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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의 진천

1절 구석기시대

1. 구석기시대의 시작과 진천

인류는 신생대 제3기 말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신생대 제4기 홍적세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인류는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내서 필

요한 도구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전기 구석기시대는 중기 홍적세 초기부터 후기 홍적세

까지 해당하는 시기(약 70만년 전부터 약 10만년 전)이며, 중기 구석기시대는 후기 홍적세

초기부터 중기(약 10만년 전부터 약 4만년 전)까지이고, 후기 구석기시대는 후기 홍적세

중기부터 후기(약 4만년 전부터 약 1만년 전)까지이다. 이 시기를 구석기시대라고 하여 돌

을 갈아서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신석기시대와 구분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도 구석기시대부

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증거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구

석기시대 유적과 유물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1)

충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충북은 남한강과 금강이 흐르는 지역으로 강 주변 지역에

서 채집 생활을 하던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동굴유적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 제천의 점말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유적, 단양 상시리 유적, 단양 도담리 금굴 유적, 여천리 구낭굴 유

적, 단양 수양개 유적 등 한국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이다. 구석기인들은 대개 하천 주

변의 동굴이나 바위그늘 등지에서 주거하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동굴유적에서는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생활 도구나 음식 잔해물 등이 있어 그들의 생활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진천 지역에는 대규모 구석기 유적지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구석기 유물

들이 꾸준히 수습되고 있으며, 발굴을 통해 구석기 유적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진천 일

대를 흐르는 하천이 미호천으로 이어져서 금강에 이르는데, 진천과 가까운 청원의 만수리

일대에서 주먹도끼 등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미호천으

1장

1) 이기백(1999), 『한국사신론』(신수 중판), 일조각,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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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 상류 지역인 진천 일대에도 구석기인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진천의 구석

기 유적이 알려진 것은 1999년 진천읍 장관리에서 진천-오창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관련한 지표 조사에서 뗀석기와 제4기 퇴적층이 확인되면서부터이다. 2000년 2월에 시굴

조사를 하여 구석기시대의 몸돌과 격지 등이 발견되었다.2) 

2. 구석기 유적

진천의 구석기 유적지로 진천읍 장관리 유적과 송두리 유적이 주목된다. 두 유적 모두

하천을 끼고 평지와 접한 구릉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는 수렵과 채집활동에 유리하였다.

장관리와 송두리 유적은 구릉지로 이어졌으며, 현재 중부고속도로 진천 IC로 이어지는 4

차선 도로로 단절되었지만 상신리, 신정리까지 이어진다. 송두리 유적은 진천여중에서

300여 m 21번 국도를 따라 음성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편에 위치하는데, 2002년 지표 조

사에서 구석기 유물이 찾아져서 알려지게 되었다. 시굴 조사 결과 백제 초기 문화층 아래

서 고토양층이 발견되었으며, 실제 발굴 결과 모두 2개의 구석기 문화층으로 이루어진 것

이 밝혀졌다.3) 송두리 유적은 유물출토 층위와 떼기 수법 연대 측정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중기구석기시대 또는 그 이전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진천 지역과 가까운 청주 봉명동 유

적과 유사하다.4)

발굴된 구석기 유물은 총

2,159점으로 그 가운데 1문화층

에서 95.5%가 발견되었다. 유물

은 주로 조각이 대부분이었고 격

지와 몸돌이 각각 300여 점, 큰

석기와 작은 석기가 100여 점씩

이다. 출토된 석기류는 규질암

계통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많

다. 아마도 이 지역 일대를 구성

하는 암종으로 규장암, 페그마 <그림 1> 송두리 출토 유물 - 주먹도끼

1
장
자
연
지
리

163

1
장
선
사
시
대
의
진
천

163

2) 진천군(2001), 『문화유적분포지도-진천군』, 충북대학교 박물관·진천군, p.150.
3) 중원문화재연구원(2006), 『진천 송두리 구석기유적』, p.69.
4) 중원문화재연구원(2006), 위의 책, p.86.

(1권)진천군지내지(2부)1-2장Q0928_2부1장(160-199)  21. 12. 06  오후 4:08  페이지 163



타이트, 석영암맥 등이 있어 그것으로 구석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

관리, 송두리, 상신리, 신정리 유적 등을 통해 볼 때 진천 지역에서는 하천변을 낀 구릉지

를 중심으로 구석기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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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진천읍 송두리 유적

<그림 2> 진천읍 장관리 유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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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신석기시대

1. 신석기시대의 특징과 진천

기원전 8000년경 홍적세가 끝나고 충적세가 시작되면서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

해졌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게 되고 맘모스 같은 커다란 짐승들은 북

쪽의 추운 지방으로 옮겨가고 토끼와 같은 빠르고 작은 짐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인

류는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하여 활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세밀한 석기를 제작하여 뼈나 나무

에 꽂아서 작살처럼 사용하여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았다. 이러한 도구를 복합도구라고 하

는데, 이러한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시기가 구석기에서 신석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해서 중석기시대라고 부른다.5)

중석기시대가 지나면서 기후는 점점 따뜻해져 오늘날의 해수면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신석기인이 등장하여 신석기시대가 시작되었다. 신

석기시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은 간석기와 토기이다. 간석기는 적당한 돌을 숫돌에

갈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도구이며, 토기는 요리를 하거나 곡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흙

으로 구워 만들었다. 이 토기의 양식변천으로 신석기시대의 변화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토기는 강원도 오산리 유적으로 시기는 기원전 6000년

경까지 올라간다.6)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밑이 둥근 민무늬토기와 밑이 평평한 융기문토기를 사용하던 시

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기원전 4000년경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신석기시대가 이쯤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국의 신

석기문화가 발전하면서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토기는 대개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위가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다. 재질은 돌가루가 섞인 사질토를

빚어서 테를 쌓아 올려 만들거나 긴 띠를 감아올려 만들었다. 색깔은 일반적으로 회갈색

을 띠고 있으며 평행선과 같은 사선 무늬를 만들었다.  

이 토기는 대부분이 수변에 위치하는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 말

은 신석기인들 대부분이 하천이나 강가, 해안가 주변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

이다. 실제 신석기시대 유적지는 두만강·대동강·한강·낙동강 등과 같은 큰 강의 하류나 그

5) 이기백(1999), 『한국사신론』(신수 중판), 일조각, p.15. 
6) 한편 제주도 고산리에서 출토된 다량의 석기 유물들을 분석해 보니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정형화된 빗살무늬토기문

화 발생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고신석기단계를 선정하기도 한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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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까운 해안에 위치해 있다. 대표적인 유적지는 서해안 지역, 동북해안 지역, 그리고

남해안 지역으로 크게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진천 지역은 규모가 큰 강은 없지만 여러 하천들이 위치해 있어 신석기인들이 소규모라

도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신석기시대 토기편이 발견된 진천 연담리 유적은 이곳

에 신석기인들이 거주했던 증거로 볼 수 있다. 물론 대규모 거주지는 아닐지라도 진천의

하천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호천의 줄기를 따라 이어진 청주 오

송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진천 연담

리 일대에도 신석기인이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2. 신석기시대 토기와 진천 연담리 유적

신석기시대는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양식을 통해 그 시기 구분을 하고 있는데, 3시기

로 구분하고 있다. 고신석기시대, 전기 신석기시대, 중기 신석기시대, 후기 구석기시대이

다.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대개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1천 년 전 사이로 보고 있는데, 먼저

1만 년 전부터 6천 년 전까지를 고신석시대로 보고 있다. 고신석기는 전형적인 빗살무늬

토기가 성행하는 시기까지의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전기 신석기시대는

B.C.6000년경부터 B.C.3500년경까지로 보고 있다. 전기 신석기시대도 전엽, 중엽, 후엽

으로 나눠보는데, 각 시기별로 토기의 문양형태와 특징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전기 신석기 전엽의 경우 토기의 문양이 구연부에만 시문되어 있고, 출토 유물도 원시

민무늬토기와 융기문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어 한국의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와는 차이를

보이는 시기이다. 중기 신석기시대는 B.C3500년경부터 B.C.2000년경까지에 해당되며,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에 변화가 생겨 시문면적이 작아진 바닥무늬가 생략된 형식과 기복

부에 주로 새겨지던 어골문이 구연부까지 새겨진 바닥무늬가 없는 토기가 많이 만들어졌

다. 그리고 전기에 많이 출토되었던 융기문토기가 거의 사라지고, 토기의 전면이나 일부에

단사선문이나 횡주어골문 등이 굵게 시문된 태선어골문토기太線魚骨文土器가 유행하게 된다.

