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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말기 단계의 문화 내용과 성격은 청동기시대와의 전환과
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매주 중요한 분야지만, 그동안의 많은 조사 성과에도 불
구하고 매우 불명확한 편이다. 그 때문에 청동기시대 문화와의 계승관계 문제가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주제로
삼았던 용유도 을왕동유적 출토 신석기시대 공열문토기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토기인 공열문토기와의 계승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지금까
지 청동기시대의 공열문토기는 한반도 동북지역에서 주민의 남하에 의하여 발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근거는 다소 취약한 편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
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 토기가 신석기시대 말기
단계에 속하는 것임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토기문화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규명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토기는 4000 BP~3500 BP(보정연대 25001700 BC) 사이에 중부 서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존속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으며, 그 이후까지도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개진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동기시
대 공열문토기 중에 동일 문양 요소를 가진 자료를 제시함으로서 청동기시대 토
기문화 요소 중 하나의 원류를 규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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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공열문토기는 1966년 청동기시대 역삼동유적에서 처음 출토된 이래1) 역삼
동식(유형)토기로 불리면서 가락동식토기와 함께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전기
단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토기 형식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토기는 무
산 호곡동유적2)이나 웅기 송평동,3) 회령 오동유적4) 등 우리나라 동북지역에
서 한강유역을 통해 남한으로 퍼져 발생한 것으로 보았고5), 이후 발굴자료의
증가에 따라 절대연대 만 상향되었을 뿐 기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
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6).
그런데 2002년 인천 국제공항 공사와 관련하여 매립이 예정되었던 인천시
용유동 남북동유적과 을왕동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신석기시대의 공
열문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었다.7) 당시 큰 화재를 모았지만, 관련 연구자들
의 기대와는 달리 을왕동유적에서 확인된 탄소연대는 기존의 청동기시대 편
년과는 차이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유구의 성격이나 공반유물과의 관계 또한
매우 불분명하여 이들과의 계승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자료로 평가되었다.
결국 이 토기의 중요성에 비하여 성격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격자문이 시문된 신석기시대 문양 특징을 가지면서 공열
문이 시문된 토기는 청동기시대의 서산 대로리유적8)과 일람리유적9), 그리고
같은 수원시 관내의 율전동유적10)과 이목동유적11)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삽
1) 김양선·임병태, ｢역삼동주거지 발굴보고｣ 사학연구 20, 1968.
2) 황기덕, ｢무산 법의 구석 유적 발굴 보고｣ 유적발굴보고1, 2006.
3) 배진성, ｢두만강유역 무문토기의 실상｣ 영남고고학 42, 2007.
4) 과학원출판사, ｢회령 오동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 발굴 보고 7, 1959.
5) 이백규, ｢경기도 출토 무문토기 마제석기｣ 고고학 3, 1974, 53~129쪽.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개정판, 1981, 97쪽.
6) 당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7세기 경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자료의
증가와 함께 탄소연대 측정법에 의하여 대략 기원전 13세기 까지 상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7) 서울대학교박물관, 용유도 남북동·을왕동Ⅰ유적, 2006.
8)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서산 무장리 요지, 2000.
이 유적의 보고서에 대산반도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내용 중에 신석기시대의
대죽리패총과 청동기시대의 대로리 주거지 조사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이 중 대죽리패
총의 현상 내용은 용유도 을왕동유적의 상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9) 금강문화유산연구원, 서산 일람리유적, 2011.
10)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율전동유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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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참조)
본고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원저 기형에 공열문이 시문된 이 토기가 어떠한
편년적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청동기시대에 나타나는 평저의 공열문토기
와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이 토기가 출토된 용유도 을왕동유적과 주변유
적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 토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용유도 을왕동유적 (신석기시대)

수원 이목동(상)
율전동(하)

(청동기시대)

