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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이 글의 주제는 신석기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토기를 통해 본 물질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전개는 울진 죽변리 유적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기종별 형식을 분류하
고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유적을 북부권역과 중부
권역, 남부권역으로 나누어 토기 변화상을 비교하여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변
화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토기변화 단계는 크게 4단계가 설정되었고 동해안지역에
서 토기 제작 방법의 유사성과 이질성은 권역별 물질문화 교류에 의한 것으로 보고 4획기
의 교류양상을 설정하였다.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유적 출토 토기로 본 물질문화 교류 양상은 먼저 권역별 물
질문화가 생성되어 인접 권역과 접촉 또는 교류하는 과정에서 두 물질문화가 접목되어 새
로운 물질문화가 나타난다. 이후 동해안지역 대부분의 토기 기형면에서 유사한 형태를 가
지며 동일한 모티브의 문양 시문형태를 가지는 광역교류기를 거쳐 물질문화 변동기가 도래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주제어 : 죽변리유적, 권역, 재지계, 신석기시대, 조기, 물질문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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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사
한국 고고학에 있어 신석기시대 연구는 대부분 즐문토기의 편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
다 자연유물이나 인공유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 식량획득 기술과 생계유형, 생존전
략, 동·식물 및 해수면의 변화를 통한 고환경의 복원작업, 대외교류 및 교역활동의 검
토를 통한 사회경제적 행위 분석, 각종 석기, 패제품·어로구 등 생업 도구의 개별적인
분석 그리고 유구에 대한 연구로 주거와 분묘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
다.(하인수 2006: 1) 이른 성과를 바탕으로 즐문토기를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생업과 취
락, 매장과 의례, 문화교류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 유적 조사사례는 대부분 남해안지역 일대가 많을 뿐 아니라 주
요유적 및 한국 신석기시대 시기구분 또한 남해안지역 유적의 출토 유물를 통해 설정되
는 편이다. 그런데 최근 동해안지역에서 융기문 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신석기시대 조기
에서 전기단계의 유적들이 조사되어 신석기시대 계통과 교류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1)

있다.

‘죽변리 유적’에서는 기형이 온전히 복원되는 토기가 출토되었고 ‘죽변리 유적’만의 특
색을 보이는 기종들이 출토되었으며 동해안 중북부지역과 동해안 남부지역, 동남해안지
역의 유물과 재지계의 특성을 지닌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단계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융기문토기를 위주로 한 기
2)

원 및 형식분류에 의한 편년안 등의 연구이다. 기왕의 연구는 자료적 한계에 기인한 토
기 문양편 만을 중요시하여 과하게 세분된 형식분류를 통한 단계 설정이 이루어진 편이
라 판단된다. 이는 문양의 시문기법과 형태에 있어 역사시대 이후처럼 기술의 제약이나
관리체제 또는 기술집단, 공인 등의 제한적이거나 정해진 틀이 형성되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기종을 분류하고 기종 내에서 외형상의 기형 차이에 따라
형식을 분류하고자 한다. 물론 문양대를 구분하지 않는 형식분류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
1)	‘양양 오산리’와 ‘고성 문암리’, ‘울산 세죽’ 등의 유적이 대표적이며 ‘울진 죽변리유적’은 동해안 중부 지역에서 최근(2010·2013·
2017) 조사된 유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유적의 조성 시기는 대부분 융기문 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신석기시대 조기에서
침선문계 토기단계로 이행하는 시점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위와 관련된 연구는 남해안지방 융기문토기 에 대한 연구-형식분류와 편년(정징원: 1985), 오산리토기의 연구(김장석: 1991),
고성 문암리 유적 출토 토기의 성격(하인수: 2014), 한반도 동·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전기토기연구(김은영: 2006),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조기 문화(임상택: 2012), 한반도 동·남해안지역 융기문토기 연구(황철주: 2012) 등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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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그래서 문양시문 방법의 세부적인 분류보다는 광역적인 형식변화 즉 모티브 변
화에 따라 형식변화로 간주한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시·공간적 배경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시기구분은 크게 조기-전기-중기-후기-말기의 단계로 구분되고
있었으나 최근 조기 단계로 설정된 융기문토기 단계보다 앞선 제주 고산리식토기와 청도
오진리식 토기가 조사되었고 그 편년이 조기단계보다 1,000년에서 2,000년 가까이 상회
함에 따라 초창기가 설정되어 초창기-조기-전기-후기-말기의 6기로 나누어지고 있는 실
증이다.
조기는 부산 동삼동 패총·울산 세죽유적·양양 오산리유적·고성 문암리유적 등에서
획득한 절대연대자료 측정치에 의해 B.C 5,000년에서 B.C 6,000년 사이로 그 기간이 상당
이 긴 기간이다. 물론 신석기시대를 8,000년 이상에 걸쳐 영위한다고 하면 한 시기가 그
리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 동해안지역은 지형적
으로 백두대간에 의해 내륙지
역과 분절되고 있다. 동해안지
역은 ‘함경산맥’ 동으로 아무르
강 하류역에서 ‘용흥강’ 하류역
의 ‘원산만’일대는 해안으로 돌
출된 해안단구와 백두대간에서
발원한 하천들로 인하여 인간
의 정주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
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곳에서 신석기시대 조기 유적의
조사사례가 빈약하고 자료 취합
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금강산 북쪽 동해안지
역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데 이는 자료의 취합 부족에 기
인한 것으로 향후 자료가 획득
되면 권역별 연구대상에서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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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반도 지형도

권역에 포함하여 연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석기시대 동해안일대에 권역을 나누어 분석함이 무의미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주
된 공간적 배경인 ‘울진 죽변리유적’ 일대를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조기단계에 조사된 유
적이 북으로는 ‘고성 문암리유적’과 ‘양양 오산리유적’이 한 권역을 이루어 북부권역으로
설정하고 남으로는 ‘울산 세죽유적’과 ‘울산 신암리유적’이 또 하나의 권역으로 이루어 남
부권역으로 설정하였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특히 토기는 권역별로 기형과 문양시
문 형태에서 유사성과 이질성을 갖고 있다.

<그림 2>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권역별 출토 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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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물의 유사성 및 이질성을 갖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권역별 물질문화의 유사
성과 이질성을 물질문화의 권역간 교류에 의한 것으로 보고 교류의 전개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죽변리유적 토기 기종과 형식분류
기왕의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 연구에서 기형 변화에 따라 형식을 분류하기도 하였으
나 대부분 문양의 시문기법 변화 양상에 따라 분류되고 단계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출토
지 명을 부여하여 ‘오산리식토기’(김장석 1991, 이소라 2017), ‘봉계리식토기’, ‘영선동식토
기’(부산대학교박물관 1981), ‘수가리Ⅰ·Ⅱ·Ⅲ식’, ‘우봉리식토기’, ‘율리식토기’ 등으로 토
기명을 명명하였다.(하인수 2006: 73-139) 이와 같은 이유는 신석기시대 조기에 해당하는
토기의 대부분이 패총 또는 유물포함층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잔편으로 수습되어 온전
한 형태의 기형에 의한 기종분류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양양 오산리유적’과 ‘고성
문암리유적’ 출토 토기와 더불어 ‘울진 죽변리유적’ 조사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기종과 기형
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형태의 토기가 출토되어 기종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3> 울진 죽변리유적 출토 토기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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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 앞서 울진 죽변리유적은 ‘울진 죽변리 중로 3-3호선 도시계획도로부지 유적’과
‘죽변리 15-68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죽변리 등대지구 새뜰마을조성부지 내
유적’으로 세 개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 세 유적은 조사명을 달리하지만 입지면에서 ‘울진
죽변리 신석기유적’ 내에 분포되고 있어 단일 유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편의상 ‘중로 3-3호선 유적’, ‘15-68번지 유적’,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으로 유적
명을 간소화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죽변리유적 토기 제작 기법
죽변리유적 출토 토기의 기종분류 및 형식분류에 앞서 제작기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태토는 사립과 석영, 운모가 혼입된 사질토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사립과 석영, 운모,
석립이 혼입된 사질토이다. ‘중로 3-3호선 유적’과 ‘15-68번지 유적’ 출토 토기의 태토는
유사한 편이다.
성형은 평저의 저부를 먼저 성형하여 건조한 후 윤적법으로 성형하였다. 테쌓기는 대부
분 내경접합( )하였으며, 저부에서 동체하위까지 내경접합하다가 동체 중위에서 중상위
까지 내·외경접합( )의 혼합접합방식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외경접합( )의 경우, 15-68
번지 유적 Ⅴ층 출토 호와 외반구연발에서 나타나고 ‘중로 3-3호선 유적’ 유물포함층Ⅰ에
서 확인되었는데 신석기시대 늦은 시기인 ‘율리식 토기’편의 구연부에서 외경접합이 확인
되었다.
테 폭은 옹의 경우 0.7~0.9cm로 대부분이 1.0cm 미만이며, 발은 1.1cm~1.6cm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토기의 크기에 따라 테 폭이 늘어나지만 1.6cm 이상의 폭을 상
회하지 않는다.

