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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고는 주거지의 일생사를 계획-축조-주거-폐기-후퇴적단계로 모델링한 후 각
단계별 국내의 사례와 국외의 민족지고고학적 자료를 접목하여 주거지 내부 층위와 유물에
대한 고고학적인 해석의 틀을 제시해 보았다.
계획단계에서는 주변 경관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주거지가 입지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후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면적·출입구 방향 등 축조단계의 기본 계획이 결정된다.
축조단계에서는 바닥과 벽면을 굴착한 후 기둥과 벽체를 세우고 내부시설을 마련
하기에 굴착흔이 바닥면에 유존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지 확장의 증거로 벽구에 의한
분할선·주거지 장축선의 변화·주거지 바닥면의 높이 차 등도 나타난다. 주거단계에
확인되는 고고학적 흔적은 고정요소(내부 시설물)·반고정요소(유물복합체 및
가구)·비고정요소(인간활동)로 나뉘며, 주거 내 인간활동(비고정요소)을 추론하려면
고정요소와 반고정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편, 주거 내 ‘거주자’의 활동은
생산·저장·소비·여가·기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주거지 생활면에 ‘최초의
퇴적’을 비롯한 다양한 흔적들을 남긴다. 그 후 주거지는 기능이 정지된 후 ‘폐기’된다.
폐기는 범위에 의해 취락 폐기와 주거지 폐기로, 시간성에 의해 일시적 폐기·계절적
폐기·영구적 폐기로, 계획성의 유·무에 의해 계획적 폐기와 비계획적 폐기로 구분된다.
폐기의 형태에 따라 주거단계의 행위 흔적 즉, 내부 유물복합체는 서로 다른 증가와
감소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구미고고학계의 방법론을 접목하여 바닥유물의 위치와 밀도
분석을 토대로 폐기의 원인과 시간성을 파악해 보았다. 바닥유물의 밀도와 상부유물의
수량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바닥유물의 수량이 많고 상부유물의 밀도가 낮은 당진
성산리유적과 천안 백석동유적은 장기간 점유된 취락이며, 상부유물의 밀도 변화폭이 큰
홍성 신진리유적은 단기간 점유된 후 선택적으로 폐기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한편, 당진
성산리유적 37호 주거지의 예와 같이 바닥유물의 밀도가 높은 주거지는 비계획적으로
폐기된 주거지로 추정된다. 후퇴적단계는 인간 agency에 의한 주거지나 바닥유물의
재사용, 쓰레기장 또는 무덤 등으로의 전용, 폐기된 주거지 내 청소 등의 문화적
퇴적과 화산폭발이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 후퇴적작용인 비문화적
형성과정으로 나뉜다. 이에 자연적·인위적, 입지별, 계절별 내부퇴적토의 양상이
다르며, 내부 출토유물의 수평적·수직적 위치 역시도 후퇴적 작용과 상호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주거지 내 ‘축조’와 ‘주거’단계의 인간행위는 ‘폐기’와 ‘후퇴적’단계를 거치면서
변형되거나 소멸된다. 이에 ‘주거’단계의 고고학적 자료에서 문화적 퇴적과 교란을
구별하는 것이 ‘주거’단계의 인간행위를 연구하기 전제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주거지
내부퇴적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출토유물의 수평적·수직적 위치에 대한 올바른 기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	주거지 일생사, 거주자, 행위, 내부퇴적토, 출토유물, 문화적 퇴적, 문화적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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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청동기시대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당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였던 장
소인 주거지이다. 대게 주거지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정지되어 폐기되고 난 이후 여러
유적형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생활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양상을 올바르게 연구하
기 위해서는 주거지 내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행위 양식과 폐기의 원인, 폐기 이후의 여러
작용들을 올바르게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를 단순히 형식편년을 위한 수단으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되며, 주거지의 일생사적 관점
에서 내부퇴적토와 출토유물의 치밀한 분석과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민족지고고학적인 사례분석이나 미세토
양분석 및 화분분석과 같은 자연과학적인 분석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본고는 최근 청동기시대 연구의 주된 주제로 논의 되고 있는 ‘가구고고학(家口考古學)’
적 관점에서의 진전된 연구를 위한 제언과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주거
지의 내부퇴적토와 출토유물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틀로서 주거지 ‘일생사(一生史, Life
cycle)’을 제시한 후 유적·유구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역적인 접근법
을 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외 자료라는 한계점을 내포하나 민족지고고학의 사례
를 토대로 객관성을 확보해 보았다. 이처럼 고고자료화된 ‘주거지’에서 생활 당시의 양상
과 폐기·후퇴적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내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가구고고학’을 위한 기초
가 마련될 것이다.

Ⅱ.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연구 현황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해 일생사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주거지의 축조와 관련된 평면형태·면적·가옥 내 시설
물 등에 착안한 편년적 연구와 구조복원적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주거단
계의 여러 인간활동과 폐기나 후퇴적단계에 주목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주거단계에 대한 연구는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종류나 위치 등을 분석하여
주거지 내 거주한 사람들의 생활상과 연관시키려 하였다. 유물의 조성비를 토대로 주거
지 또는 취락의 생업경제상(金度憲·李在熙 2004: 25-33, 孫晙鎬 2008: 51-55)을 논하거
나 출토유물의 종류와 위치를 분석하여 주거지 내에서의 활동구역을 추론(朴姿姸 2002:
63-76, 오용제 2012: 48-50, 구준모 2013: 89-90, 이형원·이혜령 2014: 34-36)하여 당시의
생활상 복원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맹점은 보고서 상에 기록된 주거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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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토유물을 바닥출토 유물로 인지하여 폐기나 후퇴적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유물도 함께
자료화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주거단계의 인간활동을 올바르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폐기와 후퇴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사방법론적인 연구·사례분석 연
구·실험적인 연구·자연과학적인 연구가 이미 이뤄졌다.
조사방법론적인 연구(이현석·권태용·문백성·유병록·김병섭 2004: 75-106)는 폐
기의 개념을 정의한 후 수혈주거지의 폐기양상 분석을 토대로 올바른 주거지 조사가 되
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사례분석적인 연구로서 이상길(2000: 68-76)
은 폐기의 개념을 설정한 후 진주 대평리 유적의 출토유물과 토층 퇴적양상을 분석하여
폐기의 양상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김현식(2008: 42-46)은 주거지 매몰토층도를 바탕으
로 주제토의 벽가 퇴적에 대해 언급하였다. 나건주(2008: 77-87)는 아산 시전리유적 4호
주거지의 검은 띠층과 유물의 출토위치를 바탕으로 주거지 내 생활면을 찾으려 노력하였
다. 최하영(2008: 311-315)은 주거지 퇴적토 중 검은 띠층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시
하여 인위적 폐기층으로 파악하였다. 실험적인 연구(허의행 2013: 107-132)에서는 주거지
의 폐기 실험을 토대로 토층 퇴적양상과 유물출토량을 분석하여 취락 유형별 차이에 대
해 언급하였다. 자연과학적인 연구(이희진 2015: 9-21)에서는 천안 백석동유적 주거지의
내부토에 대한 토양미세형태분석 및 다원소분석을 바탕으로 주거지의 재사용과 내부공
간 활용 양상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추후 주거지 내부토 및 공간활용 양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법의 접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요컨대,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조 복원,
시기 편년, 생활사 복원, 유적 형성과정의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주거지
의 구조와 관련한 인간 행위나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과 유적 형성과정에 대한 치밀한 연
구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역으로 추적하면
주거지 내부퇴적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출토유물의 평면적·입체적 위치에 대한 기록 부
재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주거지의 계획-축조-주거-폐기-후퇴적단계라
는 일생사적인 관점에서 고고학적 자료들(내부시설·내부퇴적토·출토유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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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거지의 Life cycle 모델
주거지의 일생사 모델(Life History Model)에 대한 논의는 서구의 행위고고학자들에 의
해서 시작되었다. ‘행위고고학(Behavioral Archaeology)’은 1965∼1970년대 후반 미국 과
정주의 고고학에서 파생되어 발전한 학파로서 사람·장소·물체 사이의 관계를 개념화
하는데 주력하였다. 연구의 주된 범주로는 첫째, 고고학적 기록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 둘째, 직접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행위의 맥락에서 추론을 통해 행위를 재구성하는 것,
셋째, 행위와 행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인간
활동과 물질문화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에 고고학적 자료에서 인간 행위
의 흔적을 식별하고 해석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생사 모델이다.
행위고고학의 일생사 모델은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의 다양한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해석의 틀로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라모타(Vincent M. LaMotta)가 제시한 일반적인 일생
사 과정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주거지의 일생사를 모델링하였다.
주거지의 일생사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뉜다.
계획단계에서는 주거지를 축조하기에 앞서 위치를 선정한 후 대지를 정리하게 된다. 그
후 주거지 축조에 필요한 목재 및 관련 부재 등을 주변지역으로부터 채집하여 모아두는
일련의 작업이 진행된다.
축조단계에서는 선정된 대지 위에 계획된 형태 및 크기에 맞춰 굴광한 후 바닥면을 조
성한다. 조성된 바닥면에 굴광하거나 편평한 돌을 대어 기둥을 올리고 전체 골조를 조성
한다. 벽 가장자리에 벽구를 돌려 벽체를 세운 후 상부에는 지붕을 덮는다. 주거지의 외
형 축조가 마무리 되면 출입구·노지·저장공·작업공과 같은 주거지 내부시설을 마련
1)

