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世紀 錦江流域 馬韓·百濟 墓制의 樣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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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고의 주제가 되는 공간적 범위인 금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북 장수읍 수분리
에서 발원하여 금산·옥천을 지나 대전 以北에서 크게 西曲하여 공주·부여를 거쳐 서
해 군산만으로 유입되며 유로연장 401km 에 유역면적이 9,885㎢로서 남한에서 한강, 낙
동강 다음으로 큰 하천이다. 금강유역은 대체로 북쪽으로는 차령산맥이 그 경계를 이루
고 있고, 남쪽으로는 전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는 노령산맥에 의하여 그리고 동쪽으로
는 소백산맥이 동서의 경계를 이루면서 지리적인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금강유역을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큰 틀로서는 대체로 長水에서 錦山·玉川지역 일대까
지를 상류역, 금강이 곡류하는 大田 및 公州·論山 지역 일원을 중류역, 益山·舒川·
群山 地域을 下流域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古代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유적 조
사례로 보아 이 금강을 비롯한 대하천들은 사실 그 자체의 중요도보다 대하천으로 이
입되는 대소규모의 支川 주변에 형성된 충적대지와 낮은 구릉, 그리고 그 구릉들 사이
의 소규모 谷間沖積地 등이 고대 문화 형성과 발전의 주요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금강유역의 주요 지천으로서는 진천·병천 등지에서 발원한 소하천이 합쳐져 청주
지역을 흐르는 美湖川, 대전지역의 甲川, 공주 지역의 정안천과 유구천, 부여·공주 사
이의 내화발천, 論山 지역의 論山川, 부여 서쪽의 九龍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지

천별 문화양상의 검토가 사실 훨씬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枝川別 유
적 양상이 불확실하고, 특히 3～5세기 무렵의 유적들이 미호천과 갑천 그리고 금강하유
역에 편중되어 있어(圖 1) 지천별로 자세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지역적인 구분과 기술상의 편의, 유사한 문화양상을 표현
하기 위해 文中에 사용하는 지리적 용어로서 美湖川유역과 함께, 미호천유역과 대전 지
역 등을 포괄할 때는 中部 內陸지역, 논산·부여·군산 등을 포괄할 때는 中下流域이라
는 용어도 병칭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馬韓의 故地로 인정되는 금강 中·下流地域은 백제의 성장에 따라 단계
적으로 백제에 統合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 政治體들의 性格 變化는
곧 時空的으로 變化하는 백제라는 政治體의 成長過程과 表裏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세기는 3세기 무렵 國家的 成長을 이루었던 백제가 對外的으로 급격한 팽
창을 시도하여 동아시아의 覇者로 군림하는 시기로서 이에 따른 中部地域의 政治的·
文化的 搖動이 결코 작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記錄에 의해 類推되는 이
시기의 歷史象과 달리 이러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物質文化의 전개 모습이 아직까
지는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다. 80년대 이후 서울 지역에서 석
촌동과 몽촌토성 등의 조사에 힘입은 활발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백제 한성기의
주요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심화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遠因은 百濟와 관련된
文獻記錄의 빈약함에도 있지만, 考古學的으로는 百濟가 中心地域을 두 번이나 옮김으로
써 國家라는 單位 領域內의 文化的 指標가 될 수 있는 中心地域의 連續的인 文化變遷
相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도 있을 것이다 1) . 그래도 중부 지역에서 백
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데 비하여 이 지역 백제 등장 이전의 고고학적
실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청당동유적이 조사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주구묘가 마한의 묘제라는데 대해 대략적인 합일이 이루어졌
을 뿐 지역적인 물질문화의 유사성과 상이성의 차이에 의한 분포범위와 존재 양태, 통
시적 변화 양상, 이를 통한 지역 단위 정치체의 추출, 이에서 추출되는 정치체들이 어
떠한 과정을 거쳐 백제에로 통합되며 통합되기 前과 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지 명료
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광역적인 검토가 필요한 일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고에서는 고고학 자료의 주요 원천 중 하나로 그 墓
를 남긴 집단의 존재 양상을 보다 잘 보여주는 墓制의 變遷양상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그 이해의 실마리를 얻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무렵 주요 墓制의 양상을 살펴보

1) 그러나 이는 역으로 百濟가 遷都한 시점들이 명확하므로 中心地를 옮김에 따라 나타나는 文化
的 樣相을 잘 검토하여 각 시기의 編年과 文化的 樣相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變遷相을 이해
하는데 효과적이 될 수도 있다.

고 그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이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劃期를 설정하며, 이를 통해
이 지역 政治體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사실
제유적에 대한 보다 명료한 시간축의 설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비록 연구자들간에 이
견은 있지만 이 지역 4～5세기 무렵 주요 분묘유적인 신봉동과 표정리·웅포리·모촌
리 및 입점리 86 - 1호분 등에 대한 필자의 연대관(成正鏞 1998 )을 바탕으로 하고 필요
한 부분에 대한 연대관을 덧붙임으로써 3～5세기에 걸치는 묘제의 변천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그 획기를 설정함으로서 묘제를 남긴 집단의 변화상을 찾고자 한다. 한편
금강유역의 묘제에는 진안·장수 지역 등 상류역에 분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중류역이나 하류역의 것과 계기적인 변천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이른 시기부터 가
야의 영향을 받아 석곽묘가 축조되는 것으로 보여져(郭長根 1997, 26 ) 본고의 검토대상
에서는 일단 제외하였다.

Ⅱ. 調査略史
금강유역의 유적에 대한 조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하 매장문화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王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능산리 고분에 대한 1915년의 西下塚(朝
鮮總督府 1916 )과 中下塚(有光敎一 1979 ), 17년의 東下塚(有光敎一 1979 )조사와 27년도
에 송산리파괴분에 대한 조사(朝鮮總督府 1927), 頸部慈恩에 의해 31년도에 교촌리·남
산록·보통골고분과 33년도에 송산리고분 조사 등 공주 지역 고분에 대한 일련의 조사
(頸部慈恩 1933 : 1934 )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60년대에 들어와 공주

木洞과 巢鶴里 석실분(安承周 1967 ; 1968 )이 조사

되고 瑞山 明智里에서 69년도에는 처음으로 토광묘가 조사되었다(金永培·韓炳三
1969 ). 이후 71년에는 공주 南山里 壺棺墓(姜仁求 1977 )및 토광묘(尹武炳 1987; 鄭聖嬉
1991)와 공주 松鶴里 石室墳(鄭聖嬉 1991), 부여 소사리 토광묘(安承周·朴炳國 1971)가
조사되면서 이 지역 묘제의 다양성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고 72년에는 武寧王陵에 대
한 기념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文化財管理局 1973 ) 백제 고분 연구에 큰 진보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후 조사가 주로 웅진·사비 시기의 석실분에 치우침으로써
오히려 이전 시기의 양상은 더욱 알기 어려웠었는데, 79년 이후 論山 表井里(尹武炳
1979 ; 徐聲勳·申光燮 1984; 安承周·李南奭 1988 )地域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92·93년
도의 茅村里 유적(安承周·李南奭 1993 : 1994 )과 益山 熊浦里 遺蹟(金三龍·金善基
1988 ; 崔完奎 1995 )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강 중하류역에 있어서 5세기 무렵 석곽묘의
分布 정형을 일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이은 美湖川 유역의 淸州 新鳳洞(이융
조·차용걸 1983 ; 車勇杰外

1990; 이원복외 1990; 車勇杰外 1995b ; 車勇杰外 1996) 및

天安 花城里(金吉植·南宮丞·李浩炯 1991), 大田 九城洞(崔秉鉉·柳基正 1997 ) 土壙墓
에 대한 조사는 4～5세기 무렵 집단묘화되어 있는 이 지역 백제 분묘의 연구를 심화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朴泰祐 1991; 朴淳發 1994 : 1997 ; 徐程錫 1996 ; 申鐘煥 1996; 李南
奭 1995; 崔完奎 1997 ; 成正鏞 1998 ). 특히 86년도에 우연히 조사된 笠店里 86 - 1號 橫
穴式石室墳은 金銅冠 등 지역 최고 수장층의 면모를 보여주는 화려한 유물이 출토되어
(문화재연구소 1989 ), 궁륭형 횡혈식석실분의 전개와 지역지배 방식의 문제에 이르기까
지 그 연대와 성격을 두고 많은 논란을 제기시켜 주었다.
4～5세기 무렵의 분묘에 대한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이 지역에서 3세기 이전에 대한
지식은 사실 80년대까지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90년도
부터 이루어진 천안 淸堂洞유적에 대한 5차례의 조사와 고찰(徐五善·權五榮 1990; 徐
五善·權五榮·咸舜燮 1991; 徐五善·咸舜燮 1992; 韓永熙·咸舜燮 1993 ; 金在弘·咸舜
燮 1995 ; 徐五善 1993 ; 咸舜燮 1998)을 통해 눈썹형태로 주구를 두른 청당동유형의 주
구묘(주구토광묘)가 개념화되어 이시기의 대표적인 묘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청주
松節洞(車勇杰外 1994a : 1994b : 1995a )과 公州 下鳳里(徐五善·李浩炯 1995 ), 舒川 烏石
里(李南奭 1996 ), 公州 汾江·楮石里(李南奭 1997 ), 群山 助村洞(郭長根外 1997 ), 天安
新豊里(忠南大學校博物館 1997 )유적 등이 잇달아 조사됨으로써 그 외연이 확장되게 되
었다. 한편 주구토광묘와는 달리 사방에 주구를 두름으로써 주구 형태 등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는 소위 寬倉里類型의 周溝墓(崔完奎 1996a )가 95년도에 保寧 寬倉里(李
弘鍾 1997 )에 이어 舒川 堂丁里(扶餘文化財硏究所 1996 ), 益山 永登洞(崔完奎 1996b ) 등
에서 조사되면서 일본 方形周溝墓와 비교되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처럼 90년대에 들어와 주구묘계통의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됨으로써 비로소 3
～5세기에 이르는 중부지역 묘제의 通時的·共時的인 이해가 어느정도 가능하게 되었
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天安 龍院里에서 4～5세기 무렵의 대규모 土壙墓와 石槨墓遺蹟
(공주대학교박물관 1998 )이 그리고 梧倉 松垈里에서는 주구토광묘와 토광묘가 조사되
고(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 笠店里遺蹟에 대한 재조사가 실시되어 竪穴式石槨墓의
존재가 확실히 확인되는(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硏究所 1998 ) 등 이 시기의 시공간
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적들이 잇달아 조사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조사 성과가 공표
되고 종합화되고, 지역적인 조사의 불균형이 해소될 때 비로소 이 지역의 묘제와 문화
변동상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세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墓制의 樣相
1. 周溝墓