<그림 4> 성형과정 테쌓기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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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은 대형 발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
기는 정치성형하였으며 도치성형 토기의
경우 구연단의 점토 밀림이 확인된다.
죽변리유적에서 토기제작용 받침이 수
점 출토되었고, 저부의 모양이 평저(a)와

<그림 5> 토기 저부 제작용 받침대 활용 모식도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347)

바닥이 들린 경우(b), 약간 볼록한 경우
(c)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제작용 받
침의 모양에 따라 저부의 형태도 달리 나
타난다. 따라서 먼저 제작용 토기 받침에
나뭇잎을 한 장 또는 여러 장 깔고 저부를 성
형한 후 테쌓기와 손누름으로 기벽을 쌓
아올렸다.

<그림 6> 토기 제작 받침대 유형도면
(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347)

정면은 대부분의 토기가 주칠되었고 표
면박리가 심하여 정면흔적이 많이 나타

나지 않으나 일부 토기의 기벽 내·외면에 횡방향·종방향·사방향으로 도구 긁기 흔적
이 남아 있으며 물손질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다.
<표 1> 죽변리유적 층위별 주칠토기 출토 빈도로 본 시간성
유적

층위

새뜰마을
(3구역)

Ⅴ층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Ⅳ
문4

중로 3-3

문3
문2
문1
Ⅶ

15-68번지

Ⅵ
Ⅴ

꼭지는 전체 기형을 성형한 후 옹의 경우 기벽에 구멍을 뚫어 꼭지를 부착하고 횡방향
으로 양쪽에서 구멍을 뚫어 관통시켰다. 문양대는 대부분 발의 경우 구연단 아래 동최대
경 위에 횡대로 부착한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주칠 토기의 경우 토기 정면 이후 내·외면에 주칠하였으며 마연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
다. 후술할 기종별에서 옹과 절견발, 소형에 속하는 배와 완, 이형토기 등은 대부분 주칠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구획 융기문을 부착한 후 삼각형 내부에 부분적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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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한 경우도 나타난다. 주칠문양도 시문되는데 주로 ‘Y’자상을 연속으로 시문한 형태이다.
소성은 흑반의 위치로 보아 정치소성과 도치소성 흔적이 일부 확인되며 색조의 경우 문
화층Ⅲ층 아래층 출토 토기는 발의 경우 흑색과 흑갈색을 띠며 주칠된 토기도 암갈색과
암적갈색을 띤다. 문화층Ⅱ층 상층 토기의 색조는 둔탁한 황갈색과 회황갈색, 등색을 띠
고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
사용흔으로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Ⅲ~Ⅴ층 출토 토기의 대부분에 유기물이 탄화흡
착되어 있고, 그을음이 부착되어 있다.
문양은 성형과정에서 시문하였는데 폭 5mm 내외의 점토띠를 덧붙인 후 각목하여 시문
한 것과 점토를 콩알모양으로 덧붙인 것, 그리고 뽀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압날·압인방
법으로 문양을 시문하는 것, 주칠로 문양을 표현하는 등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문양을 시
문하였다. 기형 성형 후 옹과 절견발의 내·외면은 주칠하였고 일부 발도 주칠하였다. 기
형은 포상과 반구상, 굴곡직립구연, 굴곡외반구연을 가지며 발과 양이부옹, 절견발의 형
태를 띤다.
토기의 크기는 기종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옹의 경우 동최대경이 8~26cm 정도의
크기가 확인되며 20cm 내외 크기 다수를 차지한다.
절견발과 발은 유사한 크기를 보이는데 동최대경이 16~62cm 정도의 크기이며 주로
20~40cm 정도 크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절견발과 발의 동최대경의 크기가 유사한 것은 성형과정에서 꺾인 어깨 즉 구연부가 급
격하게 내만하는 외형 이외에 동일한 방법으로 성형하기 때문에 크기 분포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2. 죽변리유적 토기 기종분류 및 형식 분류
기종분류는 울진 죽변리 신석기 유적에서 조사 된 세 유적 출토 토기 중 조기단계 완형
토기 위주로 기종을 분류하였다. 외형상 기종은 발·옹·절견발·호·소완·원판형토
제품·이형토기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발·옹·호는 기형이 분류되어 기고·
구경·저경·동최대경·동최대경 높이
를 측정한 후 다시 동최대경에서 구연단
까지의 기울기와 토기 저부 중심에서 동
최대경높이까지의 기울기를 계측하여
그 차이를 기형분류에 이용하였다. 이
<그림 7> 기종분류 속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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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죽변리유적 토기 기종별 동최대경 크기

<그림 9> 기종별 기울기

<그림 10> 죽변리유적 발·절견발·옹 외형 기울기 분류

과정에서 구연이 내경하는 발이 절견발과 계측 값이 중첩되는 경우 동최대경에서 구연단
까지의 내만각에서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가. 발형토기
발형토기는 신석기시대 조기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중 가장 많은 기종을 차지한다. 동
해안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 즉 조기 토기는 기본적으로 저부는 평저형태이다.
그리고 외형은 반구형(半球形) 또는 포상(砲狀)이다. 동최대경에서 구연단까지 기울기의
변화 및 문양 시문 형태에 따라 4개 형식이 나타난다.
ⓛ Ⅰ식 발
Ⅰa식 발은 무문양발로 저부는 평저이고 전체적으로 반구상을 이룬다. 동최대경은 중
위 또는 중상위 위치하며 구연부가 굴곡져 내경하다 구연단에서 직립한다. ‘중로 3-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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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제Ⅴ문화층 출토 발을 표식으로 한다.
Ⅰb식 발은 저부가 평저이며 병에 가까운 단지형으로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한다. 구
연부는 Ⅰa식 발과 동일한 형태이다. ‘새뜰마을 조성부지 내 유적’ 3구역 Ⅴ-2층 출토 발
을 표식으로 한다. Ⅰa식 발과 차이는 동최대경의 위치에서 Ⅰa식 발보다 상위에 위치하
고 있어 전체적인 기형에서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Ⅰc식 발은 전체기형이 Ⅰb식과 유사하나 동최대경에서 구연단까지 직립하여 Ⅰa·b식
과 구연부 형태를 달리한다.
Ⅰ식 발은 학계에서 불리워지는 ‘오산리식 토기’(김장석 1997, 이소라 2017)와 유사하나
구연부의 기울기가 동최대경에서 내만하다 다시 직립하는 점과 동최대경이 ‘오산리식 토
기’는 대부분 상위 또는 중상위에 위치하고 기고와 동최대경 크기가 비슷하여 전체 기형
이 구형을 이룬다. 반면 ‘죽변리유적’ 출토Ⅰ식 발은 동최대경이 중위 또는 중위에 가까운
중상위에 위치하고 있어 기형에 차이를 보인다. ‘중로 3-3호선 유적’과 동일 구릉에서 가
지를 달리하는 곡부에 확인된 ‘새뜰마을 조성부지 내 유적’ 3구역 출토 Ⅰb·c식 발 경우
그 기형이 반구형과 포상, 천발 형태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양양 오산리 C지구
최하층 출토 토기와 유사한 기형을 보이기도 한다.
② Ⅱ식 발
Ⅱ식 발은 동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하며 동최대경에서 구연까지 기울기와 문양의 시
문형태에 따라 변화가 나타난다. 세 개의 기형으로 나누어지며 ‘중로 3-3호선 유적’ 제Ⅱ
~Ⅳ문화층에서 출토된다. Ⅱ식 발은 신석기시대 조기부터 전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용
된다.
Ⅱa식 발은 전체 기형이 반구상을 이루어 동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하며 구연부가 내
경한다. 대부분 무문양이다.
Ⅱb식 발은 동최대경이 중위 또는 중위에서 약간 중상위 쪽으로 치우쳐 위치하며 동최
대경에서 구연단까지 직립한다. 시문된 문양은 융기대문과 자돌점열문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데 융기대문의 경우 수직선, 수평선, 사선, 점선, 파선(波線), 원호(圓弧), 타원호(楕圓
弧), 나선, ‘Y’자상, 눈썹(蛾眉) 등 추상적인 기하학무늬(幾何學文)가 단순문 또는 이들이
복합되어 부착되기도 한다.
‘중로 3-3호선 유적’ 제Ⅲ문화층 출토 발을 표식으로 하며 ‘세죽유적’ Ⅲ-3a층 출토 발과
유사하다.
Ⅱc식 발은 전체기형이 ‘V’자상으로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하여 저부에서 구연까지
외반한다. 절상의 굵은 융기선문을 부착하거나 구연단에 자돌문을 시문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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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죽변리유적 토기 기종별 동최대경 크기