함으로서 축조단계는 끝난다.

주거단계에서는 작업·저장·청소·취사·취침 등의 생산과 소비 활동들이 행해지며,
이러한 제 활동으로 인해 주거지 내 유물복합체(Assemblage)는 증가와 감소의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주거단계의 퇴적과정은 최초의 퇴적, 두 번째 퇴적, 세 번째 퇴적으로 나뉘며,
최초의 퇴적은 생활 중 쓰레기처럼 버려지거나 상실되는 우연한 퇴적으로 활동구역 내
에서 방해될 가능성이 낮고, 청소과정에서 버려지기 쉬운 작은 물체가 포함된다. 두 번째
퇴적은 주거지 내 소비되는 많은 물건들이 주거지 외부의 패총·폐기장·버려진 구조물
과 같은 곳에 버려지는 것을 말한다. 세 번재 퇴적은 주거지의 잠정적 폐기 과정에서 깨

1)  오규진·허의행(2006)의 연구는 전기 주거를 복원한 후 여러 실험을 진행하여 주거지 축조 공정의 이해에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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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거나 닳아서 헤어진 물건을 재사용
목적으로 주거지 내 저장하거나 은닉
하는 것을 말한다(LaMotta and Schiffer
2002: 21-22).
한편, 주거단계에서 실제적인 폐기단
계로 넘어가기 이전 잠정적인 폐기의
과정에서 다시 축조단계나 주거단계로
회귀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
경제체계나 생업경제체계와 연계되어
설명가능하다.
폐기단계에서는 주거지의 기능이 정
지된 후 버려진다. 폐기란 엄밀히 말하
면 문화적 퇴적(cultural deposition)으
로서 고고학적인 물질문화를 형성하는
인간 행위를 말한다. 즉, 구조적인 맥락
<그림 1> 주거지의 일생사 모델

에서 벗어나 유실(loss), 버림(discard),
방치(abandonment)로 인해 고고학적인
맥락으로 들어가게 된다.

<표 1> 고고학적 자료의 형성 과정
문화적 형성 과정
문화적 퇴적
(cultural deposition)

문화적 교란
(cultural disturbance)

비문화적 형성 과정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형성하는 인간 행위

인간 agency2)에 의한 고고학적
자료의 후퇴적인 변형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인 과정
문화적 물질이나 퇴적된 물질의 변형이
고고학적 기록에 포함된 것

폐기, 유기, 방치

재사용

화산폭발, 산사태, 동물에 의한 폐해나 부패

후퇴적단계에서는 폐기된 주거지에 두 번째나 세 번째의 퇴적이 진행되어 쓰레기 더
미화 된다. 폐기 후의 문화적 교란과 비문화적 형성과정으로 인해 폐기된 주거지의 바닥

2)  행위(action)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위자를 동작의 주체, 동인(agent)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위의 발현을 작인
(agency)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인이 의도성을 가진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면, 작인은 이 동인의 의도성이 어떠한 정신적 상태 혹은
사건들에 의해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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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복합체는 변화하며, 주거와 폐기단계의 흔적은 모호해진다. 그러므로 주거단계의
퇴적과 폐기 이후 주거지 내 던져진 두 번째의 퇴적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LaMotta and
Schiffer 2002: 22-25).
<표 2> 주거지 바닥유물의 형성과정(LaMotta and Schiffer 2002에서 수정 후 인용)
단계

증가 과정

감소 과정

주거

최초의 퇴적
세 번째(잠정적) 퇴적

두 번째 퇴적

폐기

실제적인 폐기
의례적인 폐기

선택적인 폐기(Curation)
의례적인 퇴적

후퇴적

재사용 퇴적
두 번째 퇴적
구조물 붕괴
교란

청소
교란
부패

이상 주거지의 일생사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폐기 당시의 상황과 후퇴적 과정에 따라
다변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거 당시의 활동들을 올바르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축조 및 주
거단계보다는 폐기와 후퇴적단계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Ⅳ. 주거지 일생사 단계별 층위와 유물에 대한 이해
1. 계획단계
계획단계에는 주거지 축조에 앞서 주변 경관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 대지를 정리한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면적·출입구 방향 등 축조단계의 기
본 계획이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 주거지 축조에 필요한 목재 및 관련 부재 등을 주변지
역으로부터 채집하여 모아두는 일련의 작업이 진행된다. 계획단계에서의 고고학적 증거
는 층위와 유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주거지가 계획단계에 설계된 대로 조성되었
다면 지붕·벽체·바닥·출입구·벽구·주혈·노지·저장공 등의 주거 내 고정요소가
3)

계획단계의 고고학적 증거인 셈이다. 한 예로, 동시존속한 것으로 판단되는 주거군 의
공간배치를 살펴보면 서로 출입시설을 마주한 채로 배치되어 주거 배치의 계획성을
엿볼수 있다.