[삽도 1] 을왕동유적 출토 신석기시대의 공열문토기와 청동기시대 관련 자료

Ⅱ. 용유도 을왕동유적 출토 신석기시대 공열문토기
용유도에서는 을왕동과 남북동유적이 위치하며,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하
여 남북동유적과 을왕동Ⅰ, 을왕동Ⅱ유적 3개소가 확인되었으나 이 중 남북
동유적과 을왕동Ⅰ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12) 조사된 2개의 유적은
성격상 매우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 이목동유적, 2008.
12) 서울대학교 박물관, 용유도 남북동·을왕동Ⅰ유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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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왕동유적
을왕동유적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에 해당하며, [도면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용유도의 동북쪽 해안변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신공항
(현재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유적은 산 사면과 사구 사이에 형성된 작은 골짜기에 위치하는데, 사
구지역을Ⅰ지구, 동쪽 산사면지역을 Ⅱ지구로 구분되었으며, 발굴과정에서
유적 보존 결정이 내려져 완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적의 성격은 야외노지와 소규모의 패각층이 복합된 유적이다. 해안가 쪽
으로는 해침을 당하면서 짤려 나간 상태이며, 유물이 확인되는 층위는 모두 5
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의 Ⅰ, Ⅱ층은 근·현세 층이며, Ⅲ층은 원삼국
시대 유물과 함께 빗살문토기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Ⅳ층은 상
부로부터 황색 모래층-패각층-흑색부식토-황색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리고 최하층인 Ⅴ-1층은 흑갈색 모래층이며,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Ⅵ층은 회
흑색 뻘층, Ⅶ층은 갈색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Ⅳ층과 Ⅴ층에서 신석기시대의 빗살문토기들이 출토된다고 한다. 조
사는 주로 Ⅳ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야외노지가 형성된 이후, 소규모의
패각더미가 곳곳에 쌓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층도로 보아 Ⅳ층과 Ⅴ층으
로 구분되는 2개의 문화층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적의 조사는 전면 제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트렌치 조사과정에
서 야외노지 11기가 확인되었으며, 이후 보존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조사가 중
단되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보고서의 도면에 나타나는 야외 노지는 소규
모 할석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무질서하게 흩어진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전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도면에 제시된 유물은 층위적 구
분이 없이 각 트렌치별로 소개되었으며, 대체로 토기의 기면에 패각 조흔문이
시문되어 있고, 그 상부에 문양을 시문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특징은 일반적
인 서해안식 토기와는 구별되는 특징이며, 이 중에는 삽도 1에 제시되었던 바
와 같이 구연부에 공열문과 사격자문이 시문된 빗살문토기편 6점과 함께 소형
마제석기와 갈판이 있다.
이 유적에서 측정한 탄소연대는 1지구 5호 노지에서 검출한 목탄 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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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을왕동유적의 위치와 신석기 관련 유적의 분포

3810±40 BP로 나타났으며, NS-Ⅱ 트렌치의 패각시료 측정값이 4010±60 BP,
NS-Ⅳ 트렌치의 패각시료 측정값이 4080±60 BP로 나타나 2개의 문화층에 상
당하는 연대치를 보여주고 있다.

2. 남북동유적
남북동유적은 을왕동유적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500m 가량 떨어진 지점
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술한 을왕동과 같은 성격의 야외노지 88기와 함께 성
격 미상의 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유적은 곶과 곶 사이에 동서 방향으로 형성
된 길이 400m 가량의 사주 지형상에 형성되어 있는데, 사주는 표토-모래-자갈
의 순으로 퇴적단위를 이루고 있다. 모래층은 다시 9개의 층으로 구분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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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유구는 Ⅳ층과 Ⅵ층에서 확인되었는데, 유물은 모두 Ⅳ층에서만 출토되었
다고 한다.
그러데 야외노지는 Ⅳ층과 Ⅵ층이 쌓이기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13), 토기는 주로 포함층에서 출토되어 야외노지와 직접 관련시키기 어
렵다고 기술되어 있다. 조사과정에서 유구의 중복으로 인해 Ⅳ층 발굴이 중심
이 되었으며, 제한된 곳에서만 Ⅵ층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한 트렌
치에서는 Ⅷ층 상면에서도 1기의 노지가 확인되었지만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
다고 한다. 때문에 하부에 더 오래된 야외 노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을왕동유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은 유구
의 수에 비하여 적은 편인데, 주거지가 아닌 야외노지 라는 성격 때문인지 모
르겠다. 유물의 대부분은 토기류이며, 그 외 토제 어망추 한 점을 비롯하여 아
주 소형의 단인석부 1점, 길이 8cm 정도의 찔개살 1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류
는 일반적인 서해안식의 빗살문토기들과 함께 을왕동유적에서 확인된 유사한
기법의 타날흔을 지닌 토기, 또는 이 바탕에 구연부 사격자문을 새긴 토기들
도 출토되었다. 을왕동유적에서 확인되었던 신석기시대 공열문토기는 1점이
확인된다.
유물들이 대부분 Ⅳ층에서 출토되었지만, 토기의 문양 구성을 보면 여러 시
기의 유물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은 이곳에서 채취한 탄소
연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Ⅵ층에서 Ⅱ층까지 모두 7개의 목탄시료를 채취
하여 측정한 것인데, 그 중 5개는 4700 BP∼4400 BP 사이로 나타났으며, Ⅳ
층의 9호 노지 아래의 소토에서 출토된 목탄의 경우는 3840±40 BP, 동일한
층위로 보고된 3호 노지의 경우는 3500±40 BP로 나타나 최소한 3∼4개의 문
화층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유구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야외노지 88기 외에 넓은 범위에 걸
쳐 소토, 목탄, 재는 보이지 않고 돌만이 무질서하게 퍼져 있는 용도미상의 유
구가 3기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흩어진 돌을 따라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1
호 유구에서 노출된 편들은 모두 동일한 개체였다고 한다. 이 중 3호 유구는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깝고 규모는 4m×4m 정도이며, 1, 2호에 비하여 돌들이