<그림 11> 죽변리유적 출토 발형토기 일괄
(①⑤~⑫: 중로 3-3호선, ②~⑤: 새뜰 마을조성부지,⑬~: 15-68번지)

③ Ⅲ식 발
Ⅲ식 발은 반구상 발과 일명 ‘오산리식 토기’로 명명된 발로 전체기형은 기고와 동최대
경이 비슷한 구상 또는 반구상이며 평저에 동최대경은 중위 또는 중상위에 위치한다. ‘오
산리식 토기’는 구연부가 급격하게 외반하여 구연부 내면에 단을 형성한다. Ⅲ식 발은 주
로 ‘15-68번지 유적’ 유적 Ⅴ~Ⅶ층에서 출토되며 문양 시문 형태는 복선에 횡주 융기대문
과 기하학모양의 복선 융기대문이 주로 시문되며 기면에서 문양의 시문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16

제38호

④ Ⅳ식 발
Ⅳ식 발의 전체적인 기형은 Ⅲ식 발과 유사하나 문양면에서 삼각집선문 형태의 복선융
기대문과 삼각형 또는 산형으로 구획한 후 내부에 사선 또는 거치문을 집선하여 조합한
구획밀집 융기선문을 시문한다. ‘15-68번지 유적’ Ⅴ층 발을 표식으로 한다.

나. 옹형토기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 제Ⅳ·Ⅴ층 출토 옹과 ‘중로 3-3호선 유적’ 제Ⅳ문화층 출토
옹을 표식으로 한다. 기형이 온전한 형태로 출토된 예는 ‘중로 3-3호선 유적’에서 처음으
로 그 기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왕에 조사된 유적에서는 토기편 형태로 출토되어 그
기형은 파악할 수 없었으며 표면에 마연 또는 주칠되어 있어 마연토기 또는 주칠토기편
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옹은 ‘중로 3-3호선 유적’ 출토 토기 중 완형을 기준으로 13%
를 차지하며 기벽 내·외면에 주칠이 되어있다. 옹은 횡방향으로 직경 0.5cm 내외의 구
멍이 뚫린 꼭지가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며 꼭지의 부착 여부와 기형의
변화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형은 동최대경에서 구연단까지 내만하며 기벽 내·외면에 주칠이 되어있다. 꼭지는
동최대경 위에 부착되며 구상꼭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 인면·각형·띠상·압날
점열·자돌점열문 등을 시문한 꼭지가 있다.
일부 연구자는 꼭지를 손잡이 즉 파수로 명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상을 이루고 기벽에
서 0.9cm 이상 돌출되지 않아 손잡이 역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꼭지의 역할
은 끈을 고정하기 위한 결구용 부속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양대는 양 꼭지 사이에 두립문을 횡
방향 열상으로 대칭되게 부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옹은 꼭지 부착 여부에 따라 옹과 양
이부옹으로 나뉘어지며 다시 동최대경
의 위치와 동최대경에서 구연까지 기울
기 형태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
어진다. 그리고 동최대경에서 급하게 내
만하여 좁은 아가리를 가지며 구연 아래
에 여러 개의 꼭지가 부착된 다뉴부대옹
<그림 12> 운반용 토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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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점이 출토되었다.
ⓛ Ⅰ식 옹

Ⅰ식 옹은 전체적인 기형이 원추형으로 동최대경이 상위에 가깝게 위치하며 구연이 굴
곡져 구연단까지 직립한다. 두 개의 횡투공 꼭지가 동최대경 또는 동최대경 바로 상위에
부착되어 있다.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 3구역 Ⅳ·Ⅴ층 출토 양이부옹을 표지로 한다.
전체적인 기형은 ‘오산리 C지구 유적’ 최하층 출토 양이부옹과 유사하나 구연부가 굴곡져
직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Ⅱ식 옹
Ⅱa식 옹은 기고가 동최대경보다 크며 동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횡투공
꼭지는 동최대경 상위에 부착되었으며 구상꼭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외 인면·각
형·띠상·압날점열·자돌점열문 등을 시문한 꼭지가 있다. 문양대는 양 꼭지 사이에 두
립문을 횡방향 열상으로 대칭되게 부착하는 경우 대부분이다.
Ⅱb식 옹은 Ⅱa식과 전체적인 기형은 유사하나 동최대경에서 구연까지 각지게 내만한다.
③ Ⅲ식 옹
Ⅲa식 옹은 전체적인 기형은 구형에 가까우며 동최대경에서 구연까지 내경하여 전체적
인 기형이 Ⅱ식에 비해 곡선을 이룬다. 이외 색조나 크기, 횡투공 꼭지의 부착, 꼭지 사이
에 두립문을 배치한다는 점 등이 동일하다. ‘중로 3-3호선 유적’ Ⅲ·Ⅳ층 출토 옹을 표지
유물로 한다. 임상택(2012: 47)의 내만구연옹 Ⅱa식에 해당한다.
Ⅲb식 옹은 전체적인 기형이 구형으로 동최대경은 중위에 위치하며 동최대경에서 구연
까지 내만한다. 기 내·외면은 붉은색으로 주칠하였다. 동최대경 상위 에 횡두공 꼭지 두
개를 대칭되게 부착한 후 양 꼭지 사이 공간에 횡열상으로 직경 5mm 크기의 두립문을 10
개 이상 대칭하여 부착된다. ‘중로 3-3호선 유적’ Ⅲ·Ⅳ층 출토 옹을 표지 유물로 한다.
임상택(2012: 47)의 내만구연옹 Ⅱb식에 해당한다.

3) 임상택(2012)은 죽벽리식 옹형토기를 내만구연옹과 내절구연옹으로 구분하여 죽변리식토기로 명명하였다. 그는 옹의 범주에 발굴
조사 보고서에 명명한 절견발을 포함하였는데 옹의 전체 기형은 배를 가져야 하므로 어깨를 가지는 점과 저부에서 동최대경까지 직
선으로 외반 한다는 점에서 꺾인 구연부만 아니면 발의 형태이다. 이는 동최대경의 크기면에서 옹과 구분되며 오히려 발의 동최대경
크기와 같은 분포빈도를 보이고 있어 옹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미 중국 동북지역 신석기시대 문화(홍산문화 단계)에서 유사기형에 대하여 ‘절견발(折肩鉢)’이라 명명하고 있으므로 본 연
구자는 옹과 절견발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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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Ⅳ식 옹
Ⅳ식 옹은 다뉴부대옹으로 크기면에서 대형으로 동최대경이 중상위에 위치하며 구연단
까지 내만하며 4개 이상의 횡투공 꼭지를 동최대경 상위에 부착한다.