3)  주거군은 주거지 2∼3동의 집합체로서 하나의 단위공동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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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조단계
축조단계에는 계획된 평면형태에 맞추어 굴광한 후 벽체와 지붕을 세우고, 내부시설을
마련한다. 이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고고학적 흔적으로는 주거지 바닥면의 처리 흔적, 벽
면의 굴광흔적이 있다. 이 외에도 주거단계에서 잠정적으로 폐기되었다가 다시 재사용·
재순환되어 축조단계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정되는데, 주거지의 증축과 관련된다.
바닥면의 처리 흔적은 바닥 전면에 점
토를 깔거나 점토를 깐 후에 바닥다짐한
예가 있다. 이러한 행위의 흔적은 벽가
4)

퇴적토 가 유입되기 이전 주거지 내부토
최하층면에 얇고 단단하게 다져진 점토
층이나, 그림 2와 같이 폐기단계에서 화
<그림 2> 주거지 바닥다짐 후 화재실험
(오규진·허의행 2006에서 인용)

재로 인해 점토층 내 유기물이나 목재들
이 연소되어 흙갈색화 된 층이다.
바닥다짐층은 실제 생활면과 구별
하기 쉽지 않으나 축조단계에 계
획적으로 실시된 바닥 처리 공정
이기에 전면에 고루 분포하는 특
징을 보인다. 반면, 주거단계의 생
활면층은 주로 사람이 움직였던
동선이나 주된 거주공간을 중심으
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바닥불다짐은 일반적으로
주거지 축조단계의 바닥면에 점토
를 다진 후 불을 지펴 경화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면에
고루 불다짐 된 경우는 실제로 거

<그림 3> 주거지 바닥불다짐(경주 천군동Ⅰ-19호 주거지)

의 없다. 이는 바닥다짐층과 생활면

4)  주거지가 폐기되고 난 후 가장 먼저 주거지 굴광 벽면에서 주거지 내측으로 경사지게 퇴적되는 토층을 말한다. 이 토층의 성격에
대해서는 벽체함몰토로 볼 것인지 주제토가 퇴적된 것으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증적인 자료는
발견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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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화재로 인해 불을 맞았거나 지붕면을 덮었던 진흙이 화재로 폐기되면서 바닥면으로
떨어져 소결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림 3과 같이 경주 천군동유적의 Ⅰ-19호 주거지 내 불
다짐바닥의 위치를 살펴보면 노지와 저장수혈 사이의 주거공간에서 확인되며, 완형의
발 2점과 지석 및 미완성석기가 출토된 저장·작업공간에서는 부분적인 불다짐면이 확
인된다. 이는 당시 거주인의 주거지 내 공간활용 양상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
단되며, 주거지 내 불다짐바닥은 축조단계에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주거단계 사람들의
행위양식이 반영된 문화층으로 추정된다.
5)

주거단계에서 축조단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는 주거지의 확장 과 관련된다. 일반적
6)

으로 전기의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주거지에서 주거지 확장의 예 가 확인된다. 주거지 확
장의 증거로는 벽구에 의한 분할
(월산리 B-22호), 주거지 장축 선
의 변화, 저장공의 위치, 바닥면
의 높이 차이(초곡리 6호) 등이
있다. 확장의 원인은 주거 내부
구성원의 혼인이나 자녀의 탄생
등과 같이 세대 구성원의 증가로
들고 있다(安在晧 2006: 105, 이
형원 2009: 102). 다른 관점에서
는 주거 내 활동의 증가를 원인
으로 들기도 한다. 즉, 주거 내에
서 행해지는 활동의 양과 수가 늘
어난 결과로 인해 주거지의 규모
가 커지고 분실이 이뤄진 것이다
(韓官熙·李盛周 2009: 141).

①

②

<그림 4> 주거지 확장
(①경주 월산리 B-22호,②포항 초곡리유적 6호)

5)  복수의 노지가 설치된 세장방형 주거지를 단수의 노지가 설치된 방형주거지가 증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전기 취락 내 소형주거지 단
계에서 구성원의 사망이나 화재와 같은 불의의 원인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전기 취락 내에서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예가 많지 않기
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이수홍 2014: 10)도 있다. 하지만 포항 초곡리유적의 예와 같이 전기 취락 내에서도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절대연대 측정치를 참고하면 중·대형의 세장방형 주거지 주변으로 전기로 편년되는 소형의 방형주거지가 다수 확인되는
사례 등이 있기에 이러한 이유로 주거지 확장에 반박할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6)  중서부지역의 경우 천안 백석동 96-10호, 95Ⅰ-3호, 94A-4호 등과 같이 전기 주거지 내에서 주거지 확장의 예가 종종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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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단계
주거나 취락은 ‘건축된 환경(built environment)’으로서, 고정요소(가옥, 마루, 벽, 담장
등), 반고정요소(가구, 토기), 비고정요소(사람과 그들의 활동, 행위) 등 세가지 요소로 구
성되며, 이들의 조합 또는 구성을 인간활동의 배경이 되는 ‘조성체계(system of settings)’라
고 한다(Rapoport 1982, 87-102).
주거지 생활면은 일반적으로 원 기반층을 고른 후 그대로 사용하거나, 기반층에 점토를
얇게 깔은 후 동물의 가죽이나 풀, 또는 짚을 깔아 사용하였다. 주거지 바닥면의 최하층
에는 다량의 유기질을 포함하는 흑갈색의 점토가 얇게 퇴적되거나 화천 용암리 유적 22
7)

호 주거지의 예와 같이 화재로 인해 바닥면의 식물체가 전면 또는 부분적 으로 탄재화되
기도 한다. 천안 용곡동 두터골 2호 주거지의 예와 같이 의도적으로 방습이나 온열을 위
해 주거지 바닥면 최하층에 목탄 및 재층을 깔았을 가능성도 있다. 축조단계에 조성된 주
거지 바닥면은 폐기시까지 계속적인 압력을 받아 입자의 공극이 조밀해져, 화재로 인해
경화된 불다짐층과 유사해진다.

①

②

③

④

<그림 5> 주거지 바닥면(①·②화천 용암리 22호 주거지, ③·④천안 용곡동 두터골 2호 주거지)

주거단계의 생활면에서 찾을 수 있는 고고학적 흔적으로는 주혈, 노지, 저장공, 출입구
등의 고정요소와 당시 사용한 유물복합체 및 가구(선반·사다리 등) 등의 반고정요소로
나뉘며, 이러한 요소를 분석하면 사람들의 활동(작업·저장·취사·식사·청소·취침)
이라는 비고정요소를 추론해 낼 수 있다. 그 중 고정요소는 이미 주거지 내에서 규정된

7)  평양 남경유적 11호 주거지 바닥면에는 풀 혹은 짚과 같은 것들이 드러났으며, 서쪽으로 치우친 곳과 북벽가·동벽가의 한 곳에
서도 풀이나 짚으로 엮어서 깔았던 깔개가 탄 채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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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에 고정요소의 차이에 따라 반고정요소와 비고정요소의 양상이 다르다.
주거지 내 인간활동은 크게 생산·저장·소비·여가·기타활동으로 나뉜다. 생산활동
에는 석기나 의복의 제작과 보수, 수렵·채집품의 처리 등이 있다. 저장활동에는 원자재
의 저장, 생산활동으로 제작되거나 처리된 물품의 저장, 도구나 식기류의 저장이 있다.
소비활동에는 제작 및 보수한 도구의 사용, 의복의 착용, 취사 및 식사 등이 있다. 여가활
동에는 주거 내 휴식이나 취침이 있다. 기타활동으로는 생산활동 이후의 일시적인 청소
나 주기적인 청소, 난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거 내 활동은 아래와 같이 주거지 생활면에 다양한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LaMotta 2014: 75-86).
① 특정 활동의 요소는 모두 활동 장소에 그대로 버려진 채로 잔존하지 않으며, 자연
재해나 일반적인 청소 등으로 치워지게 된다.
② 활동 요소는 활동 위치에서 제거될 수 있으며, 다른 고고학적 맥락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③ 활동은 특징적인 결과물을 생성한다.
④ 활동은 물체의 특성을 특정한 방법으로 변화시킨다.
주거지 내 인간 활동의 흔적
은 원래의 위치에 유존하기도
하나 ①·②와 같이 치워지거
나 제거될 수도 있다. 또한 주
거지의 폐기나 후퇴적단계에
서 의도적이든 자연적이든 간
에 외부로 반출되거나 유입
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주거
지 생활면에서의 유물 위치만
을 토대로 활동구역을 분석하
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내부 시설 및 생활

