자

에는아산성내리·백암리점배골·용두리외골·장재

리안강골, 천안백석동고재미골유적이있다. 

039 Koo, Ja Jin 牙山灣地域新石器時代집자리의時空的位置

그림 6장방형집자리의내부공간분할예

ⓐ장재리안강골 2호 ⓑ목리 21호



이러한입지선택은문화내적으로는이들집단의생

계경제및기술수준과관련되지만, 외적으로는이들집

단이처한자연환경(지형)의영향을크게받는다. 먼저

후자유적들은차령산맥의영향으로해발고도가상대

적으로높은아산·천안지역의구릉지역정상부에위

치하고있는데, 대부분해발고도 50~80m 정도에해당

한다. 반면 전자 유적들은 삽교천과 예당평야가 넓게

펼쳐진당진과예산지역을중심으로확인되고있어비

교적 해발고도가 낮고 완만한 구릉지역(해발고도

20~50m)에위치하고있는특징을보인다<표 2> <그림

7·8>.

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마을)유적의입지

는 주변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의해 선택되었을

것이며, 이들의생계활동과도매우밀접하게관련되었

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최근에는선사시대집자리(마

을)유적의입지에있어가시권의확보가중요한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김종일 2006·2009), 대

부분 아산만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는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역을 배경으로 앞쪽으로 넓은 충적대지

혹은평지의넓은가시권을확보하고있다<표 2> <그림

7·8>.

이러한 경관적 특징은 식량자원이나 각종 자원의

확보에유리할뿐만아니라, 가능한한주위의많은지

역을볼수있거나반대로멀리떨어진지역에서도이

집자리(마을)유적을볼수있도록위치해있다는의미

로해석될수있다고한다. 이는마을유적을형성하고

살았던집단들이방어를위해가장유리한지역을선택

했다고도볼수있지만, 이와동시에자신의존재를가

시적으로가장잘드러낼수있거나다른지역을가장

잘볼수있는지역을선택한결과로도보았다(김종일

2009). 

이러한가시권확보는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

자리(마을) 유적 중 비교적 높은 구릉지역에서 집자리

가확인된유적으로주변지형의특성상높은구릉지역

의정상부에집자리를만들지않으면넓은가시권을가

질수없다. 또한해발고도가낮은지역에형성된유적

들은주변의지형이비교적낮은지형을이루고있으

며, 넓은충적대지와인접해있어낮은구릉지역에집

자리를마련하여도가시권확보에큰문제가발생하지

않았을것으로판단된다. 

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마을유적은대부분 2~5

기의집자리로구성되어있어소규모에해당한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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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마을)의입지02

유적 집자리해발고도(m) 주변저지대해발고도(m) 고도차(m)
추정가시권(㎞)

최대(방향) 최소(방향)

성내리 68 45 23 10㎞(서) 1㎞이내(북)

백암리점배골 54 25 29 6㎞(남) 1㎞이내(북)

용두리외골 45 30 15 6㎞(남) 1㎞이내(북)

장재리안강골 50 20 30 6㎞(남동) 1㎞이내(북)

백석동고재미골 75 55 20 10㎞(남) 1㎞이내(북)

우두리 47 25 22 6㎞(북동) 1㎞이내(북)

소소리 24 18 6 10㎞(남동) 1㎞이내(서)

목리 46 25 21 10㎞(북) 1.5㎞(동)

기지리 25 15 10 10㎞(남서) 3㎞이내(북동)

풍기동 33 20 13 10㎞(북서) 2㎞이내(남)

02 본고의집자리(마을) 입지분석은유적이대부분구릉지역에입지하고있어산지지형분석에초점을맞추었는데, 구체적으로는고도분석과가시권을살펴보았다. 고도분석은해발
고도, 저지대고도, 고도차로분류하였다. 해발고도는유적이입지한구릉지역을말하며, 집자리가위치한곳을기준으로하였다. 저지대고도는지형도에서유적과가장가까운곳
의 저평한 경작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고도차는 해발고도와 저지대고도의 해발고도 차이로 유적이 입지한 구릉과 경작유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저지대와의 상호 접근성
을살펴보는데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제시된해발고도및추정가시권은필자가직접지형도및위성사진을기준으로작성하였기때문에약간의변동가능성은존재한다. 가시
권은각유적에서주변지역을조망했을때유적의해발고도보다높게형성된지형을기준으로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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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주변지형Ⅰ

ⓐ성내리 ⓑ풍기동

ⓒ백암리·용두리

ⓓ장재리 ⓔ백석동



1기만이확인된유적이존재하는데, 천안백석동고재

미골유적의경우발굴조사지역의전체구릉지역을조

사한것이아닌구릉정상부의일부만조사되었기때문

에주변지역에서추가로집자리가확인될가능성이높

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당진 소소리 유적의 경우에는

집자리가조사된주변지역의구릉지역이대부분조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기만 확인되어 주목된다. 더욱

