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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강하류역 주요 구석기유적의 사질각력층 내 유물층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지질고고학적 접근을 통한 석기의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유적은 사면이나 그 말단에 집중되는데, 배후사면이나 주변 구릉에서 기원한 퇴적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곳에 해당한다. 유적 내 사질각력층의 형성은 MIS 3기 초반과
관련되는데, 이는 MIS 4기 동안 축적된 물질이 MIS 3기에 접어들어 강우를 공반한
기후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하방으로 급속하게 퇴적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질각력층에서 출토되는 석기는 퇴적물의 이동과정에서 혼재된 것으로서, 공간 분포
에서 물의 에너지에 따른 분급이 나타난다. 특히 사질각력층 아래 기반암 풍화층의 굴곡
및 경사도에 따라 분급의 차이가 있다. 석기 구성은 안정적일 수 없으나, 대형석기의
경우에는 사질각력층 형성 이전의 이 지역 석기 양상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먹도끼류가 주목되며 찍개, 여러면석기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
석기는 주변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MIS 4기까지 소급될 수 있다.
구석기유적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현재에 발견되는 만큼 수많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강하류역의 거력이 다수 포함된 사질각력층 내 유물층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유적의 해석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	한강, 구석기유적, 사질각력층, 유물층, 지질고고학, MIS 3, MIS 4,
대형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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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강하류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고양·김포·인천·파주 일대이며, 이곳에서 한강
의 흐름은 북서류한 후 북류하여 임진강과 합쳐진다. 이 지역에서 구석기유적에 대한 조
사는 1990년대 초반 일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제발굴이 그 시작이었다(손보기 편 1992).
이후 한동안 뜸하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건설
공사가 급증하면서 구석기유적에 대한 발견 및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현남주
외 2007, 2012 ; 정훈진 외 2008 ; 김기태·송용식 2009 ; 송용식 2009 ; 김영화 외 2010 ; 김
진영 외 2010 ; 이재 외 2010, 2013 ; 이미란 외 2010 ; 조병구 외 2010 ; 이승원 외 2011 ; 전
범환 외 2011, 2012 ; 조병택 외 2011 ; 윤선영 외 2012 ; 이융조 외 2012a, 2012b, 2012c).
본 연구자는 몇 곳의 구석기유적 조사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또한 조사 중인 여러 유
적을 방문하면서 이 지역 구석기유적 퇴적층의 특성 및 석기군에 주목하였다. 즉 우리나
라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은 대부분 쐐기구조가 발달된 점토성 퇴적물 내에서 출토되는 경
우가 다수인데 비하여, 이 지역에서는 기반암 풍화층 바로 위에 퇴적된 거력이 다량 포함
된 사질각력층 내에서 전·중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비교적 고식의 석
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사질각력층 모습(이융조 외 2012b)

<그림 2> 사질각력층 내 석기 출토 모습(박성진 외 2013)

거력 포함의 사질각력층은 안정적인 퇴적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보다는 기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침식과 퇴적 과정을 거치면서 하방으로 이동된 사면퇴적물로 판단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석기가 혼재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퇴적물의 형성과 석기제작
의 시점은 동일한 시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퇴적물의 형성 시기는 석기의 하한
연대로 추정할 뿐이다.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질고고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질고
고학(geoarchaeology)은 지구과학의 개념과 방법을 고고학연구에 적용한 것으로 정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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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Butzer 1987:35-36 ; Rapp and Hill 1998:1-4 ; Waters 1992:3-7), 지형·지질학에
바탕을 둔 자연과학 전반의 연구방법을 수용하여 고고학의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질고고학의 주된 연구목적은 크게 유적의 시간적 맥락의 결정, 유구 및 유물의
공간적 맥락의 파악, 유적경관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出穗雅實 2007:74).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강하류역 주요 구석기유적의 사질각력층 내 유물층에 대한 고찰
을 위하여 지질고고학적 접근을 통한 석기의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적어도 1.2만년 이전의 시기인 구석기시대에 형성된 유적이 현
재의 위치에 놓이게 된 배경과 출토된 석기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 사례로써, 구석
기유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연구 대상 유적과 입지 지형
1. 연구 대상 유적 및 개관
현재까지 한강하류역에서 발굴조사된 구석기유적으로는 고양 덕이동·일산 새도시·
신원동 및 원흥동(a)(b)·탄현동 유적, 김포 구래동·마송리·서암리·신곡리·장기동·

<그림 3> 한강하류역에서 발굴조사된 구석기유적의 분포(구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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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강하류역에서 발굴조사된 구석기유적 - 사질각력층 내 석기 출토 및 연구 대상 여부
지도
번호

유적명

사질각력층 내
석기 출토 여부

연구 대상
여부

조사기관

조사
기간

1

김포 서암리

×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0

2

김포 마송리

○

×

기호문화재연구원

2007-08

3

김포 구래동

○

×

국방문화재연구원

2009-11

4

김포 장기동

○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07

5

김포 풍곡리

○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0-11

6

김포 신곡리

×

×

7

인천 불로동

×

×

8

인천 원당동

×

×

9

고양 신원동·원흥동(a)