<그림 6> 주거지 내 활동요소의 제거 사례(경주 송선리 9호)

당시의 여러 활동, 폐기 및 후
퇴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거지 내 활동요소의 제거 사례로는 그림 6의 경주 송선리 9호 주거지를 들 수 있다.
주혈 내 목탄이 그대로 잔존한 폐기 정황으로 보아 화재로 인해 1차적으로 폐기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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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석이 채워져 2차로 폐기되었다. 특징적으로 북서쪽 장벽 직하(直下)의 벽구 상면에서
다수의 지석 및 미완성석기, 무경식석촉 20점이 포개진 채로 출토되었다. 이는 주거지 바
닥면에서 석기제작활동을 한 후 취침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벽가쪽으로 생산활동의
요소를 치워둔 채로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거지 내부공간의 활용양상 파악이 용이한 활동은 저장활동과 생산활동이
며 그 중 저장활동은 저장공이라는 고정요소로 유추가능하다. 그 외 생산·소비·여가 활
동들은 하나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기에 활동이 중지된 후 청소로 인해 유실되거
나(최초의 퇴적) 버려지거나(두 번째의 퇴적), 재사용 등의 목적으로 저장되거나 치워지기
도(세 번째의 퇴적) 한다. 이에 주거 당시의 생활양식을 간직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활동의
단서를 찾는 것은 오류이다. 즉, 주거 활동이 정지되고 난 이후의 선택적인 폐기(Curation)
로 인해 일부 유물만이 의도적으로 폐기될 수 있다. 화재와 같은 갑작스런 폐기 이후에

①

③

②

④

<그림 7> 주거지 바닥면 석기 분포양상
(①·②원주 문막리 18호-이형원·이혜령 2014, ③·④경주 천군동 Ⅰ-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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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가쪽에 완형으로 유존하는 저장용 토기나(오규
진·허의행 2006: 187) 재사용이 가능한 석기류 등
은 주거지 전소 이후 내부 정리과정에서 수집되거
나 이동되기도 한다.
주거지 바닥면 석기 분포양상이 잘 나타나는 그림
7의 두 주거지가 참고된다.
원주 문막리 18호 주거지는 주거지 내부 공간활용
양상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
주거지는 화재로 폐기되었으며, 내부에서 수 점의 완
형토기가 출토되어 생활 당시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두 개의 노지 사이에 분포하는 석기인 석촉재 9점과
석촉 1점, 지석 1점이 타원형을 그리며 확인되어 가운
데 사람이 앉아 마연작업을 하다 화재로 인해 그대로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이형원·이혜령 2014: 30).
한편, 경주 천군동 Ⅰ-1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
물은 무문토기 저부 1점과 토제 방추차 6점을 제외
하면 모두 석기류로 지석 1점, 석부 3점, 석촉 1점,
미완성석기 11점, 박편 1점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
목하여야 할 점은 단벽과 노지 사이의 공간에 미완

<그림 8> 주거지 저장공 및 저장토기
(오산 내삼미동 30호)

성석기 10점과 석촉 1점이 집중 출토된 점은 원주 문
막리 18호 주거지와 동일하나 이를 가공하는 지석은 석기 제작 공간에서 3m 가량 이격된
장벽 직하 바닥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추정컨대 이 주거지는 석
기 마연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박편작업을 마친 미완성석재가 놓여진 채로 선택적으로 폐
기되었으며, 토기류는 이주나 이동과정에서 옮겨져 잔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②는 급작스런 화재로 폐기된 예이고, ③·④는 재사용 가능한 물건이 수집된 후
자연적으로 폐기된 사례이다. 두 유적 모두 석기 제작 흔적이 잔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
나, 실제적인 행위의 과정은 다르다.
다음으로 주거지 내 저장활동은 대체로 저장공이라는 고정요소로서 파악 가능하다. 그
림 8의 오산 내삼미동 30호와 같이 단벽·장벽·모서리 부근에서 단수나 복수의 저장공
이 확인된다. 최근 저장공 주변에 위치한 대형수혈을 식료품 가공이나 저장시설로 추정
한다(이형원·이혜령 2014: 24-25). 고정된 저장시설 외 주거지 벽가쪽은 벽가로 갈수록
지붕의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활동공간보다는 저장공간으로 이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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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賢植 2006: 55). 이러한 맥락에서 벽가쪽에 정치되어 확인되는 완형토기들은 저장용기
일 가능성이 크며, 벽가에서 확인되는 석촉이나 석부 등의 석기류들 역시 내부 공간의 효
율적인 활용을 위해 화살대나 자루에 착장된 채로 벽가에 기대어 보관되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그림 7의 ③번 도면에서 완형의 양인석부 2점이 나란히 벽구 상부에 놓여진 채
로 출토된 예가 참고된다.
한편, 석촉이나 석부와 같은 소형 석기류 유물의 이해에 있어 주거단계의 상실에 의한
최초의 퇴적과 폐기단계의 실제적인 폐기를 구분하여야 한다. 실제로 주거지의 폐기양상
과 유물의 출토정황을 토대로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벽구가 유존하는 주거
지의 경우에는 벽구 내 유물의 출토 위치를 토대로 구분되리라 판단된다. 즉, 벽구의 바
닥면에서 출토되는 소형유물은 주거 당시의 상실에 의한 최초의 퇴적일 가능성이 크며,
벽구 내부토나 상면에서 출토되는 소형유물은 주거 기능이 정지되고 난 이후의 실제적인
폐기일 가능성이 있다.

①

②

<그림 9> 주거지 추정 선반시설(①포항 삼정리 21호, ②경주 용강동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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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내 또 다른 저장형태로는 선반을 들 수 있다. 선반시설은 공간의 효휼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 주거지 벽가의 상단부를 편평하게 굴착하거나 기둥 사이에 목재의 선반을 설
치하여 가재도구나 저장용 토기 등을 보관한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물자료는
확인된 바 없으나, 그림 9-①처럼 선반 기둥으로 추정되는 주혈 상면에서 완형토기가 산
산조각 난 상태로 출토되거나, 그림 9-②와 같이 벽면 가장자리 부근에서 정치·도치되거
나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완형 토기가 노출되는 정황으로 보아 무리한 추정은 아니다.
생산이나 저장활동을 제외하고 주거지 내에서 행해지는 다른 활동 중 고고학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활동으로는 소비활동이 있다. 주거지 내 소비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취사와
식사이다. 취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는 공동취사라는 의
견(權五榮 1996)과 청동기시대 전기까지는 세대공동체 단위의 취사에서 송국리단계인 중
기 이후에는 생산과 소비가 개별단위로 이뤄졌다는 의견(安在晧 2006)으로 나뉜다. 하지
만 실제적으로 주거지 내·외에서의 취사행위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로는 토기 내·
외의 조리흔뿐이기에 단정할 수 없다. 조리흔을 나타내는 토기가 주거지 내에서 출토되
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부에서 취사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즉, 주거지 외부에서
조리한 후 내부에서 식사가 이뤄졌을 수도 있고, 폐기나 후퇴적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
능성도 있기에 취사의 형태에 대한 논의는 자료가 좀 더 확보되어야 한다.