13) 서울대학교 박물관, 용유도 남북동·을왕동Ⅰ유적, 2006,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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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조밀하게 박혀있었지만 조사기간이 임박하여 정밀한 내부 조사는
실시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 이 중 1호 유구에서 출토된 토기
는 을왕동유적 출토 공열문토기와 기형이나 토기 내외면에서 조흔상 타날흔
이 나타나는 등 유사한 편이지만, 공열문은 시문되지 않았고 구연 부위에 보
다 정연한 사격자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런데 2호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매우 특징적으로 보인다. 모두 6점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평저 저부 1점과 무문양 토기편 3점, 그리고 가늘게
사격자문양이 시문된 토기편 1점, 그리고 1호유구와 같은 선명한 사격자 문양
을 가진 토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평저토기가 공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토기
와 성격상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늦은 단계의 유구로 판단된
다. 대체로 을왕동유적의 경우와 같이 토기의 기면에 패각조흔문이 나타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과 타유적의 조
사 사례를 비교하여 구분한다면 시기 구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탄소연대를 바탕으로 보면, 을왕동 이전 단계-을왕동 단계-을왕동 이후 단계

[도면 2] 을왕동유적 공열문토기(1∼6: 을왕동, 7: 남북동)와 남북동유적 출토 관련유물
(남북동 8: NS-나-1 트렌치, 9: 1호 유구,10∼15: 2호 유구, 16: NS-ⅩⅤ트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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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 을왕동유적과 남북동유적 출토 공열문토기와 사격자문토기
구연부에 공열문이 나타나는 토기는 을왕동유적에서 6점이 확인되었으며
(그림 2의 1∼6), 인근의 남북동유적에서는 1점(도면 2-7)이 출토되었다. 그런
데 도면 2-9와 1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특징은 동일하지만 공열이 시문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며, 구연부 문양으로 사격자문이 정연하게 시문된 토기들이
나타나는데, 을왕동유적의 공열문토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이 남북동유적의 2호 유구(도면 2-10∼15) 출토품 중에도 동일한 문양 패턴을
가진 것이 나타나고 있다(도면 2-13)