<그림 13> 죽변리유적 출토 옹형토기 일괄 (Ⅰ식: 새뜰마을 조성부지, Ⅱ~Ⅳ식: 중로 3-3호선)

다. 절견발(折肩罐)
절견발은 ‘죽변리유적’ 조사를 통해 최초로 알려진 기형으로 기왕에 조사된 동해안일대
와 남해안 일부에서 융기문토기가 출토된 조사된 유적 중 두어 점 내외로 소량 검출되었
으나 그 기형을 추론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죽변리 ‘중로 3-3호선 유적’ 출토 토기 중 11%를 차지하며 대부분 주칠이 되었다. 동최
대경이 중상위에 있고 저부에서 동최대경까지 직선에 가깝게 외반하다 동최대경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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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까지 급격하게 내만하여 꺾인 어깨를 가진다.
구경 대 동최대경비가 1.16~1.34 사이이며 동최대경에서 구연까지의 내만각이 18°~58°
내에 각을 이룬다. 저부 중심에서 동최대경까지 외각은 45°~49° 각을 이루며 외반한다.
동일 기종에서 기형은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동최대경까지의 기울기와 동최대경에서
구연단까지의 내만각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 기형에서 꺾인 어깨를 가진다는 점에서 외
형상 타기종과 구분된다.
문양대는 구연단 바로 아래 자돌점열문을 돌린 경우와 동일 위치에 횡대열 또는 ‘N’자
상으로 연속하여 두립문을 부착하여 문양대를 표현한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기 조사된 유적에서는 단일 또는 극소수의 구연편으로 잔존하고 있어 그 기형
을 알지 못한 상태라 기울기 조정이 잘못된 상태로 도면화 된 경우가 있다.
ⓛ Ⅰ식 절견발
Ⅰ식 절견발은 내·외면에 주칠하였고 기고가 동최대경 보다 낮아 천발의 형태를 가지
며 전체적인 기형이 반구상을 띤다. 짧은 견부와 구연은 Ⅰ식 발과 1식 옹의 구연과 같이
굴곡져 직립한다. 견부에 횡주하는 봉상두립문을 부착한 경우도 있다. ‘새뜰마을 조성 부
지 유적’ 3구역 Ⅴ층 출토 절견발을 표지로 한다.
② Ⅱ식 절견발
Ⅱ식 절견발은 Ⅰ식과 달리 기고와 동최대경이 비슷하거나 기고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
다. 내·외면은 적색 또는 적갈색을 띠며 주칠되었다. 문양은 견부 또는 구연 아래에 횡

<그림 14> 죽변리유적 출토 옹형토기 일괄 (Ⅰ식: 새뜰마을 조성부지, Ⅱ~Ⅳ식: 중로 3-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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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자돌문 또는 두립문을 부착하였다. ‘중로 3-3호선 유적’ Ⅳ·Ⅲ층 출토 절견발을
표지로 한다.
③ Ⅲ식 절견발
Ⅲ식 절견발은 동최대경보다 기고가 작아 Ⅰ식 절견발과 유사하나 Ⅰ식은 저부에서 견
부까지 곡선을 이루는 반면 Ⅲ식은 직선상으로 외반하여 차이가 있다. ‘15-68번지 유적’
Ⅶ층 출토 절견발을 표지로 한다.

라. 호형토기
호는 신석기시대 조기에서 전기로 이행하는 시점에 나타나는데 분기 또는 단계를 나누
는 표지 기종으로 볼 수 있다. 죽변리유적에서는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Ⅰ층에서 극
소수(4점)가 출토되었고 ‘15-68번지 유적’ Ⅴ층에서 다수 출토된다.
기형과 문양의 시문 여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 Ⅰ식 호
Ⅰ식 호는 동체와 경부사이에서 굴곡져 표주박 모양을 가지며 동체부에 융기문을 시문
하였다. 동체부 상단에 횡주의 융기대문 또는 융기선문을 부착하고 그 아래에 거치문과
삼각집선의 가는 융기대문을 밀집 부착하여 문양을 시문한 형태이다. 동체 기형에 따라
Ⅰa식과 Ⅰb식으로 구분된다.
Ⅰa식은 동체부 중상위에 단을 주고 다시 경부까지 반구형태를 주어 전체 기형이 표주
박형태(瓢形)을 띤다. ‘15-68번지 유적’ Ⅴ층 출토 호형토기(22·31)가 대표적이다.
Ⅰb식 호는 동체가 긴 장란형을 이루며 경부는 Ⅰa식 호보다 짧고 직립한다.
② Ⅱ식 호
Ⅱ식 호는 무문양에 직립하는 긴목과 짧은 목을 가진다. ‘15-68번지 유적’ 출토 호와 ‘중
로 3-3호선 유적’ 문화층Ⅰ층 출토 호(114·115)들이 이에 속한다.
Ⅱ식 호는 Ⅰ식에 비해 동체부가 전체적으로 구상을 이루며 대부분 무문양이다.
Ⅱa식 호는 무문양이며 동체부가 Ⅱb식에 비해 구상을 이루며 경부의 길이가 긴 편이
다.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 1층 출토 호(115)의 잔존 기형 또한 이 유형에 해당한다.
Ⅱb식 호는 죽변리유적에서 완형에 가까운 토기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동체부와 경부의
연결 기울기와 경부가 잔존하고 있다. 이를 통해 Ⅱa식 호와 비교하면 동체는 원형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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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구상을 이루고 경부는 Ⅱa식 호보다 짧은 편이다.

<그림 15> 죽변리유적 출토 호형 토기 일괄(①~④:중로 3-3호선, ⑤·⑥: 15-68번지)

Ⅲ. 죽변리유적 토기 단계별 토기군 검토
선사시대 단계 및 편년 설정 방법은 자연과학적 분석에 의한 연대 측정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분석을 맹신할 수 없는 것 또한 주지되
어 있다. 시료 주변 환경 영향으로 인한 오염 및 층 또는 유구 주변에서 유입, 시료채취
중 오염 등 수많은 오염 요인으로 인하여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절대 값으로 판단하
기는 어려운 실증이다.
따라서 기종 분류 후 기형을 분석하여 형식을 정하고, 유적 내 층서관계의 선후 및 자연
과학적 분석에 의한 절대연대측정값을 검토하여 단계를 설정한 후 편년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 과정에서 순차연결에서 공백이 보일 경우 동해안지역 내 동일시기 유적 중 동일
기형을 가진 토기 포함층의 절대연대값을 인용하여 단계를 연결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즉 층위 및 기형의 변화에 따라 상대서열법과 절대연대측정값을 혼합하는 방법을 이용하
여 ‘울진 죽변리유적’ 출토 토기군의 단계와 편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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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죽변리 중로 3-3호선 유적 층위 구분 근거 및 절대연대 측정값
층위

출토유물

층위설정 근거
(상하층 구분요소)

자연과학적분석치

문Ⅴ

발(굴곡구연-직립, 완형), 타제석창,
타제따비 등 완형 유물 출토

Ⅳ층의 수생식물의 흔적과 목재가 출토되지
않고, 유구확인층, 완형 타제석기만 출토,
완형 굴곡구연발 출토

-

문Ⅳ

무문양발, 석부, 고석, 가공목, 배 등

회백색 실트층+회청색 모래
(수생식물 토기 저부에 흡착)

AMS측정값
B.P 6,920±60, B.C
5,790
(토기흡착 유기물)

문Ⅲ

무문양발, 옹, 절견발, 석부, 대패날,
가공목 등

회청색점토+회백색 모래층
(흑색 발과 탄화물이 흡착된 자비용기
다량 출토, 가공 목 및 목재 다량 출토)

AMS측정값
B.P 6,180±50,
6,380±50
B.C 5,480-5,290

문Ⅱ

결합식낚시축부(완형), 찰절구, 대석,
반입석재, 고석, 지석 등

회백색실트층, 상층에 비해 수성퇴적층
(상층에서 비해 석기 및 반입석재 출토 빈도
높고, 토기편 출토빈도가 현저히 떨어짐)

AMS측정값
B.P 6,140±50,
6,150±50
B.C 5,230-4,990

문Ⅰ

압날융기대문과 압날융기대문+융기선문의
복합문, 융기선문이 부착된 발형토기와.
호형토기, 어골문계의 태선침선문이
시문된 토기편 발형토기, 융기문

산화철 집적된 적갈색모래덩어리 포함 모래층
(상층 원저토기 및 율리식토기 출토되지 않음)

OLS연대측정값
6.61±0.2(6,
600년±200년)

<표 3> 죽변리유적 토기 기종별 출토 빈도(
유적
새뜰 3
구역

단계

층위

10%

20%

30%

: 옹,
40%

: 절견발,
50%

60%

: 발,
70%

: 호)
80%

90%

100%

비고

Ⅴ

Ⅰ

Ⅳ
문4

중로
3-3

Ⅱ

문2
Ⅲ

15-68

문3

문1

Ⅳ

Ⅶ
Ⅵ
Ⅴ

절견발 1

<표 4> 양양 오산리 C지구 유적 AMS연대 측정 결과
수습 층위

시료

C14연대 (B.P)

보정연대 (B.C)

죽변리유적 교차 양상

6,750±30

5,715-5,623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 Ⅳ층
양이부옹·절견발 동일 기형