매장주체 주위에 주구를 돌림으로써 개별 묘역의 차별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周溝墓는 비록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조사되고 있지만, 천안 등을 포함한 중부
지역애 시기적·지역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삼한 중 마한 분묘의 보다 특징적인
묘제로 볼 수 있겠다. 이 주구묘는 주구 형태 등에서 주구토광묘, 주구묘, 주구목관(목
곽)묘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주구 형태 등의 여러 특징을 감안
하여 주구토광묘 및 관창리유형 주구묘로 세부 구분하고 여기에 최근 조사된 低墳丘墓
도 그 분류 대상에 포함시켜 기술한다2) .
1 ) 周 溝 土 壙 墓 (圖 2～ 6 )
이 분묘의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 圖 2～6> 에 보듯이 주위 평지와의 표고차가 20～
40m 정도되는 주변 지역에서 조망이 용이한 낮으막한 구릉의 斜面에 주로 입지하고
있으며, 한 유적 내에서 동서남북의 斜面 방향에 대한 선택은 별 제한없이 분포하고 있
다. 埋葬主體部의 長軸은 예외없이 等高線과 평행한 방향을 하고 있는데, 주구를 두른
크기에 대소는 있지만 이들 무덤 간에 중복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埋葬主體部는 모두
지하 굴광식의 土壙墓로서 木棺과 木槨이 혼용되고, 墳丘가 적극적으로 확인되는 예는
거의 없지만 대체로 낮으막한 분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
이러한 주구토광묘가 일부라도 확인된 유적은 < 表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안 및
美湖川 유역에서는 淸堂洞, 新豊里, 松節洞, 松垈里 유적 등이 있고 금강 중하유역에서
는 下鳳里, 烏石里, 汾江·楮石里, 助村洞 등이 있으며, 汾江·楮石里, 公州 南山里, 保
2) 周溝墓에는 周溝를 눈썹처럼 두른 淸堂洞類型과 四方을 두른 寬倉里類型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은 立地와 周溝形態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매장주체부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질 가능
성이 있다. 청당동유형 주구묘는 구릉 경사면에 입지하여 확인되는데 비해, 寬倉里類型 周溝墓는
보다 낮고 평탄한 구릉상면에 입지하며 方形·圓形·長方形 등 다양한 평면의 주구가 四方으로
굴착되어 있고, 매장주체부가 거의 확인되지 않아 대체로 분구 주에 지상식으로 안치되었을 가능
성이 높게 생각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주구가 설치된 모든 분묘를 周溝墓 라 통칭하고, 土壙墓는
土壙直葬墓만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부를 중시하여 그 구조에 따라 周溝木棺墓와
周溝木槨墓로 구분하여 부르자는 제안 (金在弘·咸舜燮 1995)이 있다 . 필자도 본질적으로 周溝의 掘
鑿을 통한 墳丘의 조성이라는 기획의도와 청당동유형과 관창리유형의 地域的·時期的 重複, 圓底短頸
壺의 공통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주구묘라는 커다란 범주에서 세부적인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周溝木棺墓와 周溝木槨墓의 구분은 주체부의 형태 변천을 시기적으
로 파악하는데는 훨씬 유용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5세기 무렵까지도 목관묘가 절대적이면서 목곽
묘가 일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감안하면 이들을 범칭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기술하는 용어로서
청당동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주구묘들을 周 溝 土 壙 墓 (姜仁求 1994; 崔完奎 1996)로 하고자 하며,
주체부는 이들 내에서 세분될 수 있다 . 한편 관창리유형 주구묘의 경우 주구 형태와 매장주체부의
미확인 양상을 등을 십분 고려하여 이를 순수 주구묘 (崔完奎 1996: 1997)로 구분하기도 하나, 청
당동유형과 대비될 수 있는 매장구조 등의 특징이 보다 분명히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용어 세분
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고에서는 주로 寬 倉 里 類 型 周 溝 墓 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

3) 청당동 유적의 경우 토광 내부로 함몰된 토층의 관찰을 통해 얕으막한 분구의 존재가 유추
되고 있으며 , 사면에 입지한 관계로 이러한 낮은 분구로도 분구 조성 의도에 맞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임 지적된 바 있다 (金在弘·咸舜燮 1995).

寧 倉巖里(池健吉 1977 ) 등에서는 주구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원저단경호와 양이부호
등의 토기가 烏石里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한편 최근 조사된 대전 용산동 유적(忠
南大學校博物館 1998 )에서도 구릉 서사면에 조영된 4기의 분묘에 흔적상의 눈썹형 주
구가 부가되어 있었는데, 광구장경호 등의 백제 토기가 출토되어4) 상기한 유적들과 직
접적인 시기적 연결은 약간 곤란하다.
이 유적들의 연대에 대해서는 편년적 연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청당동유적의 年代
觀(金在弘·咸舜燮 1995, 95～167)이 크게 참고되는데5) , 그 대체적인 연대에 대해서는
필자도 긍정하지만 상하한은 약간의 변동 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유적간 양사에 대한 약간의 검토를 통해 그 변화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 表 1> 에서 주구 부가 양상을 보면, 청당동과 하봉리·신풍리에서는 60～
70% 이상의 무덤에 주구가 부가되어 있는데 비하여, 송절동에서는 16기 중 6기 그리고
오석리나 송대리, 분강·저석리 등에서는 20% 이하의 적은 수만이 확인되거나 송대리
에서는 55기중 단 2기만 주구가 있었다. 이들 유적이 대부분 전면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지연적·인위적 삭평의 결과인 것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6) .
두 번째로 부장기종의 정형성을 보면 청당동과 신풍리에서는 주로 短頸壺+硬質無文樣
深鉢形土器만 s et로 있는데 비해 송절동과 송대리에서는 2기종과 함께 옹과 경부돌대
부가호·뚜껑 등이 토광내에 매납되고 있다. 이와 달리 금강 중하류역의 하봉리, 오석
리, 분강·저석리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심발형토기가 부장조합에서 빠져있는 점이 공통
적이지만, 이 중 하봉리에서는 주로 扁口形의 圓底壺만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오석리
의 경우를 보면 圓底短頸壺는 하봉리 것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兩耳附圓低(平底)壺·
平底廣口壺·頸部突帶附加壺 등이 공반되어 부장 기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平底土器
가 공반되고 있다7). 세 번째로는 圓底短頸壺의 토기 질로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는
있지만8) 청당동에서는 61점 중 1점만이 경질이고 표면에 흑색 slip이 있는 흑회색연질
4) 頸部에 突帶가 있거나 없는 廣口長頸壺와 , 격자타날된 卵形壺등의 경질 소성된 것과 함께 산
화소성된 雙壺(小壺 2개가 합쳐져 있는 것으로서 이와 同形의 것이 석촌동 5호분 주변(서울
大學校博物館 1997, 181)과 夢村土城(金元龍外 1988, 157) 등에 있다) 등은 후술할 신봉동 Ⅱ
기나 표정리 Ⅰb기 등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하여 5세기 전중엽 무렵으로 비정되며, 토광묘에
주구 전통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예로 생각된다.
5) 청당동은 함순섭에 의해 영남지역 분묘자료와 교차편년을 통해 Ⅰ期 150～200년, Ⅱ期 200～
250년, Ⅲ期 250년 이후의 연대가 제시되었다(김재홍·함순섭 1995, 145～160).
6) 청당동에서는 주구가 없는 경우, 대부분 삭평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홍·함순섭 1995).
7) 필자는 이 지역의 마한 토기의 중심 기종인 원저단경호는 頸部와 胴體形態 등에서 형식상 구
분된다는 점(金在弘·咸舜燮 1995, 119～131)은 분명하지만 器形의 계기적 변이가 뚜렷하지
않아, 편년의 요소로서 공반 기종 조합을 중시한다. 다만 원저단경호의 동체부가 扁口形→球
形化 되는 것은 뚜렷한 추세라고 보여져 편년의 한 指標로 이용될 수 있다. 분묘 간 및 분묘
내의 연대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정 유물의 존재보다는 전체적인 공반상의 검토를 통해 그
편년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8 ) 보고자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기술이 될 수 있지만, 대체로 보고서의 기술을 존중하

은 전혀 없는데 비해, 하봉리에서는 47점 중 무려 23점이 경질이면서 흑회색연질은 잘
보이지 않는다9) . 이에 비해 송절동·신풍리·오석리·송대리10) 등에서는 흑회색연질토
기의 등장이 눈에 띈다. 그밖에 주구토광묘가 적은 송절동과 송대리에서 목곽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합장묘의 사용이 많은 점 11)도 관찰된다.

여 구분하였고, 흑회색연질은 표면이 흑회색 또는 흑색인 것으로서 탄소흡착 등의
방법으로 소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표면에 흑색 박막이 얇게 층을 이루고 있기도 하
고 대부분 손에 묻어 나온다.
9 ) 이 유적 경질토기의 비율은 다른 분묘들과는 아주 예외적인 양상이지만 중부지역에
서 원저호가 보다 일찍 경질화되는 경향을 감안하면(이강승외 1996 ) 어느 정도 이
해될 수 있다.
10) 송대리의 경우 수량은 불확실하나 흑회색연질로 되어 있는 원저단경호를 현장 수
장고에서 實見할 수 있었다.
11) 합장묘는 하봉리에서 2기(8 9호), 송절동에서 3기(93B - 2 3 6호), 송대리에서 5기(7
8 14 38 40호), 신풍리에서 1기(92- 80호)가 조사되었다.

< 表 1> 錦江流域 Ⅰ·Ⅱ期 墳墓遺蹟 一覽表(f 회색연질, bf 흑회색연질, rf 적갈색연
질
번
호

,

경

h

질

)

토기
유적

주구

주체
구조

심
단경 발
호
형

1 청당동

17/
목관22 f5 6, r f
19
25기 목곽 3 4,h 1

2 하봉리

10/
목관16 f24
13기 목곽 1 h 23

f4 6,b f
6 / 1 6 목관12
24 ,r f1
기
목곽 7
2,h 10
3/
목관4 f14,b f
4 신풍리
5기 목곽1 6,h 2
3 송절동

2/
목관45
159
55기 목곽15

5 송대리

f1 3, r f
목관7,
7,b f1,
불명10
h3
분 강 저 0/
목관2,
7
h1
석리
3기 불명1
2/
목관1,
8 조촌동
4기 기타3
6 오석리

3/
17기

9 남산리

?

목관 ?1 2

10 창암리 ?

목관 ?1 f2

11 관창리 99기

토광1

12 영등동 5기

토광1

13 당정리 23기
분구
14 율촌리
4기

옹관
옹관

평저
양이 광구
부호
호

기타

외 반 구
연 옹 (주
구출 토)
옹 3,뚜 껑
1,경 부 돌
대호 1

14 (
타날 1
1)

무

구

공

구

마
구

장식품, 기타
칠 기흔 (13,15,20,22호 ),
청 동 마 형 대 구 18,철 제
대구 1,청동 곡봉형대구
1,금박구슬 ,봉형철기

환 두 대 도 1,철 모 철 부 4 , , 철 착 1 1 ,
1
도자3

구슬

철 모 2, 철 극 1 ,철 철 겸 1 ,철 착 1 , 도
촉 9
자2

칠 기흔 (93B-3-1,93B-4, 이 혈
93B-5,93B-6-2), 유리 합 장 3,
구슬 ,
棺釘

철 부 2 ,도 자 1 , 기
타3

칠기 흔 (6호묘)

옹 1 8 (평 저 외
환 두 대 도4 ,철 모 도 자 24 ,철 부 28 (
철 대 구 1,청 동대 구 9,철
반구연옹,경
함
탁1,철령1, 구슬, 봉형
14,철 촉 21, (삼 각 유견 철부),철겸2
부 돌대 옹 ),파
4
만입촉,유경 촉) 4,철착5,
철기
배1,난형호1

43

6
1

h1

3

기 타

素 환 두 대 도 4 ,철 철 겸 ,철 부 ,철 착 ,
모11, 철 촉28
도자,따비

철모3,철촉1

4

농

경 부 돌 대 환두도1, 철 모1,
도자4
호 1,
철도편1
환 두 도 2 ,철 모 2 , 철 겸 2 ,도 자 1 , 철
삼각만입철촉 2 부2
파수부발
철 부 4 ,철 겸 2 , 유
1,완1
견철부 1,
완 2