×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9

10

고양 신원동·원흥동(b)

×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11

고양 일산새도시

○

×

한국선사문화연구소 외

1991

12

고양 탄현동

×

×

국방문화재연구원

2007

13

고양 덕이동

○

×

경기문화재연구원

2006

14

파주 운정1지구 4지점

×

×

15

파주 운정1지구 5지점

×

×

16

파주 운정1지구 7-1지점

×

×

2009

17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

○

○

2006-07

18

파주 운정1지구 12지점

○

×

2006-07

19

파주 운정1지구 15지점

×

×

20

파주 운정1지구 16지점

○

×

2006-07

21

파주 운정1지구 19지점

○

×

2006-07

22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

○

○

2008

23

파주 운정1지구 35지점

×

×

2008

24

파주 운정1지구 36-1지점

○

○

25

파주 운정1지구 36-4지점

×

×

2008

26

파주 운정1지구 36-5지점

○

○

2010

27

파주 운정1지구 37지점

×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28

파주 운정1지구 47지점

×

×

경기문화재연구원

2007-08

29

파주 운정2지구 상지석리

×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9

2007-0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2003-04

2007-08
한국선사문화연구원

경기문화재연구원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07-08

2007-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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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곡리 유적, 인천 불로동·원당동 유적, 파주 운정1지구 내 유적군 과 운정2지구 17지
점 상지석리 유적 등 총 29개소이다<그림 3>. 이중 김포 구래동·마송리·장기동(5지
점)·풍곡리, 고양 덕이동·일산 새도시,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12지점·16지점·19지
점·34지점·36-1지점·36-5지점 등 13개 지점에서 거력이 다수 포함된 사질각력층 내
에서 석기가 출토되었다. 이중 석기의 수량이 적거나 보고서 상의 자료가 미흡한 김포 마
송리·구래동, 고양 덕이동·일산 새도시, 파주 운정1지구 12·16·19지점을 제외한 6개
의 유적을 주요 유적으로 선정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표 1>.

1) 김포 장기동 유적(전범환 외 2011)
유적에서 사질각력층이 확인되는 곳은 5지점으로 북측 사면에 위치한다. 5지점에서는
기반암 위로 사질각력층, 사질점토층, 점토층, 표토가 퇴적되어 있으며, 특히 색조를 달
리하는 사질점토층이 여러 매 관찰된다. 5지점에서는 3매의 유물층이 확인되었는데, 사
질각력층과 석기가 혼재된 곳은 3유물층이다. 3유물층에 대한 연대측정은 이루어지지 않
았지만, 바로 위층에서 얻어진 절대연대는 48,000±3,300BC(OSL)로 참조할 수 있다. 사질
각력층에서 출토된 석기는 279점으로 긁개, 홈날 등의 소형석기의 우세한 가운데, 주먹찌
르개와 찍개, 여러면석기도 확인되었다.

2) 김포 풍곡리 유적(박성진 외 2013)
유적은 남서-북동으로 이어지는 사면과 그 말단부에 위치하는데, 전반적으로 북서방
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층위는 기반암 위로 사질각력층, 색조를 달리하는 사질점토층과
점토층, 표토층으로 구분된다.
유물층은 모두 4매가 확인되었는데, 사질각력층 내에서 석기가 혼재된 퇴적층은 4유물
층으로 명명되었다. 4유물층에서 얻어진 절대연대는 49,200±4,400BC(OSL)이다. 석기는
대형석기에 비해 소형석기의 빈도가 우세하다. 대형석기로는 찍개가 중심을 이루며, 소
형석기는 홈날, 톱니날, 긁개 순으로 확인된다.

3)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 유적(송용식 2009)
남동에서 북서로 기울어진 사면말단부에 위치한다. 저지에는 물골이 부분적으로 확인
된다. 기반암 풍화토 상부에 조립 사질각력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그 위로 쐐기구조가 부

1) 파주 운정1지구 내 유적군에는 4, 5, 7-1, 11, 12, 15, 16, 19, 34, 35, 36-1, 36-4, 36-5, 37, 47지점이 포함되며,
총 15개소의 발굴 지점 유적이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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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발달한 사질점토층과 사질층, 점토층, 표토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석
기는 사질각력층과 사질점토층의 경계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1유물층, 문화층), 그 수량
은 191점이다. 몸돌에 비해 격지가 적으며, 주요 다듬은 석기로는 찍개 위주의 대형석기
와 긁개를 중심으로 한 소형석기가 출토된다.