목탄

6,600±25

5,570-5,480

-

오산리식토기 포함
문화층

토기 흡착
탄화 유기물

6,150±25

5,210-5,010

‘15-68번지 유적’ Ⅴ~Ⅶ층 출토
압날문발과 기형 및 문양시문형태 동일

융기문토기 포함층
하층

목탄

5,850±25

4,800-4,670

4호 주거지

목탄

5,760±25

4,690-4,530

조기문화층
(1호 주거지(노지)

목탄

조기문화층
(2호 주거지)

‘중로3-3 유적’ 제Ⅰ문화층 출토 호,
‘15-68번지 유적’ Ⅴ층 출토
삼각집선문호, 무문양 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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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울산 세죽유적Ⅰ AMS연대 측정 결과(안재호 세죽유적 고찰 인용)
획기

시문기법

세죽 1

지두압날 융대문

C14연대
(B.P)

보정연대
(B.C)

단계

편년군

죽변리유적 교차 양상

-

5,500 전후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 Ⅳ층 이후

-

-

압날융대문, 압날문

(6,740±30)
5,425 전후
6,440±90

2-3d

1-1

압날융대문, 봉상두립문

6,480±120 5,425 전후

2

1-1

세죽 3a

자돌문

6,420±110 5,400 전후

3a

1-2

세죽 3b

무문

6,330±40

5,350 전후

3b~d

2

세죽 2

세죽 3c

압날융대문

6,260±40

5,300 전후

세죽 3d

압날융대문

-

5,250 전후

세죽 4a

삼각융선문, 추가융선문

6,280±40

5,175 전후

3d

3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 Ⅰ층

세죽 4b

구순압날문

6,110±80

5,025 전후

4a～b

4

-

1~3d

3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 Ⅲ층

3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 Ⅱ·Ⅲ층

<그림 16> 죽변리유적과 오산리 C지구유적 AMS 측정값 교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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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변리Ⅰ단계 토기군
죽변리유적 Ⅰa·b식 발과 Ⅰ식 옹, Ⅰ식 절견발이 Ⅰ단계 토기군에 속하며 ‘중로 3-3호
선 유적’ 문화층Ⅴ층 발과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 3구역 제Ⅴ층 출토 발과 옹, 절견발을
표지로 한다.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 3구역 Ⅴ-2층 Ⅰb식 발이 이 단계에 속하며 전체
적인 기형은 양양 오산리C지구 최하층 출토 양이부옹과 유사한 기형을 가지고 있다.
‘중로 3-3호선 유적’에서는 Ⅰ단계 토기가 한 점만 출토되어 정확한 공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큰 틀에서 구연부의 제작기법이 유사하여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 내 출토 토
기들과 동일한 단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동최대경의 위치로 볼 때 전체적인 기형이 ‘새
뜰마을 조성부지 내 유적’ 출토 발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로 3-3호선 유적’ Ⅰ
단계 문화층 상층으로 Ⅱ·Ⅲ단계 토기군의 출토 문화층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새뜰마
을 조성부지 유적’ Ⅰ단계 상층은 Ⅱ~Ⅳ단계 토기들이 한 층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Ⅰ
단계 문화층 상층에서 Ⅳ단계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문화층의 형성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 출토 Ⅰ단계 토기는 Ⅱ단계로 이행되는 과정
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죽변리유적에서 Ⅰ단계 토기군은 대부분 완형으로 출토되고 있어 유적 내에서 그의 최
하층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단계 토기군은 대부분 구연이 굴곡져 직립하며 동최대경이 상위 또는 중상위에 위치
하고 무문양이다. 이러한 토기제작 기법은 ‘양양 오산리유적’ 및 ‘고성 문암리유적’ 등 북
부권역 특색을 보이고 있다.
1단계 토기군의 형성시기는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Ⅳ층과 ‘오산리C지구’ 조기문화
층에 조성된 주거지의 절대연대측정값이 각각 B.C 5,790년과 B.C 5,710년로 도출되었다.
Ⅰ단계 토기군은 이보다 앞선 층위에서 출토되었으므로 B.C 5,800년 이전으로 비정된다.

2. 죽변리 Ⅱ단계 토기군
4)

죽변리유적 출토 Ⅱ식 발과 Ⅱ~Ⅳ식 옹, Ⅱ식 절견발이 Ⅱ단계에 속한다.

Ⅱ단계 토기군은 죽변리유적 출토 토기 Ⅰ단계 Ⅰ식 발과 Ⅰ식 옹은 나타나지 않고 문
양형태에 있어 무문양과 동해안 남부권역 문양시문 형태인 절상의 ‘Y’자상, ‘ㅅ’자상, 아미

4) Ⅱ단계 토기군에서는 Ⅰ단계와 Ⅲ단계에 나타나는 굴곡구연발과 옹의 기형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중로 3-3호선 유적의 조사 범
위가 협소하여 Ⅱ단계에 속하는 굴곡구연을 가지는 토기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Ⅱ단계 시기에 출토된 수백여점의
구연부에서 굴곡구연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부권역 일대에 외부 물질문화의 강한 접촉 또는 충격(전쟁)으로 일시적인 외래
문화의 점유상태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물론 필자의 연구부족으로 인한 단계설정의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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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등과 단일 횡주의 융기대문을 복합하여 부착된다.
발에서 주로 탄화유기물이 흡착된 토기가 다수가 확인되어 자비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옹과 절견발에서 유기물이 흡착된 예는 드물다.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 Ⅱ~Ⅳ층 출토 발과 옹 등이 Ⅱ단계에 속하며 목탄과 토기에
흡착된 유기물의 AMS 측정값을 인용하면 B.C 5,800-5,300년에 비정된다.

3. 죽변리 Ⅲ단계 토기군
죽변리유적 출토 Ⅲ식 발과 Ⅲ식 절견발이 Ⅲ단계에 속한다. 발의 기형에서 ‘오산리
A·B지구 유적’ 토기 형태를 보이며 문양 시문기법에 있어 Ⅱ단계 토기군 발에 비해 시
문범위가 넓어지며 대부분 복선의 융기대문을 시문한다. 옹은 이전 단계보다 기고가 낮
아지며 저부가 환형에 가까운 평저로 변한다. Ⅲ단계 토기군에서 동해안지역 유적 출토
토기의 시문 형태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15-68번지 유적’ 제Ⅴ층과 ‘중로 3-3호선 유적’ 제Ⅰ문화층 출토 토기가 Ⅲ단계 토기군
에 속한다. 따라서 ‘중로 3-3호선 유적’ 제Ⅱ문화층 절대연대측정값이 B.C 5,230-4,990년
이후이고, ‘오산리C지구’ 오산리식 토기층과 동일한 B.C 5,210-5,010년 이므로 Ⅲ단계는
B.C 5,300-5,100년으로 비정한다.

4. 죽변리 Ⅳ단계 토기군
죽변리유적 출토 Ⅳ식 발과 Ⅰ·Ⅱ식 호가 Ⅳ단계 토기군에 속한다. Ⅲ단계 토기군은
발과 문양의 시문형태에 따라 Ⅲ단계 토기군과 구분되는데 발에는 복선의 융기대문을 주
로 시문하는 반면에 Ⅳ단계 발에서는 거치문 또는 삼각집선, 구획집선 등에 융기선문을
부착한다. 그리고 동일한 문양형태를 호에 부착한다는 점이다. Ⅳ단계에는 동해안전역에
서 동일한 형태의 호가 출현한다.
‘15-68번지 유적’ 제Ⅴ문화층에서 주로 출토되고 ‘중로 3-3호선 유적’ 제Ⅰ문화층에서
호가 소수 출토되었다.
Ⅳ단계에서 확인되는 호는 ‘오산리 C지구 유적’ 융기문토기 상층과 4호 주거지 출토 토
기와 동일하므로 ‘오산리 C지구 유적’ 4호 주거지 AMS측정값을 인용하면 B.C5,100-4,900
년 이후로 비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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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죽변리유적 단계별 토기군 설정
단계

토기

유적(층위)

편년(B.C)

Ⅰ

죽변리유적 Ⅰ식 발, Ⅰ식 옹, Ⅰ식 절견발

‘중로 3-3호선’ (문화층Ⅴ층)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제Ⅴ층)

5,800년 이전

Ⅱ

죽변리유적 Ⅱ식 발, Ⅱ~Ⅳ식 옹, Ⅱ식 절견발

‘중로 3-3호선’ (문화층 Ⅱ~Ⅳ층)

