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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글은 최근 양적, 질적으로 증가한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역 점토대토기문화는 4단계로 구별할 수 있는데, I기(BC 3세기 초반~
중반)는 문화의 성립기로서 적석목관묘와 토광묘가 단독묘로 축조된다. 이 단계에는 쇠퇴기의 송국리
형문화도 공존하는데, 양 문화는 갈등이나 마찰로 인한 사회적 재편보다는 상호 호혜적 교류관계를 유
지하면서 점차 통합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II기(BC 3세기 중반~후반)에 이르면 묘제가 토

I. 머리말
전라북도는 지형적으로 동부 산간지대와 서부 평야지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광묘로 통일되고 중대형 군집묘가 본격 출현하게 된다. 군집묘는 전주 황방산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

이는 호남정맥의 산줄기가 동고서저의 지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부 평야지

견되고, 이 시기부터 등장하는 대규모 구상유구는 주변의 여러 중소형 공동체를 횡적으로 연결하는 제

대의 하천으로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 최대의 평야인 호남

의행위의 장이 된다. 또한 군집묘 내부와 군집묘 간의 사회적 계층화가 본격 출현하는 시점도 이 단계

평야의 주요 물줄기이자, 오늘날 거대 규모의 새만금간척지에 물을 공급하는 주

로 볼 수 있다.

요 하천이다.

III기(BC 2세기 초반~후반)는 또 하나의 문화적 변곡점이 되는데, 신소재의 철기가 분묘에 부장되기
시작하며 분묘군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위계화는 더욱 심화된다. 마지막의 IV기(BC 1세기 초반
이후)는 옹관묘가 묘제로 채택되며 군집묘의 수와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또한 이전 시기까지 군집
묘의 핵심지대였던 황방산 일대에 군집묘가 거의 축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점토대토기문화의

호남평야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만경강은 선사시대 인간과 물자, 정보의 이동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만경강
은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 조수가 들어오면 전주와 완주 일대의 만경강 상류까지

이러한 전개양상으로 볼 때, 역사상의 ‘韓’ 또는 마한의 성립은 II기 사회로 볼 수 있으며, 그 중심은 수

7.5m 이상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대 만경강은 수운교

운교통과 혼합경제의 이점을 지닌 황방산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III기 사회의 질적 변환은 고

통에 필요한 평균수심의 확보가 가능하였고, 이는 선사시대의 만경강이 서해안

조선 준왕의 남천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II기 후반부터 점진적 쇠퇴를 보이는 점토대토기문

에서 전북의 내륙 깊숙이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수운교통로였다는 근거가 된다

화는 IV기 사회로 진입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영산강을 위시한 전남 일대가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송종열 2015). 더불어 만경강의 풍부한 어로자원과 강 연안의 각종 야생 작물은

중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 주제어 만경강유역, 점토대토기문화, 전개과정과 성격, 군집묘, 전주 황방산 일대, 마한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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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인의 삶에 축복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1. 취락

교통과 생업상의 이러한 이점 중에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만
경강은 바다를 이용한 이주민에게는 최고의 관문이자 전진기지로 선호되었을 것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만경강 일대에서도 생활유적은 상대적으로 소수가

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한 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육로와 해로를 통해

발견되었다. 생활유적은 주거지, 구상유구, 수혈유구로 대별할 수 있는데, 주거

남하해 온 요령 일대의 이주민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 준다(朴淳發 1993; 李健茂

유적으로는 완주 갈산리 가지구, 상운리, 전주 안심, 중동 4지구, 정문동 가지

1992). 해로를 통한 이주민의 주요 기착지로는 만경강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으

구,1) 중동A 나지구 1기,2) 중동A 다지구 등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김제 반월리

며, 그러한 이주의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소위 ‘익산 문화권’의 설정(김원

와 석담리에서 이 시기의 주거지가 발견된 바 있다(도면 1).

용 1977)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주거지들은 낮은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모두 5기 이내의

점토대토기문화 중심지로서의 만경강은 최근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는

소형 취락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소형 취락들과 공반하거나 인접하여 발견

데, 2006년부터 시작된 전북혁신도시의 발굴조사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는 수많

되는 유구로는 수혈과 구상유구가 있다. 수혈유구는 유적당 대부분 2기 내외로

은 선사와 고대사회의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의 으뜸은 단연 점토대토기문

분포하는데, 수혈의 기능으로는 야외노지와 저장시설, 의례유구 등의 가능성이

화 단계의 다양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문화의 시작과 전개과정에서부터 사회조

제시된 바 있다(장지현 2015). 구상유구는 완주 갈동·덕동, 전주 마전·정문동·

직과 변동 등 점토대토기문화의 모든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료가 이

중동A·중동 4·5지구 등 황방산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들 유적

조사를 통해 발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와의 관계, 역

에서 수십여 기3)가 발견되었으며, 구릉 사면이나 구릉 사이에 형성된 곡간부에

사상 마한의 뿌리와 그 성장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입지하고 있다. 규모는 십여m에서 수십m까지 다양한데, 정문동 나지구의 경우

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등의 생활유적이 분묘와 함께 발견

66m에 이르고 있으며 단면은 ‘U’자형과 ‘V’자형으로 구분된다.

되었다는 점도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 자료의 또 다른 강점이라 할 수 있

이상에서 살펴본 취락의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중부지역이나 호서지역과 비

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한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의 전

교하여 볼 때 발견된 유적들은 모두 소규모의 촌락이고, 개별 주거지의 규모도

개과정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몇 가지 연구

거의 모두 소형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만경강 일대에는 소수의 세대공동체로

쟁점도 함께 짚어 보고자 한다.

구성된 소규모의 촌락만 존재하였을까? 이 점에 대해 현재로선 명확하게 답하기
곤란하지만 향후 중형급 취락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만경강 일대에서는 신풍이나 갈동과 같은 대규모의 군집묘가 발견되고 있기 때

II. 유적의 분포와 현황

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남한지역의 취락 중 안성 반제리(72기), 고성 송현리
C(26기), 강릉 방동리C(27기) 유적처럼 중대형 취락도 소수 존재하지만 대부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정의와 시간적 범위
는 한국고고학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러한 논쟁은 청동기시대 후기의 표지라 할

은 소규모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다(송만영 2011)는 사실이 참조된다.
결과적으로 만경강 일대의 점토대토기 단계 취락은 거의 대부분 소규모로 조

수 있는 점토대토기문화(수석리유형)의 시작 연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한국
식(세형)동검문화와의 관계, 철기문화의 개시 연대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청동기시대 후기가 점토대토기문화의 파급과 함께 시
작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와 논지전개의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
문화를 점토대토기문화로 통칭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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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문동 가지구의 보고서(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b)에는 수혈로 기술되어 있으나 규모가 점토
대토기문화 단계의 일반적인 주거지와 유사하고 이 시기 주거지 중 부정형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일부 수혈은 주거지로 판단된다.
2) 주 1과 동일한 이유로 1호 수혈은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다.
3) 구상유구 중 일부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자연 도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구상유구에서 점토대토기 단계 유물이 다량 출토되고, 이들이 서로 인접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은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에 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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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송만영 2011). 결과적으로 점토대토기문화인들이 만