후기 신석기시대는 B.C.2000년경에서 B.C.1000년경에 해당하는데, 전형적인 빗살무

늬토기가 퇴화되어 구연부에만 일부 시문하는 토기가 일반적이며, 전체적으로 시문 면적

이 작아지고 아예 문양이 없는 토기들이 증가하게 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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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사편찬위원회(1997), 『한국사-구석기와 신석기문화』 2, pp.3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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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시대 대표적인 유물인 빗살무늬토기의 문화군은 크게 서해안 지역, 동북해안 지

역, 남해안 지역으로 나누어져 분포되어 발전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서해안지역은 3기

로, 동북해안 지역은 5기로, 남해안 지역은 5기로 각각 세분하고 있다.8)

우리나라에서 신석기시대 토기가 출토된 유적지의 수는 약 400여 개정도로 알려져 있

다.9) 제주도 고산리 유적 출토 토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빗살무늬토기류이다. 이들 유적지

들은 후빙기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주로 강가나 바닷가 등에 집중되어 있다. 대동강에

서 한강에 이르는 선과 그 주변 지역, 두만강 유역부터 함경도 일대의 동북 해안 지역, 낙

동강 유역과 남해안 일대와 도서 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다. 최근에는 충북 충주 조동리

유적과 같이 충청도 등 내륙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 유적지가 발견되고 있다. 충주와 가까

운 진천 연담리 유적도 내륙 지역의 한 특징을 이루지 않을까 추정된다. 충주 조동리 유적

이 가까이 남한강을 끼고 있는 것처럼 진천 연담리도 하천을 끼고 위치해 있어 신석기인들

의 거주 조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서해안 유역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유형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포탄형으로 직립구

연부에서 뾰족한 밑바닥으로 이어지고 있다. 토기의 태토에 운모가 섞인 경우가 많고, 석

면이나 활석이 섞인 것도 있다. 문양의 특징은 이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달린 시구문으로

긋거나 눌러서 만들었고, 토기의 전면에 시문하거나 일부에만 한 것이 있다.10) 이러한 토

기가 출토된 지역은 황해도 용연리 유적을 시작으로 궁산리·지탑리·암사동·미사동·시도·

별망·오이도 등지이다. 서해안 유역 출토 빗살무늬토기는 시기가 흐르면서 문양의 방식이

변화를 갖는데, 토기의 구연부, 기복부, 저부 등 전체에 시문하던 것에서 구연부와 기복부

에만, 나중에는 구연부에만 문양을 넣었다. 구연부에는 평행밀집단사선문·점렬문·격자문

등이 있고, 가운데 부분인 기복부에는 어골문이, 토기의 밑부분인 저부에는 방사선문 또

는 단사선문을 새겼다. 

동해안 유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거의 대부분 납작한 밑부분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

다. 태토에 굵은 모래알이 섞여 있으며, 일부에는 조갯가루가 섞여 들어간 것도 있다. 시

문의 형태는 주로 구연부와 기복부에 한정되고 있으며, 음각·압날·자돌에 의한 것이 대부

분이다. 이러한 특징의 토기들은 함경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장기간 특성을 유지한 채

존속되었다. 동해안 유역의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 패총을 기준으로 층위를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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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사편찬위원회(1997), 『한국사-구석기와 신석기문화』 2, p.313.
9) 국사편찬위원회(1997), 위의 책, p.353-354.
10) 이러한 토기양식을 서한뾰족밑유형토기라고 부르기도 한다(국사편찬위원회(1997), 『한국사-구석기와 신석기문화』

2,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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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눈다. 1기층에서는 찍어서 만든 단선문이 토기 상부에만 시문되었으며, 2기·3기로 가

면서 소형어골문이나 기하학적 문양들이 새겨지다가 4기에 이르면 점차 민무늬토기가 증

가하고, 5기에는 토기 표면의 상부에만 한정된 어골문이 시문되고, 민무늬토기가 다수를

점하게 된다.

남해안 유역의 지역적 특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신석기 유적은 동삼동패총이다. 이 유

적의 출토 토기를 기준으로 1기 조도기로부터 5기 영도기까지 5기로 구분한다. 3기와 4기

에 남해안 지역의 태선어골문토기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압인문押引文토기가 출현하여 성

행하게 되며, 5기에 이르면 토기의 문양이 퇴화하며 구연부 주위에만 한정되어 새겨지고

대부분 민무늬토기가 다수를 점하게 된다.

진천을 비롯하여 충북 지역 전체적으로 신석기 유적은 구석기 유적이나 청동기 유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굴되거나 조사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현재까지 충북 지역의 신

석기 유적으로 알려진 곳은 약 25군데 정도이다. 이중 지금까지 진천 지역에서 조사된 신

석기 유적은 연담리 유적이다. 남한강 유역에서는 상시 3바위그늘 유적, 황석리 B지구, 단

양 금굴, 양평리 B지구, 단양 수양개, 황석 A지구, 제천 광의리 A지구, 진목리 AB지구,

사기리 C지구(창내), 명서리지구, 도화리지구, 함암리지구, 하천리 D지구, 하천리 F지구,

지동리 A지구, 동량면 조동리 등이고, 금강 유역에서는 청원 아득이, 옥천 안터, 옥천 막

지리, 영동 원촌리, 영동 금정리이며, 기타지역으로는 청주 우암산, 상당산성, 제천 점말

용굴과 우리 진천 연담리 유적 등이다. 특히 진천과 비교적 가까운 충주 조동리 유적에서는

많은 빗살무늬토기 조각과 뗀도끼 등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특히 단양 상시 바위그늘 유적에서 출토된 융기문토기는 구연부 부근부터 덧띠가 4줄로

평행하게 눌려 부착되었고, 토기 겉면은 잘 연마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대부분 석영 또

는 운모가 섞인 태토로 만들어졌다. 또한 주요 특징인 무늬를 보면 주연부 주위에 단사선

문이 시문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는 평행단사선문과 횡주어골문橫走魚骨文을 구연부와

기복부에 시문한 것도 있다.11) 단양 도담리 금굴 유적에서12) 발굴된 빗살무늬토기의 경우

도 태토에 모래가 섞인 점토가 주류이고 일부 운모가 섞인 토기도 있다. 그리고 토기의 무

늬는 구연부 주변에 시문되어 있고, 몸통까지 시문된 것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시문수법

은 찰과상으로 시문한 것도 많으며, 횡주어골문도 보인다고 한다.13) 이 점은 진천 연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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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사편찬위원회(1997), 『한국사-구석기와 신석기문화』 2, p.386.
12) 도담리 금굴유적 관련해서는 손보기(1984), 「단양 도담리금굴유적 발굴조사」, 『충주댐수몰지구 문화유적연장발굴

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참고 된다. 
13) 국사편찬위원회(1997), 위의 책,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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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습된 빗살무늬토기편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진천 지역에서는 대규모 신석기시대 유적이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지역에서 빗살

무늬토기편을 수습한 적이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초평면 연담리 유적이다. 진천에서 청

주로 가는 구 17번 국도를 따라가다가 문백면 지역에서 좌측으로 꺾어 청소년야영장 방면

으로 갈 수 있는데, 4.5km 정도 가면 초평면 연담리 갈궁저리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에

연담리 유적이 있다.

1991년도 진천 지역 문화유적 지표 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연담리 갈궁저리 마을과 사양

리 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토기인 빗살무늬토기 편이 발견되었다. 이때 횡주어골

문이 새겨진 빗살무늬토기편 1점이 수습되었다. 연담리 지역은 미호천의 만곡부에 위치하

여 하천 바닥이 모래가 많이 퇴적하는 층이어서 신석기 유적이 형성되는 보편적인 입지를

잘 갖춘 지역이다. 연담리에서 수습된 빗살무늬토기 파편의 시문 방법이나 문양구성은 중

부지방의 즐문토기와 가깝다고 보는데, 이는 모양이 뚜렷하지 못하고 다치구多齒具로 찰과

상을 내어 시문하고 있는 방법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와

는 차이가 있다. 입자가 굵은 사립, 석영립 등이 흡입된 태토에서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사

질성 태토와는 차이를 보이며, 파편 조각은 토기의 밑바닥 부분으로 추정되고, 일반적인

빗살무늬토기와는 다른 기형의 첨저형으로 추측된다고 알려졌다.14) 비록 골재 채취공사

로 유적이 대부분 파괴되었다고 하나 채집된 토기편은 미호천 상류 지역에서 신석기문화

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담리 유적은 대체로 신석기시대 중기

말기에서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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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원복 외(1992), 『鎭川郡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국립청주박물관, pp.156-160.