4)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 유적(이융조 외 2012b)
서에서 동으로 기울어진 사면과 그 말단에 위치한다. 기반암 풍화층 상부에는 사질각
력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그 위로 점토층, 사질점토층, 교란층, 표토층이 놓여있다. 석기
는 사질각력층 내에서 확인되며, 고도가 낮은 하단부에서는 사질각력층 상부 또는 그 내
에 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회색의 점토층이 분포한다. 회색 점토층의 절대연
대는 50,000±3,000∼51,000±3,000BC(OSL), 63,000±4,000∼66,000±4,000BC(OSL)가 얻
어졌다. 석기는 126점으로 다듬은 석기 중 대형석기는 찍개와 여러면석기, 소형석기는 긁
개가 주로 출토되었다.

5) 파주 운정1지구 36-1지점 유적(이융조 외 2012b)
넓은 골짜기의 말단에 위치한다. 층위는 기반암 풍화층-사질각력층-점토층1-사질점
토층-점토층2-표토층으로 구분되는데, 기반암 풍화층 위의 사질각력층과 점토층1은 물
에 의한 화학적 작용에 의해 회색 또는 짙은 회색을 띈다. 석기는 사질각력층(1유물층),
사질각력층과 점토층1의 경계(2유물층)에 놓여진 층 내에 위치하며, 점토층1의 절대연대
는 35,000±2,000BP(AMS)이다. 출토 석기는 1유물층에서 40점, 2유물층에서 84점이 출토
되었는데, 모두 여러면석기기와 긁개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6) 파주 운정1지구 36-5지점 유적(이융조 외 2012c)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골짜기 지형으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층위는
골짜기 중심부와 그 외곽으로 양분된다. 골짜기 중심부에서는 기반암 풍화층-사질각력
층-점토층-후빙기 및 근대 퇴적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외곽은 기반암 풍화층-사질각력
층-점토층-사질점토층-표토층으로 구분된다. 골짜기 외곽의 사질각력층 상부에 퇴적된
점토층의 절대연대는 30,770±350BP, 31,600±270BP(AMS)이다. 석기는 모두 사질각력층
에서만 출토되며, 그 수량은 1,436점이다. 주요 다듬은 석기로는 주먹도끼류와 찍개, 여
러면석기와 몸체의 일부분만을 손질한 긁개가 다수이다.

한강하류역 주요 구석기유적의 사질각력층 내 유물층에 대한 고찰

45

2. 지형과 입지
한강하류에는 하천변으로 드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충적지의 배후에
는 산지가 발달하고 있다. 강의 북쪽에 해당되는 고양·파주 일대는 서남쪽이 낮고 동쪽
과 북쪽이 높은 지세를 보이는데 견달산-고봉산-장명산이 ‘ㄱ’자의 형태로 감싸고 있으
며, 강의 남쪽에 해당되는 김포·인천의 북부지역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데 문수산수안산-필봉산-가현산이 ‘ㄴ’자의 형태로 연결되면서 충적지를 둘러싸고 있다. 한편 이
들 산지에서 발원한 다수의 하천은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며, 이에 수량이 풍부한 편이다.
연구 대상 유적은 대부분 배후산지에서 이어져 내려온 산자락의 끝부분에 위치하는데
해발 50m 이하의 저기복 구릉대에 해당된다. 유적은 이와 같은 저기복 구릉대의 사면부
나 사면말단부에서 찾아졌으며, 일부는 구릉 사이의 골짜기 안에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
고 유적이 위치하는 사면이나 사면말단부의 지형 방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 대상 유적 중 지표면의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은 파주 운정1지구 36-5지점으로 해
발 35m 정도이며, 반대로 가장 고도가 낮은 유적은 김포 장기동으로 해발 11m 정도에 불
과하다.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반암 풍화층(바닥층)의 고도가 가장 높은 유적은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으로 해발 약 34.6m, 가장 낮은 유적은 김포 장기동으로 해발 약
9m이다. 대체적으로 유적이 입지하는 고도는 한강 이북의 지역이 한강 이남의 지역에 비
해 높다.
이상의 내용을 유적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 유적의 입지 양상
해발고도
유적명

입지

지형방향
지표면

바닥면

김포 장기동(5지점)

사면부(일부 계곡)

남→북

12∼11m 내외

10.5∼9m 내외

김포 풍곡리

사면말단부(일부 계곡)

남서→북동

19∼15m 내외

16∼14m 내외

파주 운정1 11지점

사면말단부
(구릉 사이의 계곡)

남동→북서

19m 내외

16m 내외

파주 운정1 34지점

사면부 및 사면말단부
(구릉 사이의 폭넓은 계곡)

서→동

34.6∼31.8m 내외

34.6∼29.7m 내외

파주 운정1 36-1지점

사면말단부
(구릉 사이의 폭넓은 계곡)

