❻

❽

❷

❶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❷ 강산리 유물산포지 ❸ 내포리 유물산포지 / 사요리 유적추정지 ❹ 대마3지구 유물산포지 ❺ 중세리(대마리) 유물산포지

❺

❸

철원 강산리 유적 주변 일제강점기 지도

철원 강산리 유적

❻ 산명리 삼봉동 구석기유적 ❼ 대마리 석다동 구석기유적 ❽ 중리 유물산포지 ❾ 이길리 유물산포지

강산리 유적

❼

❺

❹

❹

❶

철원 강산리 유적 주변 관련 유적·유물산포지

철원 강산리 유적

❾

철원 강산리 유적

철원 강산리 유적

철원 강산리 유적

철원 강산리 유적

강산리유적 관련 조사 연혁

철원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문화재 시·발굴조사

조사기간

조사명

(*국강고고학연구소, 2015, 『철원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월정리) 철도복원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7, 『철원 강산리 유적』)

•한탄강 지류 대교천과 상류천변 남동쪽의 해발 200m 전후의 평야

•현재 경작층 바로 아래에서 생토층인

조사기관

2007.07.31. ~ 2007.11.05.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예맥문화재연구원

2015.09.15. ~ 2015.09.21. 철원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월정리) 철도복원 건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국강고고학연구소

지대

2015.11.17. ~ 2016.01.29. 철원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문화재(강산리) 시·발굴조사

원지형이 크게 변형된 것으로 판단

•강산리 유물산포지 : 구석기시대 뗀석기, 통일신라시대 경질토기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12.09. ~ 2016.01.08. 철원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부지(내포리유물산포지) 내 유적 시굴조사

황갈색 사질점토와 현무암이 확인,

•조선시대 수혈유구 11기, 굴립주
건물지 2기, 구상유구 1기, 주공 15기

편, 조선시대 추정 기와·도기·백자편 등이 발견되어 구석기시대
유적,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가 유존할 가능성 있음

국방문화재연구원

확인

•내포리 유물산포지 : 구석기시대 뗀석기, 조선시대 기와·도기·

•주로 수혈유구에서 17~18세기로
추정되는 도기와 백자편 출토

백자편 등 발견되어 구석기시대 유적, 조선시대 건물지가 유존할
철원 강산리 유적

가능성 있음
•사요리 유적추정지 : 발견 유물은 없으나, 서쪽으로 대마리 선사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유적과 산명리 삼봉동 구석기시대 유적이 인접하고 있어 구석
기·청동기시대 유적이 유존할 가능성 있음

(자료 출처 : 예맥문화재연구원, 2007,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유적조사 범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한국고고학 전문사전-구석기시대편』)

•동송읍 강산리·중강리 일원으로, 신생대 제4기 홍적세에 현무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용암대지의 고원성 평야지대에
위치

강산리 유물산포지 출토 유물

내포리 유물산포지 출토 유물

•약 30점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토양쐐기구조가 나타나는 암(적)갈색 점토층 상부의 명갈색 점토층에서 주로 확인
•석영제 석기가 대부분이며, 수정으로 만든 좀돌날, 반암(응회암)으로 만든 긁개, 돌날, 격지 등도 확인
•석기의 구성상 후기 구석기시대 늦은 시기(중기 이후)로 추정
•이 유적보다 하류에 위치한 장흥리유적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

유구 사진

유적조사 범위

유구배치도

유적 일대 전경

출토 유물

조사대상 범위

출토 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