4. 폐기단계
주거단계의 인간 행위와 활동의 흔적은 주거지의 기능이 정지되고 난 후 폐기된다. 이
에 폐기된 주거지 내에서 폐기의 형식이나 원인(양혜진 2011: 79-89, 허의행 2013: 125131)을 찾기 보다는 폐기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폐기 당시의 인간 행동과 고고학
적 기록의 결과 사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폐기의 과정은 고고학 유물복합체
의 형태와 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상길(2000: 68)에 의하면 “폐기란 사전적 의미로 ‘못 쓰게 된 것을 내다버린다’는 뜻으
로, 고고학적 의미에서도 보면 ‘유구나 유물에 상관없이 못 쓰게 된 것을(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린다.’는 것으로 사람의 의미나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폐기는 고고학적
기록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며(Ascher 1968, Schiffer 1972·1976·1987, Stevenson
1982), 장소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폐기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주거지의 폐기 과정에 대해 Deal(1985: 250)은 “先폐기(preabandonment)-폐기
(abandonment)-後폐기(postabandonment)단계로 구분하여 고고학적 유물복합체를 이러한
행동 단계를 가진 진화순서의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쉬퍼(Schiffer 198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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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는 폐기 프로세스를 “도구의 큐레이션 또는 저장, 구조 해체 및 정상 폐기 패턴의 중단
과 같은 동작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사전 계획의 정도나 반환의 기대와 같은 폐기 관련
상황이 폐기의 절차를 결정한다. 하지만 국내의 청동기시대 연구와 같이 폐기 절차가 밝
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착 패턴, 사용 및 폐기의 원
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간과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서구 연구자의 민족지고고학적인 조사 및
고고학적인 사례분석을 토대로 주거지 폐기절차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후 국내 자
료와의 접목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폐기는 그림 10과 같이 규모에 따라 취락 폐
기와 주거지 폐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범
주는 서로 다른 변수에 의해 구분된다(Cordell
1984: 312-325). 취락의 폐기는 계절적 또는 주
기적으로 취락이 폐기되는 시스템의 일부이
며, 주거지의 폐기는 구조물이나 활동 영역의
폐기를 일컫는다. 이러한 취락과 주거지는 기
간에 따라 일시적·계절적·영구적인 폐기로,
<그림 10> 폐기 매트리스
(BROOKS 1993에서 인용)

계획성에 따라 계획적·비계획적 폐기로 각각
나뉜다.

취락의 폐기와 관련해서는 톰카(Tomka 1993: 11-24)의 남서부 볼리비아 Estancia
Copacabana지역 농업목축인들의 주거지에 대한 민족지고고학적인 연구가 참고된다. 그
는 유물의 상태나 제조 유형에 따라 유물의 지연된 큐레이션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민족
지 조사를 통해 밝혔다. 주거지 내 잔존유물의 수량은 계절적인 폐기유형 주거지 내에서
가장 많고, 영구적인 폐기유형의 주거지 내에서 가장 적다(그림 11). 계절적·일시적인
폐기 주거지 내에서는 유물 수량의 변화가 없으나 영구적인 폐기 주거지 내에서는 대체
로 완형 유물의 수량은 줄고 깨어진 유물의 수량이 늘어난다(그림 12). 제조 유형에 따른
폐기유형별 변화를 살펴보면, 계절적인 폐기 주거지에서는 부엌 가구가 줄고 악세사리와
기타 도구들이 증가한다. 반면 영구적으로 폐기된 주거지 내에서는 요리나 직조품이 줄
고 부엌 가구가 증가한다. 비록 국외의 민족지고고학적인 연구 사례이나 연역적인 접근
법을 취한다면 충분히 국내 청동기시대 취락의 폐기 연구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의 폐기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로는 애리조나주 중동부에 위치한 Chodista
의 13세기 푸에블로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폐기 패턴을 확인한 몬트고메리(Montgomery
1993: 157-164)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퇴적토 내 토기 조각과 바닥 토기의 비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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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거지 폐기의 시간적 변동을 측
정할 뿐만 아니라 폐기와 관련된 과정
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폐
기 패턴을 의례와 관련된 행위로 파악하
였다. 또한 라이트풋(Lightfoot 1993: 165177)은 남서부 콜로라도의 Duckfoot Site
에서 3기의 주거지 내 유물복합체의 시
물레이션된 수량과 예상된 유물복합체
의 수량을 비교하여 세 가지 폐기 유형
을 설정한 바 있다. 이는 실제 고고학
적인 유물복합체에 대한 폐기와 후폐기
과정의 영향을 평가하는 독립적인 수단

<그림 11> 농업목축주거지 폐기유형과
유물상태간의 관계(Tomka 1993에서 인용)

을 고안한 획기적인 연구였다. 한편, 브록
(Brooks 1993: 178-190)은 Arthur유적 5동의
주거지 자료 중 3호와 7호 주거지의 비교연
구를 토대로 주거지층의 무결성 결정 기준
을 구조와 바닥유물의 관점에서 고찰한 후
주거지 바닥층의 무결성을 측정하는 기준
은 단일하지 않다고 논하였다. 그 중 바닥
에 잔존한 유물의 크기(길이)를 분석하여
계획된 폐기와 비계획된 폐기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상과 같이 취락이나 주거지 폐기에 대
한 서구 고고학계의 연구는 바닥유물의 종
류나 수량 또는 크기에 대한 분석 및 상부

<그림 12> 농업목축주거지 폐기유형별 유물의 수량
(Tomka 1993에서 인용)

유물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췄다. 즉, 폐
기 연구는 주거지 바닥유물과 상부유물이 주요한 근거이며, 이를 토대로 폐기의 과정이
나 기간, 계획성 유·무 등이 파악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폐기 연구를
살펴보면 고고학적 맥락이 잘 유존하는 주거지(이형원·이혜령 2014: 8-11)나 주거지 내
출토유물(朴姿姸 2002: 60-65, 오용제 2012: 27-31)을 토대로 공간활용 양상을 분석했을
뿐 바닥면과 내부퇴적토 출토유물을 구분하여 진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절에서는 우선적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수평·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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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층위관계가 양호하게 기록

<표 3> 주거지 출토유물 분석대상 유적

된 보고서를 선별하여 주거지의 폐

연번

유적명

입지

주거유형

주거지 수

1

서산 신송리유적

구릉지

휴암리

6

2

당진 성산리유적

구릉지

흔암리

21

층위양상과 출토유물의 수평적·

3

당진 통정리유적

구릉지

역삼동

2

수직적 위치가 명확하게 기록된 8

4

아산 용두리유적

구릉지

역삼동
휴암리

4

5

아산 동암리유적

구릉지

흔암리

2

6

천안 용곡동유적

구릉지

역삼동

1

7

천안 백석동유적

구릉지

흔암리

45

8

홍성 신진리유적

구릉지

역삼리
흔암리

4

총계

-

기 양상을 분석하였다.

개소의 유적은 대체로 표 3과 같이
중서부지역의 유적으로 한정되었
다. 그 중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온
전하며 바닥면에서 유물이 확인된
주거지는 85동이며, 시기는 대체로

85

청동기시대 전기로 한정된다. 아래
에서는 주거지 바닥유물의 위치 분
석을 통한 공간활용양상, 상부유물

의 밀도 분석을 통한 폐기의 시간성, 바닥유물의 밀도 분석을 통한 폐기의 계획성을 살펴
보았다.
8)

첫째, 주거지 바닥유물의 위치 분석이다. 분석방법은 주거지 장축 을 X, 단축을 Y로 설
정한 후에 각 주거지 내 유물의 위치를 장축과 단축의 길이비로 환산한 값을 산포도로 작
성하여 유물별 주거지 내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였다.