Ⅲ. 토기의 편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용유도에 위치한 을왕동과 남북동 유적의 탄소연대
결과를 검토하면, 남북동유적의 경우 3500±40 BP∼4700±60 BP의 범위로 나
타나 매우 큰 연대 폭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을왕동유적의 경우 3810±40 BP,
4010±60 BP, 4080±60 BP로 나타나 큰 시기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
대치를 참고한다면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남북동유적 문화층 사이에 을왕동
유적이 들어가 크게 3단계의 편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남북
동유적의 경우, 유구 1과 2의 출토 유물은 특징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시 세
분할 수 있겠다.
먼저 편년 분류의 기준에 있어서 을왕동유적 출토 토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토기 기면에 선조상(線條狀)의 타날문이나 패각조흔문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법은 지금까지 중서부 서해안 지역 신석기시대 유
적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기법이며,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인다. 때
문에 뚜렷한 편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남북동유적에서도 이러한 기법이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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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며, 나타나지 않는 것들 중에는 4000 BP를 기준으로 그 이전 단계와 직전
단계에 나타나는 문양요소들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신석기시대 전기 단계의
요소인 단사집선문양이 나타나거나 구연아래에 사선방향으로 집선문양을 새
기면서 서로 교차하여 전체적으로 밀집된 어골문양을 나타내는 것,14) 사격자
문 아래에 어골문양을 새겨 2부위 문양구성을 나타내는 등이다. 따라서 이러
한 특징을 가진 것들을 남북동유적 하층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15)
이와 함께 인근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중 탄소연대가 확인된 유적들을 대상
으로 다양한 시기의 유물들이 혼재된 남북동유적과 연대적 서열관계를 확인
한 후, 상호 대비하여 특징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4000 BP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하는 것을 1단계로 삼았으며, 지역적 편년차를 줄이
기 위해 인접한 지역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유적으로는 중산동 23
지역 6호 주거지(4410±50 BP)와 12호 주거지(4190±50 BP), 중산동 21지역
25호 주거지(4260±50 BP), 중산동 24호 주거지(4030±50 BP) 등이다.
2단계는 4000 BP∼3800 BP에 해당하는데, 전술한 편년 분류의 기준에 따
라 이 단계의 연대를 나타내는 을왕동유적 중에 1단계의 특징을 가진 유물들
을 제외시킨 후,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3단계는 남북동유적에서 을
왕동유적 출토 유물에 나타나는 특징, 즉 타날기법의 출현과 문양의 구성을
바탕으로 공열문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때
문에 이 중에는 2단계와 중복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특징을 고찰
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남북동
유적 중 평저토기가 공반되는 2호 유구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
로 [도면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두 4단계의 편년안을 작성하였다.
상기 분류 기준에 따라 작성된 토기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단계는 전형적인 서해안식 후기 단계의 토기이며, 남북동유적에서 확인된
탄소연대와 결부시킨다면 4000 BP 이전 단계로 볼 수 있다.

14) 인근의 영종도 중산동유적 등지에서 4500-4000 BP의 연대를 가진 주거지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확인된다.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 중산동유적, 2011.
15) 1단계는 보다 세분이 가능하겠지만 을왕동 이전 단계를 모두 1단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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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단계

관련 유물

남북동하
층식

2단계 을왕동식

3단계

남북동상
층식

4단계

남북동
2호
유구

[도면 3] 용유도 을왕동유적과 남북동유적의 상대편년

다음으로 2단계는 을왕동유적 단계이며,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내면 혹은
내외면에 타날흔이나 조흔문이 나타나며, 이 중에는 [도면 3]의 2단계에 나타
나는 바와 같이 구연부를 따라 공열문이 배치된 토기편이 5점이나 출토되었
다. 이 아래에 사격자문이 시문된 것 3점이며, 무문양에 공열이 시문된 토기 1
점, 그리고 조흔문 바탕에 공열문이 시문된 것이 1점이다. 이 중 그림 2-1의 경
우는 저부를 제외하고 거의 복원이 가능한 상태인데(삽도 1 참조) 이 단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타날흔 바탕에 어골문
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다. 탄소연대는 4080±60 BP와 3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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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로 나타났다. 때문에 1단계에서 연속되는 새로운 기법의 토기 출현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3단계는 남북동 상층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을왕동유적
출토 토기와 기법상으로는 거의 유사하지만, 문양 구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을왕동유적에서 공열문이 나타나는 토기의 경우 가는 선으로 구연
아래에서 저부 가까운 부분까지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는데, 부분적으로 매우
부정확한 곳들이 있다. 그러나 남북동 상층 출토 토기의 경우, 공열문은 나타
나지 않으며, 문양에 있어서도 구연부에 한정하여 매우 정확하고 뚜렷한 사격
자문이 시문되고 있다, 남부지역의 신석기토기의 경우 중기에서 후기로 전환
하면서 동체부 시문에서 구연부 시문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남북동
유적에서 확인된 탄소연대와 결부시킨다면 3840±40 BP∼3500±40 BP로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남북동유적 2호 유구 출토품이다. 기본적으로 이 유구
출토 토기는 평저 토기가 공반되며(그림 2-14와 도면 3의 4단계), 일반적으로
중서부 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토기 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대부
분 무문양에 기형상 매우 늦은 단계로 볼 수 있을 듯하며, 이 중 3단계에서 나
타났던 구연부 사격자문과 동일한 것이 공반되어(그림 2-13) 을왕동유적에서
확인되었던 구연부 아래의 사격자문양의 전통이 이 단계까지 지속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남북동유적에서 나타났던 탄소연대와 결부시킨다면, 가장 늦은
연대 측정치는 3500±40 BP이기 때문에 3단계의 마지막 시기, 혹은 그 이후가
될 것이다.