이소소리유적에서조사된집자리는잔존상태가양호

하지못해확언할수는없지만전체적인기둥구멍의배

치와화덕자리의위치와구조로보아금강유역(충청내

륙지역)의대천리식집자리와유사성이매우높아보인

다. 그러나앞서언급한집자리의입지에있어서는대

천리식집자리는구릉의정상부에위치하고있어주변

지역을 조망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형인데 반해, 당진

소소리유적은구릉의능선이뻗어내려평지와낮게이

어지는능선에위치하고있는차이점을보인다. 

시공간적 위치

1. 시간적위치

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마을) 유적의시간적

위치를파악하기위해서이들집자리에서측정된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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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주변지형Ⅱ

ⓐ우두리 ⓑ소소리

ⓒ목리 ⓓ기지리



성탄소연대측정값을살펴본후, 출토된유물(특히빗살

무늬토기)의특징을통해검토해보고자한다. 먼저본고

의 분석대상 유적(집자리)에서 측정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은<표 3>과같다. 

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에서측정된방

사성탄소연대값은 2개유적 4개집자리밖에없어아산

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에대한시간적위치

를파악하는데는많은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그러

나두유적에서측정된연대값은아산만지역신석기시

대집자리의시간적위치를파악하는데많은시사점을

주고있다. 우선성내리 2호와장재리 4호집자리는방

형에 4주식의기둥구멍배치를띠고있는‘는들식(서해

안식) 집자리’(구자진 2008a)로 두 연대측정값모두 동

일한양상을보인다. 또한성내리 4호와장재리 2호는

장방형으로‘대천리식집자리’(구자진 2008b)로이들역

시비슷한연대값을보이고있어주목된다. 아산만지역

의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은대부분최근에조사된유

적으로추후다른유적집자리에대한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이보고되면좀더확실해지겠지만, 필자가판단

하기에는위의유적과시기적으로(기원전 3,500~3,000년)

큰차이를보이지않을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유적에서출토된빗살무늬토기의양상을

살펴보면, 현재까지정식보고서가발간된유적은아산

성내리, 풍기동, 장재리안강골의세유적밖에없어출

토유물에대한정확한양상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이

다. 위의세유적을제외한나머지유적은현장설명회

자료집이나필자가직접관찰한토기를대상으로간략

하게검토해보겠다. 

<표 4>는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에

서출토된빗살무늬토기의문양을중심으로정리한것

이다. 대부분유적에서소량의빗살무늬토기편만이출

토되었고, 아직정식보고서가미발간된것이많아각

유적을서로비교·검토하기에현재로써는매우어렵

다04. 하지만 대략적인 출토경향은 파악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에서

는횡주어골문이주류를이루며, 다치와단치모두확

인되고있다. 그러나서해안식다치횡주어골문의수량

은많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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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의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03

유적 유구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B.P.) 비고

아산성내리유적
2호집자리 4640±60 목탄시료

4호집자리 4660±50 〃

아산장재리안강골유적
2호집자리 4550±50 〃

4호집자리 4500±80 〃

03 <표 3>에제시된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은미보정된연대값을제시하였다.

04 보고서가미발간된유적(아산용두리외골, 당진 우두리·소소리, 예산 목리유적)에 대한자료와유물에대한관찰은각유적조사자인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강진애, 김한
상, 민경희, 이종수선생님의도움을받았다. 다시한번도움을주신선생님들께감사드린다. 또한앞의유적은추후정식발굴조사보고서가발간될경우일부내용에있어서는차
이가생길수있음을밝혀둔다. 

05 <표 4>에제시된빗살무늬토기의多·少의분류기준은유적내에서출토된토기의상대적인수량을의미하는것임을밝혀둔다. 

표 4 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의빗살무늬토기출토양상(●多, ○少, ×無)05

유 적 횡주어골문 능형집선문 금강식토기
(능격문토기) 단사집선문 격자문 기 타

성내리 ● ● ○ ● ○ 점열문, 횡선문, 조문, 파상점열문

풍기동 ○ ● × ● ○ 단사선문, 조문

백암리 ○ · · · · 단사선문

용두리 ● ● · · ○ 단사선문

장재리 ● × ● ○ ○ 횡선문, 之자문, 삼각점열문

우두리 ● ● · · · ·

소소리 ○ · · · · ·

목리 ○ · ○ · · ·

기지리 ○ · · · · 점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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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출토빗살무늬토기