서→동

32m 내외

30∼28.5m 내외

파주 운정1 36-5지점

구릉 사이의 좁은 계곡

북서→남동

35∼31m 내외

34∼29m 내외

좀 더 구체적으로 유적의 입지 양상을 파악하면<그림 4>, 김포 장기동 유적은 남쪽의
배후사면에서 북쪽으로 돌출된 완만한 능선상에 위치한다. 유적의 북편으로는 완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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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이어지며 북서쪽으로 기울어진 지형을 보인다. 풍곡리 유적은 남서쪽의 배후사면에
서 북동쪽의 독립구릉으로 이어지는 곳의 중간지점으로 단면상으로는 사면 말단의 정점

김포 장기동 5지점

김포 풍곡리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

파주 운정1지구 36-1지점

파주 운정1지구 36-5지점

<그림 4> 연구 대상 유적의 입지와 지형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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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좌면이 열려있고 우면은 얕은 구릉이 감싸고 있어 부분적
으로 개방된 형상이며 북서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파주 운정1지구 내 대부분의 유적은
구릉과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계곡의 하단에 위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11지점의 경우 남
동쪽에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지형이 변형되었지만 북서방향으로 발달된 계곡 내에 위치
하며, 그 아래로 완만한 지형이 이어진다. 34지점의 경우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발달된
계곡의 하단부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형성된 능선의 하단부가 교차되는 지점에 해당되
며, 남측으로 단을 지며 완사면이 이어진다. 36-1지점은 34지점의 남측에 위치하는데, 주
변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보이는 계곡 말단의 평탄지에 자리잡고 있다. 36-5지점은 주변
구릉의 능선에 의해 말발굽모양으로 포곡된 형태를 보이는데, 좁고 길게 형성된 골짜기
내에 위치한다.
이렇듯 연구 대상 유적은 사면이나 그 말단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배후사면이나
주변 구릉에서 기원한 퇴적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곳에 분포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지형적 양상은 유적의 형성에 일련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정적인 퇴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입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Ⅲ. 유적의 층위와 사질각력층
우리나라에서 야외유적의 층위는 입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구릉의 사면
부와 사면말단부, 그리고 구릉 사이의 골짜기에 형성된 유적의 경우에는 침식과 퇴적과
정을 활발히 겪으면서 사면에서 기원한 퇴적물이 재퇴적되는 사례가 많고, 토양·퇴적물
에 대한 자연과학분석에서도 이를 증명하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 유적의 개괄적인 층위 양상을 살펴본 후, 자연과학분석의 결과
를 바탕으로 사질각력층의 형성과 그 시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유적의 층위 양상
연구 대상 유적의 대략적인 층위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기반암 풍화층을 피복하는
거력 포함의 각력과 모래, 석기가 뒤엉킨 사질각력층이 존재하며, 그 위로 사질점토층과
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점토층 내에는 쐐기구조가 발달하며 있는데, 대부분의 유적에
서 관찰된다<그림5>.
다수의 석기가 혼재되는 사질각력층은 모래, 각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반암 풍화
층의 등고선을 따라 분포한다. 특히 등고선이 편평해지는 면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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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 사질각력층 내에는 256㎜ 이상의 거
력이 다수 포함된다.
사질각력층 상부의 사질점토층 내에는 각력
의 크기에 포함되는 조립질의 토양 입자는 거
의 없고 사질각력층과의 경계부에서만 일부 각
력이 확인되고 있다.
점토층은 암갈색의 색조를 띄며 쐐기구조가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관
찰되는 제4기 퇴적층이다. 모든 유적에서 확인
되고 있으나, 그 모층이 남아있는 유적은 김포
풍곡리, 장기동,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 정도에
국한된다. 그리고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 36-5
지점 등의 유적에서는 심도가 깊은 퇴적구간에

<그림 5> 연구 대상 유적의 기본적 층위 모식도

부분적으로 쐐기구조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이는 쐐기구조가 관찰되는 점토성 퇴적물이 후대의 강력한 기후 환경의 영향
에 의해 침식되면서 완전히 삭박되고 이후에 새로운 퇴적물로 충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되며, 충진된 퇴적물은 대체적으로 후빙기의 연대를 나타내고 있다(이정철 2013:9-10).
한편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층위 구조와 차이를 보이는 유적으로는 김포 장기동 유적
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상부의 사질점토층 내에서 두 매 이상의 쐐기구조가 확인된다(전
범환 외 2011:186-191).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유적 전반에 걸친 것은 아니며, 퇴적층의
심도가 깊은 곳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지형적 특성으로 고도가 높은 사
면부에서는 퇴적층이 얇게 남아있고, 사면말단부나 골짜기의 중심부로 갈수록 퇴적층이
두텁게 남게 되는 퇴적의 흔적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즉 쐐기구조가 형성되는 지표
노출면이 상부에서 쓸려내려온 퇴적물에 의해 반복적으로 피복되는 과정에서 몇 매에 걸
친 쐐기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접한 김포 신곡리 유적에서는 3매의 쐐기구조
가 확인되며, 각 퇴적층에서 얻어진 절대연대는 2.6∼3.25만 년 전에 속하는데(조병구 외
2010:266-268), 그 형성 시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사질각력층의 형성과 시기
거력이 다수 포함된 사질각력층의 형성과 그 시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퇴적물에
대한 자연과학분석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대상 유적 중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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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5개 유적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김주용 외 2011, 2012 ; 김주용·오근창 2012 ; 정
철환 외 2012 ; 박성진 외 2013). 그 주요 분석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 유적의 토양ㆍ퇴적물 분석의 주요 내용
분석내용