<그림 13> 주거지 바닥유물(완형토기) 산포도

<그림 14> 주거지 바닥유물(석촉) 산포도

그림 13의 산포도를 참고하면 완형토기의 대부분은 대체로 노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벽가쪽이나 단벽과 장벽이 맞닿는 모서리에 놓이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러한 범위를

8)  산포도 상에서 X축이 되는 주거지의 장축은 사면일 경우에는 사면 아래쪽 장축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평지일 경우에는 자북을 기준
하여 남쪽 장축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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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거 내의 저장공간으로 분류한다(이형원·이혜령 2014: 22-28). 한편, 저장
용기가 노지와 거리를 둔 벽면 부근에 위치하는 점은 저장물이 곡식과 같은 작물일 경우
열에 의한 호흡작용과 해충 및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여 변질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존
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허의행 2008: 73). 이와 더불어 수렵이나 채집을 위한 도
구들은 신속하게 들고 나가기 편리한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세워두거나 메달아 두었을 가
능성이 크다. 석기류 중에서도 중량이 무거운 지석이나 갈돌·갈판 등은 주거 내 활동 동
선에서 치워져 주거지의 가장자리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림 14와 같이 석촉·
박편처럼 크기가 작은 도구류 등은 주거 중의 상실에 의한 퇴적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주거지 내부 깊숙한 곳이나 벽구 내에 떨어지기도 하였을 것이다. 한편, 주거지 중
앙 바닥면에 위치한 유물은 주거단계의 유물이 유존한 것이거나, 후퇴적단계에 삼각상
의 벽가 퇴적토를 타고 유입된 유물일 가능성도 있기에 내부토의 층위 양상과 폐기 상황
등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 주거지 상부유물의 밀도 분석이다. 분석방법은 주거지 내 단위면적 당 상부유물
의 수와 바닥유물의 수를 산점도로 표시하였다.
이 분석법은 유적 내 주거지의 폐기와 관련한 선택적 폐기(Curation), 청소 및 쓰레기
처리 행동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주거지 폐기 순서의 상대적인 척도를 제공
한다. 리드(Ried.et al 1975: 217)는 Grasshopper 푸에블로지역 주거지의 폐기에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작동됨을 가정하였다.
1. 푸에블로 집단이 점유하는 동안 주거지가 폐기되면 쓸모있는 물건들이 다른 근처의
주거지로 옮겨 질 수도 있다.
2. 푸에블로 집단이 점유하는 동안 사용가능한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하진 않더라도 폐
기된 주거지 층 내 사용가능한 물건은 청소될 가능성이 크다.
3. 폐기된 주거지는 2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4. 유적 내 폐기된 마지막 주거지는 방치되거나 쓰레기 더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대상유적을 광역지역권으로 묶어서 살펴본 결과, X축인 단위면적 당 상부유물의 수량
은 2점을, Y축인 바닥유물의 수량은 13점을 기준하여 각각 구분되며, 크게 A∼D의 4개
그룹이 설정되었다. 대부분은 상부유물의 밀도가 낮고 바닥층 유물도 13점 미만으로 낮
으나, 예외적으로 성산리·신송리·백석동유적의 일부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바닥층 유
물이 많다. 반대로 상부유물 밀도가 높은 주거지 바닥층에서는 유물의 수량이 적다. 이러
한 결과는 대체로 Grasshopper 푸에블로지역 주거지 폐기 가설과 일치하여 B그룹 주거지
는 C그룹 주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D그룹의 용곡동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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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주거지 바닥유물과 상부유물 밀도 산포도

주거지는 위에서 가정한 일반적인 폐기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Codista 푸에
블로지역 주거지의 사례에서는 “죽음”과 관련한 매장의례(Montgomery 1993), 종족적 차이
(Lorentzen 1991), 재점유를 위한 인위적인 충진(Haury 1958) 등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유적별 폐기 양상을 살펴보면 구릉지에 입지한 흔암리유형의 당진 성산리유적과 천안
백석동유적은 바닥유물 8점, 상부유물밀도 1.3점을 기준하여 구분된다. 산포도의 분포권
은 거의 겹쳐서 확인되며, 동질의 문화전통을 공유한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큰 편차를
두지 않고 군집분포하는 특징으로 보아 장기존속 취락으로 판단된다. 휴암리식 주거형인
서산 신송리유적은 A그룹에도 일부 분포하나 B·C그룹까지 분산된 양상을 보여, 주거지
간의 폐기 시점에 편차가 있다. 역삼동·휴암리식 주거형인 아산 용두리유적은 바닥유물
의 수량이 적고 상부유물의 밀도
가 높게 확인되어 선택적으로 폐
기된 후 후대에 인위적으로 폐기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성 신
진리 유적은 주거지의 밀도가 낮
고 폐기 시점의 편차가 크며, 선
택적으로 폐기된 징후가 확인된
점으로 보아 단기간 점유된 취락
<그림 16> 당진 성산리유적 주거지 바닥유물 밀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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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유적별 바닥유물과 상부유물의 밀도 차이는 어쩌면 유적을 점유
했던 인간집단의 생활패턴이나 문화적 전통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일 수도 있다.
셋째, 주거지 바닥유물에 대한 밀도 분석이다. 분석은 표 3의 유적 중 단독 구릉에 위치
하고 가장 많은 주거지 개체 수를 가지는 당진 성산리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유적 내 주거지 바닥면 출토유물의 수량을 주거지 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
적당 바닥유물의 수량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그림 16과 같이 1㎡당 바닥유물 수량 0.5
점을 기준하여 미만인 A그룹과 이상인 B그룹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주거지는 A그룹에
속한다. A그룹의 주거지
는 계획적으로 폐기되어
사용가능한 대부분의 가
내도구는 새로운 주거로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B그룹에 속하는
7·19·37호 주거지는 예
외적으로 비계획적인 폐
기가 진행되었거나 장거
리 이동에 따른 가내도구
의 선택적인 폐기가 이뤄
진 것으로 추정된다.
B그룹에 속하는 성산리
37호 주거지의 바닥유물

①

②

<그림 17> 당진 성산리 37호 주거지 폐기 양상

위치를 살펴보면 벽 가장
자리에 발형토기나 미완성석기·박편 등이 바닥면에 놓여진 것으로 보아 계획성 없이 어
떠한 이유로 급작스럽게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5. 후퇴적단계
계획-축조-주거-폐기의 단계를 겪은 주거지는 마지막으로 후퇴적단계로 진입한다. 후
퇴적단계는 단순하게 폐기된 주거지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의 과정 만큼이나 복
잡·다양한 과정을 겪는다. 후퇴적 과정은 인간 agency에 의해 고고학적 자료화된 주거
지에 후퇴적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문화적 교란(cultural disturbance)과 비문화적 형성과정
(non-cultural formation process)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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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교란에는 주거지의
재사용이나 쓰레기장 또는
무덤 등으로의 전용, 폐기된
주거지 내의 청소 등이 포함
되며, 비문화적 형성과정은
화산폭발이나 산사태처럼 자
<그림 18> 수혈주거지 내부퇴적토 모식도(문백성 2004)