5,800-5,300년

Ⅲ

죽변리유적 Ⅲ식 발, Ⅲ식 절견발

‘15-68번지’ (제Ⅴ층)
‘중로 3-3호선’(제Ⅰ문화층)

5,300-5,100년

Ⅳ

죽변리유적 Ⅳ식 발, Ⅰ·Ⅱ식 호

‘중로 3-3호선’(제Ⅰ문화)
‘15-68번지’(제Ⅴ문화층),

5,100-4,900년 이후

<그림 17> 죽변리유적 단계별 토기군(축척부동, ①: 중로 3-3호선, ②~⑥: 새뜰 마을 조성부지,
⑦~⑱: 중로 3-3호선, ⑲~: 15-6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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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동해안지역 토기군 검토 및 물질문화 교류
1. 동해안지역 조기 토기 검토
가. 중부권역과 북부권역양식 토기 비교
‘고성 문암리유적’에서는 죽변리유적 Ⅰ·Ⅲ식 발, Ⅰ식 옹, Ⅱ식 절견발에 가까운 절견발
한 점이 출토되었다.
죽변리유적 출토 토기 단계 설정으로 볼 때 문암리유적은 크게 3군으로 구분되는데 먼
저 죽변리유적 출토 Ⅰ단계 토기군의 Ⅰ식 옹이 변형된 것으로 보이는 옹과 무문양발이
출토된 Ⅸ층 출토 토기군이 1군으로 북부권역의 압인·압날문계 토기 문양 시문 형태에

<그림 18> 고성 문암리유적 층위별 출토 토기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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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리유적’ 재지계 양식의 기형을 보이는 Ⅶ-1·2층 출토 압인·압날문계 발과 양이
부옹 등이 출토되는 2군, 마지막으로 삼각집선문 또는 밀집거치문의 융기문이 부착되는
3군의 시기로 구분 할 수 있다.
‘양양 오산리유적’에서는 C지구 조기문화층에서 무문양과 압인·압날문이 시문된 발과
꼭지가 달린 발형토기가 죽변리유적 Ⅰ식 옹과 그 기형이 동일하나 구연부의 굴곡형태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죽변리유적 Ⅱ식 절견발, 시루, 곰형토우 등이 출토되었고 오산리식
토기 문화층에서 압날문이 시문된 오산리식(A·B지구식) 발형토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상·하부융기문토기 문화층에서는 무문양과 반죽관문, 기하학무늬의 융기선문과 융기
대문이 부착된 발형토기와 호 등이 출토되었다. 융기문토기 문화층을 기반으로 조성된

<그림 19> 양양 오산리 C지구 유적 층위별 토기 출토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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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3~5호에서 무문양과 융기대문, 융기선문이 부착된 발형토기와 무문양의 호 등이
5)

출토되었다. 죽변리유적 출토 토기와 결부시켜 검토해 볼 때 오산리 C지구 유적 출토 신
석기시대 조기단계 토기의 단계는 크게 3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군은 오산리C지구 최하층인 조기문화층 단계이다. 이 층에서는 적색으로 주칠 마연된
압인·압날문 발과 양이부옹이 주로 출토된다. 죽변리유적 Ⅰ단계 토기군 Ⅰb식 발과 Ⅰ
식 옹과 유사하나 절견발의 기형이 죽변리유적 Ⅱ단계 토기군에서 나타나는 기형이 검출
된다. 죽변리유적 Ⅰ·Ⅱ단계 토기군에 속한다.
2군은 오산리식 토기층 출토 토기로 압날문이 시문된 발이며 구연내면에 단이 현성되
는 ‘오산리 A·B지구’ 토기 기형으로 기왕에 알려진 일명 ‘오산리식토기‘ 토기들이 이 단
계에 속한다. 죽변리유적 Ⅲ단계 토기군에 속한다.
3군은 층위면에서 융기문토기문화층을 기반으로 주거지가 조성되었으므로 분명히 시
기 차이는 있지만 기종 및 기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광역적인 단계설정에서
는 한 단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단계는 조기단계 후엽에 나타나는 삼각집선문이 시문
된 호와 무문양 호가가 검출된다. 죽변리유적 Ⅳ단계 토기군에 속한다.
<표 7> 동해안지역 북부권역 토기 변화 단계(고동순 2010: 고찰)
단계

토기

유적(층위)

편년(B.C)

사구형성

1

압날점열문 토기,
무문토기

오산리C지구(조기문화층,
갱신세 상면 1호 주거지)

5,710-5,610

고토양층 주변으로 사구형성이 미미한 단계

2

-

오산리C지구(2호 주거지)

5,570-5,480

권역별양식 토기 융합기

3

무문양토기,
적색마연토기

문암리(Ⅸ·Ⅹ층)

6,596±40BP

사구 하층(기반층 확인×)

4

오산리식토기+
융기문토기 병존

문암리(Ⅶ·Ⅷ층)

-

하층사구 상면

5

오산리식토기

오산리A지구
(C지구 오산리식 토기층)

5,210-5,010

해발 2m A지구 사구 형성, C지구 해발 4m
고토양층 사면 사구 형성 시작

6

융기문토기,
압인문토기,
호형토기,
A지구 융기문토기

오산리C지구
(3~6호 주거지)

4,690-4,530
4,800-4,670

고토양층 상면 0.3-1m 높이 사구 형성시기

나. 중부권역과 남부권역 토기 비교
‘울산 세죽 유적’에서는 Ⅲ-1·12·32, Ⅳ-4·5층에서 대부분 기하학무늬 계열의 융기
대문이 부착된 발형토기와 절견발도 출토되었다. 죽변리유적 중 ‘중로 3-3호선 유적’ 제

5) 3호 주거지 AMS연대는 5,750±25B.P, 4호 주거지 AMS연대는 5,760±25B.P, 5호 주거지 AMS연대는 5,770±25B.P,
6호 주거지는 AMS연대는 5,850±25B.P 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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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Ⅳ문화층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유사한 기형 및 시문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죽변리
Ⅱ식 발과 Ⅱ식 옹·절견발 등이 출토되었다.

<그림 20> 울산 세죽유적 단계별 토기

1군 토기는 대부분 발이 출토되는데 기형은 포상이며 절상 또는 ‘Y’자상, ‘W’자상 등의 단
순 기하학모양의 융기대문을 부착한다. 죽변리유적 Ⅱ단계 토기군 발과 유사한 형태이다.
2군 토기는 죽변리유적 Ⅲ식 발 즉 복선 및 기하학무늬 밀집복합융기대문 발이 출토되
는 죽변리유적 Ⅲ단계 토기군에 해당한다.
3군 죽변리유적 Ⅳ식 발 즉 삼각집선문 또는 밀집거치문의 융기선문이 부착된 발이 출
토되며 죽변리유적 Ⅳ단계 토기군에 해당한다.
‘울주 신암리유적’에서는 주로 융기대문이 시문된 발형 토기편이 주를 이루는데 기종면
에서 발과 절견발, 호와 이형토기 등의 기종이 확인된다. 발의 기형에는 죽변리유적 Ⅱ단
계에서 Ⅳ단계 토기군 기형이 모두 보이며 호 역시 죽변리유적 Ⅱ식 호와 Ⅲ식 호가 모두
확인된다. 절견발의 경우 죽변리유적 Ⅱ식 절견발과 동일하다.
‘신암리유적’ 토기군은 죽변리유적 토기 단계설정에 근거하여 신암리유적 조기단계 출
토 토기를 크게 두 단계의 토기군 설정이 가능하다.
1군은 죽변리유적 Ⅲ식 발 즉 복선 및 기하학무늬 복선복합융기대문 발과 Ⅱ식 절견발
이 출토되는 죽변리유적 Ⅲ단계 토기군에 해당한다.
2군은 죽변리유적 Ⅳ식 발 즉 삼각집선문 또는 밀집거치문의 융기선문이 부착된 발과
죽변리유적 Ⅱ식 호가 출토되며 죽변리유적 토기 Ⅳ단계 토기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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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울주 신암리유적 출토 토기 일괄