Ⅳ. 주변지역과의 관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영
종도를 비롯한 용유도, 소불도, 삼목도 등 매립지역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학
술조사를 시행과 함께 서해안지역 신석기문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
한 시기와 종류의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이 중에는 용유도 을왕동유적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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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열문토기과 같이 조흔문, 혹은 타날문에 의한 기벽을 가진 토기류, 구연부
사격자문이 시문된 토기류 등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것들을 나타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신도시가 들어선 영종도의 경우, 신석기시대 공열문
토기가 출토된 곳은 중산동유적 2-1지역에서는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 그
리고 3호 주거지가 있으며,16) 중산동 23지점의 경우 2호 주거지,17) 중산동 7
구역 1호 주거지18), 그리고 운서동 Ⅰ유적 1지점의 패총 출토 유물이 있다.19)
그리고 편년의 참고가 되는 신석기시대 종말기 단계의 유적으로 중산동 2-1지
역 1호 야외노지, 운서 3유적 5호 주거지20) 등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의 신석기시대 공열문토기가 출
토된 유적과 유물은 [도면 4]에 나타는 바와 같으며, 탄소연대가 확인된 것들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가장 이른 탄소연대를 나타내는 것은 중산동유적 2-1구역 3호 주거지
이며, 4260±60 BP로 나타나며, 나머지는 모두 4000 BP∼3500 BP 사이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빠른 중산동유적 2-1구역 3호 주거지의 경우,
탄소연대 결과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우선 이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이 시
기를 나타내는 유적들과 유물의 성격이 맞지 않다. 대부분의 이 시기 유적들
은 [도면 3]에 나타난 남북동 하층식, 즉 1단계와 같기 때문이다. 이 주거지에
서는 토기 기면(器面)에 조흔상의 타날흔이 공반되며, [도면 3]의 2단계에 나
타나는 특징과 거의 대동소이한 편이다. 더욱이 인근에 위치하는 2호 주거지
와 공반유물의 성격상 거의 동일한데, 여기서는 3650±60 BP와 3670±50 BP
로 나타났다.(도면 4 참조) 따라서 이 2개의 주거지는 1호 주거지와 함께 동시
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탄소연대 결과는 약 600년 정도의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고고학적 시료에서 이러한 연대차는 시료 채취에 대한 오류나 시
료의 오염 정도에 따라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편이어서 탄소연대는 유용한 참
고자료로 삼는 것이지 절대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용유도 을왕동유적과 대비한다면 토기의 기형상에 큰 차이를 나타
16)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 중산동유적, 2011.
17) 한강문화재연구원, 인천 중산동유적, 2012.
18) 중앙문화재연구원, 상게서
19)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 운서동유적Ⅰ, 2010.
20)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 운서동유적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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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주거지

출토 토기

탄소연대

중산동
2-1구역
3호 주거지

4260±60 BP

중산동
2-1구역
1호 주거지

3730±80 BP

중산동
2-1구역
2호 주거지

3650±60 BP
3670±50 BP

용유도
을왕동유적

4080±60 BP
3810±40 BP

용유도
남북동유적

3840±40 BP
3500±40 BP
<축척 부동>

[도면 4] 중서부 도서지역에서 나타나는 신석기시대 공열문토기와 탄소연대

내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즉 용유도 을왕동이나 남북동유적의 경우에
는 토기의 기본적인 형태가 남부지역의 것과 동일하다. 즉 서해안식의 전형적
형태는 포탄형에 가깝고, 남부지역의 경우는 구경 대 폭의 비율이 1:1에 가깝
기 때문에 보여 지는 형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뾰족하고 가는 시
문구를 이용한 문양 시문 방법과 내용은 서해안식을 따르고 있으며, 조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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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조흔상의 타날흔 상부에 문양을 시문하는 방법은 이 지역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어쩌면 서해안을 따라 남해안지역과의 교류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다.