용학천

망동천

47

군산시

20km

고 전반적으로 인구도 감소했으리라 추정되며(김승옥 2016), 이 점은 중서부의

경강유역에 정착할 당시 이들의 집단도 소규모였고, 재지의 송국리형문화 집단

탑천

고척천

43
44
45

5

정읍시

4
7 8

9

10
오수천

칠보천

10km

6

3

0

임실군

11
2km

유적명

분묘 유형

총 군집
수 유형

주요 금속 유물

기타 유물

출전

마전IV(전주)

토광

1 단독

湖南文化財硏究院 2008

만성동

토광

1 단독 동검, 세문경, 동사, 검파두식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여의동

적석목관 1 단독 조문경, 선형동부, 동착

全州大學校博物館 1990

원장동

토광

5 군집 동검, 세문경, 동부, 동사, 동과, 검파두식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a

1 갈산리 2 원장동 G 3 덕동 4 중동 A 5 신풍 가 6 신풍 나 7 중동 4 8 중동 5 9 중동 C 10 정문동 11 안심 12 갈동 13 여의동 14 만성동 15 척동 16 마전 Ⅳ
17 중화산동 18 효자4-Ⅲ 19 중인동 하봉 20 중인동 21 반용리 22 둔산리 서당 23 수계리 24 상운리 25 용흥리 26 반월리 27 석담리 D 28 송학리 29 계문동 30 어양동
31 신동리 32 평장리 33 부송동 133-9 34 산치리 35 수록리 36 부거리 37 서정동 38 서정동 Ⅱ 39 정토 40 용기리 Ⅰ 41 다송리 42 서두리 1 43 구평리 Ⅱ 44 구평리 Ⅳ
45 오룡리 46 도암리 47 둔율 48 백산성

중동A

토광

1 단독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b

중동C

옹관

1 단독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도면
1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
도면
1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
문화 유적의 분포

중인동

토광

9 군집 동검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a

중인동 하봉

토광

1 단독 동부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c

토광

15 군집 동검

전북문화재연구원 2008b

유적의 분포

직되었으며, 향후 소수의 중형급 취락이 발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

중화산동

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중기의 전주 동산동유적처럼 초대형 취락은 향후에도 발

효자4

견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따라서 송국리형문화 단계에 비해 점토대토기문화

갈동(완주)

토광

17 군집

단계의 집단의 규모와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물론

갈산리

옹관

2 단독

적석목관 1 단독 동검, 세문경
세문경, 동모, 동촉, 동부, 동사 / 철부,
철사, 철겸

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동검용범,
환형유리

湖南文化財硏究院 2005,
2009a

삼각형점토대토기 湖南文化財硏究院 2014a

점토대토기문화의 초기 단계에는 외래 기원의 점토대토기문화뿐만이 아니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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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광

5 군집

동검, 세문경, 동부, 동사, 동착, 동과,
검파두식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라 단독묘4)와 군집묘로 대별할 수 있고, 후자는
군집의 규모에 따라 소군집, 중군집, 대군집묘로

덕동 G-1

토광

1 단독 동검, 유견동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덕동 G-2

토광

1 단독 동검, 조문경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둔산리 2-1

토광

6 군집 동검, 동부, 동사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일대에서 유일하게 대군집묘(57기)가 발견되었

둔산리 2-2

토광

19 군집 세형동검, 동사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으며, 신풍 나지구와 갈동유적은 중군집묘에 해

수계리

토광

5 군집 동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당된다. 이 외에도 전주 중화산동(15기)과 완주

토광

동검, 세문경, 동사, 동착, 동과, 동관,
유리장신구세트,
57 군집 검파두식 / 철촉, 철도자, 환두도자, 철부,
칠기흔
철사, 철착

湖南文化財硏究院 2014b

신풍 나

토광

동검, 세문경, 동부, 동사, 동착, 동과,
24 군집
검파두식

湖南文化財硏究院 2014b

일대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

계문동(익산)

토광

1 단독 검파두식 / 철도자, 철촉

湖南文化財硏究院 2012a

대형 군집묘 또한 이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구평리II

토광

4 군집 동검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b

구평리IV

옹관

1 단독

신풍 가

다송리

적석목관 1 단독 조문경, 청동단추

유적 수

덕동 D, F

25

나눌 수 있다(도면 2). 신풍 가지구에서는 만경강

둔산리 2-2지구(19기)유적에서 중군집묘가 발견

20

15

되었다. 구상유구와 마찬가지로 분묘는 황방산

삼각형점토대토기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b
全榮來 1975

익산 어양동(1기), 구평리IV(1기), 김제 서정동II

1 단독 동사

湖南文化財硏究院 2013a

송학리

토광

1 단독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a

외하고는 모두 단독묘이다. 형식을 보면 공히 두

신동리 6

토광

1 단독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
硏究所 2005

개의 토기를 맞대어 옆으로 뉘어 안치[橫置]하

토광

2 단독 검파두식 / 철사

어양동

옹관

1 단독

삼각형점토대토기 湖南文化財硏究院 2012b

오룡리3-1

토광

1 단독 동검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
硏究所 2013

오룡리4-1

토광

1 단독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
硏究所 2013

오룡리5-1

토광

1 단독 동검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
硏究所 2013

오룡리5-2

토광

1 단독 동검, 조문경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
硏究所 2013

중군집

대군집

5

유적(4기)에서 발견되었는데, 서정동II유적을 제

토광

신동리 7

소군집

옹관묘는 완주 갈산리(1기)와 중동C(1기),

서두리1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
삼각형점토대토기
硏究所 2005

10

는 소위 ‘신창리식’옹관(김원용 1964)이다. 사용

갈동 신풍 나

0

10

20

30

토기로는 삼각형점토대토기 옹과 봉형이나 우각형의 파수가 부착된 호가 있으며

III. 분묘를 통한 단계 설정과 편년

1 단독 동검, 전한경, 동모, 동과

全榮來 1987

1 단독

湖南文化財硏究院 2006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취락은 그 수가 많지도 않고 발견된 유

부거리(김제)

토광

1 단독

전북문화재연구원 2014

물도 빈약하기 때문에 주거지와 출토유물을 대상으로 단계설정을 시도하기란 현

산치리

토광

1 단독

湖南文化財硏究院 2009b

서정동

토광

5 군집 세문경, 동부

군산대학교박물관 2010

토광

7 군집 동부

정토(정읍) 적석목관 1 단독

유적당 분묘 수

들은 6기의 토광묘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토광

수록리

60
분묘 수

용하던 토기들을 관으로 재사용한 것이다(하진영 2015). 서정동II유적의 옹관묘

토광

삼각형점토대토기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50

이 외에도 점토대토기 발, 외반구연 호, 시루가 이용되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사