<그림 4> 사양리 출토 유물 - 빗살무늬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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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청동기시대

1. 청동기시대 일반

1) 청동기시대의 문화사적 의미

신석기시대가 끝나고,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사회는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청동이라는 새로운 도구 소재에 초점을 맞춰 시대를 구분하거나 명칭을 정

하는 방식은 1816년 톰센(Christian J. Thomsen, 1788-1865)이 덴마크 왕립박물관의 선

사先史 유물을 석기-청동기-철기로 분류·전시하면서 확산되었던 삼시대체계三時代體系

(Three Age System) 전통의 일환이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청동 도구의 사용 외에 도시

의 등장, 문명으로의 진입, 문자의 사용 등을 이 시대의 주요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다. 삼

시대체계가 구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수용되어왔던 만큼,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Bronze

Age)’라는 명칭과 그 사회문화적 의미도 널리 인정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대륙

에서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이 체제를 따르던 일부 구대륙 나라도 자

신들의 상황에 맞춰 폐기 또는 변경한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민무늬토기시대’ 또는 ‘무문토기無文土器시대’로 대체하자는 주장

도 청동기에 비중을 둔 명칭이 우리의 문화적 특성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시대의 개시를 청동기가 아니라, 민무늬토기 제작 전통이 등장하는 시점으로 보

는 것부터 그러하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한반도 및 중국 동북東北

지방에서 민무늬토기 제작 전통은 기원전 20-15세기에 나타나는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시차도 있고 지역색을 드러내기도 한다. 청동기시대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편년

도 주로 토기 양식의 변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甕], 깊은 바리[深鉢], 얕은 바리

[淺鉢]나 주발[盌], 항아리[壺], 굽다리그릇[豆形土器] 등이 민무늬토기의 주요 기종器種들

이지만, 그보다는 공귀리식公貴里式 토기, 미송리식美松里式 토기, 돋은띠(새김)무늬[突帶(刻

目)文]토기, 팽이(형)[角形]토기와 구멍무늬[孔列]토기, 역삼동식驛三洞式 토기, 가락동식可 樂

洞式 토기, 흔암리식欣岩里式 토기, 송국리식松菊里式 토기, 덧띠[粘土帶]토기 등의 명칭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왔다. 대표 유적이나 특정 부위의 양식적 특징을 부각하는 명칭이 우리나

라 청동기시대 문화의 시간성과 지역성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강, 황허[黃河] 유역 등 주요 문명발상지의

청동기시대에서 보이는, 도시·문명(영역) 국가의 등장도 우리 청동기시대에는 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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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15)

그렇다고, 우리 청동기시대의 역동성을 폄훼할 수는 없다. 청동기시대 중간 즈음에 중

국 랴오둥[遼東]-한반도 북부에서는 고조선古朝鮮이 성립되고, 남한지역에서도 정치체政治

體가 성장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16)

2)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문화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유물遺物이나 유구遺構의 변화에 주목한다.

토기 및 주거 양식의 변이나 변화는 우리 청동기시대 문화의 시간성과 지역성을 보여준다.

흔히, 주거와 토기 양식을 결합하여 고고학적 ‘문화’ 또는 ‘유형類型’을 설정하고 청동기시

대 문화의 다양성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조사와 연구의

밀도가 높은 남한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몇몇 대표적인 유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돋은띠(새김)무늬토기와 돌깐모양[石床(圍石)式] 화덕을 갖춘 (장)방형 주거를 표지標識로

하는 일련의 유물군을 미사리渼沙里 유형으로 규정하는데, 남한의 조기早期(기원전 15-13세

기)를 대표하는 물질문화로 이해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유적은 그다지 수는 많지 않

지만, 남한 전체에 고루 퍼져 있다. 대부분 유적은 작은 마을 정도이지만 연기 대평리大坪

里나 춘천 중도동中島洞 유적에서 보듯, 상당히 큰 규모의 마을도 있다. 이런 마을들은 신석

기시대 수렵 채집 및 단순 재배를 넘어서는 농경문화가 남한 곳곳에 정착해감을 보여준다.

전기前期(기원전 13-9·8세기)는 가락동可樂洞·흔암리欣岩里·역삼동驛三洞 유형의 공존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가락동 유형은 가락동식 토기(겹아가리[二重口緣]+짧은빗금무늬[短

斜線文])와 돌두른모양[圍石式] 화덕을 갖춘 장방형 주거, 즉 가락동식 주거를 표지로 한

다. 역삼동 유형은 역삼동식 토기(구멍무늬토기)와 얕은 구덩모양[土壙式] 화덕을 갖춘 장

방형 주거를, 흔암리 유형은 구덩모양 화덕을 갖춘 장방형 주거와 흔암리식 토기(겹아가

리+짧은빗금무늬+구멍무늬)를 핵심으로 한다. 다만, 석기는 세 유형 간 큰 차이가 없다.

가락동 유형에 속하는 유적은 충청남북도가 접하는 지대를 중심으로, 나머지 두 유형의 유

적들은 남한 전역에 분포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큰 마을을 이루게 된다. 그런 큰 마을

중에는 수백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한 곳도 적지 않다. 이렇듯, 남한 전역은 괄목할 인구

증가를 경험하면서 본격적인 농업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특히, 특정 지점으로의 인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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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범철(2015), 「10. 사회성격」,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진인진, pp.186-206.
16) 김범철(2015), 위의 책.

(1권)진천군지내지(2부)1-2장Q0928_2부1장(160-199)  21. 12. 06  오후 4:08  페이지 171



2
부
역
사

172

은 다음 시기의 사회변화

를 추동하는 계기가 된다.

남한의 청동기시대 중

기中期(기원전 9·8-5세기)

는 송국리松菊里 유형이 대

표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림 5>를 보면 호

서湖西지역을 중심으로 한

‘송국리문화권’에서는 압

도적으로 이 유형이 확인

되는데, 송국리식 주거와

송국리식 토기를 핵심으

로 하여, 뒤에서 살필 홈

자귀, 삼각형돌칼 등도 주

요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송국리문화권 밖의 검단

리檢丹里 유형은 울산식 주

거와 검단리식 토기, 뒤에

살필 부리형 돌칼 등의 요소로 정의된다. 이러한 새로운 물질문화 유형의 형성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인구 증가가 정점에 이르게 되고, 주변의 여러 마을을 아

우르면서 중핵中核적인 역할을 하는 대규모 마을이 등장하며, 비파형동검과 같이 우두머리

[首長]의 위세를 상징하는 물품이 제작·활용되고, 매장 양상에 우두머리를 정점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위계가 반영되기도 하며, 지상地上 의례 건물을 마을 내에 축조하여 빈번한 집

단의례의 중심지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논과 수

리 시설을 이용한 쌀농사의 본격화라는 경제적 변화와 맥이 닿기도 한다.

후기後期(기원전 5-2세기 중엽)의 덧띠토기문화 또는 수석리水石里 유형은 자그마한 방

형의 주거와 덧띠토기, 긴목검은간토기[黑陶長頸壺] 등을 핵심요소로 한다. 그러나 이 시

기의 사회상과 좀 더 극명하게 연결되는 물질문화 요소는 일상 용기인 토기라기보다는 화

려한 청동기가 부장副葬되는 분묘이다. 이러한 분묘나 청동기의 등장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중국과 갈등을 겪던 고조선 및 남한지역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듯하다. 연燕나라 소왕昭王

(재위: 기원전 311-297) 때 장수 진개秦開의 침입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위기와 사회재편과

송국리문화 분포권

 송국리문화 비분포권

檢丹里 유형

堂洞里 유형

泉田里 유형 浦
月
里
 유
형

<그림 5> 청동기시대 중기문화의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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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중국 요동지방 청동문물의 적극적인 수용 및 부장 강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다.17)

2. 진천의 청동기시대

현재까지 진천군에서 청동기시대 조기의 흔적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청주 등지에서

해당 유적의 존재가 알려져 있어, 진천군 일대에서도 조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발견될 가

능성은 충분하다. 반면, 청동기시대 전기를 반영하는 물질문화는 분명하게 남아있는데,

주거유적의 양상은 특히 그러하다.

1) 주거 양상

진천읍의 가산리,

삼덕리, 송두리, 신정

리, 장관리, 덕산읍의

산수리와 석장리, 문

백면의 사양리, 이월

면의 신월리, 등 진천

군의 곳곳에서 청동기

시대 전기의 주거 양

상을 보여주는 유적이

<그림 6>과 같이 알려

져 있다.

이들은 대체로 1-4

채의 주거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다. <표 1>

에서 보면 전체 14개

소 중 5채 이상의 주거

10
111

58 32
고17

6

12

13

14

고4

고2

고3

고5

선2

9
4

선1

선3

1

58 32
7

6

12

13

9
4

고11

고8
고7
고6

고9고10

<그림 6> 진천군 내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

17)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2015),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6, 진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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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마을은 사

양리·신월리유적의 두

사례뿐이다.

사양리思陽里유적은

2001년 문백면 사양리

606-1번지 일대의 구릉

에 있던 5채의 집자리가

발굴되면서 그 면모가

드러났다.18) 유적이 입

지한 구릉 주변에는 백

곡천이 굽이 흐르는 넓

은 평야가 발달해 있어

농경에 유리한 지점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7>

을 보면 가장 큰 4호 주

거는 1,260×560㎝(약

21평)에 이른다.

바닥 중앙에는 돌두

름모양 화덕 2개가 설

치되어 있고, 장축방향

으로 기둥을 받치는 2

열의 주춧돌[礎盤]이 배

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한쪽 구석에는 저장용

토기를 세웠던 구덩이

가 있다. 주거뿐만 아니라, 출토되는 토기도 가락동식이어서 가락동유형에 속할 것으로 보

이지만, 골아가리무늬[口脣刻目文]토기나 붉은간[丹塗磨硏]토기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 옅

으나마 역삼동·흔암리유형과 맥이 닿아있음도 알게 한다.