용유도 남북동유적
2호 유구

중산동 2-1지역 1호
야외노지

운서동 Ⅲ유적 5호 주거지

3500±40(1815 BC)

3620±50(2010 BC)

3370±50 (보정연대: 1650 BC)

[도면 5] 남북동유적 4단계와 관련유적과 유물의 비교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을왕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의 공열문토기
와 같은 종류는 4000 BP∼3500 BP 사이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용유도 남북동 2호 유구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 중 하나는 [도면 5]
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산동 2-1지역 1호 야외노지의 경우는 장사선문 혹은
어골문계통의 토기편 2점이 출토되었는데, 탄소연대는 3620±50 BP로 나타났
다. 이 시기는 [도면 3]에 나타나는 용유도 을왕동 남북동유적 3단계에 해당한
다.21) 그런데 운서 Ⅲ유적의 5호 주거지에서는 3370±50 BP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운서 중산동 2-1지역 1호 야외노지에서 출토된 토기와 동일한 것
이 가락동식토기와 유사한 이중구연토기가 함께 출토되었다.22) 이와 함께 남
북동 2호 유구에서와 같이 평저 저부편이 출토되었으며, 반월형석도도 공반되
어 청동기시대 문화와의 전환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3600 BP는 [도면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용유도 을왕동식의 신석기시

21)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 중산동유적, 2011.
22)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 운서동유적Ⅱ,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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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공열문토기가 사용되던 시기이며, 이 시기의 전통을 가진 토기편 1점이 청
동기시대와의 전환기 양상을 보여주는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비록 사격자문이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동시기의 토기편이 무
문토기와 공반된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이후 청동기시대의 전통으
로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3)

1

2

3

4

5

6

7

8

9

10

[도면 6] 남부지역 출토 신석기시대 공열문토기(상단)와 을왕동식토기의 영향을 받은 청동기시대 관련유물(하단)
(1: 월호도 가패총, 2: 경도 내동패총, 3: 경도 오복1패총, 4: 경도 내동패옹 4층, 5: 광주 노대동유적, 6: 서산 대로리, 7: 수원 이목동, 8: 천안 백석동,
9: 서산 일람리, 10 수원 율전동)

한편 신석기시대의 공열문토기는 중부 서해안 도서지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면 6]의 상단에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남부지역 및 남해안지역 출
토 신석기시대 공열문토기이며, 하단은 서해도서지역 을왕동유적과 남북동유
적 토기의 영향에 의해 나타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이다. 아직 충분한 검토
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말기 단계의 유적으로 알려진
광주 노대동유적24) 출토 자료(도면 6-5)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서
해안지역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여수시 경도 내동패총 출토품의 경우(도면 6-4),25) 토기 외면에 을왕
동유적에서 확인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흔상의 타날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남
부지역의 경우 광주 노대동유적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천반도 일대의 도서지