입도
분석

대자율

김포 장기동(5지점)

○

○

김포 풍곡리

○

○

○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

○

파주 운정1지구 36-1지점

○

○

○

파주 운정1지구 36-5지점

○

○

유적명

광물
조성분석

주성분
원소분석

절대연대측정
AMS

OSL

○

○

○

○

○

○

○

○

○

○

주요 분석 중 여러 유적에서 실시된 토양 입도분석과 대자율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대
상 유적 내 사질각력층의 형
성 기원과 기후 환경을 파악
하고, 추가적으로 절대연대
측정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시기를 확인하였다.
사질각력층 내의 토양 입
도는 모래(sand)가 우세한 가
운데 자갈(gravel)이 증감을
반복한다<그림 6>. 이는 사
면에서 기원한 퇴적물이 몇
차례에 걸쳐 하방으로 퇴적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
질각력층에는 256㎜를 넘는
거력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구석기유적 내
에서의 사면물질의 이동은
중력사면이동(mass wasting)
과 관련되어 사면의 표면을
따라 흘러내린 솔리플럭션
<그림 6> 연구 주요 유적의 토양 입도와 대자율
(김주용 외 2012, 정철환 외 2012, 박성진 외 2013에서 편집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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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fluction) 및 젤리플럭션
(gelifluction)과 토양포행(soil

creep)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Waters 1992:301-304), 이는 주로 최종빙기 동안 발생한 것으
로 보고 있다(김주용·양동윤 2002:12-13).
연구 대상 유적 내의 사질각력층 내에는 거력이 다수 포함된 상태를 보이는데, 이와 같
은 물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급속한 환경적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
서 솔리플럭션이나 젤리플럭션보다는 심한 강우에 의해 발생하는 암설류(debris flow)나
이류(mudflow)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 대상 유적 대부분의 하단부에는 사질각력
층이나 이와 연접한 퇴적층이 물의 영향을 받아 회색으로 탈색되어진 양상이 관찰된다<
그림 7>. 이를 통해 강우 등 물의 영향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력을 포함한
퇴적물의 하방 이동에 중요한 에너지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석기가 혼재되었을 것이다. 즉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부의 노두에 노출된 암반이 기계
적 풍화를 거쳐 쪼개진 후 특정 시점에 암설류나 이류에 인해 하방으로 급속히 퇴적된 것
으로 보여지며, 그 과정에서 지표에 노출되었거나 매몰되어 있던 다량의 석기가 거력 등
의 퇴적물과 뒤엉켜 쓸려 내려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물의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
는 물골도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그림 8>.

<그림 7> 파주 운정1지구 36-1지점 유적의
사질각력층 내 회색 탈색부(이융조 외 2012b:7)

<그림 8>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 유적 내 사면말단부
저지의 물골(송용식 2009:63)

한편 대자율은 상부의 층에 비하여 사질각력층 구간에서 낮게 나타난다<그림 6>. 일반
적으로 모래와 자갈을 포함하는 조립질 퇴적물은 비교적 온난한 기후와 연관되어 대자율
이 증가하여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면퇴적이 지속적이며 점진적
으로 진행되었기 보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적물의 공급이 단절적이고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질각력층의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심한 강우에 의한 암설류와 이류가 발생할 수 있
는 기후 환경적 기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굴 내의 퇴적물에서 그 양상을 구체
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기온이 온난한 시기에 유수와 함께 니질 또는 사질의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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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이 활발한 반면 추운 시기에는 퇴적물의 유입이 확연히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된다
(김주용 외 2006:121). 즉 MIS 3기와 MIS 5기에 퇴적물이 두텁게 쌓이고, MIS 2기 및 MIS
4기에는 퇴적물의 발달이 미약하다. 또한 퇴적물 내의 화분·수종의 분석 결과를 감안하
면(박원규 외 2007:73-74), 온난습윤한 기후는 MIS 3기 혹은 MIS 5기의 일부 기간에 집중
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한강유역의 야외 유적에 대한 연구
에서는 산록완사면과 강가에 위치하는 다수의 유적은 MIS 3기의 기후변동에 의한 사면
퇴적, 하천의 수위 상승 등과 관련되고 있다(이정철 2012:78-82).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구 대상 유적 내 사질각력층에서 얻어진 절대연대를 보면, 김포
풍곡리 49.2±4.4ka(OSL),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 50±3∼66±4ka(OSL)이다(박성진 외
2013:63 ; 박준호 2012a:126). 이 연대를 인정하면 사질각력층의 형성은 MIS 3기와 연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 OSL연대가 얻어진 유적의 경우 물의 영향에 의해 토양·
퇴적물에서 색조 변화 등의 현상이 확인되는 바, OSL연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OSL연대는 퇴적층 내에 수분함량이 높아지면 퇴적층의 연간선량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OSL연대값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김종욱 외 2007:9). 그러므로 물의 영향
이 뚜렷하지 않는 사질각력층 상부의 층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질각력층
상부의 사질점토층 절대연대를 살펴보면, 김포 장기동 48±3.3ka(OSL), 운정1지구 36-4
지점 35±3∼43±4ka(OSL)가 확인되었다(전범환 외 2011:536-538 ; 박준호 2012a:126).
그리고 사질점토층 위의 점토층은 운정1지구 36-5지점에서 30,770±350BP, 31,600±
270BP(AMS)(이융조 외 2012c:430-431), 또한 물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운정1지구 36-1
지점에서 35,000±2,000BP(AMS)가 얻어졌다(이융조 외 편 2012:134),
따라서 한강하류역에서 거력이 포함된 사질각력층은 점토층의 형성 시점인 30∼35ka
보다는 일찍 형성되었고, 사질점토층의 형성 시점인 35±3∼48±3.3ka 보다 이르거나 혹
은 그 내의 특정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질각력층의 중심연대
는 사질점토층 절대연대보다 앞서기 때문에 MIS 3기 초반과 관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러한 결과는 MIS 4기 동안 사면에 축적된 풍화 및 사면운반 물질이 최종빙기 중 아간빙기
인 MIS 3기에 접어들어 강우를 공반한 기후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운반되었
음을 의미한다.