다. 신석기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토기군 단계 설정 및 편년안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에 해당하는 토기의 단계 설정은 최근까지 선행 연구자들
에 의해 활발히 검토가 이루지고 있는 실증이다. 본 절에서는 죽변리유적에 설정된 단계
별 토기군을 동해안지역 조기단계 설정에 참조하여 본 연구자의 단계 설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 Ⅰ단계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Ⅰ단계는 죽변리유적 Ⅰ단계 토기군과 오산리 1군 토
기에 해당하며 죽변리유적 1단계 토기군 생성기이자 출현 시점으로 토기의 기형은 중부
권역과 북부권역이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남부권역의 융기문토기의 생성기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명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울산 세죽유적Ⅰ-안재호 2007: 154).
따라서Ⅰ단계는 권역별 양식 토기가 생성하여 성장하는 시기로 죽변리 ‘중로3-3호선
유적’ 문화층 Ⅳ층과 ‘오산리C지구’ 조기문화층을 기반으로 한 1호 주거지의 절대연대측
정값을 보정하면 각각 B.C 5,790년과 B.C 5,710년으로 도출되는데 1단계는 이보다 층서
상 아래에 형성되었으므로 B.C 5,800년 이전으로 비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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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안지역 신석시기대 조기 토기 Ⅱ단계
동해안지역 신석시기대 조기 토기 Ⅱ단계는 죽변리유적 2단계 토기군과 문암리 1군, 세
죽 1군 토기가 Ⅱ단계에 해당하며 중부권역(죽변리)에서 남·북 권역양식 토기 제작 요소
가 접목된 현상이 나타난다. 남과 북의 권역별양식 토기 요소가 중부권역에서 접목되어
반구상 또는 포상 기형에 융기문이 시문되기 시작하는 등 기형변화가 일어나며 북부권역
과 남부권역에서 융기문계 토기와 압인·압날문계 토기가 소량 확인되기도 한다.
Ⅱ단계는 죽변리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 Ⅱ~Ⅳ층, 세죽 유적 1·2군 절대연대측정
값을 적용하여 B.C 5,500-5,300년으로 비정된다.

3) 동해안지역 신석시기대 조기 토기 Ⅲ단계
동해안지역 신석시기대 조기 토기 Ⅲ단계는 죽변리 토기 Ⅲ단계 토기군과 오산리
2군·문암리 2·세죽 2군·신암리Ⅰ군 토기가 Ⅲ단계에 해당하며 토기의 크기가 커지고
기고와 동최대경의 차이가 줄어들어 전체 기형이 반구상 또는 구상을 이룬다. 문양시문
형태는 복선의 횡대 융기대문 또는 횡대의 융기대문을 구획하고 사이에 거치문형식의 융
기대문을 부착하거나 기하학무늬의 복선 융기대문이 부착되며 토기 기형이 중부권역에
서 북부권역까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북부권역양식 기형에 남부권역 양식 문양
시문 기법을 접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산리C지구’ 오산리식 토기층, ‘울산 세죽유적’ 편년군을 참조하면 5,300-5,100년으로
비정된다.

4) 동해안지역 신석시기대 조기 토기 Ⅳ단계
동해안지역 신석시기대 조기 토기 Ⅳ단계는 죽변리 Ⅳ단계 토기군과 문암리 3군·오산
리 3군·세죽 3군·신암리 3군 토기가 이 단계에 해당하며 전체 기형은 Ⅲ단계 토기군과
유사하나 문양 시문 형태에서 삼각집선문 및 기하학모양의 복선융기선문이 부착된 발과
호 그리고 무문양의 호가 출현한다. 동해안지역 전역의 토기 제작양식이 거의 유사하며
조기에서~전기로 이행하는 전환기로 B.C 5,100-4,900년 이후로 비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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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동해안지역 신석기 조기 토기 변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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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 변화 단계
단계

토기

유적(층위)

편년(B.C)

Ⅰ

죽변리 1군 토기
오산리 1군 토기

중로 3-3호선(문화층Ⅴ층), 새뜰마을 조성부지( 제Ⅴ층 ),
오산리C지구 (조기문화층 이전)

5,800년 이전

Ⅱ

죽변리 2군 토기
문암리 1군·세죽 1군 토기

중로 3-3호선(문화층 Ⅲ·Ⅳ층),
문암리(Ⅸ층)·세죽(Ⅲ-3층)

5,800-5,300년

Ⅲ

죽변리 3군 토기, 오산리 2군 토기
문암리 2군 토기, 세죽 2군
신암리 1군 토기

15-68번지(Ⅴ층), 중로 3-3호선(문화층Ⅰ층)
문암리(Ⅶ-2층)

5,300-5,100년

Ⅳ

죽변리 4군 토기, 문암리 3군 토기
오산리 3군 토기, 세죽 3군
신암리 3군 토기

중로 3-3호선(문화Ⅰ층), 15-68번지(Ⅴ층)
문암리(Ⅶ-2층), 오산리(융기문토기 문화층)

5,100-4,900년
이후

2.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로 본 동해안지역 물질문화 교류
지금까지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의 변화양상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동해안지역에서는 크게 세 개 권역 즉 남·중·북부 권역별 양식을 가지
는 토기가 형태가 나타나며 조기에서 전기로 이행하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동일양식으
6)

로 변화한다는 전개과정이 확인되었다.

동해안지역 물질문화의 권역별 특색과 권역 내에서 타권역 양식 토기 속성의 출현과 소
멸의 전개양상을 연구함으로써 신석기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권역별 물질문화의 교류 전
개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물질문화 교류 제 1기
제 1기는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 Ⅰ단계에 해당하며 ‘오산리C지구’ 조기문화
층에서 죽변리유적 Ⅱ식 절견발이 출토되고 죽변리 ‘새뜰마을 조성부지 유적’ 3구역에서
오산리C지구 조기문화층 대표기종인 압날문계 토기편이 수 점 출토되고 있어 중부권역
과 북부권역 물질문화의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양식 물질문화 접촉이전에 권역별양식 물질문화의 형성 또는 생성이 선행한 후
에 접촉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권역별 양식 토기의 생성에 해당하는 토기
기형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접촉현상으로 나타나는 토기 즉

6)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들이 제1차적인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양 집단의 원
래 문화패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곧 문화들 간의 접촉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M.S. Gabarino 원저, 1994, 『문화인류학의 역사-사회사상에서 문화의 과학에 이르기까지-』 한경구·임봉길 공역, 一潮
閣. 한상복·이문웅·김광억, 2011,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 출판 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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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Ⅰ단계 토기군이 곧 생성기 토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어째든 권역별양식 토기의 생성기는 곧 권역별 집단의 생성과 궤를 같이 한다. 신석
기시대 이른 시기에 동해안지역에서는 ‘오산리유적’을 중심으로 북부권역과 ‘죽변리유적’
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역, ‘세죽’ 및 ‘신암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 일대에 신석기
시대 조기 단계 집단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신석기인들의 형성은 후기구석기인
들이 새로운 물질문화와 접촉하면서 융합되는 과정을 걸쳐 신석기시대로 자연스럽게 문
화가 변동되었을 가능성과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석기인들의 이주에 의해 정착되면
7)

서 형성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자 한다. 앞의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어도 새로운 물질
문화가 전파 또는 접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북부권역에서 확인되는 토기의 압인·압날 시문형태를 한반도 북부 송눈평원 일대 보
이스만문화(루드냐야문화 및 세르게에프카문화-김재윤 2007:44-47)의 접촉으로 인한 물
질문화의 융합현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이스만 문화가 형성된 시기의 연해주와 아무르
강 유역 유적 출토 토기의 기형은 대부분 통형인데 비해 북부권역 양식 토기의 대부분은
반구상이기 때문이다.
신석기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물질문화 교류 제 1기에 남부권역은 융기문계 토기 즉 평
저에 포상 또는 ‘V’ 자상의 기형을 가진 발형토기가 남동해안권 물질문화와 접촉 또는 전
파에 의하여 남부권역양식 토기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부권역에
서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 1단계 토기유형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문화층 및 유물포함층 또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 1기 중부권역에서는 ‘울진 죽변리유적’을 중심으로 하나의 토기양식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산리C지구 최하층인 조기문화층에서 죽변리유적 Ⅱ단계의
절견발이 출토되고 죽변리유적 ‘새뜰마을 조성부지’ 3구역 하층에서 ‘오산리C지구’ 최하
층 토기인 적색마연 압인·압날문토기편이 수 점 출토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부권
역과 남부권역 물질문화의 접촉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북부권역과 중부권역의 물질문화
는 교류 또는 간접적인 전파에 의한 접촉 현상이 나타난다.