ⓑ장재리

ⓐ성내리

ⓒ풍기동



다음으로 능형집선문과 단사집선문, 단사선문, 격

자문, 횡선문등의빗살무늬토기가대부분의유적에서

출토되고있다. 이러한빗살무늬토기의출토양상은기

존 연구 성과에 따르면, Ⅲ기(임상택 2006)에 해당하는

토기이다06. 여기에이른시기로편년되고있는구분계

3부위시문방식의 토기나 동체에 종주어골문 혹은 타

래·중호문등이시문된토기, 소위금탄리 1식토기, 구

연한정시문토기, 구획반복문토기와 같은 특징적인 빗

살무늬토기는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에

서지금까지확인되지않았다. 결국아산만지역의신석

기시대집자리유적에서출토된빗살무늬토기를통한

유적간의시기차는크지않음을알수있다. 

다만 금강식토기(능격문토기)의 출토양상이 주목되

는데, 지금까지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

중아산성내리·장재리안강골, 예산목리유적에서만

확인되고있다. 이들유적은앞에서살펴보았듯이방형

과장방형의집자리가공존해있는유적들로앞으로이

에대한구체적인검토가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금강

유역(충청내륙지역)과의 관련성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

고자한다. 

결국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은방사

성탄소연대측정값과 출토유물을 통해 보면 시기적인

차이가보이지않고있어동시기의유적으로판단되며,

필자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상대편년 중 Ⅱ기(기원전

3,500~3,000년)에해당하는유적들로생각된다(구자진·

배성혁 2009).

2. 공간적위치

충남지역은차령산맥이라는큰산줄기를경계로하

여 북부(북서부)지역과 남부(남동부)지역으로 구분되는

지형적인특징을지니고있다. 북부지역은아산만을비

롯하여해안지역이중심을이루며, 비교적저구릉성산

지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남부지역은 비교적 높은

구릉지역과함께금강을중심으로한비교적넓은충적

대지로이루어진지형을보이고있다. 그중에서아산

만지역은 차령산맥 북쪽, 아산만에 면한 지역으로 천

안, 아산, 예산, 당진의 4개의시·군에해당한다. 아산

만일대에는삽교천과안성천이흐르는데, 삽교천하류

에는광활한예당평야가발달되어있으며, 평야주변에

는낮은구릉지또는야산이광범위하게분포한다(권혁

재 1995). 

아산만지역은우리나라신석기시대집자리의지역

권설정에있어차령산맥을경계로하여금강유역(충청

내륙지역)과 구분된다. 금강유역은‘대천리식 집자리’

가집중적으로분포하는지역으로지금까지방형의정

형화된‘는들식(서해안식) 집자리’는 조사되지 않았다.

반면북쪽으로는동일지역권으로판단되는경기해안

지역과 섬 지역(중부서해안지역)이 위치하며, 북동쪽으

로는한강·임진강유역으로신석기시대집자리의구

조에있어중부서해안지역과는또다른전개양상을보

이는신석기시대마을이확인되고있다. 이밖에도금강

유역은전북지역으로뻗어있는소백(노령)산맥을경계

로남부내륙지역과지역적으로구분되는양상을보이

며, 이는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의 구조와 생계방식

에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구자진 2007·2008a·

2009b).

아산만지역은 중부서해안지역에 해당하면서도 금

강유역(충청내륙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두지역의점이지대에해당한다. 이 지역

에서조사된신석기시대집자리유적에서는‘는들식(서

해안식) 집자리’와‘대천리식 집자리’가 함께 분포하

며, 이를통해는들식(서해안식) 집자리집단과대천리

식집자리집단간의교류07혹은서로밀접한관련이있

음을유추해볼수있다. 이는임상택(2006)의주장처럼

Ⅲ기(필자의Ⅱ기)단계에이지역(중서부지역)에서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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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편년은 임상택(2006)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 있으나, 필자는 그의 편년안 중 절대연대에 있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특히 그의 Ⅲ기로
편년된 유적들은 대부분 기원전 3,500~3,000년에 해당하는 유적들인데, 임상택은 기원전 3,000~2,50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영종도(운서동, 중산동 유적 등) 지역과
서해안(신길동, 능곡동, 농서리유적등)에서신석기시대대규모마을유적이조사되면서빗살무늬토기를통한임상택의편년안중Ⅰ기후반과Ⅱ기의구분및Ⅳ기설정에대해
서는앞으로좀더구체적인논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는유적의빠른확산과해양자원에대한적극적이용을

시도한것으로도볼수있으나, 그보다는초보적인농경

의본격적인도입및확산에의한결과로생각된다. 