Ⅳ. 사질각력층 내 석기의 검토
거력이 포함된 사질각력층 내에서는 다수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앞의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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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되듯이 석기가 포함된 퇴적층의 형성은 안정적인 퇴적환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
로 볼 수 없으며, 석기의 출토 양상 역시 안정된 퇴적층 내에 형성된 구석기유적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러 유적에서 석기의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확인되는 것이 보고
2)

되고 있으므로 석기의 재이동은 분명하다 . 그러므로 사질각력층 내 석기의 공간 분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개별 석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
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각 유적의 대상 유물층은 <표 4>와 같다.
<표 4> 사질각력층과 관계된 연구 대상 유적의 유물층
유적명

유물층(보고서상 표기)

유적명

유물층(보고서상 표기)

김포 장기동(5지점)

3유물층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

유물층

김포 풍곡리

4문화층

파주 운정1지구 36-1지점

1,2유물층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

1유물층/문화층

파주 운정1지구 36-5지점

유물층

1. 석기의 공간 분포
앞서 살펴본 유적의 입지 양상으로 미루어 대부분의 석기는 주변의 구릉이나 그 사면
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침식과 퇴적의 작용을 받으면서 각력을 비롯한 퇴적물
과 혼재되어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쓸려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각력과 석기 대부분
이 사면과 평지가 만나는 지점이나 사면이나 골짜기 내의 완만한 구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석기가 섞여졌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으며, 그것은 퇴
적층의 침식에 따른 유물의 이동과 잔류현상의 결과물일 것이다(배기동 2010:79-80). 그
러나 현재 연구 대상 유적 주변의 구릉지에는 안정적인 유물층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
으므로, 본래의 유물층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질각력층 내에 혼재
된 석기의 선후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출토된 석기의 시
기를 특정할 수 있는 주요 제작기법 역시 관찰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한계는 분명하다.
연구 대상 유적의 사질각력층은 기반암 풍화층의 굴곡과 주요 경사 방향에 따라 퇴적
두께 및 무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양상이 관찰되므
로 석기 역시 무게에 따른 분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에 이루어
진 파주 운정1지구 36-5지점의 석기 분급 분석에서는 몸돌의 평균 크기보다 큰 석기는 골
짜기 하단의 평탄지에 집중되며, 격지의 평균 크기보다 작은 석기는 골짜기 상단에 집중

2) 유적 내에서 출토되는 석기에는 마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공존하고 있는데, 비교적 대형의 석기에 마모흔이 많은 편이다. 그
러나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서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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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양상이 확인되어 에너
지가 큰 흐름일 경우 비교적
큰 석기가 더 멀리 운반된
다는 양상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정철 2013:11-14) <그림
9>. 그러므로 다른 유적에서
도 석기의 분급을 확인하기
위한 석기 공간 분포를 파악
하였는데, 관련 자료의 미흡
으로 인해 몸돌과 대형석기,
격지와 소형석기로만 양분
하여 그 양상을 단편적으로
3)

<그림 9> 파주 운정1지구 36-5지점 유적의 석기 분급
(이정철 2013에서 편집)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 .
그 결과 파주 운정1지구
36-5지점과 마찬가지로 운
정1지구 11지점 문화층과 김
포 풍곡리에서는 저지부에
비교적 대형의 석기, 상부에
는 소형의 석기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10>. 반
면에 운정1지구 11지점 1유
물층과 34지점, 36-1지점에
서는 경사의 하단에 소형의
석기가 집중되며, 상단에는
대형의 석기가 집중된다<그
림 11>. 그리고 김포 장기동
유적의 경우에는 구역에 따
라 상기 두 가지 양상이 모
두 확인되고 있다<그림 12>.