신월리新月里유적은 이월면 신월리 608-1번지 일원의 구릉지대에 입지하는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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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中央文化財硏究院·鎭川郡(2001), 『文白 電氣·電子農工團地 造成數地內 鎭川 思陽里遺蹟』.

<그림 7> 사양리유적 4호 주거

번호 소재 읍·면 유적명 주거

1

진천읍

가산리 4

2 삼덕리 3

3 삼덕리 산1-1 1

4 송두리 4

5 송두리 산41-3 4

6 신정리 568-16 1

7 장관리 1

8 장관리 사미 3

9 장관리Ⅰ 1

10
덕산읍

산수리 3

11 석장리 1

12 문백면 사양리 5

13
이월면

신월리 9

14 내촌리 당골 1

<표 1> 진천군의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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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을 통해 9기의 주거

지가 드러났다.19) 가장

큰 9호 집자리는 긴네모

꼴로 1,196×304㎝(약

11평)의 규모이다. 바닥

에는 돌두른모양 화덕

자리[爐址] 2개가 남아

있는 전형적인 가락동

식 주거이다. 그러나 이

유적의 모든 집자리가 9

호와 같은 양상을 보이

지는 않는다. <그림 8>을 보면 1·6·7·8호는 구덩모양 화덕이 설치된 역삼동·흔암리식 주

거이다. 한편, 2호에서는 돌두른모양과 구덩모양이 공존하고 있어, 두 유형의 결합이 주

거 형태에서도 나타난 경우라 할 수 있다.

양식적 특징으로만 보자면, 진천군 내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전기의 개별 주거 중 사

양리 4호나 신월리 9호와 같은 가락동식이 절반을 넘고 유적 단위로 볼 때도 가락동식 주

거만 나타나는 경우가 절반을 넘어 가락동 유형이 훨씬 우세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형

적인 가락동 유형에 속하는 마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핀 신월리를 비롯하여, 산수

리山水里,20) 가산리佳山里,21) 삼덕리三德里 산 1-1번지22) 등 유적에서 보듯, 돌두른모양과 구

덩모양 화덕이 한 주거 내에서 발견된다. 주거 내에서는 출토되는 유물도 가락동식 토기

외에 골아가리무늬토기 등 흔암리·역삼동유형이 가미된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청동기시

대 전기 유형들이 혼합되는 양상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충청북도, 특히 서

부의 독특한 양상이다.

가락동 유형의 영향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드물게 역삼동·흔암리 유형에 속할 수 있는

유적도 나타난다. 송두리松斗里 산41-3번지유적23) 및 장관리長管里Ⅰ유적24)에서는 구덩모

1
장
선
사
시
대
의
진
천

175

19) 中央文化財硏究院·大田地方國土管理廳(2005), 『鎭川 梨月迂回道路建設區間內 鎭川 新月里遺蹟』.
20) 中央文化財硏究院·鎭川水産業團地開發(2014), 『鎭川 山水産業團地 造成事業敷地 內 鎭川 山水里遺蹟』.
21) 한국선사문화연구원·세양물류(2015), 『鎭川 佳山里 遺蹟: 진천 가산리 ㈜세양물류 창고신축 및 증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흥진산업(2019), 『진천 삼덕리 산1-1번지유적』.
23) 충청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2017),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야적장 확장사업부지내 진천 송두

리 산41-3번지유적』.
24)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硏究所·大田地方國土管理廳(2002), 『진천 장관리 유적(Ⅰ)』.

<그림 8> 신월리유적 6호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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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화덕이 있는 주거만

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진천군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

거유적으로 보건대, 청

동기시대 전기의 양상

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후 시기에 대

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단지 이월면 내촌리內村

里 당골유적25)의 양상이

중기문화의 일단을 짐작케 한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2기의 청동기시대 주거 중 1호<그림

9>는 전형적인 송국리식이다.

평면은 말각방형抹角方形에 가까운 둥근 모양으로 내부에는 한 쌍의 기둥구멍이 있는 타

원형 중앙토광中央土壙, 벽구壁溝 등이 갖춰져 있다. 면적은 약 16-17㎡로 대략 4명이 거주

할 정도인데, 송국리식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규모이다.26) 2호는 송국리식 주거는 아니

지만, 홈자귀[有溝石斧] 같은 유물로 보아 중기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양의 탄화

된 목재가 덮인 것으로 보아 두 주거 모두 화재로 소실된 듯하다. 1호는 현재까지도 진천

군 내 유일의 송국리식 주거로, 미약하지만 진천군의 청동기시대 중기문화를 분명하게 입

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앞서 살핀 대로, 남한 청동기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송국리 유형은 호서지역에서 가장 번

성했다. 이런 점이나 인접한 고장에서도 송국리 유형 유적이 적잖이 확인되는 점에 비춰

보자면, 진천군 내에서 이 유형의 드문 것은 다소 이채롭다.

내촌리 당골유적처럼 분명하지는 않지만, 진천읍의 송두리 산41-3번지유적27)에서 조

사된 4기의 주거들도 시간적으로는 중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많이 훼손된 채로 발견되

었지만 말각방형으로 추정되는 주거 내부에서 구덩모양 화덕과 토기 꽂은 구덩이가 <그림

10>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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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내촌리 당골유적 1호 주거

25) 中央文化財硏究院·大田地方國土管理廳(2009), 『鎭川-斗橋里 道路工事區間內 鎭川 內村里당골遺蹟』.
26) 金範哲(2012), 「靑銅器時代 家口變化의 社會經濟的 意味: 中西部地域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76號, 韓國

上古史學會, pp.27-49.
27) 충청문화재연구원·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2017),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야적장 확장사업부지내 진천 송두

리 산41-3번지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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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역삼동 또는 흔

암리식 주거로 볼 수도

있으나 유물 중 송국리

식 토기와 통자루식[一

段柄式] 간돌검[磨製石

劍]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중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측정된 절대연

대도 기원전 8-5세기

로 비정될 수 있어 그러

한 추정의 신빙성을 높

인다.

2) 매장 양상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매장埋葬 및 장송葬送 행위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무덤

이다. 특히 청동기시대에는 고인돌[支石墓], 돌널무덤[石棺墓], 돌덧널무덤[石槨墓], 돌뚜

껑움무덤[石蓋土壙墓] 등(큰) 돌로 쓴 무덤이 성행하는 덕에 다른 재료를 쓴 경우보다 현

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고인돌은 발견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잔존하

는 사례도 많아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 양식 또는 묘제墓制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고인

돌(dolmen)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최대 밀집지여서 세계 선사시대 거석문화巨石文化 연구

에서도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림 6>에서 보였듯이 진천군 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고인돌의 존재가 알려져 있다. 진

천읍 성석리聖石里·원덕리院德里, 덕산읍 옥동리玉洞里, 문백면 평사리平沙里, 이월면 노원리老

院里, 초평면 용기리龍基里·용정리龍亭里·용산리龍山里 일대 10여 곳에서 26기 정도가 <표 2>

와 같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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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송두리 산41-3번지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

번호 소재 읍·면 유적명 형식(수)

고1
진천읍

성석리 개석(1)

고2 원덕리 개석(1)

<표 2> 진천군 내 청동기시대 거석기념물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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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굴된 사례가 없어 전모를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자

식卓子式, 바둑판 모양의 기반식碁盤式, 굄돌이 없는 개석식蓋石式, 굄돌을 두르는 위석식圍石

式 등 외형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한 ‘전통적인 분류안’28)에 따라 형식을 나눌 수는 있다. 그

에 따르면, 개석식이 압도적이며, 탁자식이나 위석식은 전무하다. 한편, 용기리 방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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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재 읍·면 유적명 형식(수)

고3 덕산읍 옥동리 개석(1)

고4 문백면 평산리 개석(4)

고5 이월면 노원리 논실 개석(5)

고6

초평면

용기리 구암 개석(1)

고7 용기리 방죽안 기반(3),개석(4)

고8 용기리 숫골 개석(1)

고9 용기리 용전 기반(1)

고10 용산리 용대 개석(3)

고11 용정리 생곡 기반(1)

선1
광혜원면

실원리 선돌(1)

선2 월성리 선돌(2)

선3 백곡면 대문리 선돌(1)

<그림 11> 용기리 방죽안 고인돌

28) 金範哲·金庚澤·朴妵煐(2020), 「美湖川 유역 支石墓에 대한 綜合的 이해」, 『역사와 담론』 제95집, 湖西史學會,
pp.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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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리 논실 등 서너 유적을 제외한 다수의 유적에서는 단지 한두 기만의 고인돌이 확인되

었다.