평장리

토광+
10 군집 동검, 검파두식 / 철겸, 철부, 철모
옹관

40

도면 2. 만경강 일대 토광묘도면
유적
당 분묘 수
2 만경강 일대 토광묘

둔율(군산)

서정동II

신풍 가

0

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분묘를 중심으로 단계 구분을 시도
하고, 논지전개를 위해 구상유구의 편년을 간단히 살펴본다.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분묘는 군집 여부에 따라 단독묘와 군집묘로 대별할

군산대학교박물관 2014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a
4) 동일 유적에서 발견되었더라도 유구 간의 거리가 수십m 이상 떨어져 분포하는 경우는 단독묘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로는 덕동과 갈산리, 신풍 나-1호, 원장동 1호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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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독묘 B형에 속하는

로 변화하는 추이를 보여준다(李淸圭 1999; 崔雨林 2014). 물론 단독묘에서 군집

묘제로는 적석목관묘와

묘로의 변화는 후자가 전자를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

토광묘가 있는데, 전자의

화하며 시간적으로 중복된다.

예로는 효자4-III유적이 있

N

수 있는데,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 시기의 분묘는 단독묘에서 군집묘

다음으로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의 대표적 위신재인 동경은 조문경에서 정문

고, 후자로는 신풍 나-1·

경으로 변화하고, 기타 금속유물의 선후관계를 보면 異形銅器類 → 동령류 → 철

덕동 G-1·만성동·오룡리

기류 → 漢式유물로 변화한다(李健茂 1992; 趙鎭先 2005). 여기서는 이러한 분묘

3과 5-1호·서두리I유적

의 군집 여부와 금속유물의 변화를 대 기준으로 삼아 분묘의 단계를 설정하고,

등이 있다. 이들 단독묘

단계를 보완·검증하기 위해 금속유물의 세부 형식, 토기의 종류와 형식, 유구의

는 독립적으로 분포하거

공간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표 2).

나 일부는 군집묘와 수십m 떨어진 외곽에서 발견된다. 주요 출토유물로는 세형

0

1m

0

10cm

도면 3. 전주 여의동 적석목관묘(단독묘 A형)와
도면출토유물
3 전주 여의동 적석목관
묘(단독묘 A형)와 출토유물

이러한 편년 기준에 따라 만경강 일대 분묘의 단계 설정을 시도해 보면, 다른

동검, 정문경, 동사, 유견동부를 들 수 있는데, 세형동검이 출토되는 분묘 중에서

지역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시간성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가장 이른 시기로

시간적으로 이른 형식의 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풍 나-1호

비정할 수 있는 청동기로는 조문경이 있다. 조문경이 발견되는 분묘의 종류로는

와 오룡리의 세형동검은 형식상 상대적으로 이른 것이다(韓修英 2015). 또한 덕

적석목관묘(여의동·다송리)와 토광묘(덕동 G-2·오룡리 5-2)가 있는데, 이들

동 G-1호(도면 4) 출토 세형동검과 유견동부는 시간적으로 이른 형태인 함평 초

분묘는 모두 단독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중서남부 일대에서 가장

포리의 출토품들과 유사하다(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남성리·동서리·괴정동·연화리 유적의 적석목관묘가 모

단독묘 C형은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출토되는 유형으로서 익산 신동리 7호

두 단독묘라는 사실과 일치한다(李健茂 1992; 崔雨林, 2014). 조문경 외에 이들 분

와 계문동 분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두 기 모두 토광묘이다. 내부에서는 철촉,

묘에서는 선형동부, 동착, 동단추 등이 출토되는데, 선형동부와 동단추는 요령지

철사, 철도자 등의 철기류가 발견된다. 마지막의 단독묘 D형은 이옹합구식의 옹

방과 깊은 관련을 보이는 유물로서 점토대토기문화 단계 청동기 중에서 가장 이

관들이다. 만경강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른 시기로 편년되는 유물들이다(도면 3). 여기서는 점토대토기문화의 가장 이른

서 옹관묘는 철기 출토 토광묘(단독묘

시기에 등장하는 이러한 분묘 유형을 단독묘 A형5)이라 부르고자 한다.

C형)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m

(장지현 2015; 하진영 2015).

N

단독묘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철기의 부장 여부를 기준으로 B형과 C형이 있

이러한 단독묘의 유형들은 조문경
표 2  점토대토기문화 분묘의 분기 및 주요 특징

도면 4 완주 덕동 G지구 토광
묘(단독묘 B형)와 출토유물

25m

과 정문경, 청동기와 철기, 옹관묘 등장
0

대표 유적

의 상대적 선후관계로 볼 때 A → B →

동서리, 남성리, 괴정동, 연화리

C → D형으로 점차 변화한다고 볼 수

단독·군집

구봉리, 대곡리, 초포리

있다. 이 외에도 세부 단계를 설정할 수

정문경, 철기류

단독·군집

합송리, 소소리, 원북리, 갈동, 남양리,

있는 단독묘로는 익산 평장리유적 토광

철기류, 漢式유물

단독·군집

신천동, 팔달동, 입실리, 다호리, 조양동, 사라리

분기

연대

표지 유물

분포 유형

1

BC 4C 전반-BC 3C초반

조문경, 이형동기류

단독

2

BC 3C 초반-BC 2C 초반

정문경, 동령류

3

BC 2C 초반-BC 2C 후반

4

BC 2C 후반-BC 1C

5cm

25m

G-1

묘(全榮來 1987)가 있다. 이 분묘에서는

0

5cm

쇠퇴기의 세형동검과 전한경이 출토되
5) 본고의 단독묘와 군집묘의 각 유형은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분묘의 시간성을 살펴보기 위해 임의
적으로 설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는 것으로 보아 단독묘 D형과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걸로 판단된다.

30m

G-2

0

50m

도면 4. 전주 덕동 G지구 토광묘(단독묘 B형)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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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군집묘는 편의상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A형

1

a군

두 토광묘이다. 여기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신풍 나·덕동 D와 F·원장동·중화산

2

동·중인동·구평리II·수계리·둔산리 2-1과 2-2·서정동·수록리를 들 수 있다.
주요 출토유물로는 정문경, 세형동검, 동착, 검파두식, 동부, 동사 등이 있고, 신

35m

N

은 다양한 청동기가 발견되지만 철기가 출토되지 않은 유형으로서 묘제는 모

5

3 6
8

35m

30m

4
54

7
9
11

10

풍 나-23호에서는 동과가 발견되기도 한다.