이 혈
합장2

棺釘
동 혈
합 장 1,
이 혈
합장4

鐵鋌 2

금동 이식1

철겸
환 두 도 1 ,철 모 1 ,
철겸,철부
철모4

주구 옹

옹 관,완1

이처럼 중부 내륙 및 금강하류역의 유적들에서 공통적으로 인지되는 이러한 차이는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청
당동 Ⅲ기의 22호묘이다. 이 22호묘에서는 후술할 基部 直基形 철모와 함께 편구형과
구형의 동부를 하고있는 원저단경호가 無頸式·有頸式鐵 ·環頭大刀 등과 공반되었다.
이에 대해 Ⅲ기의 하한을 3세기 후반～말(박순발 1998, 110)또는 22호묘의 연대를 鐵矛
의 長身化, 有頸式鐵 의 존재, 胴部가 球形化된 短頸壺등을 들어 3세기 후엽 또는 늦
게는 4세기 초로 보고 있다(申敬澈 1998, 149～154 ). 그런데 편구형 등의 원저호는 형태
변화가 적어 시기 구분이 어려운 것이고, 球形 胴部는 후술할 신풍리 1호묘에서 燕尾形
鐵矛와 공반되는 어깨가 각이 진 원저호(圖 19 - 11)와의 약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철모의 장신화도 3C 前葉으로 보고된 울산 下垈 37호묘 단계에 이미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釜山大學校 博物館 1997, 35 ) 22호묘의 연대를 약간은 소급해 보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석리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주로 단순외반구연에 偏球形
동체를 하고 있는 원저단경호와 함게 양이부 圓底 및 平底壺, 頸部突帶附加壺와 平底廣

口壺 등의 공반양상을 감안하여 그 중심 연대를 3세기 후반 무렵으로 비정한 바 있는
데(成正鏞 1998 ) 12) , 이중 양이부원저호는 송절동 93A - 1호 목관묘13)에서, 頸部突帶府壺
는 송절동 93B - 4호 목곽묘와 송대리 등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이들의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주요한 요소는 新豊里 1號墓와 汾江·楮石里 1
墓등에서 출토된 鐵

2號, 烏石里 95 - 4號

(圖 13 )들의 존재이다.

중부지역에서 출토된 철모는 基部 형태에 의하여 크게 평탄形(Ⅰ類)과 燕尾形(Ⅱ
類) 14)의 2가지로 뚜렷하게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철모는 각각 낙랑과 고구
려로 그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金吉植 1994 ; 高久健二 1995) 15) .
분강 저석리 1호의 철모(圖13 - 18 )는 기본적으로 관창리나 청당동 22호의 것과 유사
하여 그 계통을 같이하는 것이나, 오석리 95- 4호와 분강·저석리 2호 것은 基部 燕尾
形의 Ⅱb型 鐵矛로서 이는 대체로 3C 後葉～末 무렵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金吉植 1994, 74 ; 高久健二 1995), 그 연대 파악이 가능하다. 문제는 전형적인 Ⅱb型
철모인 신풍리 1호묘의 것(圖 13 - 20)으로서, 이는 球形 胴部의 圓底短頸壺(圖 18- 11)
및 硬質無文樣深鉢形土器·꺾쇠(圖 18 - 12) 등과 공반되었다 16) . 이 II類 철모는 < 圖 13>
에서 보듯이 4～5세기 무렵의 일반적인 백제철모와 동형의 것인데, 이는 高久健二의 B
Ⅱ式 (高久健二 1995, 237), 김길식의 Ⅱc式그(김길식 1994 )에 해당되는 것으로 봉계리
20호 출토품이 그 전형으로서 5C 중엽 이후로 비정되고 있어 갑자기 그 연대를 올려보
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공반된 흑회색연질 원저단경호는 平行 타날의 간격
이 넓은 편이지만 頸部가 내만하다가 斜線으로 외반된 口緣部 등은 주로 송절동
93B - 3 - 2호 것(圖 19 - 10)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연대를 낮춰보기만도 어려워
신풍리 1호묘의 연대가 4C代의 이른 시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한편 송
대리에서는 약간 球形化된 원저단경호(圖 19- 17 )와 함께 신풍리·송절동에서 출토된

12) 오석리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小形鐵 들이(圖 21- 111·112) 공반되는데, 이는 대체로 4C 이
후에 출토되는 점을 감안하면(東湖 1984) 烏石里의 연대는 4C初～前葉무렵까지 걸칠 가능성
도 있다.
13) 이는 승문에 음각횡선이 부가되어 있다.
14) Ⅰ·Ⅱ류의 설정은 基部 형태를 중요시한 金吉植(1994)의 대분류와 같은 것인데, 본고에서는
다음으로 關部 형태를 중요시해 關部가 뚜렷한 것(a)과 關部 형성이 거의 미약하거나 없는 것
(b)의 2가지로만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철모 분류에서는 刃部 두께, 盤部 등의 속성도 매우 중
요하지만(高久健二 1995), 본고는 철모에 대한 전론이 아니므로 더 이상 세분은 보류하였다.
15) 필자도 Ⅰ類 철모가 낙랑에 그 기원이 있다고 보지만 그 계통을 전국철모로 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현재 중부지역 철모들의 연대도 그렇거니와, 이 Ⅰ류철모와 동형의
철모가 陝西 咸陽市 34號墓와 河南 鶴壁市 鹿樓村 製鐵址등 前漢代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하면(李南珪 1992, 451) Ⅰ류 철모는 전한대에 그 원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 한편 Ⅱ類 철모도 신풍리와 분강·저석리토광묘에서 출토되는 점을 감안하면 곧바로 고구
려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16) 이 꺽쇠는 목관의 側板을 따라 一列로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서(忠南大學校博物館 1997) 運柩
用 목관의 존재가 상정된다.

동부 구형의 圓底壺와 硬質無文樣深鉢形土器가 기본 조합을 이루며, 청당동 22호묘 등
에서 출토된 끝이 말린 蕨手狀 鐵棒17)과 頸部突帶附加壺·水平外反口緣甕(圖 19 - 16
18 ) 등이 공반되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8 ). 그밖에 송대리 3호묘에서는 신봉동의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적갈색연질 파배와 동체에 승문이 타날되고 횡침선이 있는 난
형호가 나왔는데(圖 19 - 14 15 ) 이는 진천 산수리 5기군 출토품(崔秉鉉 1998, 133)이나
석촌동 86 - 7호 토광묘 외부 출토품(서울大學校博物館 1986, 40)과 비교하여 어깨부가
약간 더 강조된 점을 제외하면 거의 동형의 기형을 하고 있어 송대리 연대폭은 대체로
청당동 後期에서 4C 중후반 무렵까지로 그 연대폭이 넓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단경호의 구형화, 주구 굴착 생략 등의 경향, 토기 매납기종의 증가, 흑회색
연질 단경호와 平底土器의 등장, II類등 철모의 사용 등 제요소의 변화는 3C 후반 무렵
부터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유적의 대체적 선후관계는 청당동 - 하봉리 신풍리·송절동·오석리·분강 저석리 순이 될 수 있다.
2) 寬倉里類型 周溝墓·低墳丘墓
전술한 주구토광묘와 달리 보령 관창리(99기)나 서천 당정리(23기), 익산 영등동(5기)
등에서는 주변 평지와의 標高差가 20～30m 정도 되는 낮은 구릉이나 능선 상면에 주
로 위치하면서 주구가 사방을 두른 형태를 하고 있는 주구묘들이 조사되었다.(圖 7～9,
表 1). 이들의 특징은 영등동의 1기(토광묘)와 관창리의 2～3기를 제외하고는 매장주체
부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어 매장주체부가 낮으막한 분구 중에 자리하고 있을 가능
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와 관련된 분묘가 최근 益山 栗村里에서 조사되었는데(崔完奎
1997a )18), 한 변 약 10여 m 내외에 높이 0.7～1m 정도의 盛土墳丘로 보여지는 낮으막
한 분구 4기가 주변 평야와의 높이차가 20여m 에 불과한 저평한 능선 대지상에 1열로
축조되어 있다. 이중 조사된 1기는 분구 중심 부분의 매장주체부가 없으나 분구와 주구
에서 옹관묘가 3～4기 확인되어 옹관묘가 중심이 되는 多葬墓的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
이 율촌리의 低墳丘墓는 입지 등에서 관창리나 당정리, 영등동 등과 유사한 점이 있
지만, 관창리와 당정리에서는 그 수가 월등히 많고 주로 청당동과 같은 개인묘일 가능
성이 있는데 비해, 율촌리 것은 1분구 다장묘로 보이는 점이 차이이다.
이에 대해, 관창리 등의 주구묘 단계를 거쳐 율촌리형의 低墳丘墓가 발생하고 이것이

17) 이는 鐵棒의 양단이 둥근 고리 모양으로 휜 것으로 청당동 2·20·21·22호묘 등에서 출토
되어 用途未詳鐵器로 보고되었는데(金在弘·咸舜燮 1995, 153), 端部 형태를 감안하여 명명하
였다.
18) 원광대학교 馬韓·百濟文化硏究所에서 이 들 중 2기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
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양상이 자세하지는 않다.

호남지역의 옹관고분 분구묘로 이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崔完奎 1997 ), 앞으로
자료가 증가하면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주구묘와 분구묘는 사실 출토유물이 적어 축조 시점이 명확치 않았던 점이 있
는데, 특히 관창리의 경우 KM 437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粘土帶土器와 黑陶, 倣製鏡등의
존재와 주구에서 빈출하는 두형토기를 祭祀用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그 조
영 시점을 B .C. 3～2세기 경으로 소급하여 설정하는 견해(윤세영·이홍종 1997, 141)가
있어 그 조영시점을 잠시 검토해 보자.
관창리에서는 무문토기와 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등이 분묘에서 다수 출토되었다고 하
는데 19) , 주구토광묘의 경우 주구에 대량의 토기편을 부장하는 예가 없고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파괴하고 조영된 분묘가 KM 401호묘 등 약 20여기에 달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 유물은 분묘 조성 과정에서 주거지 출토품이 혼입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KM 423호묘의 주체부로 되어 있는 석곽20)에서 完形 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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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출토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이 유적의 주거지 출토품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
는 것이고 4점이 set로 출토되어 분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관창리에서 출토된 철모는 모두 關部가 뚜렷한Ⅰa型 철모로 길이도 40cm 내외로 길
고 인부 단면이 타원형에 가깝게 되어 있으며, 이중 1점(圖 13 - 13 )은 관부와 병부가 보
다 각이 있게 이어져 있다. 이와 유사한 철모는 청당동의 18호와 22호묘에서 출토되고
있고, 분강·저석리 1호묘에서는 양이부 원저호와 공반되고 있다. 이 중 분강·저석리
1호토광묘의 연대는 오석리의 양이부원저호와 비교되어 대략 3세기 후엽 무렵으로 비
정될 수 있고(成正鏞 1998, 96 ), 전술한 청당동의 연대를 감안하면 관창리 철모의 연대
나아가 관창 분묘의 중심 조영연대는 3C 중엽 무렵을 상회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그렇
다면 서천 당정리나 익산 영등동, 율촌리도 대체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
로 생각되므로 금강 하류지역의 주구묘와 분구묘는 2세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것
이 아직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3 ) 起源의 問題
이 지역에서 2C代로 소급될 수 있는 것은 청당동과 송두리유적 정도이며, 대부분 3
세기 이후의 것들이어서 주구묘의 계통이나 전개과정을 추적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
굳이 이들 무덤의 기원을 한번 생각하여 본다면, 토광묘라는 매장주체부의 구조를 중시
할 때 細形銅劍과 함께 戰國 末～前漢 初 무렵의 蟠

文鏡이 부장된 全州 平章里와 益

山 新洞里의 細形銅劍과 粘土帶土器가 공반된 土壙墓(圖 14 )등을 그 계통으로 상정하
여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늦어도 B .C. 1C 무렵에는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아직까

19) 보고서에 개별 유물의 출토위치가 자세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주구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20) 거의 바닥만 남아 있고 벽석도 한쪽 단벽에 약간만 남아 있어 주체구조가 확실치는 않다.