초평면 용기리龍基里 방죽안 마을에는 유적을 단위로 했을 때, 진천군 내에서는 가장 많

은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7기의 고인돌이 30×35m의 범위에 밀집해 있어 용기리 칠암七岩 고인돌로도 불리

기도 했지만, 1980년대 훼손되고 옮겨져 현재 <그림 11>을 포함한 4기의 고인돌만 남아

있다. 낮은 야산이 흘러내린 끝부분의 구릉지대로 주변 지역보다 약간 높아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조망이 좋은 지역에 입지한다. 현재 남아있는 고인돌은 개석식이지만 기반식도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덮개돌[上石]은 길이가 160-230㎝로 다양하고 가장자리에는 손질한

흔적이 많다. <그림 6>과 <표 2>에서 보듯이 광혜원면과 백곡면을 제외한 2개 읍과 3개

면에서 고인돌이 확인되지만, 5개 유적이 진천군 남동부에 해당하는 초평면에 집중되어

있고 개별 고인돌의 수로 보아도 절반에 이르고 있어, 이 일대가 ‘고인돌 집중지대’이며 그

중심에 용기리 방죽안 유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인돌과 함께 선돌[立石]도 청동기시대 주요 거석기념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변

에서 관련된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도 많

다. 진천군 내에서는 광혜원면의 실원리實院里 및 월성리月城里, 백곡면의 대문리大門里 등 세

곳에서 모두 4기의 선돌이 알려져 있다.

3) 기타

앞서 살핀 주거 및 고인돌유적 외에 매장·저장·생산과 관련된 유구遺構들이 드러난 유적

들이 있다. 장관리長管里유적은 진천읍 장관리 1-59번지에 소재하는데, 토광묘 1기가 확인

되어 진천군 내에서 흔치 않은 사례이다.29) 대부분 파괴되어 뚜껑돌이 있던 돌뚜껑움무덤

인지 단순한 움무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부장된 통자루간돌검 1점과 민무늬토기

로 보아, 조심스럽게 청동기시대 중기에 비정할 수도 있겠다. 송두리松斗里 328-1번지유적

에서는 평면이 타원형과 원형인 (옥외저장)수혈 2기가 확인되었다.30) 내부에서 출토된 덧

띠토기와 삼각편평촉三角扁平鏃으로 추정되는 화살촉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할 것

으로 판단된다. 진천읍의 삼덕리三德里유적에서는 <그림 12>처럼 전형적인 가락동식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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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中原文化財硏究院(2009), 『진천 장관리 1-59번지 일원 공장설립부지 내 鎭川 長管里 遺蹟』.
30) 중원문화재연구원·코스메카코리아(2020), 「진천 송두리 (328-1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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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함께 저습지도 확

인되는데, 내부에서 다

량의 유기물과 목재가

출토되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

지는 않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진천읍의 문

봉리 용소매기, 덕산읍

의 구산리·화산리, 광혜

원면의 실원리, 문백면

의 평산리, 이월면의 동

성리 자래, 노원리 논

실·송림리 독지미, 초평면의 용정리 생곡·진암리 구정벼루·용산리 등지에서는 무문토기편

등이 수습되어, <표 3>과 같이 읍·면 단위로 보자면 진천군 내 모든 곳에서 청동기시대 주

민들이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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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삼덕리유적의 청동기시대 저습지

읍면
청동기시대 문화 내용

주거 거석기념물 기타

진천읍 ○ ○ ○

덕산읍 ○ ○ ○

초평면 - ○ ○

문백면 ○ ○ ○

백곡면 - ○ -

이월면 ○ ○ ○

광혜원면 - ○ ○

<표 3> 진천군 읍·면별 청동기시대 문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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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철기시대

1. 철기시대 일반

1) 철기사용의 문화사적 의미

철로 만든 도구가 보급되면서 인류의 전투 및 생산 양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된다

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런 보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

렸다. 기원전 4000년, 인류역사상 철이 처음 사용되었을 무렵의 ‘철기鐵器’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두드려 만든 자그마한 장신구 정도였다. 그러다가 기원전 3000년 근동近東

(Near East)에서 정련精鍊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차츰 도구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기원

전 1400년 무렵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된다. 아마도 1,000℃ 넘는 온도를 올려

야 하는 등의 기술적 발전이 수천 년의 시간을 소모한 듯하다. 중국에서는 그보다도 늦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기원전 770-221)에 들어서야 온전한 철기가 등장하고, 진秦·한

漢나라가 되어서야 사용이 본격화된다.31)

그런데, 철기가 처음 등장한 때부터를 철기시대鐵器時代(Iron Age)로 부르는 것도 아니

며, 잘 알다시피 중국 진·한 제국을 철기시대로 부르지도 않는다. 앞서 언급한 ‘삼시대체

계’에 따르자면, 철기시대는 석기 및 청동기시대 다음에 오는 선사시대이다. 말뜻 그대로

라면, 철기를 최초로 사용한 다음부터의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하거나 당시의

모습을 알려줄 문헌이 많이 남아 있는 때까지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런 탓에, ‘철기시대’를 (선사)편년 체계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다만, 근동

에서처럼, 왕조나 주요문화의 이름으로 편년 체계를 구성하면서 병행적으로 철기시대를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2) 우리나라 철기시대의 특징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전국시대의 영향의 받아 철기가 등장하지만 이때부터를 철기시

대라고 부르기는 다소 어색하다.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기원전 300-서력기원 전후)와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서력기원 전후-300)를 통합하여 ‘철기시대’라고 하거나 그 전반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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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國立文化財硏究所(2001), 『韓國考古學事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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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대, 후반을 철기시대 후기로 보는 견해 있기는 하다.32) 그러나 우리나라 선·원사 고고

학에서도 철기시대의 개념은 정립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다지 적극적으

로 쓰이지도 않는다.

‘초기철기시대’라는 명칭이 남·북한지역 간 철기의 등장에 무시하기 힘든 시차가 있음을

인정하고, 양 지역을 뭉뚱그리기 위해 제창33)된 바, 그 연대의 상한上限을 바로 남한에 적

용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 전반 무렵의 주된 문화내용도 세형동검細形銅劍이나 거친무늬

거울[粗紋鏡], 덧띠토기 등으로, 앞서 살핀 청동기시대 후기에 속한다. 다만, 기원전 2세

기 중반 한반도 서남부해안에서 주조鑄造철기를 부장한 무덤이 나타나면서 청동기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초기철기시대처럼 원삼국시대도 다소 애매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고안된 명칭이다. 즉, 『삼국사기三國史記』 초기 기록 인정과 관련된 논란, 남북한지역

을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 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삼국시대의 원초기原初期, 또는 원사原史

단계의 삼국시대라는 뜻으로 (중간생략) 문헌사, 고고학에서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명칭

으로 제안되었다.34) 적지 않은 문제 제기35)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편년체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대 명칭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의 소멸과 철기의 발달 및

보급”36)이라는 원삼국시대의 문화적 특징이 두루 인정된다.

명칭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어왔지만 문화 내용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사에서

역사시대로의 전이 과정이라는 문화사文化史적 의미는 오히려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의 조정을 거쳐 초기철기시대 후반과 원삼국시대를  ‘철기시대’라는 이름 아래, 진천군의

문화 양상을 살피는 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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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고고학회 편(2010), 『한국고고학강의(개정신판)』, 사회평론.
33) 金元龍(1986), 『韓國考古學槪說 (3판)』, 一志社.
34) 金元龍(1986), 위의 책.
35) 김정배(1996), 「‘原三國時代’ 용어의 문제점」, 『韓國史學報』 제1호, 高麗史學會, pp.7-19.

노혁진(2015), 「비평_한국고고학의 시대구분과 원삼국시대론에 대한 소론」, 『湖南考古學報』 51, 湖南考古學會,
pp.122-132.

이청규(2007), 「선사에서 역사로의 전환: 原三國時代 개념의 문제」, 『韓國古代史硏究』 46, 韓國古代史學會, pp.73-
100.

이현혜(1993), 「원삼국시대론 검토」, 『韓國古代史論叢』 5, 韓國古代社會硏究所, pp.6-35.
36) 金元龍(1986),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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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천의 철기시대

일반적으로 초기철기시대에는 단면이 원형 또는 삼각형의 점토띠(덧띠)를 부착한 토기

와 함께 긴목흑색간토기, 고배형高杯形토기 등의 토기류와 삼각편평촉 등의 석기류가 등장

한다. 주거로는 평면이 방형인 작은 수혈주거가 유행하는데, 늦은 시기에는 고래가 설치

되기도 한다. 분묘로는 적석석관묘나 토광(목관)묘 등이 대표적인데, 내부에서는 세형동

검을 비롯한 다양한 청동기와 함께 늦은 시기에는 도끼 등 주조철기류가 부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진천군 및 인근 지역에서 그러한 흔적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덕산읍 합

목리合牧里 314-2번지 일원 공장증설 예정부지에서 행해진 간단한 조사를 통해 고배형토기

를 확인37)한 바 있어 초기철기문화의 존재 가능성은 부정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송두

리松斗里 328-1번지유적에서 긴목검은간토기가 부장된 토광묘 1기가 발견38)되어 향후 초기

철기문화 발견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미약함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원삼국시대에 접어들면 충청북도 북부의 미호천 상류 지역에서는 초기철기시대와는 차

이가 나는 문화양상이 분명하게 인지된다. 주거로는 평면 방형을 띠고 네 모서리에 기둥

이 있는 4주식四柱式 수혈竪穴주거와 분묘로는 토광묘가 우세해진다. 토광묘는 내부에 관이

나 곽을 쓴 것이 많지만 분명치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토광묘 주위에 도랑이 있는 주구