23)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다.
24) 정일, ｢광주 효천2지구 주택건설부지내 광주 노대동유적｣, 한국신석기연구12, 2006.
25) 호남문화재연구원, 여수 경도 신석기시대 패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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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출토되고 있음이 주목되며, 을왕동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용유도 역시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을왕동 유적의 신석기시
대 공열문토기 단계에 우리나라 남부지역 신석기시대의 기형이 출현하는 것
은 연안 항해를 통한 양 지역 간의 교류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용유도 을왕동유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석기시대의 공열문토기 중
에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토기의 기형이 출현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석기시대 말기 단계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불분명한 시기이며, 청동기시대와의 전환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학
계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용
유도 을왕동유적에서 출토되었던 신석기시대의 공열문토기가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에 시문된 유사한 문양의 공열문토기와 그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있어 기존의 신석기시대 편년 구분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지
만, 이 지역 신석기시대 말기 단계까지 구체화한 임상택의 편년안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일련의 논고를 통해 중서부지역을 4단계로 구분하면서 구분계
토기가 이 지역 이른 시기의 토기상을 대표하다가 점차 동일계토기가 우세해
지고, 최말기가 되면 무문화의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26).
그러나 이에 대하여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편년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
하면서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는 구분문계 중심의 전기와 구분문계와 동일문
계가 공존하는 후기로 양분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27) 이후 임상택은 최말기 단계의 주요 특징은 문양의 단순화
와 난삽화로 표현되며, 경기만 도서지역의 경우 모이도, 을왕동Ⅰ, 오이도, 뒷
살막유적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28) 그 시기에 있어서는 BC 2500∼1500년으
26) 임상택, ｢서해 중부지역 빗살무늬토기 편년연구｣, 한국고고학보40, 2006.
27) 김장석,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신석기연구5, 2006.
28) 임상택,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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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유적의 사례는 김장석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기나 후기 단계의 토기 문양요소들이 뚜렷한 변화없이 말기까지 계승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새롭게 설정한 난삽화라는 것 역시 모호한 개념으로 인
하여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 세부편년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무문화와 난삽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니라 문양 요소는 기존의 전통요소를 계승하면서도 새롭
게 공열문토기가 출현하며, 이와 함께 조흔상의 타날기법의 흔적이 토기 표면
에 나타나는 현상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서해안식 신석기토기와 문양
요소도 공존하는 상태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출현하는 요소의 공반여
부에 따라 말기 단계 토기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이와 함께 구연부 사격자문토기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토기는 연평도
까치산패총29)을 비롯하여 시도패총30), 군산 띠섬패총31) 등지에서도 확인되
며,32) 이러한 전통이 청동기시대로 계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찰하였다.
이와 함께, 남부지역과의 관련성 검토를 위해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 지역
에서도 공열문이 나타나는 신석기시대의 토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의 도서지역과 연안지역에서 나타나고 있
었는데, 일부 유물의 특징을 통해 남해안과 서해안 도서지역의 교류를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용유도 을왕동유적 출토 공열문토
기의 기형이 남해안지역의 토기와 매우 유사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구체적
인 부분은 향후의 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청동기시대의
공열문토기가 근거가 부족한 우리나라 동북지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신
석기시대로부터 청동기시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마지막 단계의 주거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운서 3유적 5호 주
거지에서 신석기시대 토기와 함께 가락동식토기 유형의 무문토기 1점이 확인
되어 서해안지역 신석기문화의 종말 단계로 판단된다. 이 주거지에서 채취한
29)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연평도 까치산패총, 2005.
30) 한병삼, 시도패총 국립박물관, 1970.
31) 원광대학교 박물관, 발굴유물 특별전-선사유적·유물, 1996.
32)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러 매우 얇은 기벽의 토기도 함께 출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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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탄소연대는 3370±50 BP로 나타나 신석기말기 단계는 4000 BP∼3370
BP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 연대를 실연대로 보정하면 대략 3500∼1650 BC
에 해당한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청동기시대 농경문화와의 최초 접견 시기는
기원전 17세기 중반경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의 청동기시대 시작 연대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전환기 단계에 대한 시기와 성격이 매우 불분명한 만큼
향후 검토되어야 할 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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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ole Pattern Pottery of the Neolithic Period
Excavated from Ulwang-dong Site in the Yongyu-do
Lee, Dong-Ju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culture at the end of the Neolithic Age in
Korea is an important field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ransition to the
Bronze Age, but it is very unclear despite the many researches conducted
during that time. For this reason, the problem of succession to the Bronze
Age culture has not been solved in spite of much debate.
The earthenware pottery of the Neolithic Age, which wa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succession
relationship with the pottery which is the representative pottery of the
Bronze Age era.
Until now, it has been known that the earthenware pottery of the Bronze
Age era came to the south of the inhabitants in the northe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evidence is somewhat fragile, but it is accepted because
there are no other alternatives.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cluded that this earthenware belongs to the
late stage of the Neolithic Age, an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ontent of
the earthenware culture at that time was concretely revealed. This pottery
was found to be centered on the central west coast islands between 4000
BP-3500 BP (2500-1700 BC) and explained the possibility that it continued
until then.
Through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identify one of the cultural elements
of pottery culture in the Bronze Age by presenting materials with the same
pattern elements in the hole pattern pottery of the Bronz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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