지 이 단계 이후에 연결될 수 있는 요소들 예를 들면 점토대토기와 흑도, 두형토기 등
에서 변형될 수 있는 外反口緣土器나 長頸壺등의 중간적인 존재나 圓底短頸壺의 시원
적 형태 등이 뚜렷하지 않고 B C 1C후반의 다호리 1호묘 것과 같은 한식 장검 등이 이
지역에서 보이지 않아 이들 간에 계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러한 계
통성을 상정할 경우 주구는 이 무렵 이후 어느 시점에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가되는 계기는 분명치 않지만 각 단위 정치체들의 통합력이 본격화되면서 분구를 조
성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송두리 토광묘는 토기상이나 腰枕 등의 요
소에서 이후 시기 결과 계기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역 馬韓의 중심적인 묘
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렇다면 마한의 묘제와 토기상이 三韓의 여타 지역과 차별성을
갖는 시점은 A D 1C 무렵으로 잠정지워 두고 싶다. 앞으로 시기적 공백을 메울 수 있
는 유적들이 조사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土壙墓
1) 토광묘의 양상
현재까지 금강유역에서 조사된 토광묘는 신봉동유적이 229기로 횡혈식 석실분 3기와
함께 대규모 집단장을 이루고 있으며, 화성리에서는 9기, 대전 구성동(崔秉鉉·柳基正
1997 )에서 11기가 각기 조사되었으며 최근에는 천안 용원리에서 134기의 토광묘와 수
혈식석곽묘 9기가 조사됨으로써, 토광묘문화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주요
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表 2 참조).
新鳳洞土壙墓群은 해발 102m 의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 뻗어 있는
해발 86～101m 사이의 능선 사면에 조영되어 있는 B地區 土壙墓와, 정상부에서 동쪽
으로 해발 50m 까지 길게 뻗어 있는 동쪽 능선 사면을 따라 해발 52～89m 사이에 조영
된 A 地區 土壙墓群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이 신봉동토광묘는 木棺墓가 주를 이루고 목
곽묘는 10여기에 불과한데21), 목관묘의 세부적인 형태는 파악된 것이 거의 없으며, 木
槨墓는 후술할 單槨單棺式(木槨墓 Ⅰ型)이 6기로 주를 이루고 부장곽이 있는 것이 1기
(Ⅲ型) 바닥에 자갈을 깔은 목곽묘가 3기(Ⅳ型) 조사되었다(表 4 참조).
이 유적은 집단묘로서의 규모와 함께, 다양한 토기와 마구·병기·농구 등의 철기가
출토되어 중부지역 백제문화 변동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유적으로, 그 조영기간에
대해서는 4世紀 中葉～6世紀初(朴泰祐 1991, 71～72), 4世紀 初～5世紀 中葉(車勇杰外
1995, 291), 3世紀 中後半～5世紀 中葉(車勇杰外 1996 ), 4世紀 前葉～5世紀 中·後半(朴
21)前稿(成正鏞 1998, 73)에서는 IV型 목곽으로 분류되는 92- 10호묘가 全面에 자갈이 깔려 있어 그
위에 관이 안치된 것으로 보아 목관으로 분류하였으나, 바닥에 자갈을 까는 것이 목곽묘적인
요소임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목곽묘로 분류하였다.

淳發 1997, 144 ), 5世紀 中心(申鐘煥 1996, 108)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대체로
그 상한을 4세기의 이른 시점으로 보는 견해와 5세기대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진다.
이 유적은 대부분 도굴되어 세세한 묘제속성을 알기 어렵지만, 木槨의 존재가 土層
등을 통해 파악된 것이 A 지구 66기와 B지구 9기로 75기에 불과하였는데, 관·곽이 파
악되지 않는 것은 모두 묘광면적 2.0㎡이하의 소형묘22)이고 주로 구릉의 하단부에 분
포하면서 부장품도 토기 2～3점 정도로 매우 빈약하며, 이 유적 하위 계층에서는 直葬
墓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成正鏞 1998, 71). 그리고 이 유적 토광묘의 墓壙
크기는 棺槨의 크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연동되는 요소로서 A 地區의 區域別 墓壙 규
모의 분포를 보면 小形墓( I )들은 능선 아래쪽의 「가·나」區域에 많지만 능선 상부
의 「라」區域에도 상당수가 분포하고 있는데 비해, 中形墓(II군)과 大形墓(III군)들은
< 表2> 錦江流域 Ⅲ期 墳墓遺蹟 主要 副葬品 一覽表
토
번
유 적

매장
주체

1 화성리

목관 7
목곽 2

호

○ ○ ○

목관 8
2 구성동 목곽 1
불명 2

○

○ ○

3 용산동 목곽 4

○

목관134
○ ○ ○ ○
수혈 9

수혈17
6 표정리 횡구18
횡혈 2
수혈32
횡구 1
7 모촌리
횡혈 1
옹관 4
수혈14
8 웅포리 횡구 8
횡혈 3

수혈
횡구
9 입점리 횡혈
옹관
파괴

10

5
2
7
1
5

분강·
석실3
저석리

○

○

○

○ ○

○

○ ○

○

○ ○

○

○

○ ○

○ ○

○

○

구슬

환 두 대 도 (삼
엽 ,이 엽,소 문)
,대 도 철 촉 ,철
모,준,성시구
환 두대도 (1호
석 곽 묘 ;단 봉
문 ),대도 ,철촉
,철모,성시구
철촉,철모

○ ○

기타

製鏡1, 옥39, 청자사 꺾쇠,
관정
이호

○ 쌍호 철모

○ ○ ○ ○ ○ ○

○

장식품·기타

구

鐵鋌10

○

○

살

마

살 포1,철
겸1,도자1

주 구
토광

도 자 ,철 부 등 자 ,재 유 리 구 슬 ,금 동 이 식 ,소
꺽쇠,
살포,철 착, 갈 ,안 교 형모 형철 제품 ,鐵 鋌形 鐵
관정
철겸,따비 ,
器,曲玉,鐵環,鐵片

살포,도자

도자,철 부,
철겸,살포

옥,이 식,방 추 차/ 흑 갈유
재 갈 ,안
석곽
천계호,관모,흑도, 환두
교,등자
꺽쇠
대도
방추차,토제구슬

은장환두대
도자,철 부, 교 구 ,철
도 철 촉 ,철 검 ,
은 장 도 자 ,곡 옥 , 금 동 이
살포, 철 제 안 교
철 도 ,철 모 ,철
식,방추차
겸
장식,함
제성시구
도자,철 부,
철겸

○ ○ ○ ○

○ ○

농공구

도자,철 부,
철겸

○ ○ ○ ○ ○

○ ○

구

철모

○

○ ○ ○ ○ ○ ○ ○

○ ○ ○ ○ ○

○

○

○ ○
○

○ ○ ○

무

은 삼 강 환 두 도자,
대도,철모
포

○ ○

○ ○ ○

목관219
4 신봉동 목곽 10 ○ ○ ○
횡혈 3

5 용원리

기

직
광
대
구 심 구 장 고 고 배부 삼 파 동 유 난 호 단
개 뚜
기
구 발 장 경 배 형기 직 족 수 이 견 형 옹 경
소 병 배 껑 완 타
형 형 경 호
대 구 기 배 형 호 호
호
호
호
호

단 경
편 구 철촉
호1

철부

주 구
대도,준,
소호

철겸,철 부,
도자,철착

방추차,금박이식
금 동 관 모 ,금 동 관 식 ,금
동 식 리 ,청 자 사 이 호 ,은
제 행 엽 ,금 동 안 구 , 은 장
표 비 ,금 동 관 대 ,금 동 입
등 자 ,재
식,등 자 ,철 교 구 ,관정 ,꺽
갈 ,안 교
쇠 ,금 동 수 식 ,시 통 장 식 ,
,
금 제 이 식 ,유 리 구 슬 ,은
고리장식,銀製釘 (86-1
호 분 ),금 제 이 식 ,금 박 이
식,경옥,

22) 묘광면적은 크게 4.0m 2 미만의 I면적군(小形墓), 4.0～5.69m2 사이의 II면적군(中形墓), 5.7m 2 이
상의 III면적군(大形墓)으로 나누어진다.

능선 상부로 올라가면서 그 수가 많아지고 있고 木槨墓의 경우에는 1기만이 능선 아래
쪽의「나」區域에 위치하고 있어 面積群과 分包 區域, 환두대도와 마구류 등의 주요 위
신재들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圖 10, 表 3 ).
한편 신봉동 토광묘의 副葬品 종류는 크게 土器와 武具, 馬具, 農工具, 各種 裝飾 金
具, 棺釘 등과 함께 鐵鋌·구슬류 등이 있는데, 이중 土器類의 경우에는 廣口長頸壺23),
蓋杯形土器24) , 深鉢形土器25) , 短頸廣口小壺, 球形壺, 卵形壺, 杯 등 相對的으로 대부분의
土壙墓에 副葬되는 主要 器種과 直口壺, 有肩壺, 甁,

, 뚜껑, 蓋杯, 三足器, 甕 등 일부

에만 小數 副葬되는 器種으로 나누어져, 전체적으로 15個 내외의 기종이 있어 이전의
주구토광묘나 토광묘 단계의 기종구성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 토기 기종구
성과 환두대도와 마구 등의 위세품 부장 양상(表 4 ), 중복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봉동의 변천 양상은 대체로 3기로 구분되며, 등자·철부·삼족기의 부장 요소 등
을 고려하여 그 연대는 각각 Ⅰ기는 4세기 후엽, Ⅱ기는 4세기 말～5세기 전엽, Ⅲ기는
5세기 중엽 무렵26) 등으로 비정할 수 있었으며 그 출토유물의 변천은 < 圖 16> 과 같이
정리된다(成正鏞 1998, 89 ).
한편 천안- 청주 지역을 잇는 토광묘 문화를 이해하는데는 화성리 유적도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최근 한성기 백제유적에 대한 종합적 편년안을 제시한 박순발은 청당동의
하한을 3C 후반～말경으로 비정하고 화성리는 A - 2호묘에서 출토된 黑陶 直口廣肩壺를
기준으로 그 등장 시점이 3C 중후반 무렵이며, 하한은 4C 후반(B - 1호묘)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朴淳發 1998, 111), 주구토광묘에서 화성리 토광묘 단계를 바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 黑陶는 가락동 2호분 것과 유사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화성리와 인접한 신풍리 1호묘의 존재나 송대리의 토기상, 오석리, 분강·저석리의 토
기와 철기상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유적들의 존재
와 화성리 채집 중국 靑磁盤口壺(小田富士雄 1982, 198～213 )의 경우 최대경이 동상부
에 있으면서 장신화된 기형이 南京 象山 3號墓 출토품27)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보여 4C
23) 百濟土器 廣口長頸壺는 嶺南地域의 長頸壺와 달리 頸部 높이가 전체 높이의 1/ 4 내외에 불과
하고 口徑이 最大徑보다 큰 경우가 거의 없는 기형적 특징을 하고 있다. 이는 중부지역 백제
유적의 대부분에서 출토되고 있어 漢城期 百濟土器文化의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종으로
서 하나의 編年的 指標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 형태 변화는 주로 頸部 形態
의 속성 변화에 의하여 관찰되는데, 突帶 등의 裝飾이 전혀 없는 것(A形), 頸部에 突帶가 부가
된 것(B形), 頸部 突帶에 波狀文이 다양하게 施文된 것(C形)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頸部 屬性은 형식상 相對的인 發生 先後 關係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金元龍外 1988).
24) 이는 新鳳洞土壙墓에서 頻出하는 器種 중의 하나로서 바닥이 편평하고 전체 높이가 4～5cm
이하로 낮은 편이다. 杯身과 口緣 사이에 짧게 돌출된 턱이 形成되어 있지만 百濟 後期의 蓋
杯처럼 口緣과 杯身部 사이에 단이 뚜렷하게 形成되어 있지는 않으며, 杯身部의 외면이 주로
깎아 다듬은 특징을 갖고 있어 蓋杯와는 區分된다고 할 수 있다.
25) 이 유적 深鉢形土器는 器高 낮고 格子 또는 平行 타날되어 있는 것으로, 本稿 3期 무렵 백제토
기의 주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기형의 계기적 변이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
26) 하한 시점은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일부 무덤이 後葉 初까지 하강할 가능성은 있다.