12
25m

13
17

14

15
16

18

군집묘 B형은 다양한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공반하는 유형으로서 분묘는 모
두 토광묘이다. 신풍 가와 갈동유적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데, 전자는 대형 군집
묘이고 후자는 중형 군집묘이다. B형에서 출토되는 철기로는 철촉, 철도자, 환

c군

b군

27

20 24
19
25
21 22 23
29
31
28
32
34
30
33
35

53
26

36
38
48

20m

0

50m

43
37

40
39 46
41
44
47
45
50

51

철기, 간두령, 칠기흔, 유리 부장묘

도면 6. 완주 신풍 가지구 유적의 시공간적 전개와 출토유물

호에서 정문경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2호는 시간성과 함께 군집 내 계층의 차

과 삼각형이 공존한다.

이를 내포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군집묘 C형은 토광묘와 함께 옹관묘가 동일유적에서 발견되는 유형으로서

b군은 다수의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활발하게 부장되고 유리장신구가 발견되

김제 서정동II유적(도면 5)이 여기에 해당한

는 군집묘이다. b군은 두 개의 소군집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소군집은 a군의

다. 이 유적에서는 철부·단조철겸과 함께 철

소군집들에 비해 군집의 규모와 분묘의 총수에서 점진적 증가를 보여 준다. 주

모가 새로이 발견되며 점토대토기의 단면 형

요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북쪽 소군집에서는 위신재로 볼 수 있는 철기와 칠기흔

태는 거의 모두 삼각형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이 두 기의 분묘에서 발견되었고, 새로운 기종인 원통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출토유물의 선후관계로 볼 때 군집묘는 A →

에 비해 남쪽 소군집에서는 총 16기의 분묘 중 철기와 유리장신구 부장 분묘가 7

B → C형으로 점차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기(43.8%)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북에서 남쪽으로의 시간성과 계층성을 동시에

N
0

10m

56

42

형유리, 유리장신구세트, 칠기흔이 발견된다. 또한 점토대토기는 단면형태 원형

유물

57

55

49

두도자, 철부, 철사, 철착, 철겸 등의 철기류와 특징적인 유물로 원통형토기, 환

도면 5 김제 서정동 II유적(군
집묘 C형)의 유구배치도와 출토

52

이상에서 논의한 제 분묘 유형의 시간적 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사료된다. 위신재가 발견된 이러한 분묘는 군집 내에서 최상

치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세부 단계의 파악이

위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최상위 분묘는 군집 내에 위치하면서도 소

가능한 중대형 군집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군집 내에서 공간적 위치를 달리하고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어 35호는 북쪽 소

있다. 먼저 대형 군집묘로서 존속 기간이 가장

군집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36·40~43·47호는 남쪽 소군집에서 상대적

길 것으로 추정되는 신풍유적을 가지구부터

으로 높은 구릉 상단의 외곽에 편중되어 있다.

살펴보기로 한다. 가지구는 공간 분포상 5개

신풍 가지구의 c군은 남쪽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군

의 소군집으로 대별되는데, 입지와 출토유물

집의 정형성과 분묘의 밀도가 b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c군은 6기의

을 고려하여 크게 3개의 군으로 나눌 수 있을

분묘가 하나의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데, 3기(50%)의 분묘에서 철기가 발견된다.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6). 먼저 북쪽 두 개의

또한 철기, 칠기흔과 함께 동관과 같은 새로운 청동기가 발견된다. c군에서도 위

군집으로 구성된 1~18호까지를 a군으로 상

신재가 발견되는 분묘는 군집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간두령과 칠

정할 수 있다. a군에서는 정문경 1점 외에 금

기흔이 발견된 54호는 구릉 상단의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c군

속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a군 소속의

의 계층화는 b군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군집의 정형성과 분묘 밀도에서 현

분묘 중 1·2·11호는 단독묘로 볼 수 있고, 2

저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당시 사회의 점진적 쇠퇴를 반영하는 증거로 여겨진다.

도면 6 완주 신풍 가지구 유
적의 시공간적 전개와 출토
유물

도면 5. 김제 서정동II유적(군집묘 C형)
유구배치도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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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30m

a군
N

b군

b군

a군

40m
30m

25m
동과토

0

도면 7 완주 신풍 나지구 유적
의 시공간적 전개와 출토유물

50m

도면 7. 완주 신풍 나지구 유적의 시공간적 전개와 출토유물

35m

다음으로 신풍 나지구 유적은 입지와 공간적 분포, 출토유물로 볼 때 a와 b의
두 군집으로 대별할 수 있다(도면 7). a군은 두 개의 소군집으로 구성되었는데,

철기, 칠기흔,
유리 부장묘

0

50m

도면 8 완주 갈동유적의 시공
간적 전개와 출토유물

도면 8. 완주 갈동유적의 시공간적 전개와 출토유물

분포와 출토유물로 볼 때 가지구 a군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예를 들어 a군의 1호는 동쪽 소군집에서 50m 떨어져 독립적으로 분포하

교하면 단독묘와 군집묘(나지구 a군) → 군집묘(나지구 b·가지구 a군)의 순서

며, 내부에서 발견된 정문경은 사선과 사선이 결합한 대향삼각문이 시문되어 있

로 분묘가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형식의 정문경은 부여 구봉리나 화순 대곡리의 조문경과 공반하는 것

갈동유적의 분묘는 신풍유적에 비해 공간적 정형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신풍

으로 보아 정문경의 가장 이른 형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a-1호는 단독묘

가지구의 후반부(b, c군)와 유사하게 시공간상의 변화가 감지된다(도면 8). 이

B형으로 볼 수도 있고, 신풍 가와 나지구의 분묘 중에서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유적의 분묘들은 a, b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먼저

분묘로 볼 수 있다. a-1호와 a군의 나머지 분묘들과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전자가

a군은 3개 정도의 소군집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군에서는 총 15기

후자에 비해 약간 선행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

의 분묘 중 4기에서 철기가 출토되었고, 철기와 세형동검 용범, 환형유리가 확인

다. a군에서는 철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분묘의 밀집도는 b군이나 가지구 a군

된 1호와 2호는 군집의 외곽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풍 가지구 b군과 유사

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군집묘 초현기의 양상을 반영하는 걸로 판단된다. 나지구

하다. 갈동유적 b군은 상대적으로 구릉 사면부의 높은 곳에 위치하며, 2기의 분

a군처럼 이른 시기의 단독묘와 소형 군집묘가 함께 나타나며, 단독묘의 시간성

묘 모두에서 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분묘의 입지와 밀집도의 감소는 신풍 가

과 계층성을 동시에 보여 주는 예로는 덕동유적 D와 F지구가 있다.