토광묘周溝土壙墓도 제법 확인된다. 토기로는 경질무문硬質無文토기, 타날문打捺文토기, 회흑

색무문양토기 등이 같이 쓰인다. 철기는 주로 무덤에 부장된 것만 남았는데, 낫[鎌], 도끼

[斧], 끌[鑿], 손칼[刀子], 새김칼[刻刀] 등 농공구가 우세하다.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에 비춰보자면, 진천군의 ‘철기문화’는 원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확연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도 그러하듯, 진천군의 원삼국시대와 삼국

시대 백제 초기문화의 양상은 분명한 구분이 어려워, 3세기에서 4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유적을 원삼국시대 문화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원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전역의 여러 집단들은 소국小國으로 성장한다. 한강 이

남의 소국들은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등 삼한三韓을 이루게 된다. 각각의 영역을 염두

에 두자면, 진천군은 3세기 무렵 한강과 금강·영산강유역 일대39)에 자리 잡았던 마한의 일

부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 따르면, 당시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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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2010), 「진천 덕산면 합목리 314-2번지 일원 공장증설 예정부지 내 표본시굴조사 약보고서」.
38) 중원문화재연구원·코스메카코리아(2020), 「진천 송두리 (328-1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9) 성정용(2013), 「韓의 시작과 馬韓」, 『마한·백제의 분묘문화 I: 서울·경기·인천·강원』,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진인진,

pp.73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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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국40)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그보다 이른 시기부터 마한을 병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루

왕多婁王(재위: 28-77)대의 영역 확장 및 신라와의 갈등에 관련된 기사41)를 종합해보면, 백

제는 1세기 중반 이미 오늘날의 충주에서 보은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세기 중·후반 근초고왕近肖古王(재위: 346-375)대에는 마한의 잔여세력을 통합하고

고구려마저 공격하면서 오늘날의 경기·충청·전라도의 전부와 낙동강 중류역, 강원, 황해

도의 일부까지 점유하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42)

이런 문헌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진천군 일대가 정확히 언제 백제의 영향권에 포함되었

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4세기 중반 이후에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었을 것이라

는 판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한 상황은 <그림 13>처럼 그간 진천군 내에서 확인된 여러 유적의 양상으로 상당

부분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표 4>에서 보

면, 약 16개 유적에

서 주거·생산·매장

에 관련된 유구들이

확인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성격

에 따라 구분할 수

도 있겠지만, 실제

로는 적잖은 유적에

서 주거와 (철기·토

기의) 생산 기능을

하는 유구가 함께

나오는바, 복합적

인 성격의 ‘생활유

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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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馬韓在西. 其民土著…凡五十餘國.”의 기사에 따른다.
41)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多童王.
42)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近肖古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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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진천군의 철기시대 유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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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인되기로는 진천읍의 삼덕리유적, 성석리 336번지·山 1번지유적, 진천 송두

산업단지 내에서 조사된 송두리유적, 송두리 田 157유적, 덕산읍의 구산리 철 생산유적,

삼룡·산수리유적, 석장리 철생산유적, 진천·음성혁신도시 내 유적, 문백면 사양리유적, 이

월면의 신월리유적 등은 철기시대 진천군 일대의 생활 및 생산의 양상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이다.

앞서 살핀 대로, 철기시대에는 소국이 형성되고 성장하여 고대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다. 철의 생산은 국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던 만큼, 당시 정치체들로서는 그에 많은

공력을 투여하고 첨단기술을 제철 공정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 결과 당시 사람들은 효율적인 제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생산품의 성격과 용도

에 맞추어 각기 다른 복잡한 공정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

진천군의 철기시대 또는 초기 백제의 생활유적 중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철 생산시설이

집중되는 유적이라는 것이다. 덕산읍 석장리 381번지에 소재한 석장리石帳里유적은 그 대

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43) 충청북도 기념물 제124호로, 우리나라 최초로 조사된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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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國立淸州博物館·浦項産業科學硏究院(2004), 『鎭川 石帳里 鐵生産遺蹟』.

번호 소재 읍·면 유적명 주거 분묘 기타

1

진천읍

삼덕리 2 0 9 지상건물, 수혈, 우물, 수전

2 성석리 336 0 0 22 지상건물, 주공군, 수혈, 도랑

3 성석리 산1 0 0 1 수혈

4 송두리 248 1 676
지상건물, 주공군, 수혈, 우물, 도랑, 
토기가마, 제철로, 폐기장

5 송두리 CQV 0 1 0 해당 없음

6 송두리 328-1 0 86 0 해당 없음

7 송두리 산60 0 2 0 해당 없음

8 송두리 전157 6 0 9 주공군, 도랑, 수혈, 집석시설, 제철로

9 신정리 0 1 0 해당 없음

10

덕산읍

구산리 철생산 0 0 1 제철로

11 구산리 0 14 0 해당 없음

12 삼용(·산수)리 4 0 11 토기가마, 수혈, 폐기장, 도랑

13 석장리 철생산 2 0 55 제철로, 수혈, 도랑, 주공군

14 중부신도시 2 0 2 수혈, 소성시설

15 문백면 사양리 0 0 4 목탄가마

16 이월면 신월리 9 2 0 해당 없음

<표 4> 진천군 내 철기시대 생활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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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생산유적이어서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유적의 조사

결과는 제철製鐵의 공정을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왔다. 

크게 보자면, 본격적인 철 생산은

우선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분리하여

철괴鐵塊를 생산하는 작업, 즉 제련製

鍊으로 시작되어, 반복적으로 불순물

을 제거하는 정련精鍊의 과정을 거친

뒤, 가열·단타·성형하여 도구를 제작

하는 단야鍛冶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석장리유적에서는 이런 일련의 공정

을 복원할 수 있는 지상식 대형 상형

로箱形爐, 반지하식 원형로圓形爐 등 다

양한 형태의 제철로爐 36기가 확인되

었다. 발굴된 시설을 복원해보면, 철

괴의 생산을 위해 철광석과 목탄을 넣

은 후 휘어진 대형 송풍관을 통해 노 안으로 바람을 넣어 가열하였으며 목탄의 소모를 줄

이기 위해 철광석을 예비 가열하고, 광석의 융점을 떨어뜨리거나 탈탄脫炭하기 위해 석회

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철로의 하부에는 숯을 깔아 습기를 차단하고, 점토

와 짚과 모래를 섞어 고열로 노벽이 갈라 터지는 것을 방지하였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렇

게 추정된 철 생산 과정은 <그림 14>처럼 복원 실험을 통해 재연되기도 하였다.44) 또한,

대형 제철로를 활용한 고도의 제철기술이 고대 일본으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주거 2기도 드러났다. 이들은 당초 상형로箱形爐로 판정되었으나, 구조와 층위의

재검토를 통해 쪽구들을 갖춘 (수혈)주거로 정정하게 되며, 그 외 너덧에 대해서도 제철로

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45) 주거와 제철로 외에도 일상생활과 관련되었을 (옥

외 저장)수혈 17기, 지상건물의 기둥 자리로 보이는 주공군柱孔群도 유적 내 여러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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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복원된 제련로를 이용한 작업광경

44)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2019), 「중원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종합보고서 2015-2019」.
45) 장덕원(2017), 「진천 석장리유적의 제철시설 성격 재검토」, 『中央考古硏究』 第23號, 中央文化財硏究院,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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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장리유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덕산읍 구산리九山里유적에서도 제철로가 1기가 발

견46)되어 이 일대가 철기시대 제철 관련 시설의 집중 지역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철기시대 진천군 내에서 수행된 제철작업의 면모를 좀 더 확연하게 보여줄 사례

는 진천 송두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사(2016-2018)된 송두리松斗里유적일 것이

다. <그림 13>에서 보듯, 성석리聖石里 336번지·산1번지, 송두리 전 157번지, 송두리 산60

번지, 송두리 CQV 등 진천읍에 소재한 대여섯 유적은 반경 1㎞ 내에 모여 있고 그 중심에

는 송두리유적이 위치한다. 이름은 하나의 유적이지만 송두리 및 가산리 일원 약 240,000

㎡에 산재하는 7개 지점을 아우른다.47) <표 5>에서 보듯, 철기시대에 속하는 유구만 거의

1,000기에 달하는 초대형유적이다. 주거는 물론, 지상건물, (옥외 저장)수혈, 기타 주공

군, 도랑, 토기가마, 철 생산시설인 노, 폐기장, 토광묘 등 유구의 종류도 다양하여, 진천

군의 철기시대 주거·생산 양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혈)주거는 대략 10-70㎡로 다양한데, 15-30㎡ 정도의 것이 전체의 2/3에 이르러 가

장 일반적인 규모로 보인다. 내부에는 기둥과 벽채에 관련된 주공柱孔 및 벽구壁溝와 부뚜

막이나 쪽구들 같은 취사·난방시설 등이 설치되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공 배치에 의

거하여 주거의 구조를 사주四柱식·사주벽주四柱壁柱식·비非4주식·벽주壁柱식으로 구분하는 관

행에 따르면, 이 유적에서는 4주식을 기본으로 그에 벽주를 첨가하는 형태가 압도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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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립청주박물관(2001), 『鎭川 九山里 鐵生産遺蹟: 學術調査報告書』.
47) 중앙문화재연구원·송두산업단지개발(2020),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진천 송두리유적 Ⅰ-Ⅴ』.