연적·화학적·생물학적인
후퇴적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후퇴적 작용으로 인해 폐기된 주거지의 바닥 유물복합체는 변화하며, 주거와 폐기단계의
흔적은 모호해진다. 주거지 내 인간활동을 바르게 파악하려면 폐기단계 만큼이나 후퇴적
단계에 대한 해상도를 높여야 한다.
후퇴적단계 이해의 주요한 근거는 주거지 내부에 퇴적된 토양과 유물이다. 주거지의 내
부퇴적토는 폐기 당시와 그 이후의 여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굴조사에서 이뤄지는 층의 구분은 층 형성요인 보다는 육안관찰에 의
한 색조와 토질의 차이에 의존하는 듯하다. 일예를 들면, 주거지가 폐기되고 난 후에 남
겨진 요지(凹地)는 취락의 경관에서 방치되거나 혹은 주거 외에 다른 시설로 전용되어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검토는 단순한 층의 구분에 의해서는 확인되지 않으
며, 내부토의 성격과 형성요인을 고려한 층 구분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
지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진전된 연구 성과가 없기에 일본의 연구성과(目黑區大橋遺跡調
査會·大藏省關東財務局 1998)가 참고된다.
그림 18은 일본 大橋유적 수혈주거지 매몰토의 구분된 층서와 명칭이다. 3층은 1차 매
몰토로 2층에 비해 풍화암반알갱이가 대체로 많으며 자연퇴적층인 Ⅱb층과 토질이 유사
하다. 2층은 2차 매몰토로 유구형성층인 Ⅱa층과 토질이 유사하며, 주거지 폐기 후 자연
상태로 남겨진 상태에서 평탄화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퇴적된 층이다. 이처럼 후퇴적 과
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내부토와 기반층 상부의 퇴적토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
하며, 내부 출토유물은 층위별 수습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 취락 내 개별구조
물의 내부 퇴적토 양상을 상호비교하게 되면, 취락 내 폐기의 동시기성과 각 유구의 폐기
및 매몰완료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중 후퇴적 양상이 양호
하게 나타나는 몇몇 주거지의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의 주안점은 크게 3가지
로 첫째는 자연적 퇴적과 인위적인 퇴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는 내부퇴적토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자연적인 현상과 인위적인 행위를 구분하여 후퇴

58

제33호

적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취락의 입지, 즉 수혈주거지가 형성된 지
형에 따른 토층양상의 차이점을 알아보
는 것이다. 퇴적작용은 취락 주변의 지질
구조와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취락의 경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는 폐기의 시점에 따른 내부퇴
적토의 차이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1) 자연적·인위적 후퇴적양상

<그림 19> 주거지 후퇴적 과정(문백성 2004)

자연적인 퇴적양상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벽가쪽을 따라 완만한 ‘U’자상으로 퇴적된
다. 하지만 수혈주거지 중 장축방향의 토층이 ‘―’자상으로 수평퇴적되거나 완만한 ‘U’자
상으로 퇴적되다가 수평으로 퇴적되는 예가 확인된다. 이는 유수에 의해 일시에 퇴적되
었거나 요지(凹地) 재사용 등의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복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
거지의 내부퇴적토 중 다량의 유기물 및 목탄·유물이 포함된 흑갈색 토층이 띠상으로
확인되는 경우(그림 21)도 더러 있다.
그림 20-①은 수평으로 퇴적된 층위에 대한 사례이다. 시전리 2호 주거지 바닥면에는
풍화암반토가 함유된 적갈색사질토가 ‘―’자상으로 얇게 퇴적된 후 상부에 탄재가 포함
된 회갈색사질토가 벽가쪽으로 완만하게 퇴적되었다. 보고자는 바닥면 최하층의 적갈

①

②

<그림 20> 자연적·인위적 후퇴적양상 1(①아산 시전리 2호, ②아산 시전리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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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사질토를 벽면의 붕괴로 유입된 퇴적토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벽면 붕괴토로 보기에
는 토층이 너무 수평적이며, 하절기 유수에 의해 유입된 층위로 보기에도 층의 두께가
너무 얇다. 이러한 수평상의 퇴적층은 주거지 조성 후 생활면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
으로 얇게 성토하였거나 주거단계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판단된다.
그림 20-②는 시전리 4호 주거지로, 벽가쪽으로 벽면붕괴토로 보이는 갈색사질점토가
사방향으로 퇴적된 후 상부에 1차 퇴적토인 암갈색사질점토(4층)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퇴적되었다. 그 후 명갈색사질토(3층)와 회갈색사질토(2층)가 완만한 ‘U’자상으로 퇴적
되어 요지가 형성되었으며, 요지 내부에는 다량의 유기물과 유물이 포함된 흑갈색사질
토(1층)가 퇴적되어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층위는 1층과 4층이다. 4층은 유수에 의한
퇴적층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점성이 있는 사질토로서 유수에 의해 일시에 매몰된 층위
로 보기 어려우며, 1차적인 벽체의 붕괴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지에 암갈색사
질점토가 채워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으로는 폐기 후 무덤으로의 전용, 요지 매몰

①

②

<그림 21> 자연적·인위적 후퇴적양상 2(①천안 용곡동 5호, ②당진 성산리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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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상면의 재사용, 신축 주거지 굴착토 채움 등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한편, 폐기 후 무덤으로 전용된 예인 경주 천군동유적 5호 주거지 토층을 참고하면 ‘U’자
상 함몰토 내에 수평으로 퇴적된 층위의 이해에 참고가 된다. 그림 22에서 4·5층은 벽체함
몰토로 벽가쪽으로 완만하게 쌓인 후 상부에 갈색사질점토인 3층이 수평에 가깝게 퇴적된
양상이다. 이는 수혈주거지가 화재로 폐기된 이후 무덤으로 전용되어 주검을 주거지의 장축
방향과 일치하게 안
치하고 상부에 갈색
사질토를 덮은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평퇴적토를 단순히
유수에 의해 자연적
으로 퇴적된 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폐기
후의 여러 정황을 고

①

②

<그림 22> 자연적·인위적 후퇴적양상 3(①·②경주 천군동 5호)

려하여야 한다.

2) 입지별 후퇴적양상
취락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구릉지와 평지인 충적대지로 나뉘며, 동일한 입지라도 수혈
주거지의 내부퇴적토는 폐기 후 기반토와 외부 환경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구릉지와 평지에 위치한 유구의 내부퇴적토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구릉지에 입지한 유적으로는 천안 용곡동 유적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림 23-①과 같이
구릉지에 입지한 수혈주거지는 대체로 벽가쪽 붕괴토가 삼각상으로 퇴적되고 난 이후
상부에 완만한 ‘U’자상이나 수평상에 가까운 퇴적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 주거지에
서는 폐기 시점 차이로 인해 삼각상의 벽체붕괴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된다.
충적대지에 위치한 유적으로는 경주 산대리유적의 예를 들 수 있다. 내부퇴적토의 양
상은 구릉지와 다르게 점성이 강한 단일층으로 채워지거나(그림 23-②), 색조를 달리하
는 점질토가 수평상으로 퇴적된다. 수평퇴적층은 유수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굴곡
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유구에서는 구릉지와 유사하게 벽가쪽 퇴적토가 내려앉
은 후 상부에 완만한 ‘U’자상으로 퇴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을 나타내는 주거지는 단
일층으로 퇴적되었거나 여러 층이 평행되게 퇴적된 수혈주거지와 시기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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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23> 입지별 후퇴적양상(①천안 용곡동 6호, ②경주 산대리 8호)