7) 서구학자들은 인류문화발전을 전파론(diffuionnism)과 진화론으로 논쟁되고 있다. 한반도 즐문토기의 유입경로를 바이칼호-몽
고·만주 서부-한반도 서북을 통한 첨저장란형토기 유입과 동시베리아-흑룡강-동만주-한반도 동북부의 평저화분형 토기 전통의
유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정호는 한반도 신석기인들은 흑룡강 유역과 연해주를 경유하여 동북부와 한반도 동북부에 진입된 것
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반도 신석기 문화는 자생이라는 이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무장, 2004, 『한국선사 고고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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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동해안지역 신석기 조기 권역별 물질문화 교류 1기 토기 양상

2) 물질문화 교류 제 2기
신석기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물질문화 교류 제 2기에는 두 개의 물질문화가 접촉하여
새로운 물질문화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 Ⅱ
단계 해당하며 Ⅰ단계 토기군의 외형이 퇴색한다. 이 시기에는 재지계양식 토기와 남·
중·북부권역양식 토기 기형이 교차 접목되어 새로운 기형의 토기가 제작된다. 즉 포상
과 구상이 접목되어 반구상 또는 동최대경이 상위에서 중상위로 내려오는 등 기형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중부권역과 북부권역에서 절상 또는 횡주 융기대문이 부착되며 중부권
역과 남부권역에서 압인 및 압날문이 시문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죽변리유적 Ⅱ단계 토기군의 Ⅱ식 절견발과 옹편이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에서 출토되는
등 동해안지역 권역별양식의 특징이 재지계 물질문화와 융합되어 새로운 기형이 나타나
는 현상을 보인다.
고성 문암리유적 압날문양이부옹은 극동지방의 물질문화와 재지계 북부권역양식 물질
문화의 융합으로 기인한 새로운 기형의 토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동해안지역 신석기 조기 권역별 물질문화 교류 2기 토기 양상

3) 물질문화 교류 제 3기
신석기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물질문화 교류 제 3기는 동해안 광역범위에서 유사한 형
태의 물질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동해안 전역에서 유사한 기형의 발이 출토된다. 신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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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토기 Ⅲ단계에 해당한다. 제 3기 토기는 대형화되어 반구상 발의
출토량이 많아지며 남부권역과 북부권역 일대에서 동일한 모티브의 융기대문이 부착되
며 오산리식 토기와 같이 구연부가 외반하여 내면에 단을 이루는 발이 출토된다. 그리고
문양시문형태에 있어 시문폭이 넓어지고 기하학무늬의 복선 융기문이 부착된다. 융기문
도 주로 융기대문과 융기선문이 복합되어 부착된다. 제3기의 동해안지역 물질문화는 광
역교류기로 동해안 전역에서 기형과 시문형태가 유사해 지는 등 동해안 일대에 물질문
화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는 옥제 결상이식 및 흑요석과 같은 원거리 산지에서 생산되는 생업도구가 유
통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5> 동해안지역 신석기 조기 권역별 물질문화 교류 3기 토기 양상

4) 물질문화 교류 제 4기(변동기)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물질문화 교류 제 4기는 신석기시대 전기로 이행하는 변
동기이자 전환기를 일컫는데 먼저 권역별양식에서 동해안지역 양식으로 포상 또는 반구
상의 발에 삼각집선문 및 기하학무늬의 밀집융기선문이 부착되며 호가 출현하기 시작한
다. 이와 같은 시문형태는 북서로는 중국 동북지역까지 동일한 모티브의 융기문 및 침선
문, 채문토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변동기에는 한반도 동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
과 연해주, 일본열도 지방까지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며 이는 최초 신석기인들의 이주 또
는 물질문화의 전파 경로로 생성기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의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기온은 온난습윤하여 잦은 폭우와 해수면 상승기에 해
당한다.(안재호 2017: 14) 따라서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물질문화 즉 침선문계 토
8)

기 문화의 접촉 또는 유입으로 빠른 문화변동이 일어났는 것으로 추정된다.

8) 물질문화 교류 제 4기의 토기 포함층 중 일부 유적에서 중기의 침선문계 토기와 공반되어 출토되는데 이는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의 부재로 조기유물과 중기유물의 혼합층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죽변리유적 중 ‘중로 3-3호선 유적’ 문화층 1층 상층 유물포함층과 ‘15-68번지 유적’ Ⅴ층, ‘고성 문암리유적’ 3층, ‘부산 동삼동
패총 정화지구부지 유적’ 8층 등에서 융기문토기 즉 삼각집선문계 융기문토기와 첨선문계 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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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동해안지역 신석기 조기 권역별 물질문화 교류 4기 토기 양상

<표 9> 신석기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물질문화 교류 양상
※
교류획기

: 남부권역 양식,
북부권역

중부권역

: 북부권역 양식
남부권역

토기단계

특징

1기

Ⅰ

형성·접촉

2기

Ⅱ

교류

Ⅲ

광역 교류

Ⅳ

변동기·전환기

3기
4기

중국 동북·아무르강
남해 도서·일본

Ⅴ. 맺음말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형식을 분류하고 단계를 설정
할 수 있는 기종은 발과 옹, 호로 대별된다.
‘울진 죽변리유적’ 출토 토기를 기종별로 기형 및 문양 시문형태 변화를 속성 요인으로
형식을 분류하고 유적 내 층서관계와 자연과학적분석 자료를 참조하여 비교한 결과 크게
4단계의 변화상이 나타난다.
신석기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권역별 토기 형태는 유사성과 이질성을 가지는데 토기 제
작기법의 변화를 물질문화의 교류에 의한 것으로 보면 크게 4기의 교류 양상이 전개된다.
물질문화 교류 1기는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Ⅰ단계 토기군에 해당하며 동해안
북부권역과 중부권역 물질문화가 생성하여 서로 접촉하는 시기로 B.C 5,800년 이전으로
비정된다.
물질문화 교류 2기는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Ⅱ단계 토기군에 해당하며 동해안
북부·중부·남부권역 양식 물질문화가 서로 인접권역과 접촉 또는 교류하여 재지계
와 외래계 요소가 서로 접목된 물질문화가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B.C 5,8005,300년에 비정된다.
물질문화 교류 3기는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Ⅲ단계 토기군에 해당하며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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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로 동해안 전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물질문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흑요석과 옥제 결
상이식 등 원거리 산지 생산품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B.C 5,300-5,100년으로 비정
된다.
물질문화 교류 4기는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조기 토기 Ⅳ단계에 해당하며 동해안 전
역에서 융기문토기와 침선문계 토기가 동일층에서 출토된다. 따라서 신석기시대 전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이자 물질문화 변동기이다. B.C 5,100-4,900년 이후로 비정된다.
신석기시대 조기 동해안지역 물질문화 교류양상은 먼저 권역별 물질문화가 생성되어
서로 접촉·교류하는 과정에서 두 물질문화가 접목되어 혼합된 물질문화가 출현하기도
한다. 이후 동해안지역 전역에서 유사한 물질문화가 나타나는 광역 교류기를 거쳐 조기
물질문화에서 이후 물질문화로 변동하는 양상이 전개된다.
▶논문접수일(2020.4.27) ▶심사완료일(2020.6.14) ▶게재확정일(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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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A Study on Exchange of Material Culture along
the 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eolithic Age
- Focused on the Pottery Site of remains Jukbyeon-ri Ha, young-jung
(Samhan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This study examines the exchange of material culture in the initial phase of the
Neolithic period by focusing on pre-early Neolithic pottery found in eastern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Pottery excavated from the Jukbyeon-ri remains in Uljin was classified by type,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stages of development. To establish the stages of
development, pre-early Neolithic remains in the East Coast region were divided into
northern, central and southern areas, and the pottery was compared for changes. Four
distinct stages were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An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ottery-making methods were considered as the results of the exchange of material culture
between these three areas of the eastern coastal region.
Pottery excavated from pre-early Neolithic remains in the East Coast suggests
that the exchange of material culture occurred in the following manner: initially, different
material cultures developed separately in each of these areas. When the neighboring areas
came into contact or exchanged with each other, the encounter between the two different
material cultures gave rise to a new type of material culture. As a result, pottery across
the eastern coastal region became highly similar both in terms of type and appearance.
Later with the further broadening of exchange, the surface of pottery was decorated with
the same comb pattern-type motif, found at the end stage of the pre-early pottery, which
quickly progressed to Early Neolithic pottery.
Keywords : Site of remains Jukbyeon-ri, area, Neolithic age, early, material culture,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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