지구 c군을 연상케 하며, 출토유물로 볼 때 갈동유적 b군은 a군에 비해 후행하는

신풍유적 나지구 b군 역시 두 개의 소군집으로 구성되었는데, 군집의 규모와
밀집도는 a군보다 높은 양상을 보인다. 군집 내에서는 철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

군집묘의 이러한 상대적 선후관계와 병행관계를 정리하면, 단독묘와 군집묘

으며 군집의 구성과 밀집도로 볼 때 b군 군집묘는 가지구 a군과 시간적으로 병

A형 I단계(신풍 나지구 a-1호와 a군·덕동유적 D와 F) → 군집묘 A형 II단계(신

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풍부한 청동기가 발견되어 상위 계층의 분묘로 추정되

풍 나지구 b군·가지구 a군) → 군집묘 B형 I단계(신풍 가지구 b군·갈동 a군) →

는 23호는 군집의 외곽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기 다른 분묘군의 양상과

군집묘 B형 II단계(신풍 가지구 c군·갈동 b군) → 군집묘 C형(김제 서정동II)의

흡사하다. 따라서 신풍유적 나지구 분묘는 a → b군으로 변화하며, 가지구와 비

순서로 점차 변화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군집묘 외에도 만경강 일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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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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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지점에서 중소형 군집묘가 발견되었지만 이들의 시간적 위치를 획정하기

형토기 등이 발견되는 시기이다. 만경강을 포함한 전북지역의 철기유입 시점에

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중소형 군집묘에서는 시간에 민감한 금속유물이

대해서는 서기전 2세기 초반이 주류(李南珪 2002; 최성락 2009)를 점하고 있지만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들 분묘가 시간성과 계층성을 동시에 반영할

최근 서기전 3세기설도 제기된 바 있다(김상민 2012). 여기서는 일단 III기의 상한

수 있다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간성을 유추한다면 대

을 서기전 2세기 전후로 비정한다. I과 III기의 이러한 절대연대를 고려하여 II기

부분의 중소형 군집묘는 A형 I·II단계와 B형 I단계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

의 상한연대는 서기전 3세기 중반경으로 보고자 한다. 마지막의 IV기는 단조기술

인다. 왜냐하면 이들 군집묘에서는 철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유물에서도 단

의 철기와 철모의 등장, 평장리의 전한경,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등장을 특징으로

면 삼각형의 점토대토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다. 따라서 IV기 문화는 서기전 1세기경에 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경강 일대 분묘의 단계를 설정하면 4기

6)

로 나눌 수 있다(표 3). 각 단계의 절대연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중서부 지역
점토대토기의 절대연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상

IV.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와 성격

한 연대에 대해 서기전 5세기 이전으로 비정하는 연구자들(朴辰一 2007; 李亨源
2011)도 있지만 이 연대는 중서부 일부 지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서

1. 송국리형문화와의 접촉과 사회적 성격

리, 남성리, 괴정동, 연화리 등 금강유역 적석목관묘의 연대는 서기전 4세기경으
로 이해되고 있다(李健茂 1992; 趙鎭先 2005). 그런데 이른 시기의 이러한 유적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송국리형문화는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에도 여전히 유행

서 출토된 조문경은 만경강 일대에서 발견되는 것들에 비해 선행하는 형식이고,

하는데, 공시적으로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크게 두

적석목관묘의 구조적 속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

가지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에 접어들면 송국

화 I기는 조문경과 이른 시기의 정문경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세분할 수 있는데,

리형문화는 낙동강하류를 위시한 남해안 일대에 집중되어 나타나며 사회적 복합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를 감안하여 I-1기의 상한은 서기전 3세기 초반 전후로 비

도는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김승옥 2006, 2007). 또한 이 지역 일대에서는 양 문화

정하고자 한다.6) I-2기는 시기적으로 I-1기에 후행하지만 시간적 차이는 그리 크

유형 간의 접촉양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송국리형문화의 핵심지

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대라 할 수 있는 금강 중하류 일대에서는 양 문화 간에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보

III기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일부 분묘에서 유리 제품과 칠기흔, 원통

여 주는 증거가 활발하게 발견된다(김승옥 2006; 李宗哲 2015). 예컨대, 보령 관창
리, 서천 봉선리, 부여 나복리, 대전 궁동, 공주 장원리 등의 송국리형 주거지에
서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다. 만경강 일대에서도 양 문화 간의 접촉양상이 활

표 3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 단계 분묘의 변화와 특징
단계

묘제

분포 유형

주요 출토유물

I-1

적석목관·
토광

단독A

조문경·선형동부·동단추

여의동·다송리·덕동G-2·오룡리
5-2

I-2

적석목관·
토광

단독B

동검·정문경·유견동부

효자4-III유적·신풍나-1·덕동G-1 /
단독묘 / 군집화 초기
신풍 나 a군·덕동D(1·2호)와 F

토광

단독B·
군집A

동검·정문경·동사·동착· 신풍 가 a군·나 b군·중인동·
동부·동사
중화산동·둔산리·수록리

중소형 군집묘 등장 / 상
위 단독묘 군집 외곽 위치

토광

단독C·
군집B

가지구 b와 c군·갈동 a와 b군·
철기류 / 유리 제품·칠기흔
신동리·계문동

대형 군집묘 유행 / 상위
분묘 군집 내 특정 공간
위치

II

III

IV

토광·옹관

비고

단독묘

단독C, 단조철겸·철모 / 전한경· 평장리·갈산리·어양동·구평리IV· 군집묘 쇠퇴 / 옹관묘 등
서정동II
장
D·군집C 삼각형점토대·봉상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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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유적

발하게 확인되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경강 일대 송국리형과 점토대토기문화의 접촉 관계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유형은 송국리형문화 유적에서 점토대토기문화 관련
유물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유형은 먼저 주거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예
로 전주 효자4-II, 송천동 2가, 완주 운교, 군산 도암리유적이 있다. 효자4-II와
송천동 2가, 도암리유적에서는 점토대토기 단계 유물이 소량 출토되었으나 운교
6)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의 연대는 분묘의 형식과 출토유물에 근거
한 것임을 밝혀 둔다. 만경강 일대 취락 자료의 세부 편년과 절대 연대는 현재로선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 상한 연대는 분묘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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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에서는 주거지 내부의 상층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효자4-III지구의 적석목관묘는 벽면 일부에 소형 판석

다. 양 문화 간 접촉이 확인되는 이러한 유적의 공통점은 주거지가 모두 평면 원

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송국리형 석관묘의 요소가 깊게 배어 있다. 이 외에도 다

형의 송국리형이고, 내부에서 이른 시기의 원형점토대토기들이 발견된다는 점이

송리의 적석목관묘 역시 장방형의 대형 판석 1매를 뚜껑돌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다. 또한 도암리를 제외한 나머지 유적에서는 모두 두형토기가 발견되었는데, 아

서 송국리형묘제의 영향을 느낄 수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이 토기는 출토맥락과 기형으로 볼 때 특수 목적에

이와 같이 3유형은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융합되어 변형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주목된다. 사례가 많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1유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입지와 공반유구에서 여의동과 효자4-III유적(도면 9)

형은 재지의 송국리형문화집단이 외래계의 점토대토기문화 물질요소를 수용한

은 상호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먼저, 두 유적 모두 구릉 정상부에 입

결과로 추정된다.