후엽 무렵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成正鏞 1998, 97), 흑도의 존재만으로 화성리 유적
의 연대를 올려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B - 1호묘 단경소호는 분강·저석리 14호
석실분의 것과 유사하고, 소형의 심발형토기와 광구장경호·직구단경호 등은 신봉동 Ⅱ
기 무렵 유행하는 것이어서, 화성리의 중심연대는 대체로 4세기 중엽～5세기 초 무렵에
걸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전 구성동토광묘는 경주 月城路 가- 6·13호묘 등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
장경호와 함께 신봉동의 이른 시기에 보이는 어깨가 약간 각진 有肩壺와 연질무개고배
·완·파배·파수부주구토기 등이 공반되어 4C 후반으로 보는 보고자의 年代觀(崔秉鉉
·柳基正 1997 )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용원리 토광묘의 경우는 토기상이 자세하지는 않으나 공표된 자료(공주대학
교박물관 1998)의 기종 조합 등이 신봉동과 거의 유사하여 대체로 신봉동 단계와 평행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7) 王丹虎墓, 359년

< 表 3> 新鳳洞 A 地區 大刀 및 馬具 出土 遺構 一覽表
區分
區域

나

다

라

遺構
番號

面積群

92-2
92-37
92-4
92-13
90A38
90A25

I
I
I
I
I
I

棺
?
棺
?
?
?

90A13

Ⅱ

棺

素文1

90A11
90A12
90A 7
90A6

I
I
I
?

?
?
?
?

素文1
三葉1

90A4

I

?

92-54

Ⅱ

棺

92-60

Ⅱ

槨

92-66

Ⅱ

槨

92-71

Ⅲ

棺

92-72

I

棺

92-74
92-76

Ⅱ
Ⅰ

棺
棺

Ⅲ(80-1)

槨

Ⅱ(80-2)

棺

92-83

Ⅲ

槨

92-84

Ⅲ

棺

92-87

Ⅰ

棺

92-91

Ⅰ

棺

92-94

Ⅲ

棺

92-93

Ⅲ

槨

92-97-1

Ⅲ

棺

92-98

Ⅱ

棺

92-102

Ⅱ

?

92-104

Ⅱ

棺

92-107

Ⅱ

棺

92-108

?

?

92-80

마

92-109

Ⅲ

棺槨

刀

環頭
大刀

馬具
共 伴 遺 物
子

재갈

裝身具

小刀1
小刀1
素文1
大刀1
大刀1
大刀1

1
具3.

大刀1
大刀1

二葉1

具2,

1

1

片

1

2

1

具4

1

具1

1

具1

素文1

片

版1,

2

鐵鑿,鐵斧,鑿頭形鐵鏃,A形廣口長頸壺
鐵斧,深鉢形土器,廣口壺,金銅細環耳飾
牛角把手附深鉢形土器(92-5號 파괴)
鐵刀子,鐵鎌
有肩壺,短頸壺,杯,直口壺
球形有頸壺,鐵刀子,鐵鏃,鐵矛,鐵鎌,鐵斧,鐵鑿
鐵鏃,鐵斧,鐵鎌,鐵鑿,兩耳附杷杯,短頸廣口壺,鐵刀
子,A形廣口長頸壺
B形廣口長頸壺,深鉢形土器,短頸廣口壺
鐵鎌1, 鐵鏃7(柳葉形5, 廣形蛇鏃2)
鐵刀子,鐵鏃1,鐵斧2,鐵鎌1,鐵鑿1,球形壺1,甕1
短頸廣口壺1
具附철대
살포1, 深鉢形土器, 蓋杯形土器

1
1

具1

大刀1

棺釘,꺽쇠,深鉢形土器,A形廣口長頸壺,細環耳飾
유리구슬,A·B形廣口長頸壺,深鉢形土器,杯,球形
壺2,卵形壺1
短頸壺2,鐵刀子1,鐵鏃7,鐵矛1,鐵鋌1,鐵鎌1,金銅細
環耳飾2, 盛矢具片
深鉢形土器2, 球形壺1, 斧2, 겸1
鐵鏃2, 鐵矛1, 鐵刀子1, 鐵鑿1,鐵鎌1,鐵鏃2, C形
廣口長頸壺1,深鉢形土器1
유리구슬, 球形直口壺1
鐵刀子1, 鐵鏃2, 鐵鑿1,鐵斧2,鐵鎌1

大刀1

2

責飾金具, 具7

大刀1

2

1

心葉形 金具,曲玉形飾金
有肩壺1, 鐵環1, 曲玉, 유리구슬
具

1

1

金具4,飾金具4

三葉1

小刀1

大刀1

鐵刀子1, 鐵鎌1, 鐵斧1, 鐵鑿1
具2

鐵鎌1,鐵刀子1, 鐵鏃3, A形廣口長頸壺

1

1

具3,金具1

鐵鎌1,鐵鏃1,鐵刀子1, 1,深鉢形土器3,杷杯1,短頸
廣口小壺1,甁1,球形壺2

2

경판

具6,心葉形金具3

1, 鐵鏃10, 鐵鑿3, 砥石1, 臺附直口壺1,直口壺
1,杷杯1,短頸廣口小壺1,深鉢形土器1, 壺片3, 꺽
쇠10, 棺釘7

1

1

2

1

金具4,飾金具4
具4,金具1,鞍橋片1

槨

3. 石槨墓·石室墳
1) 竪穴式·橫口式 石槨墓

鐵鏃4, 金銅細環耳飾2, 유리구슬73
鐵刀子,鐵鏃1,鐵斧1,鐵鑿1,鐵鎌1,深鉢形土器1,杯1
,A形廣口長頸壺1,壺1
鐵刀子1,鐵鏃3,鐵斧2,鐵 ,砥石1,杷杯1,球形壺1,
卵形壺1,深鉢形土器1,有肩壺1

1

素文1

B形廣口長頸壺1,深鉢形土器1,短頸廣口小壺1,球
形壺1,鐵刀子1,鐵鏃1,鐵矛1,鐵鎌1,鐵斧2,鐵鑿1

1

1
大刀1

鐵鏃6, 鐵矛1, 棺釘, 꺽쇠

具1

A形廣口長頸壺1,大刀形鐵器1,鐵斧1,創1

具1

鐵鎌1, 鐵斧1, 鐵鑿1, 鐵鏃4, 鐵刀子1, B形廣口
長頸壺1,短頸廣口壺1,卵形壺1
鐵鏃9(刀子形5,柳葉形1,其他3),甕1,壺1

具,心葉形金具,方形版 구슬,鐵環1,鐵鏃多量,蓋杯形土器1,深鉢形土器1,
金具,帶先端
短頸廣口小壺2,卵形壺1,棺釘23

이 무렵의 石槨墓들은 주로 금강중하류역의 連山地域의 表井里와 新興里·茅村里28),
益山 熊浦里와 笠店里 유적 등에서 조사하였으나, 최근 용원리에서는 9기가 확인되어
그 분포권역이 미호천유역까지 확대되고 있다(圖 1 참조).
連山地域의 竪穴式石槨墓들은 구조나 유물상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축조되기 시작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통적으로 割石을 이용하여 네모서리를 각지게 하고 벽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축조하며 장단비가 4 :1 내외로서 細長方한 형태를 하고 있어, 소위 表
井 里 型 石 槨 墓 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경기 이남 지역 4世紀代 무렵의 華
城 白谷里(韓國精神文化硏究院發掘調査團 1994 )·馬霞里(金載悅 1998 )의 石槨墓들이 괴
석형 할석을 이용하여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하면서 내경하도록 축조하는 소위 白 谷
里 型 石 槨 墓 와는 축조 방법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圖 21 참조).
이들 유적 중 조영 기간이 가장 긴 표정리의 경우 수혈식석곽묘가 17기, 횡구식 석곽
묘가 18기, 횡혈식석실분이 2기, 옹관묘가 1기 있는데, 廣口長頸壺 및 三足器, 高杯形器
臺, 뚜껑 등 이 지역 석곽묘 유적에 공통적으로 매납되는 主要 器種과 共伴 組合相을
고려하면 3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를 약술하면 廣口長頸壺와 三足器·뚜껑·

등이

주요기종으로 부장되고 甁이나 短頸小壺類도 일부 부장되는 表井里 Ⅰ期, 廣口長頸壺의
頸部 변화가 많아져 여러 개의 突帶가 부가되거나 波狀文이 첨가되고 盒과 蓋杯·臺附
直口壺·直口壺 등이 소수기종으로 부장되는 表井里 Ⅱ期, 副葬 器種이 점차 縮小·變
化되어 主要器種으로서 廣口長頸壺와

이 보이지 않고 대신 三足器와 뚜껑·蓋杯가

집중적으로 부장되며 삼족기는 배신이 매우 얕고 편평하여지면서 두텁고 긴 다리가 붙
으며 Ⅱ期 末부터 등장한 輪形 꼭지의 뚜껑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直口壺와 盤口形
口緣의 甁이 일부 사용되는 表井里 Ⅲ期로 구분되며(圖 18 ) 이는 후술할 石槨 構造의
변화와도 일치한다.
표정리의 연대 근거도 많지는 않은데, 대체로 廣口長頸壺가 신봉동토광묘군의 것과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85 - 13호 출토 無蓋高杯는 石村洞 葺石封土墳(金元
龍·林永珍 1986, 74)이나 大田 九城洞 出土 無蓋高杯와 기형상 통하며, 85 - 14號에서
출토된 것과 同形의 三足器가 風納洞土城에서 출토된 점 등이 고려된다. 그밖에 85 - 16
號에서 출토된 臺附直口壺가 石村洞破壞墳 T r .에서 출토된 것(任孝宰 1976 )과 胴體 中
間에 橫沈線이 돌려져 있는 형태 등이 상사하며 신봉동 Ⅲ期의 92- 93호묘 출토품에도
이러한 臺附直口壺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85- 16號墓가 속한 Ⅱa期의 연대를 잠정적으
로 5世紀 中葉 무렵으로 비정하며, 九城洞 D - 1號墓 出土

과 表井里 85 - 8號墓 출토품

과의 기형적 상사성, 廣口長頸壺의 形態 등을 고려한다면 表井里 Ⅰa期의 年代를 이르
게는 4世紀 後葉 또는 末 무렵으로 비정한다29).