3) 계절별 후퇴적양상
수혈주거지가 폐기된 시점에 따라 내부 퇴적토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선행된 일반
론과 실험적인 연구를 참고하면 봄·여름에 폐기된 주거지와 가을·겨울에 폐기된 주거
지는 퇴적토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반론적으로 여름에는 짧은 기간 내에 건조가 급속히 진행되어 수분의 증발로 인해 균
열이 생겨 붕괴되기 쉽고, 경화된 바닥 또한 균열이 생기면서 연화된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동결과 해빙의 반복 및 상주(霜柱)현상에 의해 벽면과 바닥이 붕괴된다. 경화된 바
닥은 투수층과 하부 토양의 수분 공급에 의해 미세한 층을 이루면서 부슬부슬해진다. 따
라서 상주에 의한 붕괴층의 존재가 판단된다면 겨울철에 바닥 상부에 구조물 없이 노출
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현석·권태용·문백성·유병록·
김병섭 2004: 87).
또한 실험적인 연구에서는 여름에는 벽가쪽으로 기반암이 포함된 풍화토가 퇴적되지
않으며, 기반암이 화강암일 경우에는 사질성 토양이, 점판암이나 반려암일 경우에는 점
토나 실트가 퇴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퇴적된 토양 역시도 토양 중의 화학성분이
나 입자의 용탈 또는 이동에 의해 2차적인 토양의 구조가 변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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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유수에 의한 침식과 토양의 퇴적으로 인해 벽가쪽 퇴적은 삼각상으로 만들어지고
바닥면은 점토 성분이 생성되며, 유수 중에 토양이 가라앉아 앙금의 형태로 남아있게 되
는 것으로 보았다(허의행 2009: 14-19).
수혈주거지의 벽가 퇴적토를 통해 대략적으로 폐기의 시점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가늠
해 볼 수 있다. 즉, 여름에는 유수의 영향으로 주로 사질성분의 토양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바닥면의 중앙부까지 비스듬하게 흘러내리며, 겨울에는 동결과 해빙으로 인해 벽가
퇴적토 내에 풍화암반토가 포함된 채로 삼각형을 이루면서 완만하게 퇴적됨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세밀한 분석작업이 뒷받침되어야지만 내부퇴적토에 의한 단위취락 내 개별구
조물의 동시기성을 밝혀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계획-축조-주거-폐기-후
퇴적의 일생사적인 관점에서 주거지를 고고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
해 보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계획’과 ‘축조’ 단계에
편향된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작 고고자료의 형성에서 중요한 단계인 ‘폐기’와 ‘후퇴적’ 과
정에 대한 연구는 소흘하였다. 즉, 주거 당시의 행위양식이나 활동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고자료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와 ‘후퇴적’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수불가
결하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사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최근 주창된 ‘가구고고학’
적 연구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우선 ‘행위고고학’의 생활사 모델에 착안하여 주거지의 일생사 모델을 제시한 후 각 단
계별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주변 경관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가 입지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한 후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면적·출입구 방향 등 축
조단계의 기본 계획이 결정된다. 축조단계에서는 바닥과 벽면을 굴착한 후 기둥과 벽체
를 세우고 내부시설을 마련하기에 굴착흔이 바닥면에 유존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지 확
장의 증거로 벽구에 의한 분할선·주거지 장축선의 변화·주거지 바닥면의 높이 차 등
도 나타난다. 주거단계에 확인되는 고고학적 흔적은 고정요소(내부 시설물)·반고정요소
(유물복합체 및 가구)·비고정요소(인간활동)로 나뉘며, 주거 내 인간활동(비고정요소)을
추론하려면 고정요소와 반고정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편, 주거 내 ‘거주자’
의 활동은 생산·저장·소비·여가·기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주거지 생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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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퇴적’을 비롯한 다양한 흔적들을 남긴다. 그 후 주거지는 기능이 정지된 후 ‘폐기’
된다. 폐기는 범위에 의해 취락 폐기와 주거지 폐기로, 시간성에 의해 일시적 폐기·계절
적 폐기·영구적 폐기로, 계획성의 유·무에 의해 계획적 폐기와 비계획적 폐기로 구분
된다. 폐기의 형태에 따라 주거단계의 행위 흔적 즉, 내부 유물복합체는 서로 다른 증가
와 감소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서구고고학계의 방법론을 접목하여 바닥유물의 위치와
밀도 분석을 토대로 폐기의 원인과 시간성을 파악해 보았다. 바닥유물의 밀도와 상부유
물의 수량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바닥유물의 수량이 많고 상부유물의 밀도가 낮은
당진 성산리유적과 천안 백석동유적은 장기간 점유된 취락이며, 상부유물의 밀도 변화폭
이 큰 홍성 신진리유적은 단기간 점유된 후 선택적으로 폐기된 취락으로 판단된다. 한편,
당진 성산리유적 37호 주거지의 예와 같이 바닥유물의 밀도가 높은 주거지는 비계획적으
로 폐기된 주거지로 추정된다. 후퇴적단계는 인간 agency에 의한 주거지나 바닥유물의 재
사용, 쓰레기장 또는 무덤 등으로의 전용, 폐기된 주거지 내의 청소 등의 문화적 퇴적과
화산폭발이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 후퇴적작용인 비문화적 형성과
정으로 나뉜다. 이에 자연적·인위적, 입지별, 계절별 내부퇴적토의 양상이 다르며, 내부
출토유물의 수평적·수직적 위치 역시도 후퇴적 작용과 상호관계를 가진다.
요컨대, 주거지의 일생사는 계획-축조-주거-폐기-후퇴적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동일한 구조와 기능의 주거지라도 서로 다른 ‘폐기’와
‘후퇴적’ 과정을 겪으면서 고고학적 자료 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
의 생활양식이나 행위를 올바르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폐기’와 ‘후퇴적’ 과정의 분석을 토
대로 문화적 퇴적·교란 및 비문화적 형성과정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굴
조사 과정에서 내부퇴적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출토유물의 수평적·수직적 위치가
명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논문접수일(2018.8.28) ▶심사완료일(2018.10.2) ▶게재확정일(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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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eological Understanding of
Life Cycle of Pit Residence during The Bronze Age
Gun-yeol Bae
(Sungli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In this paper, the life cycle of a residence was modeled as stages of planning,
construction, dwelling, disposal, and post-sedimentation to be combined with domestic
cases for each stage and overseas ethnography archaeological data so that a framework of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inner stratigraphy and relics in the residence may be
suggested.
In the planning stage, considering the correlation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a
suitable place for the residence is selected, and then a basic plan in the construction stage
such as floor plan, area, direction of access, etc. is determined. In the construction stage, the
excavation mark still remains on the floor surface since pillars and walls are built up and
internal facilities are arranged after the excavation is performed in the floor and the walls.
In addition, as evidences of expansion of the residence, the dividing line by the
walls, the change in line of apsides in the residence, and the difference in elevation of the
floor are shown. The archaeological traces identified in the dwelling stage are divided into
fixed elements(internal facilities), semi-stationary elements(relic complexes and furniture),
and non-stationary elements(human activities), and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the fixed
elements and semi-stationary elements to infer the human activities in the residence(nonstationary elements).
On the other hand, the activities of “residents” in the residence are producing,
storing, consuming, leisure, etc. and these activities leave various traces including “initial
sediment” in the residence. And after that, the residence is “disposed”. The disposal is
divided into settlement disposal and residence disposal by scope, and temporary disposal,
seasonal disposal, permanent disposal by time, and planned disposal and unplanned
disposal by the availability of planning.
The traces of activities in the dwelling stage, that is the internal relic complex,
undergo different increments and decrements depending on the type of disposal. So, the
cause and timing of disposal was examined by analyzing the location, size, and density of
the floor relics in combination with the methodology of American Archaeology.
The post-sedimentation stage consists of cultural sedimentation such as reuse of the
residence or the floor relics by human agency, transition of use into dump sites or graves,
cleaning within the disposed residence, and non-cultural formation of natural, chemical
and biological post-sedimentation such as volcanic eruptions or landslides. Likewi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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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s of internal sediments vary depending on the natural and artificial, locational, and
seasonal conditions, an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locations of internally excavated relics
also correlate with the post-sedimentation.
In this way, the human activities in the “construction” and “dwelling” stages in the
residence are transformed or destroyed through the “disposal” and “post-sedimentation”
stages. The distinction between cultural sedimentation and disturbance in the archaeological
data in the “dwelling” stage is a precondition for studying human activities in the “dwelling”
st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internal sediments in the
residence and a right record of the horizontal and vertical locations of excavated relics.
Key words : Life cycle of residence, resident, activity, internal sediment, excavated relic,
cultural sedimentation, cultural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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