여기에아산만지역의방형집자리는중부서해안지

역중경기해안지역유적(시흥능곡동, 안산신길동, 용인

농서리유적등)과관련성이매우높은것으로판단되는

데, 방형의평면형태, 구덩식화덕자리, 4주식의기둥구

멍배치등에있어동일한양상을보인다. 그러나평면

형태와마을의규모에있어서는일부차이를보이는데,

앞서언급한바와같이아산만지역의신석기시대집자

리는방형을평면형태를유지하되, 집자리의벽선이약

간곡선화된양상을보인다. 이는경기해안지역의신

석기시대집자리가정형화된방형의형태를띠는것과

는차이를보인다. 또한마을규모에있어서도시흥능

곡동과안산신길동유적등에서는 20여기이상의집자

리가마을을이루고있는반면, 아산만지역에서는 2~5

기의소규모마을을이루고있어대조적이다. 

결국 아산만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마을)는 경

기 해안지역과 금강유역(충청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와매우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데, 이는대규모

마을을이루던경기해안지역의집단들이아산만지역

으로의확산및교류에의한결과로생각되며, 이러한

집단의확산및교류는소규모로이루어졌을것으로생

각된다. 또한 금강유역(충청내륙지역)의 대천리식 집자

리도동시기에아산만지역으로의교류및확산이이루

어졌던것으로확인되고있어기원전 3,500년을전후한

아산만지역은두유형의집자리가공존하는역동적인

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현상은당시의환경(기

후) 및생태적·사회적변화등여러요인들이있겠지

만, 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는초보적인농경의도입

에따른유적의확산에의한것으로생각된다.

결론

지금까지아산만지역에서조사된신석기시대유적

중 집자리(마을)를 중심으로 집자리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후, 이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마을)의시·공

간적위치와의미에대해고찰해보았다. 

그러나아산만지역이라는좁은지역과한정된자료

를대상으로신석기시대집자리를다루다보니논지전

개상다소무리한부분도존재한다. 또한주변지역과의

비교분석이더세밀하고구체적으로다루어져야하나

대부분보고서가미발간된유적을대상으로검토하여

전체적인경향을파악하는데그치고말았다. 이러한점

은앞으로보고서가발간되고새로운유적이추가된다

면보완해나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된다. 

하지만최근중서부지역을중심으로급증하는신석

기시대마을유적의조사와성과는이지역의신석기문

화를새로운관점에서재검토할수있는계기를제공해

주고있으며, 특정지역집자리의성격과특징을밝혀내

는연구도매우중요한부분이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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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아산만지역신석기시대집자리의경기서해안지역·금강유역과의확산과교류는우선시기적인차이를염두해둔것으로경기서해안지역의집자리가아산만지역의집자리보다
상대적으로이른시기의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또한금강유역의집자리와는내부구조의유사성을근거로교류의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 이러한확산과교류는집자리
구조보다는출토유물을통해좀더분명하게밝혀질수있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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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Spatial Location of Dwelling Site 
in Asan Bay in the Neolithic Ag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welling site from among the sites of the Neolithic age found in the Asan Bay(牙山灣) area,

and the temporal-spatial location and meaning of the dwelling site (settlement). The majority of the settlements in the

area are of a square style but some coexist with rectangular-style settlements, which is noteworthy. 

The dwelling sites of the Neolithic age found in Asan Bay area are mostly located in a ridge of hilly areas, divided

into gentle, low areas (20~50 meters above sea level) and relatively high areas (50~80 meters above the sea level). Although

location strongly corresponded to the residents' subsistence and the technical levels within the culture, it likely was

greatly affected by natural environment where they lived, as well.

In examining radiocarbon dating results and the excavated artifacts, the settlements found in Asan Bay were

determined to belong to the periodⅡ(3,500~3,000 B.C.) stated in the Relative Chronological table of Dwelling sites in

the Neolithic age, written by the author. Said Dwelling sites are proven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ose found

on the coast of Gyeonggi Province(京畿道) and in the Geum River(錦江) valley. This is deemed to be the result of

expansion and interchange between Gyeonggi Province(京畿道) group and Geum River(錦江) valley group, who

constituted the large settlements. Additionally, the Daecheon-ri type dwelling sites in the Geum River valley were

verified to be the result of exchange, and spread to the Asan Bay area in the same era. Two forms of Dwelling sites

coexisted dynamically in the Asan Bay area around 3,500 B.C. Such a phenomenon resulted primarily from the

expansion of the dwelling site due to the introduction of primitive agriculture, as well as environmental (temperature),

biological and social changes at those times.

Keywords | Asan Bay area,  Neolithic Dwelling site,  ‘Daecheon-ri type dwelling site’,  Location of analysis,
Temporal-Spatia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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