28) 이들은 조사 시점에 따라 지명이 다르나 同一 丘陵上에 위치한 유적이다.
29) 현재까지는 이것이 연산지역 일원에서 가장 이른 백제유적의 연대가 될 것이지만, 추후 연대가

이 표정리 고분군의 특징은 副葬品에서 馬具類나 武具類가 거의 없고 약간의 土器類
와 農工具類가 매납되고 있어 부장품의 종류와 양으로 보는 한 집단의 위계가 최하위
에 가깝다고 생각된다30) .
茅村里유적에서도 竪穴式 32기·橫口式 1기·橫穴式 1기, 甕棺墓 2기 등 모두 38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광구장경호나 고배 등의 토기와 수혈식석곽묘의 구조 등으로 보
아 그 出現年代가 表井里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며 下限 時點은 表井里의 Ⅲa期
무렵까지로 생각된다. 이 모촌리에서는 특히 5세기 후엽의 수장급 묘로 생각되는 93 - 5
호 수혈식석곽묘에서 토기 17점과 함께 은장식 환두대도와 함께 마구, 다량의 철촉 등
이 출토되었는데, 이 환두대도의 위계는 금장용봉문(王級) 다음에 위치될 수 있는 것
(朴淳發 1998, 161)이어서, 모촌리 집단의 위상은 이 무렵 표정리에 비해 훨씬 우월해진
것으로 보인다.
熊浦里墳墓群에서는 竪穴式 8기, 橫口式 8기, 橫穴式 3기, 小形石槨 6기 등 25기가 조
사되었는데, 이 유적에서는 廣口長頸壺가 보이지 않는 대신 三足器·뚜껑·高杯와 함께
直口壺가 주요 기종으로 부장되어 있고 臺附直口壺의 존재가 특징적이다. 주로 직구호
와 뚜껑 등을 통해 변천상을 파악하여 본 결과 93 - 3·92- 7→93 - 9·88 - 2 (橫穴式)→
93 - 12·13→93 - 11→88 - 20(橫穴式)→93 - 14號 순으로 토기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중 92- 13호 수혈식석곽묘까지가 대체로 5세기 무렵의 것이며, 그 출현시
점은 표정리 Ⅱa기 무렵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笠店里의 석곽묘들은 축조기법이 표정리 것과 동일한데, 98 - 1호 竪穴式石槨墓가 능
선상면의 평탄면 최정점에 자리하고 있어 입지상으로는 最高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
며, 86 - 1호 횡혈식 석실분은 오히려 이보다 아래쪽의 경사도가 급한 능선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圖 12). 그러나 98 - 1호 석곽묘의 유물은 臺附直口壺등의 토기
3점과 金箔耳飾·金製垂飾·頸玉·팔찌옥 등으로 약간의 장신구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분묘들은 대부분 토기만 몇점 부장하고 있어, 86 - 1호석실분과는 현격한 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생토 바닥을 이용하거나 바닥에 일부 또는 전면 부석을 하였지만 부
장칸이 독립된 형태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모습은 표정리와 모촌리에서 대체로
5세기 중엽 이전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그 연대를 대략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최근 용원리에서 토광묘군과 혼재되어 조사된 석곽묘는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
로, 이중 8기는 134기의 토광묘와 혼재하고 있었고 1기는 중심분묘군과 떨어져 산 사면
말단부의 평지와 이어지는 舌狀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용원리 석곽묘들은 주로 괴석과 약간 깬 할석을 혼용하여 축조한 白谷里型 石槨墓
보다 소급되는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30) 이는 5세기 무렵 신봉동이나 용원리 등의 토광묘에 비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이
무렵에는 묘제 자체가 위계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상위집단이 어떠한 묘제
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묘제 자체의 위계가 결정되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다.

형태인데, 이중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1기의 석곽묘에서 중국 黑褐釉天鷄壺와 함께 금동
성시구, 환두대도, 등자 등의 마구류, 철모, 흑도, 직구호·난형호 등의 토기31)가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우 주목된다. 여타구성원의 분묘와 배타적으로 떨어져 위치하는
이 독립석곽묘의 입지상 탁월성은 이 지역 4～5세기 무렵의 여타 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던 점이고, 부장품 또한 대부분 최고 위계의 것이다. 이중 黑褐釉天鷄壺는 그 연대적
위치를 비교적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천안 지역 墓制의 時空的 性格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간략히 언급하여 두고자 한다.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무렵 중국의 黑褐釉天鷄壺는 손잡이가 비교적 길고 높으며
鷄首가 兩耳의 위치와 같은 어깨 부분에 위치하고 兩耳가 둥근 모습으로 되어 있는 형
태(圖 15 - 1)32)에서 손잡이가 낮아지면서 손잡이 끝부분에 구연을 물고 있는 龍형상이
조각되고 鷄首가 붙어 있는 주구의 위치가 頸部쪽으로 더욱 올라오며, 兩耳의 형태가
각진 것(圖 15- 2·3, 南京市博物館南花區文化局 1998b, 16 )33)으로 변화하고 있다. 용원
리 출토품은 대략 角진 兩耳와 鷄首 形態, 둥근 손잡이 등의 요소로 보아 上記 天鷄壺
들의 어간에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부장연대는 수입- 분여- 전세기간을 고려
한다고 하면 5세기의 이른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2) 橫穴式石室墳
錦江流域에서 首長級들의 主墓制로 이용된 橫穴式石室墳이 갖고 있는 문제의 출발은
복잡한 類型分類나 系統 論議 보다는 熊津 遷都 以前, 즉 漢城期의 橫穴式石室墳이 존
재하느냐의 여부와 있다면 그 出現時期와 樣相은 어떠한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百濟 橫穴式 石室墳의 初期 形成過程에 대해 異論이 많은 것은 서울 지역에서 70년
대 중반에 조사된 可樂洞(蠶室地區遺蹟調査團 1977 ), 芳夷洞(蠶室地區遺蹟發掘調査團
1978 ) 古墳群들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들은 新羅色이 강한 遺物相과 構造的 特
徵에 의해 新羅系의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尹煥 1989 ; 朴淳發; 1994; 姜賢淑 1996 ; 崔秉
鉉 1997 ), 필자도 이 견해의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성정용 1988, 1022).
이에 비하여 小田富土雄(1979)과 永鳥暉臣愼(1979) 등이 이들 古墳을 漢城期 石室墳
으로 인식한 이래, 漢江流域 百濟初期 橫穴式石室墳 肯定論 도 강하게 대두되어 왔다
(龜田修一 1990; 藤井和夫 1992; 柳澤一男 1989 : 1993 ; 洪譜植 1993 ; 李南奭 1995 ). 이러
한 肯定論 주장의 근간에는 百濟 漢城期의 中心地에 石室墳이 없다는 漢江流域 橫穴
式石室墳 不在論 을 상정할 경우 定型化된 형태로 출현하는 公州地域 王陵級 石室墳의
31) 1998년 8월 31 대전 MBC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보도. 그러나 아직 그 양상이
세세하지는 않다.
32) 鎭江 출토품으로 鎭江市 抗州 老化山 出土 興寧 2年(AD364년)銘 墓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同
形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世界陶磁全集 1979, 108), 그 제작 연대를 짐작하여 볼 수 있다.
33) A D . 406년 謝溫墓

出現過程을 繼起的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日本 地域 初期 橫穴式石室墳들의 연대가 福
岡 鋤崎古墳의 경우와 같이 最古 4C 末까지로 編年되는 점(柳澤一男 1993, 28 )과의 年
代的인 不一致도 일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록 단편적이나마 이의 이해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금강유역권에서 보인다.
이중 입점리 86 - 1호분은 右偏在羨道에 方形에 가까운 平面을 하고 있고 割石으로 벽
을 축조하며 穹 狀 천정의 형태를 하고 있다. 특히 이 석실분은 장축이 수혈식석곽묘
의 것과 같이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되어 있어(圖 12) 이 지역의 전통적인 장축 방
향을 따르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熊津期 以後의 석실분들이 경사면 방향으로
조영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86 - 1호분에서는 臺附直口壺 등 6점의 토기와 함께 中國靑磁四耳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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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杏葉 등의 馬具類, 金銅飾履, 金銅冠帽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靑磁四耳壺의 중
심 제작연대는 5c前葉 무렵으로 상정되며(成正鏞 1998, 118 ), 偏球形 胴體와 직선상으로
외반하는 臺脚이 달려 있는 臺附直口壺와 直口小壺 등은 石村洞 破壞墳 封土土壙墓(任
孝宰 1976)에서 출토된 것들과 근사하고, 皇南大塚 南墳 副槨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扁圓魚尾形 杏葉, 踏受部의 鐵釘이 없고 輪部에 비해 짧은 柄部 등 古式的인 요소를 간
직하고 있는 등자 형태 등을 감안하면 86 - 1호분의 연대는 5세기 중엽에 가까운 시점으
로 볼 수 있어, 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른 궁륭형 석실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
다. 한편 笠店里에서 출토된 棺釘의 요소를 웅진천도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吉
井秀夫 1991, 83 )하여 葬法의 변화와 연관시키기도 하나, 이미 신풍리 1호묘 단계에 꺾
쇠가 사용되며, 석촌동 파괴분 토광묘 III (任孝宰 1976 )과 신봉동 92- 83·93·109호묘
등에서도 꺾쇠·관정이 공반하고 있어 漢城期에 주로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일부
葬法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주 汾江·楮石里에서는 56기의 분묘 중 방형평면에 계단식의 입구를 가진 것
이 12·13·14호분 등 3기가 조사되어 주목을 끈다. 이 석실분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한
쪽 단벽 중앙부에 입구를 割石으로 2～3단 쌓아 계단 같은 형태의 것을 만들은 독특한
형태에 있으며, 바닥은 생토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34). 이 중 13號墳에서 동체가
약간 긴 형태의 頸部 A 形 廣口長頸壺가 출토되었으며, 短頸廣口小壺는 表井里 Ⅰ期의
85 - 14號나 茅村里의 97- 7·15號墓 것과 相似하고 卵形壺는 花城里 B - 1號墓에서 출토
된 것과 기형·문양 등이 近似한 점이 엿보여 그 연대는 최소한 表井里 Ⅱa期 무렵을
전후한 시점에 위치지울 수 있을 것 같다.
이 유형 석실분의 원류를 갑자기 찾기는 어려우나 압록강유역의 魯南里 남파동 30호
분과 간평 10호분 등에 이와 동형의 구조(圖 21 참조)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정찬영
34 ) 지금까지 조사된 적이 없는 독특한 것이어서 이를「汾江·楮石里類型」석실분으로
명명하였다.

1983 ), 이러한 석실분이 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란 점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羅州 伏岩里 3호분에서도 이와 똑같은 것이 2기 확인되었는데, 이
들은 96 - 1호 석실 축조 이후 바로 분구를 잇대어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화재연
구소 1998 )35) . 이처럼 동형의 석실분이 나타나게 된 계기를 갑작스레 찾기는 쉽지 않으
나, 5세기 후엽 무렵 백제의 웅진천도와 더불어 백제가 영산강유역 정치체에 대한 영향
력의 확대를 시도함으로써 반남 중심의 세력이 약화되고 반남 외곽 지역에 백제·가
야·왜 등의 문물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朴淳發 1998b )이 하나의
참고가 될 만하다.