지하고 있는데(여의동 해발 50m, 효자 61m), 이는 만경강 일대 송국리형문화

분묘에서도 1유형이 확인되는데, 완주 반교리와 정읍 정토유적에서는 송국

와 점토대토기문화의 모든 분묘 입지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사례이다. 두

리형묘제인 석개토광묘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가 발견되었다. 또한

유적은 주변의 경관과 촌락을 횡적으로 조망하기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유적은 아니지만 고창 왕촌리의 석관묘에서도 흑도장경호 2점

는 점에서 중서부지역 ‘고지성 취락’과 대비하여 만경강유역 ‘고지성 분묘’라 부

이 출토되었다. 이 석관묘는 1단 굴광에 석관을 안치한 후 2중 개석을 마련하였

를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두 유적의 분묘는 공히 동일 구릉에서 송국리형 주거

다는 점에서 송국리형 석관묘의 말기 형태로 판단된다(김승옥 2001). 출토된 흑

지와 묘제가 함께 발견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여의동 분묘의 주위로는 석관묘

도장경호는 여의동, 덕동, 신풍 가-1군, 오룡동, 정토유적의 출토품과 흡사한 형

2기와 송국리형 주거지 1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효자4-III 분묘와 인접하여 청동

태를 보여 주는데(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이는 이 석관묘가 점토대토기문화의

기시대 석관묘 2기가 발견되었다(도면 9). 이러한 입지와 출토유물, 유구의 축조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7)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여의동과 효자4-III지구 분묘는 점토대토기와 송국리형문화

다음으로 2유형은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적에서 송국리형의 문화요소가 발견
되는 경우로서, 토광묘와 구상유구에서 그 예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신풍 가지

통합의 산물이고, 고지성의 입지는 통합 효과를 주변의 촌락사회에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구 49호에서는 점토대토기와 함께 외반구연의 송국리식토기가 발견되었으며,

만경강 일대의 이러한 문화적 접촉과 통합양상은 당시 사회의 성격을 추정하

갈동 11호에서는 흑도장경호와 유사한 형태의 홍도 1점이 출토된 바 있다(송종

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남부 지방의 점토대토기문화가 요령지방의 이주

열 2015). 또한 마전유적 I·II·III구역의 구상유구에서는 다량의 점토대토기들과

민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朴淳發 1993)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함께 외반구연 송국리식토기, 홍도, 일단경식석촉들이 공반되고 있다. 특히 III-2
구역 1호에서는 다량의 홍도편들이 발견되었다.
N

3유형은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상호 결합되어 발견되는 것
으로서 여의동(도면 3)과 효자4-III지구의 적석목관묘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조

옹관묘

문경과 선형동부가 발견된 여의동 1호는 적석목관묘로 알려졌으나 이단굴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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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개, 바닥석에 주목하여 송국리형묘제인 이단석개토광묘로 인식하기도 한다(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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修英 2015). 이 분묘는 이와 같이 송국리형묘제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소형 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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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벽면에 붙여 축조하는 기법은 전형적인 이단석개토광묘의 전통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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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국리형문화 외에도 지석묘 사회와 점토대토기문화와의 접촉도 고창 죽림리유적을 포함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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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한 유적에서 그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김승옥 2007).

10m

도면 9 전주 효자 4-III지구
유적의 유구분포도와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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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긍하는 추세인 듯하다. 또한 이러한 이주민과 재지토착민(송국리형문화, 지석

함열천

금강

세이다. 예컨대, 이주민은 재지 집단과의 갈등과 마찰을 피해 방어성의 고지성

고산천

서천군
20km

화인 재지 집단의 문화를 재편하게 된다는 논리이다(盧爀眞 2001; 朴淳發 1993; 崔

탑천

호 2009).

천호천

고척천

고고학적 논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고지성 취락으로 볼 수 있는 유

이리천

용암천

조촌천

마산천

소양천

원천

화재 주거지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마찰의 간접적 증거라 할 수 있는 배타적 점
유양상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동일 유적에서 송국리형

1

김제시

오수천

신평천

전북혁신도시
두월천

자 간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도면 10). 물론 두 문화 간 점유공간의

전주시

황방산

전주천

차이가 일부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기존의 미점유지를 이주민이 점

진안군
삼천

부안군
원평천

들어 황방산을 기준으로 서쪽 일대에는 점토대토기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후자의 송국리형 사회가 수전농경의 비중이 상대적

정자천

아중천

2

과 점토대토기문화 유적이 함께 발견되고, 전반적인 입지와 분포에 있어서도 양

동쪽의 삼천 일대에는 송국리형문화가 밀집분포하고 있다(도면 10). 그러나 아

만경강

10km

옥천포천

만경강

적이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갈등이나 마찰의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하거나 두 문화 간의 생업경제방식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도 있다. 예를

대아천

익산천
오산천

군산시

용학천

망동천

鍾圭 1996). 심지어 최근에는 두 집단 간의 빈번한 전쟁을 상정하기도 한다(손준

그러나 만경강 일대에서는 이러한 갈등론과 사회 재편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산시

익산시

묘문화)과의 사회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과 재편으로 설명하는 추

입지에 취락을 형성한 이후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기층문

나암천

동진강
옥녀동천

고부천

0

10km

으로 높았던 반면, 전자는 밭농사와 수렵채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
로 추정된다. 결국 양 문화에서 보이는 생업경제방식의 차이로 인해 점유공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풀이된다.
물론 현재의 자료를 통해 두 문화 간의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유적의 분포와 접촉 양상(1과 2유형)으로
볼 때 이주민과 재지 세력은 상당 기간 공존하면서 상호 호혜적 교류와 상생을

섬진강

오수천

칠보천

송국리형 문화

점토대토기 문화

1

정읍시

임실군

도면 10. 만경강 일대 송국리형과 점토대토기문화 유적의 분포

도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사회경제적 교류와 끊임없는 실천과정을

으로 열악한 집단을 점진적으로 포섭하거나 동화하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통해 두 문화는 점차 통합의 길로 들어섰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융합적 변

보인다. 만경강 일대의 경우, 점토대토기문화집단이 포섭과 동화의 주도권을 잡

화의 논거는 3유형의 접촉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3유형 단계의 사회에 접어들

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논거로는 통합 당시에 보이는 송국리형 취락의

면 이제 외래계의 점토대토기문화집단, 재지계의 송국리형문화집단이라는 이분

전반적인 소형화와 대형 취락의 해체, 이에 대비되는 점토대토기 유적의 급증과

법적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다. 또한 통합의 방법도 갈등이나 전

군집묘의 유행, 그리고 점토대토기문화집단의 선진적인 금속기 제작기술과 보급

쟁을 통해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하거나 강제로 재편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진적 통합과정도 전 지역에서 일률적으

이 아니었을 개연성이 높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경쟁력을 소유한 집단이 상대적

로 발생했다기보다는 공시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는 문화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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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전개양상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만경강의 경우 점진적 통합이 이루어지

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화로는 분묘의 군집화가 II기부터 본격 발생한다는 점이

지만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송국리형문화가 점토대토기문화의 최말기까지 존

다. 또한 대부분의 군집묘가 만경강 이남의 황방산과 소양천 일대에 나타나는 반

속하게 된다(김승옥 2006; 李宗哲 2002).