유형

지점

생활유구 생산유구 토
광
묘

합계
주거

지상
건물

수혈 우물 주공군 도랑
토기
가마

노 폐기장

1지점 6 0 15 1 2 1 0 7 0 0 32

2지점 8 17 39 0 1 14 0 4 0 0 83

3지점 17 2 116 0 3 13 3 14 1 0 169

4지점 77 5 40 5 2 2 1 19 0 1 152

5지점 13 1 39 0 2 9 12 0 4 0 80

6지점 22 4 35 0 1 16 0 0 0 0 78

7지점 105 0 196 2 2 13 0 12 0 0 330

합계 248 29 480 8 13 68 16 56 5 1 924

<표 5> 송두리유적 철기시대 유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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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주공군으로부터 추

정·복원될 수 있는 지상

건물은 1×1칸, 2×1칸,

2×2칸 등의 형태인데,

일부는 주위에 도랑이

있기도 하다. 이런 (수

혈)주거와 지상건물 주

변에는 단·복수의 수혈

이 위치한다. 이 수혈은

옥외저장시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옥외저장

시설은 청동기시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

만 대체로 규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의 평면은 원형·타원형·

방형·부정형을 띠며, 전

체적으로는 플라스크나

원·사각통의 모양이다.

주거·지상건물·수혈 등

의 주변 곳곳에서는 나

무귀틀 또는 토기와 돌로 만든 집수시설, 곧 우물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상시설 외에 토기가마 및 폐기장, 철 생산 시설인 노 등의 생산 시설도 이 유

적의 의미를 부각한다. 특히 노는 <그림 17>처럼 대부분 제련을 위한 것이다. 송두리유적

을 비롯하여 앞서 살핀 석장리, 구산리 등 진천군 내에는 철기시대 및 백제 초기 제철유적

이 여럿 알려져 있었다. 철 생산 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땔감으로 쓸 삼림, 운반

과 용수공급에 활용될 제법 큰 규모의 하천, 철광석 산지 등이 거명되는데, 진천군은 철광

석 산지만 인접하지 않을 뿐, 나머지 요소들이 풍부하다. 이런 점과 함께 영·호남으로 진

출하기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도 진천의 제철 관련 유적이 빈번하게 발견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 장단점이야 무엇이건, 여러 지점에 제철시설이 산재해 있는 송두리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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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송두리유적의 4주식 주거

<그림 16> 송두리유적의 저장수혈 복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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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시대의 제철복합

단지’라 할 만한 대규모

유적임은 분명하다.

토기가마[土器窯]는

이 유적에 앞서 진천군

에서도 이미 조사되었

던 굴가마[登窯]인데,

몇 개 지점에 흩어져 있

기도 하지만 한 지점에

는 10기가 모여 있기도

하다. 이로 볼 때, 전문

적인 집단 생산 체계와 소규모의 자급적 생산 방식이 한 유적에 공존하는 특이한 양상도 알

수 있다. 결국, 송두리유적은 제철복합단지일 뿐만 아니라, ‘복합적 생산단지’인 셈이다.

제철 공정에 필수적인 것이 백탄白炭인 만큼, 제철유적 인근에서 목탄가마[木炭窯]가 발

견될 것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일이다. 철기시대보다는 다소 늦지만 구산·석장리九山·石帳里

제철유적48) 인근에 목탄가마군이 조성되어 있는 사례는 그 밀접한 관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진천군 곳곳에서는 철기시대 및 초기 백제의 목탄가마가 발견되어왔다. 사

양리유적(4기),49) 산수리유적(2기),50) 내촌리 당골유적(2기),51) 금곡리유적(1기),52) 신척

리유적(5기),53) 중부신도시 중맹골유적(1기)54)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중 문백면의 사양리思陽里유적에서 확인된 양상은 철기시대 목탄가마에 대해 많은 정

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을 보면 4기의 목탄가마는 측구식側口式으로 등고선과

평행하여 길게 조성된 반지하식이다.55) 이런 목탄가마는 백탄을 생산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제철기술이 향상되는 시기와 맞물려 급격하게 많은 수가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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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송두리유적의 제련로

48) 한국선사문화연구원·충청북도(2013), 『鎭川 九山里·石帳里 遺蹟』.
49) 中央文化財硏究院·鎭川郡(2001), 『文白 電氣·電子農工團地 造成數地內 鎭川 思陽里遺蹟』.
50) 中央文化財硏究院·大田地方國土管理廳(2007), 『鎭川IC-金旺(1工區) 道路建設工事區間內 鎭川 山水里·玉洞里·陰

城 麻山里 遺蹟』.
中央文化財硏究院·鎭川山水産業團地開發(2014), 『鎭川 山水産業團地 造成事業敷地 內 鎭川 山水里遺蹟』.

51) 中央文化財硏究院·大田地方國土管理廳(2009), 『鎭川-斗橋里 道路工事區間內 鎭川 內村里당골遺蹟.
52) 中央文化財硏究院(2009), 『鎭川-斗橋里 道路工事區間內 鎭川 琴谷里遺蹟』.
53) 中原文化財硏究院·忠北開發公社(2014), 『鎭川 新尺産業團地 造成敷地 內 鎭川 新尺里遺蹟』.
54) 中央文化財硏究院·韓國土地住宅公社(2013), 『忠北 鎭川-陰城 革新都市開發 事業地區內 中部新都市 遺蹟』.
55) 中央文化財硏究院·鎭川郡(2001), 『文白 電氣·電子農工團地 造成數地內 鎭川 思陽里遺蹟』.
56) 朴相賢(2018), 「南韓地域 古代 木炭窯의 變遷과 要因」, 忠北大學校 碩士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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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유적과 함께 일련의 토기생산유적도 진천군 철기시대 생산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

다. 앞서 살핀 송두리유적과 함께 삼용·산수리三龍·山水里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은 덕산

읍 산수리 195-1번지 및 이월면 삼용리 141-1번지에 소재하는데, 행정구역상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연접해있다.57) 이 일대에서는 20여 기의 토기가마가 확인되었는데, 한 번에 모

두 축조된 것이 아니라, 세분하면 5단계, 크게는 두 시기에 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

나의 토기가마군처럼 불리지만, 삼용리의 토기가마들은 철기시대에 속하는 반면, 산수리

는 그보다는 늦은 삼국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용리에서 확인

된 토기가마 11기는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이고 소성실의 바닥이 연소실에서 야트막한 턱을

두고 올라간 다음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는 굴가마이다. 한편 수직식 연소실이라는 점과 굴

뚝시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특이하다. 가장 먼저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87-1호 가마는 <그림 19>에서 보듯 입구인 아궁이 쪽은 완전하게 남아 있으나 가마 상

부는 모두 파괴되었고, 소성실 바닥도 북쪽 끝부분이 잘려 나갔다. 요窯의 장축은 야산의

능선방향과 직교하며, 그 형태는 지하식 굴가마로 추정된다. 발굴 당시에는 5.9m, 최대너

비 3m 규모였지만, 원래의 길이는 6m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궁이 벽에는 점토를

발랐던 흔적이 없고, 소성실 벽에는 원래 점토를 발라 굳어진 점토막이 형성되었으나 대

부분 탈락되고 일부만 남아있다. 이 가마의 근처에서는 불량품을 버린 토기폐기장도 1개

소 확인되었다.

토기생산시설 외에 주거도 4기 조사되었다. 평면은 말각방형을 띠는 4주식이되, 벽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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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韓南大學校 中央博物館(2006), 『鎭川 三龍里·山水里 土器 窯址群』.

<그림 18> 사양리유적의 측구식 목탄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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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주가 부가된 형태로

추정되지만 잔존 상태

가 불량하여 명확하지

않다.

철기·토기·목탄 생산

을 위한 시설이 집중된

유적 외에도 주거 및 농

업 생산에 좀 더 집중했

을 생활유적도 확인된

다. 삼덕리와 신월리유

적은 그 대표적인 사례

이다. 삼덕리三德里유적은 진천읍 삼덕리 789-1번지에 소재하는데, 주거 2기, 수혈 6기,

지상건물의 기둥자리로 보이는 주공군柱孔群, 우물, 도랑 등이 확인되었다.58) 또한 주변에

서는 논과 목재를 적치했을 저습지 등도 발견되었다. 철이나 토기의 생산과 관련된 시설

이 알려지지 않아 진천군 내 다른 생활유적과의 차이를 감지하게 하는 한편, 농경에 집중

했던 일반적인 철기시대 또는 백제 초기 마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진천읍 송두리 전 157번지에 소재한 송두리松斗里유적의 양상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유적에서는 주거 6기 외에 지상건물의 기둥 자리로 보이는 주공군柱孔群, 지하

저장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혈 1기, 자그마한 돌무지시설, 화덕, 도랑 2개 등이

확인되었다.59) 주거는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모습을 알기는 어렵지만 구덩모양 노

지나 아궁이, 벽구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는 저습지와 나무귀틀로 된 우물

도 확인되었다.