Ⅳ. 劃期의 檢討
1. 周溝土壙墓 및 土壙墓 埋藏主體部
여기에서는 먼저 주구토광묘 및 토광묘에 공통되는 매장주체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변천상을 파악하여 두고자 한다. 이들의 매장주체부는 목관묘와 목곽묘로 대별되는
데, 이 지역에서는 5세기 무렵까지 곽 안에 관을 넣는 행위가 신봉동 등에서 분명히 확
인되고 있으므로 관 외부에 부장칸을 별도로 만들더라도 이는 관으로 분류하였다. 棺·
槨 의 세분은 토기는 기본적으로 관외 부장되는 것으로 보고, 토기를 부장할 수 있는
부장칸의 여부를 기준으로 세분하였다(表 4 ).
이를 보면 木槨墓는 單槨單棺式의 Ⅰ형을 제외하고는 곽의 결구 방식이나 부장칸의
형태 등이 대부분 독특한 편으로서 Ⅱ·Ⅲ型은 각기 1기씩의 사례만이 확인된다. 그리
고 바닥에 잔자갈을 까는 목곽 Ⅳ형은 5세기 이후 대전 용산동과 신봉동의 일부 토광
묘에서만 확인되어 가장 늦게 출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용원리와 화성리에
는 목곽묘가 없고 신봉동에서도 절대 다수36)가 목관묘여서, 4세기 중엽 이후 토광묘는
거의 木棺墓 일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봉동 木槨墓는 대체로 5세기 이후 首長層의
분묘여서 이전 것과 전통성을 갖고 조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 중 가장 기본적 형태인 목관·목곽의 各Ⅰ型37) 주구토광묘 단계부터 신봉동·

35 ) 일본 지역의 경우에는 九州에서 가장 초기 횡혈식 석실분인 鋤崎·老司 3號墳 등
에서 이러한 형태의 석실분이 400년 무렵을 전후하여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土
生田純之 1991; 柳澤一男 1993). 분강·저석리유형과 이들 석실분들을 계기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5세기 무렵 이러한 형태의 석실분들이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는 점은 이 무렵의 역사상과 관련되어 이해될 여지가 있다.

36 ) 229기 중 10기만 木槨墓이다.
37) 이들의 세부적인 관재 결구 방식에 의한 구분을 여기서는 보류하였다.

용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목관묘 Ⅱ- 1·2型은 용원리의 일부
토광묘에서 확인되어 묘제에 있어서의 계승성이 일부 엿보인다.38) 그러나 木槨墓 Ⅱ,
Ⅲ- 1·2型은 주구토광묘 계통에서만 보일 뿐 그 다음 시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장
주체부 형태를 유물상과 관련하여 고려하면 대체로 < 圖 20> 과 같은 변천안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합장묘는 同穴異棺 合葬(A 類型, 송대리 7호) 1기와 함께 격벽이 없이 두 穴이
段差를 두고 붙어있는 것(B類型, 송절동 93B - 2·3·6호, 신봉동 82- 8·9호39) , 92- 80
호), 두 穴이 떨어져 있는 것(C類型, 하봉리 8·9호, 송대리 8·14·38·40호묘)등 지금
까지 12기가 확인되었다. 이로 보아 합장묘는 본고의 II期 무렵에 주로 사용된 묘제 유
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합장묘 요소를 이 무렵 樂浪 地域 墓制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파악하기도 한다(李成周 1997, 30). 그러나 주구토광묘 단계에 낙랑 묘제의 절대적인 영
향을 검증하기 어려우며, 합장묘의 요소는 낙랑지역에서 기원전후부터 집중적으로 사용
되기 시작한 것이고 A D 2～3C 무렵의 낙랑 상위계층의 목곽묘가 先行 槨을 개조하여
합장하는 형태가 유행하는 점(高久健二 1995)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同槨 合葬型
이 발견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3C 무렵에 등장하는 합장묘 요소를 낙랑의 것과 바
로 연결시키기는 주저된다.
2. 石槨墓 形態 變化
금강유역권에서 白谷里型 石槨墓는 용원리 유적이 유일하지만, 錦江 中下流域의 表井
里型 石槨墓는 유물상의 변화와 관련시켜 볼 때 바닥의 부석 형태에서 비교적 그 변화
가 뚜렷이 드러난다. 먼저 竪穴式石槨墓는 바닥에 부석이 거의 없는 것에서 전면부석을
하였다가 다시 한쪽 단벽을 판석으로 막아 부장칸으로 활용하며 이후 5세기 후엽부터
는 석곽 가운데에 관대나 시상대 개념의 석축을 쌓고 양 단벽을 막아 부장칸으로 활용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세기 중엽 이후에는 더 이상 竪穴式 石槨墓의 축조예가 확인되
지 않는다.
橫口式石槨墓는 현재까지 5세기 중엽 무렵의 表井里 81- 3號가 가장 빠른 예로 생각
되는데, 이는 사방의 아래 1단에는 약간 큰 할석을 놓고 그 위에 작은 할석으로 축조하
였으며 크기는 230×68cm 에 바작에 부석을 깔고 양단벽에 부장칸을 마련하는 모습이
표정리 85 - 16호 竪穴式石槨墓와 동일하다. 81- 3호 다음 단계인 표정리 81- 1·2호 횡구
식석곽묘와 81- 6호 횡혈식석실분에서 보이는 관대의 요소는 같은 시기의 수혈식석곽묘
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어 상대적인 변천 과정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38) 신봉동에 II형 목관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39) 이 합장묘는 유구 번호가 각기 부여된 것으로 합장을 기준으로 1기로 계산된다.

< 圖 21> 이며, 이로 보아 表井里型 石槨墓는 그 등장 이후 內的인 변화 발전 과정을 거
쳤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석곽묘가 백제 지역에서 등장하는 계기에 대하여 마하리에서 목곽묘와 석곽
묘가 공존하고 있는 점과 석곽묘의 橫柯 요소를 감안하여 주구토광묘 이래 그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崔完奎 1997b , 85 ). 그런데 아직까지 마하리는 물론 중
부지역에서 石槨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의 木槨(木棺)墓의 뒷채움 형식이 발견된
적이 없고, 馬霞里石槨墓의 橫柯 요소도 토광묘의 木棺이나 木槨 안치 방법으로는 보이
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복안은 아직 없지만 遼東과 樂浪地域에 이와 관련된
것이 있어 주목된다. 이들 중 太康 2年銘(281)의 瓦當(圖 19 - 2)과 內行花文鏡(圖 19 - 3 )
이 공반된 遼陽 三道壕의 竪穴式石槨墓(東北博物館 1955 )에서 橫柯를 설치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圖面 19- 1), 三道壕 것과 같은 內行花文鏡(圖 19 - 4 )이 출토된 平南
은산 남옥리 2호 석곽묘(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편 1959 )에서는 割石을 平積하
고 短壁의 중앙부를 입구로 이용하거나 또는 낙랑동 29호처럼 한쪽 단벽을 판석으로
마감한 橫口式 구조도 찾아볼 수 있다. 3C무렵 낙랑 지역의 중심묘제는 목곽묘와 전실
분(高久健二 1995 )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구조를 감안하면 百濟地域 石槨墓의 성립에
이들이 일정부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여 볼 만하다.
3. 分期
지금까지 각 묘제의 양상을 검토하고 그 주체부의 형태 변천 등을 살펴본 결과를 바
탕으로 分期를 설정하여 봄으로써 그 변화의 모습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圖21～22).
1)Ⅰ期(2세기～3세기 중후엽) : 주구토광묘단계
청당동과 하봉리의 대부분 유구와, 송절동과 신풍리의 일부 주구토광묘가 이에 속하
며 이 墓制는 이무렵 馬韓의 기본 묘제로 인정된다. 토기 부장은 圓底短頸壺를 기본으
로 천안과 美湖川流域에서는 硬質無文樣 深鉢形土器가 set되는데 비해 금강 중류역의
하봉리에서는 매납기종에서 빠져있어 부장 전통의 차이를 다소 보여주고 있다40) . 素環
頭(大刀)와 함께 길이 40cm 내외의 長身形 Ⅰa類 鐵矛가 사용되며, 청당동 Ⅱ期 무렵
에 보이는 馬形帶鉤·曲棒形帶鉤·金箔구슬과 外來旣成品은 청당동을 대표로 하는 중
부 지역 마한 세력이 대외교섭권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주도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마한에 대해 백제의 성장 기점인 A D200년을 기준으로 前後期로
나누거나(金元龍 1990, 8) 250년 무렵을 전기 마한의 하한으로 보기도 하는데(朴淳發
1998c, 34 ), 마한의 독자성이 확인되는 것은 이Ⅰ期 末 무렵까지이다.
40) 그 원인은 여러 국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마한사회의 다원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Ⅰ기의 상한연대는 2세기 중반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다 분
명한 계지적인 자료가 나오면 그 양상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목관묘로 분
류된 하봉리 5호묘의 경우 관내에 토기가 부장되어 있어 영남지역 목곽묘와 대비해 볼
수도 있으나, 이 지역에서는 이 1기만 예외적인 것이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2) Ⅱ期(3세기 후엽～4세기 전엽) : 토광묘이행기
주구묘의 점차 소멸하면서 토광묘로의 묘제상의 변화가 관찰되고, 매납기종이 증가하
여 양이부호와 옹 등의 기종이 토광 안에 매납되기 시작하며, 토기상에서 흑회색연질의
技術的類型이 보이는 것을 그 基準으로 한다.
송절동과 신풍리·오석리·분강저석리·송대리 등의 대부분 토광묘가 이에 속하는데,
송절동과 송대리 등에서는 토광이 보다 대형화되고 목곽묘의 비율도 두 유적이
22/ 79 (27.8% )로서 이전 보다 현격히 증가하는데, 아는 합장묘의 사용이 많아지는 것과
도 궤를 같이한다.
基部 燕尾形의 Ⅱ類 철모 사용과 함께, 本期의 후기 무렵에 꺾쇠와 관정의 사용에 의
한 관 결구 방식의 일부 변화, 平底壺와 頸部突帶附加壺등의 존재와 함께 주목되는 것
은 특히 흑회색연질 기술적유형의 채용인데, 이는 3세기 중후반 무렵 국가적 통합을 이
룩한 백제가 고배, 직구광견호 등의 일련의 기종을 흑색마연토기로 제작하면서 백제토
기가 정형화되는 시점(朴淳發 1998a , 73～88)과 약간의 落差를 두고 이 지역에 나타고
있다. 이로 보아 이러한 요소들은 한강유역의 백제가 이 지역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 시
작하는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호천 유역에서 무문양 심발형토기와 원저단
경호의 기본적인 부장 조합상이 계속은 이전과의 계기적 연속성도 보여주고있다.
한편 금강 하류역의 周溝墓 및 低墳丘墓는 주로 이 Ⅱ기 무렵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창리 철모로 보아 Ⅰ기의 늦은 시점까지 올라갈 수는 있다.
3 ) Ⅲ期(4세기 중엽～5세기 중엽) : 토광묘·석곽묘·석실분 혼용기
주구 토광묘의 조영이 사라지면서 토광목관묘가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하며, 금강
中下流域에서는 석곽묘도 본격적으로 축조된다. 화성리, 용원리, 신봉동 유적과 표정리,
모촌리, 웅포리, 입점리의 주요 유구들이 이 기에 속하는데, 목곽묘와 합장묘가 증가하
였던 이전과는 달리 목관묘가 매장주체부로 보다 적극 이용되고, 토기상에서도 경질무
문양 심발형토기가 사라지는 대신 낮은 器高의 打捺된 深鉢形土器가 주로 매납되고, 광
구장경호·직구단경호·고배·난형호·유견호·단경소호 등의 한강유역의 백제토기와
동일한 양상을 띄게 되면서, 이후 삼족기 등 한성 백제의 토기 기종이 계속 추가된다.
이 무렵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한 고분군 내에서 연속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유적이 거의 없는 점이며, 집단간 그리고 집단 내에서의 묘제 사용의 다양성이 증가하