<그림 10>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과 김포 풍곡리 유적의 석기 분급
(송용식 2009 ; 박성진 외 2013에서 편집 후 재구성)
3) 대체적으로 몸돌과 대형석기 : 격지와 소형석기의 무게비는 약 6.7∼5 : 1 정도이다. 한편 소형의 몸돌은 격지와 소형석기의 무게
범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 수량은 미비한 정도로서, 본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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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기반암 풍화
층의 굴곡 및 경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
여지는데, 운정1지구 11지점
문화층과 36-5지점, 김포 풍
곡리의 경우에는 주변의 능
선이 비교적 급한 경사를 보
이고 계곡의 폭이 좁아 물과
관련된 에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운정1지
구 34지점과 36-1지점은 완
만한 경사가 펼쳐지는 구간

<그림 11> 파주 운정1지구 34지점과 36-1지점 유적의 석기 분급
(이융조 외 2012b에서 편집 후 재구성)

이라 에너지가 집중되기 어
렵다는 차이가 있다. 장기동
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지형
양상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한편 운정1지구 11지점은 문
화층으로 불리우는 유물층
에서의 각력 퇴적방향과 1유
물층의 각력 퇴적방향에 차

<그림 12> 김포 장기동 유적의 석기 분급
(전범환 외 2011에서 편집 후 재구성)

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문화층에서의 에너지의 힘은 1유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 유적에서는 대체적으로 미지형에 따라 물의 에너
지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이한 석기의 분급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
질각력층 내에서 출토된 석기는 모두 자연적인 변형을 거치면서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
을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석기와 시기 추론
한강하류역의 사질각력층과 관계된 주요 유적은 모두 재퇴적된 양상을 반영하고 있으
므로, 유적 내에서 출토된 석기는 본래의 자리를 잃은 것들이다. 특히 주변에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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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층이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석기의 시기에 대한 판단 및 제작기법의 변화, 제
작과정의 복원 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구 대상 유적에서 출토되는 다듬은 석
기 중 몇몇 주요 석기는 토양·퇴적물이 재퇴적되기 이전의 이 지역의 석기 양상을 단편
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듬은 석기 중 대형석기는 김포 장기동, 파주 운정1지구 36-1지점, 36-5지점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소형석기는 김포 풍곡리, 파주 운정1지구 11지점, 34지점에서 우
세하게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잔손질에 기반하는 소형석기는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전반
에 걸쳐 확인되고 있으며, 후기 구석기시대의 특정 제작기법이 반영된 석기를 제외하면
정형화된 양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이를 주요 석기의 양상으로 보
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 유적에서 주목해야 할 석기는 비교적 고식의 석기로 알려진 대형석
4)

기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대형석기의 종류는 비교적 단순한 편인데, 주먹도끼류 와 찍
개·여러면석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3>. 특
히 주먹도끼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수량은 적지
5)

않은 편이다 . 여러 점의 주
먹도끼류 출토 양상은 임진한탄강 유역과 강원도의 일부
유적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
므로 주먹도끼류는 지리적인
<그림 13> 연구 대상 유적 내 대형석기의 종류 빈도

거리를 고려할 때 임진-한탄
강에서 한강하류역으로 이어

지는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석기공작의 하나로 보여진다.
그리고 주먹도끼류를 제외한 나머지 60∼80%는 찍개와 여러면석기가 양분하고 있다.
찍개의 경우 한 면만을 손질한 외면찍개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여러면석기도 다수가 확
인된다. 여러면석기가 다수 출토된 유적은 현재까지 대부분 사면부와 그 말단부 또는 계
곡 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비교적 둥근 형태를 지닌 여러면석기는 각력이나 다른 석기에

4) 보고자간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가로날도끼의 판별 기준에 차이가 있는 바, 본고에서는 주먹도끼류로 통합하였다.
5) 유적별로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형석기 중 약 7∼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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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보다 하방 퇴적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석기는 사질각력층의 형성시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MIS 3기 초반 또는 그 이전의
시간적 범위에 속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석기의 시기 추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유적은
연구 대상 유적과 인접하고 있는 파주 운정2지구 17지점 상지석리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6)