중부신도시中部新都市유적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발굴로 확인되었

다. 철기시대 주거는 원래 덕산읍 두촌리斗村里 산 25-1번지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斗城里

127번지 일원에서 각각 2기·1기가 드러났는데, 파괴되어 불분명하지만 모서리 기둥 구멍

이 있어 4주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두촌리 산 25-1번지에서는 (옥외저장)수혈과

성격이 불분명한 소성시설이 확인되었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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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래문화재연구원·진천군(2019), 『진천 삼덕리유적』.
59) 韓國文化財保護財團·大田地方國土管理廳(2005), 『鎭川-鎭川IC間 道路 擴·鋪裝工事 區間 內 松斗里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60) 中央文化財硏究院·韓國土地住宅公社(2013), 『忠北 鎭川-陰城 革新都市開發 事業地區內 中部新都市 遺蹟』.

<그림 19> 삼용·산수리유적의 토기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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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리新月里유적은 이월면 신월리 608-1번지에 소재한다. 주거 9기, (옥외저장)수혈 6

기로 구성된 생활 구역에 인접하여 주구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61) 앞서 살핀 대로, 여러

지점을 통틀어 단 한기의 무덤만이 발견된 송두리유적을 제외하면, 분묘군, 곧 매장 구역

과 생활 구역이 한 유적을 이루는 유일한 사례이다. 주거는 평면이 방형이고 벽구가 부가

된 4주식이다.

주구토광묘는 유적 북쪽에서 서로 12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둘 모두 눈썹모양의 주구

가 있으며, 주체부 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다. 1호묘는 크기로 보아 목곽의 가능성이 있으

나 곽 내 부장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묘광 충전토 내에서 적갈색연질의 무문과 타날문

토기편 9점 및 철부편 1점 등이 출토되었다. 2호묘는 주구와 묘광의 북·동쪽 부분이 파괴

된 상태로서 관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묘광 내에서 토기편 4점만 출토되었다.

앞의 <표 4>에서 보았듯이 신월리유적이나 앞서 살핀 송두리유적과는 달리 주거시설은

없고 분묘만 있는 매장 기능 중심의 유적도 진천군 내 곳곳에서 확인된다. 진천읍의 송두

리 CQV유적, 송두리 산 60번지유적, 신정리 산 38-12번지유적, 덕산읍의 구산리유적 등

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송두리松斗里 CQV유적은 진천읍 송두리 448-6번지 일원에 소재하는데, 공장 부지에 대

한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주구

周溝가 없는 토광(목관)묘 1기가

확인되었는데, 목관의 흔적이

뚜렷하고 관내에는 타날문 발형

鉢形토기와 원저단경호圓底短頸壺

가 부장副葬되었다.62)

흔히 ‘송두리고분군松斗里古墳

群’으로 알려졌던 진천읍 송두리

산 60번지 일대에서 토광묘 2

기가 발굴되면서 철기시대 분묘

양상의 일단이 밝혀졌다.63) 발

굴된 2기의 토광묘는 주구가 없

고 목관의 흔적이 보이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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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中央文化財硏究院·大田地方國土管理廳(2005), 『鎭川 梨月迂回道路建設區間內 鎭川 新月里遺蹟.
6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CQV(2010), 『진천 송두리 CQV 유적』.
63) 忠北大學校博物館(1991), 『鎭川松斗里遺蹟發掘調査報告書』.

<그림 20> 송두리 1호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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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형태이지만, 그 부장품으로 인해 발굴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1호분 <그림 20>에서 출토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組合式牛角形把手附壺·양뉴부호·옹兩紐附

壺·甕은 이른바 ‘고식古式의 와질토기瓦質土器’와 상통한다. 와질토기는 당시까지 1-3세기 영

남지역 원삼국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주장되었는데, 처음으로 중부지역에서도 발

견된 것이다. 이외에도 청동기 3점과 단조쇠도끼[鍛造鐵斧] 1점 등이 출토되어, 아직도 청

동기가 사용되면서 철기가 유입되는 시기의 유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호분도 부장양상

은 <그림 21>과 같이 1호분과 비슷하지만 묘의 형태에서는 다소 특이한 점이 보인다. 묘광

墓壙의 중앙에 자그마한 구덩이[腰坑]가 있는데, 이것은 창원 다호리의 묘제가 이어진 것으

로 추정되기도 한다.

이 유적의 부장품들은 당시

중부지역 토기 편년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영남과 호서의 원삼국시대 문화

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또 종래의 무문

토기와 삼국시대 토기 사이에

커다란 간격으로 남아있던 원삼

국시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

었다는 중요성도 가지게 되었

다. 특히 송두리유적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삼용·산수리의 가마에서 보이는 토기와는 서로의 관

련성이 없어 보여 많은 흥미 있는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호분 출토품과 비슷한

유물이 청주 송절동유적64)에서도 확인되는 등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는 있다. 

신정리新井里유적은 진천읍 신정리 산 38-12번지에 해당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의 조성과

정에서 발굴되었다.65) 이 유적에서는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는데, 주구는 없지만, 관의 흔

적은 뚜렷하다. 내부에서는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는데, 앞서 살핀 신월리유적의 출토품

과 유사하다.

구산리九山里유적은 중부신도시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구산·석장리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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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청주테크노폴리스·충북대학교 박물관·충청대학교 박물관·중원문화재연구원·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한국선사문화
연구원·호서문화유산연구원(2018), 『淸州 테크노폴리스 造成事業敷地 內 淸州 松節洞 遺蹟 XIII』.

65)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2018), 『진천 신정리 568-16번지유적』.

<그림 21> 송두리고분의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양뉴부호

(1권)진천군지내지(2부)1-2장Q0928_2부1장(160-199)  21. 12. 06  오후 4:09  페이지 193



의 A 구역인 덕산읍 구산리 453번지 일원에 해당한다.66) 이 유적에서는 <그림 22>처럼

토광묘 10기와 옹관묘甕棺墓 4기가 확인되었는데, 진천군에서는 흔치 않은 철기시대 옹관

묘 발견사례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옹관묘는 조합 형태에 따라 단옹식單甕式, 합구식合口式,

삼옹식三甕式, 조합식組合式 등으로 구분67)하는데, 구산리유적의 옹관묘는 모두 두 개의 큰

옹과 동이나 단경호를 맞댄 합구식이다. 토광묘에서는 대체로 3세기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저단경호·동이·옹·철모·철촉·양단환봉·구슬 등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앞서 살핀 매장유적, 곧 철기시대 (공동)묘지는 신월리나 송두리유적과 같이 한두 사례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68) 그러나 생활유적과의 관련성은 충분히 짐

작할 수 있어 매장과 생활영역을 분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합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아 세밀한 양상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2018-2020년 조

사된 진천읍의 송두리 328-1번지유적은 그런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근

의 송두리유적이 주거와 생산 중심의 대규모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분묘는 단 1기만 발견

2
부
역
사

194

<그림 22> 구산리유적의 옹관묘

66) 한국선사문화연구원·충청북도(2013), 『鎭川 九山里·石帳里 遺蹟』.
67)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편(2009), 『한국의 고대 옹관』, 학연문화사.
68) 앞서 살핀 대로, 송두리유적은 여러 지점에서 많은 수의 다양한 시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광묘는 단 1기

만 확인되어 신월리유적의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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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점으로 미루어, 그

서쪽의 구릉, 즉 328-1

번지유적 일대를 매장

공간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유적

에서는 앞서 언급한 초

기철기시대의 토광묘 1

기 외에, 원삼국시대-

초기 백제의 토광묘 85

기 등 철기시대 분묘 86

여 기가 구릉 사면을 뒤

덮고 있음이 확인되었다.69) <그림 23>처럼 원삼국시대에 속하는 토광묘 중에는 주구가 달

린 것이 1/3가량 된다. 묘광 내에서는 관이나 곽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다.

부장품으로는 원저단경호와 발형토기, 파배把杯 등 토기류, 환두대도環頭大刀, 투겁창[鐵

矛], 물미[鐵鐏], 도끼, 낫, 끌, 양단환봉兩端環棒 등 철기류와 함께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조사된 송두리 328-1번지유적은 앞서 살핀 송두리유적과 더불어 진

천군은 물론, 미호천유적, 더 넘어서는 중부지역 전체의 철기시대 문화의 발달과 당시 사

람들의 생산·생활·매장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다. 향후 이런 유적의 조사가 더 이루어지

면, 진천군의 철기시대 문화가 좀 더 충실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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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송두리 328-1유적의 주구토광묘

69) 중원문화재연구원·코스메카코리아(2020), 「진천 송두리 (328-1번지 일원) 공장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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