여 동일 집단 내에서 용원리의 수혈식 석곽묘, 입점리의 횡혈식 석실분과 같이 동일 분
묘군 내에서 최상위 계층의 묘제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탄난다. 이와 함
께 外來旣成品으로서 중국청자가 최고의 위신재로서 새로운 賜與 체계에 의해 등장하
며, 장식환두대도와 함께 금·은 또는 금동 장식품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인 편차가 약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천안과 청주 등의 중부
내륙 지역에서 보다 빨리 밀도있게 이루어지고 금강하류역은 이보다 약간의 時差를 갖
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백제가 동남지역으로의 진출과 관련된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농경생산에 보다 유리한 생태학적 배경, 주변에 자리한 철생산지의 확보 등 미호천 유
역의 자연·지리·인문적 조건을 중시하였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무렵에는 또한 실용적인 馬具類가 보편화되면서, 고분 입지상의 차이로서 3세기
무렵의 주구토광묘 계통 유적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조망이 용이한 낮으막한 구릉 사면
에 분묘군을 조영하며, 4세기 중반 이후 용원리에서나 화성리에서는 이러한 입지가 이
어지는 측면이 보인다. 그러나 금강 하류역의 입점리 경우는 금강변에 위치한 매우 깊
숙한 계곡의 경사도가 심한 능선 상면과 사면에 분묘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봉동도
경사도가 있는 산능선의 북쪽 사면에 조영되는 차이가 있다.
4 ) Ⅳ期(5世紀 後葉～6世紀 前葉) : 횡혈식석실분 정착기
이 시기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웅진 천도 후 백제 최
고 지배층의 묘제로 횡혈식 석실분이 채용되면서 여타 지배계층의 주묘제로 정착하게
된다. 송산리 고분군에서는 전형적인 궁륭형천정에 방형 평면의 횡혈식 석실분이 사용
되는데, 남향 사면에 입지하면서 장축방향이 등고선과 직교하도록 배치되고 있어 매장
관념의 커다란 변화가 관찰된다. 수혈식석곽묘도 이 무렵까지는 지역 집단의 묘제로서
조영되고 있다.
5 ) Ⅴ期(6세기 중엽～7세기 중후엽) : 횡혈식석실분 확산기
Ⅳ期末의 전축분 도입을 전후하여 석실평면형이 장방형으로 변화하면서 능산리형 석
실로 진행되며, 부장품의 양상이 극단적으로 박장화되어 삼족기·병 등 극히 소량의 토
기가 매납되거나 冠飾 정도가 위신재로서 부장된다. 묘제로서는 횡혈식과 횡구식이 혼
재하는데, 2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 대부분 횡혈식이 횡구식보다 크고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집단의 상위계층의 묘로서 조영된다.

Ⅴ. 墓制로 본 社會性格 變化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묘재 양상 및 분기 내용을 기초로 3세기에서 5세
기 무렵의 정치체의 변화 모습을 시론적으로 간략히 언급하여 두고자 한다.

Ⅰ·Ⅱ期

무렵 마한과 백제의 성장 관계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魏 正始年間 帶方

郡 攻擊(245～247년 무렵, 權五榮 1996, 214)41)으로서, 이 공격의 주체에 대해 백제의 국가
적 성장과정을 중시하여 한강유역의 伯濟國으로 보는 견해(千寬宇 1976, 32; 權五榮 1996,
214)와 마한 目支國으로 보는 견해(盧重國 1987, 36～37)로 크게 나뉘어 있다. 여기서 상기
되는 것은 주구토광묘 단계에 낙랑에서 수입된 것으로 생각되는 外來旣成品은 청당동 Ⅱ期
(3세기 전반, 金在弘·咸舜燮 1995, 163)에만 보이며, 본고의 Ⅰ期 末～Ⅱ期 무렵에는 外來
旣成品이 전혀 없다가, Ⅲ期 무렵에 分與의 주체와 종류가 바뀌어 다시 등장한다. 이로 보
면 주구토광묘 조영 세력 특히 청당동을 대표로 하는 차령산맥 이북의 중부 내륙 지역 세
력들은 Ⅰ期 末 무렵에 지역 단위 정치체 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외교섭권을
상실하면서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상황은 3세기 중후반 무렵
국가단계적 성장을 이룩한 한성백제의 영향이 Ⅱ期 무렵 시작되는 것과 계기적으로 연결되
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눈여겨지는 것은 비록 전황에 대한 중국 측의 과장이 개입될 여
지는 있지만 二郡遂滅韓 이라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와 거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三國史記』古爾王 十三年條(246년)에는 낙랑을 습격했다가 그 보복이 두려워 생
포한 民口를 돌려 보내고 있다42) . 만약 백제가 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였다면 그 전
황을 이렇게 패배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더욱이 二郡遂滅韓 과 관련하
여 생각한다면, 正始年間의 공격 주체는 중부지역의 마한세력이었으며 백제는 그 중의 일원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충돌을 계기로 중부지역 마한세력이 와해되면서 그 구심력이 와
해되고, 이를 계기로 한강유역 백제는 보다 강력한 통합력을 발휘하면서 연맹왕국적 성장을
가속화하하면서 국가체제를 이룬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晋書』東夷傳의 276～
291년에 걸친 對西晋 교섭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는 역시 한강유역의 백제로 보는 것(盧重
國 1990, 87～88; 朴淳發 1998, 73)이 타당하며, 이 무렵 백제의 성장 결과가 중부 지역으로
파급되어 Ⅱ기 무렵의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Ⅰ기와 Ⅱ기의 분묘군은 토기상이나 입지 등에서 어느 정도 연속성이 관찰되는
데 비해 이전과의 단절성이 보다 뚜렷하게 보여지는 Ⅲ기 무렵은 한성기 백제사회 내
부의 구조를 잘 보여줄 수 잇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양상을 여기서 자세히 논하기느
어려우나, 화성리와 구성동·용산동·신봉동과 용원리 등의 토광묘를 보면 10여 기 내
외의 소규모 군집묘와 100여 기 이상의 대규모 집단묘가 현격히 구분되고, 용원리와 신
봉동 등의 집단묘에는 최상위의 위신재들이 집중되는데, 금강 하류역에서는 대체로 30
～40기 정도의 중급 군집묘가 분포하며 5세기 중엽 무렵의 입점리 86 - 1호분 단계에서
비로소 최고의 위계를 가진 위신재가 등장한다. 이와 달리 대전 용산동 토광묘와 웅포
41)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
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
42) 古爾王 十三年 夏 大旱無麥 秋八月 魏幽州刺史毋丘儉與樂浪太守劉茂朔(朔當作帶)方太守王遵(王
當作宮)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리 분묘군 등은 부장품이 토기 몇 점과 약간의 철기에 불과하여 집단 간의 격차가 보
다 두렷하여지고 분묘군 내에서도 첨예한 위계화의 양상이 관찰된다.
그밖에 이전보다 분묘군 내에서 목곽묘 비율이 줄어들면서 개인의 묘역이 작아지고
밀집화되며, 심지어는 이전에 전혀 없던 현상으로 신봉동의 경우에는 선행분묘를 파괴
하면서 조영되는 현상도 보인다. 그리고 동일 시기에 위계화의 정도가 훨씬 높아 보이
는 용원리에서는 목관묘를 주로 사용하다가 최상위 계층에서 석곽묘라는 신묘제를 채
용하는 반면, 신봉동에서는 후기로 가면서 수장계층이 능선 상부쪽에 대형 토광을 파고
목관 또는 Ⅳ型 목곽묘를 사용하고 있다. 또 입점리 집단에서는 수혈식석곽묘의 조영
전통속에 횡혈식석실분이 채용되고 있는 등, 집단 별로 수장층의 새로운 묘제의 수용이
ek didg 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장층의 여타 성원에 대한 차별화 전략의 차이에서 비
롯된 선택적 수용 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최상위층 묘제의 급격한 변화는
무녕왕릉의 예에서도 잘 보이고 있다(朴淳發 1994 ). Ⅲ기 무렵. 묘제상의 이러한 다양
성은 집단 내외간의 사회적 복합도가 증가하고 위계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집단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peer - polity int er action )을 통해 집단 내적으로 그리고 집단 간에 상
호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성장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철모의 부장 양상의 시기적 차이를 보면 Ⅰ·Ⅱ기 분묘유적에서는 대부
분의 유구에서 Ⅰ류 철모 위주로 41점 정도 확인된 데 비해, Ⅲ기의 분묘유적에서는 Ⅱ
류 철모만 13점 정도 확인되고 웅포리와 입점리분묘군에서는 철모가 출토되지 않고 있
다. 이처럼 Ⅱ류 철모로 바뀌면서 그 길이도 20cm 내외로 짧아지며, 동시에 短形의 Ⅱ
類 철모로의 변화는 Ⅲ기 무렵 급증하는 마구류의 부장에서 유추되는 騎乘文化의 확산
과 더불어 철모 기능이 刃兵器에서 刺兵器로 변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한편으
로 이 지역에서는 騎乘戰에 있어 철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단히 검토·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금강유역권의 3～5世紀 墓制는 크게 周溝墓 系統, 土壙墓, 石槨墓, 石室墳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 지역 묘제의 변천은 通時的으로 볼 때 Ⅰ期(2세기～3세기 중후엽, 주구
토광묘단계), Ⅱ期(3세기 후엽～4세기 전엽, 토광묘이행기), Ⅲ期(4세기 중엽～5세기 중
엽, 토광묘·석곽묘·석실분 혼용기), Ⅳ期(5世紀 後葉～6世紀 前葉, 횡혈식석실분 정착
기), Ⅴ期(6세기 중엽～7세기 중후엽, 횡혈식석실분 확산기)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 중 Ⅲ기 무렵까지가 본고의 주요 검토 대상이었는데, 이 중 周溝土壙墓는
마한 고유의 묘제로서 마한 묘제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시기는 Ⅰ期 무렵이라고 보았다.
Ⅱ기 무렵부터는 주구토광묘가 점차 축소되는 대신 토광묘가 증가하며, 黑灰色軟質 製

作技術 類型의 채용과 基部 燕尾形 Ⅱ類 鐵矛의 사용은 3세기 중하반 무렵 국가적 성
장을 이룩한 漢江流域 百濟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된 歷
史的 繼起는 3세기 중엽 무렵 對 帶方郡 공격을 기점으로 중부 지역 집단들의 樂浪과
의 변화된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圓底短頸壺와 硬
質無文樣深鉢形土器의 부장 전통이 계속되고 以前보다 규모가 커진 土壙墓의 축조도
보이고 있어, 비록 對外交涉權을 통한 政治的 獨自性은 상실하였지만 지역 집단들의 內
的인 繼起的 變化와 成長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Ⅲ期 무렵에는 土器와
馬具·兵器 등 각종 문물에서 백제의 영향이 절대화되고 있어 錦江流域圈이 백제의 직
접적인 영역하에 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中部內陸·美湖川流域과 錦江下流域
간에 약간의 時差를 두고 전개되며 輸入磁器 등의 最上位 威身財의 집중도로 볼 때 전
자 지역에 그 영향력의 密度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한편 5세기 무렵에는 지역별로 주
로 사용된 묘제에 있어서도 中部內陸·美湖川流域에서는 土壙墓가 錦江 中下流域에서
는 石槨墓로 차이를 보이며, 이와 함께 지역 집단내에서 首長層의 墓制가 급격히 바뀌
는 양상도 관찰된다. 이러한 墓制의 多樣性과 상위층 분묘에서 다양한 威身財가 집중되
는 것은, 위에서부터의 획일적인 지배 구조의 産物만은 아니며 지역 집단들이 나름대로
의 질서와 위상을 위치지우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
로 이러한 지역집단의 계층 구조와 함께 중앙과 지역간의 不平等的인 相互關係를 동시
에 고려할 때 비로소 漢城期 백제 사회 내부의 구조를 제대로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附: 이 小稿를 作成하는데 있어 유익한 助言을 해주신 李南珪·朴淳發·朴洋震·吉井秀夫 先
生님과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신 崔鍾澤·金洛中·徐程錫·成濟賢 先生님 그리
고 우리 館의 李亨源·李炫政·金京奎·國星喜 學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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