면, I기에 단독묘가 유행하였던 익산 일대에서는 군집묘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II기에 이르러 전주 황방산 일대가 점토대토기문화의 핵심지역
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는 III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II기에 접어들면 만

2. 시공간적 전개와 사회적 계층화

경강 일대 최대의 군집묘인 신풍 가지구 유적이 등장하며, 이 유적 주변으로는
3세기 전반경부터 시작되는 만경강 일대의 I기 문화는 점토대토기문화의 성
립기로 규정할 수 있는데, 유적은 익산과 전주, 완주 일대의 만경강 상류에서 대

신풍 나지구와 전주 중인동·중화산동·완주 둔산리 등 중형급 분묘들이 집중 분
포되어 있다.

부분 단독묘의 형태로 발견된다. I기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지는데, 후반에

한편, 군집묘의 본격 등장 및 군집묘의 밀집지역과 시공간적으로 겹치는 유

들어서면 유적의 분포와 분묘의 군집이란 측면에서 서서히 변동의 조짐을 보이

구가 활발하게 발견되는데, 바로 구상유구와 수혈유구들이다. 구상유구와 수혈

기 시작한다. 즉, I기 후반에 들어서면 전주 황방산 일대에 유적이 집중되기 시작

유구의 구체적인 단계 설정은 어렵지만 이 유구들이 II단계 분묘들과 지역적으로

하며, 신풍 나지구 a군과 덕동 D와 F지구처럼 분묘가 서서히 군집화의 길로 접

겹치고(도면 1) 내부에서 발견되는 점토대토기들은 단면 원형과 삼각형이 혼재

어들기 시작한다.

하는 점으로 보아 이들 유구의 거의 대부분은 II와 III단계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I기의 사회는 취락이나 분묘 자료로 보는 한 소규모 공동체사회였을 것으로 판
단된다. 세부 편년이 가능한 분묘 자료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단독묘이고, I기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하면 II기의 사회는 유적의 종류와 분포, 공동체의
규모와 사회 조직에서 하나의 획기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후반에 이르러서야 소규모의 군집묘가 축조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소규모의 취락

II기의 사회적 위계화는 전 단계에 비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공동체

과 분묘의 양상은 중서부지방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송만영 2011; 崔雨林 2014).

간에도 그 차이가 발견된다. 예컨대, 신풍유적의 분묘에서는 동검이나 정문경이

단독묘 간의 계층차이도 단순한 양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동검이나 동경을 부

활발하게 발견되지만 인근의 중화산동이나 중인동, 둔산리유적에서는 극히 일

장한 분묘(여의동, 덕동 G-2 등)와 토기류만을 부장한 분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부의 분묘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위신재가 발견되지 않는다(표 1). 또한 신풍유

뿐이다. 중서부지역 일대에서 이 시기 최상위 계층의 분묘라 할 수 있는 분묘는

적에서 위신재가 부장된 분묘는 공간적으로 나머지 군집묘들과 분리되어 위치

이형동기류(방패형·검파형·원개형·나팔형동기)가 부장된 것들인데, 만경강 일

한다. 이러한 상위 계층 분묘의 공간적 분리는 신풍 나-1호처럼 I기 후반부터 나

대에서는 이러한 분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발견되더라도 계층성보다는

타나기 시작하여 II기 사회로 이어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II기 사회는

시간적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점토대토기문화집단이

분묘 간에 최소 2등급 이상의 위계 차이가 존재했고, 상위 등급의 분묘군에서도

송국리형문화집단과 공존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취락이나 분묘 자료로 볼 때

공간적으로 구별되어 배치된 분묘는 지역 내 최상위 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어느 한 집단이 우월적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현재로선 찾을 수 없다.

III기의 묘제 또한 모두 토광묘로서 단독묘나 군집묘의 형태로 발견된다. 이

II기의 점토대토기 사회는 중서부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

단계에 들어서면 만경강의 점토대토기문화는 또 한 번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묘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적석목

데, 먼저 분묘에 철기 부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신

8)

관묘의 전통이 사라지고 분묘가 토광묘로 통일된다. 이러한 변화보다 더욱 중
을 이루어 발견되었는데, 토광묘의 내부에서 철기가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이 유적의 군집현상은
8) 물론 이러한 현상은 만경강 일대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공주 수촌리유적(忠淸南道歷史文化硏究

만경강 일대 III기와 흡사한 양상을 보여 준다. 장수 남양리유적(全北大學校博物館 2000)의 적석

院 2007)에서는 토광묘 1기와 적석목관묘 1기가 발견되었는데, 전자에서 청동유물이 발견된 반

목관묘 또한 군집묘(5기)이고, 내부에서 다양한 철기유물이 반출되어 만경강 일대 III기와 유사

면 후자에서는 철기류가 발견되어 II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적석목관묘의 전통이 잔존함을 알

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만경강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석목관묘 전통이 단독묘나 군집묘의 형

수 있다. 논산 원북리유적(中央文化財硏究院 2001)에서도 적석목관묘 1기와 토광묘 8기가 군집

태로 III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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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나지구 b군처럼 군집의 규모가 커지거나 갈동유적처럼 중대형의 분묘군이 새

3. 제의 유구와 지역 연맹체의 성립

로이 등장한다. 이 외에도 동검, 동경, 철기류와 같이 위신재로 상정할 수 있는
유물이 부장된 최상위 계층의 분묘는 II기와 달리 군집내에 위치하면서도 군집의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만경강 일대의 점토대토기사회는 획기별로 다양

외곽에서 발견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III기 사회는 신소재

한 사회조직과 위계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 서기전 3세기 초반경부터 시작되는

인 철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사회적 계층화도 더욱 심화

초기 문화는 단독묘로 대표되는데, 이러한 단독묘 간의 계층성 문제를 풀기란 현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재로선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출토유물에 근거하여 단독묘 간의 사회적 차이를

III기 문화의 핵심지역은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만경강 상류의 황방산 일대로

어느 정도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단독묘의 분포가 산발적이고 서로 간에 거리가

한정된다.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III기 유적이 발견되지만 대부분 단독묘이거나

너무 떨어져 있어 상호 간의 사회적 관계나 상대적 위치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실

소형 군집묘이다. 예를 들어 익산 신동리와 계문동의 단독묘들에서는 철사·철

정이다. 그러나 군집묘가 본격 등장하는 II기에 접어들면 전주 황방산 일대가 문

도자·철촉들이 발견되지만 동경과 같은 위신재가 발견되지 않으며 청동기의 부

화의 중핵지대로 자리 잡게 되고, 군집묘 내부에서의 위계화뿐만이 아니라 군집

장이 전반적으로 빈약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II기부터 형성된 점토대토기문화

묘 간의 차이도 발생하게 된다. 사회 내부와 사회 간의 이러한 차이는 III기에 이

의 중심(황방산 일대)과 주변과의 관계는 III기까지 이어지고, 그러한 중심과 주

르러 그 절정을 맞게 된다.