는 부분적이지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퇴적물 내에서 다량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 그
중에서 연구 대상 유적의 주요 석기와 대비할 때, Ⅳ-B층인 4유물층이 주목된다. Ⅳ-B층
의 절대연대는 상부가 69,000±5,000BP(OSL), 하부가 72,000±5,000BP(OSL)가 얻어졌는
데(박준호 2012b:489), 이 층 내에서는 석기제작의 양상을 보여주는 몸돌·격지·조각·
망치, 접합석기 등을 포함하여, 다듬은 석기에는 주먹도끼·주먹찌르개·찍개·여러면
석기, 긁개·홈날·밀개·뚜르개가 출토되었다. 이들 다듬은 석기 중 주먹도끼를 포함하
여 여러 석기는 연구 대상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와 매우 유사한 기술형태적 특징을 보이
고 있는데, 상호 일련의 계통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한강하류역의 사질각력층에서 출토되는 주요 대형석기는 시간적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지질학적으로는 MIS 3기 초반, 주변 유적과의 대비를 감안하면 MIS 4
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는 현 단계의 자료에 기초한 결과로 추후 연구 자
료 및 성과에 따라 그 시간 폭은 변동될 수 있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지질고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강하류역 주요 구석기유적의 사질각력층
내 유물층의 석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유적은 사면이나 그 말단에 집중되는 입지 양상을 보이며, 배후사면이나 주변 구릉에
서 기원한 퇴적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유적 내의 토양·퇴적물을 통해 거력이
포함된 사질각력층의 중심연대는 MIS 3기 초반과 관련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MIS 4
기 동안 사면에 축적된 풍화 및 사면운반 물질이 최종빙기 중 아간빙기인 MIS 3기에 접어
들어 강우를 공반한 기후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이동된 암설류나 이류를 반
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질각력층은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현재의 위치에 퇴적된
것이다.

6) 유물층은

총 5매이며, 특히 3유물층과 4유물층의 석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상부의 1유물층의 연대는 61,000±5,000BP(OSL),
하부 5유물층의 연대는 73,000±5,000∼75,000±5,000BP(OSL)가 얻어졌다(전범환 2009:21-24 ; 전범환 외 2012:
388-392 ; 박준호 2012b:489). 절대연대로 미루어 유물층은 MIS 4기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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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각력층 내에서 출토되는 석기도 퇴적물의 형성 과정으로 미루어 원래의 자리를 벗
어난 것이며, 석기의 공간 분포를 통해 보면 물의 에너지에 따라 분급이 발생하였다. 특히
에너지의 힘은 사질각력층 하부의 기반암 풍화층의 굴곡 및 경사도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유적 내의 석기는 퇴적물이 이동되기 전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석기제작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 소형석기보다는 전·중기 구
석기시대에 속하는 비교적 고식의 유물로 알려진 대형석기에 주목하였다. 대형석기는 비
교적 단순한 구성을 보이는데, 주먹도끼류·찍개·여러면석기 등이 있다. 이중 주먹도끼
는 계통성과 지역성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찍개는 외면찍개 중심의 양상, 여러면석
기는 유적 입지와 연관하여 의미가 있다. 이들 석기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질각력층에 대
한 지질학적 편년과 인접한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MIS 3기 초반∼MIS 4기에 해당
될 것이다.
구석기유적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현재에 발견되는 만큼 수많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강하류역의 거력이 다수 포함된 사질각력층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
여주고 있으며, 유적의 해석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주고 있
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일정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구석기유적의 조사 시에는 면밀한 조사와 함께 여
러 자연과학 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보고서 작성에 적절히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연구자의 관심과 호응을 기대한다.
▶논문접수일(2016.8.24) ▶심사완료일(2016.10.4) ▶게재확정일(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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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andy Gravel Layer(Artifacts layer)
of the Main Paleolithic Sites
in the Lower Han River Area
Jung-chul Lee
(Hanyang University Museu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in paleolithic sites identified in sandy
gravel layers(artifacts layer) of the lower Han river area through geoarchaeological
approach.
Sites are located in nearby hills and places that are continuously affected by erosion
and sedimentation of slopes, and the formation of sandy gravel layer is related to the early
MIS 3. This is the rapid accumulation of soil and sediments, which are accumulated in MIS
4, in reaction to the climate change accompanying a heavy rain in MIS 3.
Artifacts excavated in sandy gravel layer are mixed in the redeposit process of
sediment, and sorting based on energy of water appears in spatial distribution. In particular,
sorting varies according to the curve and gradient of the weathered layer of base rock under
sandy gravel layer.
Artifact composition may not be stable, but heavy duty tools reflect parts of the
aspect of artifacts past to the formation of sandy gravel layer. bifaces are noteworthy, and
many chopper-chopping tools and polyhedrons were discovered. These heavy duty tools
may belong to MIS 4 through the comparison with surrounding sites.
Since the paleolithic sites are discovered today over the course of many years, it is
inevitable that they have to face numerous environmental factors. The sandy gravel layer in
the lower Han River area, where there are many boulders, shows this aspect very well, and
implies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paleolithic sites requires multidirectional approaches.
Key words : Han river, Sandy gravel layer, Paleolithic sites, Geoarchaeology, MIS 3, MIS 4,
Heavy dut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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