변 공동체의 사회적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II기부터 만경강 일대는 황방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과 주

그러나 III기 사회에서 관찰되는 공동체의 성장과 사회적 분화는 III기 후반에

변의 소규모 집단들의 분묘가 형성되고, 점차 이러한 차이는 심화되는 것으로 정

이르면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신풍 가지구 c군과 갈동유적

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만경강 일대의 집단은 사회정치적으로 어떤 관련

b군에서는 군집의 규모와 응집력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최상위 계층의 분묘도

이 있을까? 모종의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었다면 그 성격은 어떻게 이해할 수

군집 내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있으며, 또한 그 機制는 무엇인가?

대형 군집묘의 이러한 쇠퇴현상은 IV기 사회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IV단계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서부 다른 지역의 연구 사례를 살펴볼

의 군집묘로 볼 수 있는 유적으로는 유일하게 서정동 II유적이 있는데(도면 5),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산지와 구릉상에 입지한 취락들이 수계보다는 高

이 유적은 소형 군집묘(총10기)에 속한다. 그러나 IV기 사회는 III기 사회와는 질

地의 제의 공간을 중심으로 결집되었다고 한다(송만영 2011). 이는 취락을 횡적

적으로 다른 변화를 보이기도 하는데, 먼저 옹관묘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이러

으로 이어 주는 사회경제적 연결망이 존재했었다는 의미이고, 그 기제는 고지에

한 옹관묘는 거의 대부분 단독묘의 형태를 보이고 만경강 일대에 산발적으로 분

입지한 제의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는 고지성의 취락과 함

포하는 양상을 보인다(도면 1). IV기 사회에서 발생한 또 다른 변화로는 단조기

께 일반 거주용보다는 특수 목적의 유적이 다수 발견되는데, 그 예로 오산 가장

술의 철겸과 철모가 발견된다는 점인데, 이는 이 단계에 신기술을 지닌 새로운

동, 수원 율전동, 화성 동학산, 부천 고강동유적이 있다(송만영 2011). 이들 유적

집단이나 문화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에서는 대형의 환호가 설치되고 환호 내부는 空地로 남아 있거나 제의 대상으로

IV기 유적의 분포 또한 이 시기가 또 하나의 변곡점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정되는 자연 바위군이나 적석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환호 내부에서 의례행위

이 시기의 유적들은 만경강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이러한 상황은 III기

를 연상케 하는 수혈과 목탄 등이 다수 관찰되고, 소형토기와 이형토기들이 집중

까지 문화의 중핵지대였던 전주 황방산 일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황방산

적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일대의 IV기 유구로는 중동 c유적의 옹관 1기, 갈산리유적의 옹관 2기만이 발견

그러나 만경강 일대의 취락이나 분묘는 모두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

되었다. 향후 만경강 일대에서 IV기에 속하는 군집묘가 더 발견될 가능성을 배

고, 고지성의 제의 공간이나 환호취락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제할 수 없으나 발견되더라도 그 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그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그러나 중서부지방과 유사한 고지성의 제의 공간
이 형성되지 않은 경남 서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집단들도 일련의 교역망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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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치적 연합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高은별 2012). 이런 맥락으로

토와 함께 50여 점의 토기편들과 미완성석기편들이 발견되었으며, 4호(길이

볼 때, 만경강 일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체의 대규모 의례행위와 연맹체

16.2m, 최대 폭 6.4m, 최대 잔존 깊이 1.0m)에서는 80여 점에 이르는 토기들과

수준의 지역 연결망이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점과 관련하여 구상유구

방추차, 석촉, 미완성석기, 주조철부 등이 목탄이나 소토와 함께 발견되었다. 갈

가 주목된다.

동 1호 구상유구(길이 13.2m, 폭 2.0m, 최대 잔존 깊이 64cm)에서도 60여 점의

구상유구의 시간적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유구

토기, 방추차, 석촉, 미완성석기편들이 목탄과 함께 발견되었다.

들은 II기 군집묘의 출현과 궤를 같이한다. 구상유구는 독립적으로 발견(마전II,

이러한 유물 중 구상유구의 기능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유물로는 두형토

정문동가·나)되거나 주거지와 공반(중동A 다지구)하기도 하며, 덕동과 갈동유

기와 소형토기, 토우와 토제품 등이 있다. 먼저 두형토기의 출토맥락을 보면, 이

적처럼 분묘군과 함께 발견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구상유

토기는 분묘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고 중동유적처럼 주거지 일부에서 소수 발견

구들은 분포와 출토유물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대형 군집묘가 밀집

되기도 한다. 송국리형 주거지에서도 두형토기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점도 두

된 황방산 일대에서 구상유구들이 가장 집중되어 발견된다(도면 1). 또한 길이

형토기의 사회적 기능을 방증하는 증거로 판단된다.9) 이러한 일부 예외적인 사

60m가 넘는 초대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형 구상유구도 이 일대에서만 확인

례를 제외하면 만경강 일대 대부분의 두형토기는 구상유구에서 발견된다. 예를

된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내부에서 점토대토기문화 단계 유물들이 다량 발견

들어 정문동 2호 6점, 마전 4호 23점, 갈동 1호 10점 등 구상유구에서 다량의 두

되고, 이들은 대부분 파쇄상태로 출토된다는 점이다. 50여 점의 토기편들과 미

형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파쇄상태의 대각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형

완성석기편들이 파쇄상태로 발견되는 정문동 나지구 2호(길이 66.0m, 폭 8.0m,

토기는 공심 및 실심형의 장각고배가 주를 이루고, 장각고배는 당시 사회에서 의

잔존 깊이 1.8m)를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도면 11).

례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沈秀娟 2011). 결과적으로 형

또한 구상유구에서는 중서부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례행위를 추정케 하는 다
량의 목탄이나 소토 덩어리들이 유물과 함께 뒤섞여 발견된다. 예컨대, 마전 II
구역 2호 구상유구(길이 11.7m, 최대 폭 4.4m, 잔존 깊이 7cm)에서는 목탄, 소

태상 특징과 출토맥락을 고려하면 구상유구 출토 두형토기는 제의 용기로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형토기는 남한지역에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주로 발
견되는데, 실물을 대신하여 초자연적 존재에게 공헌하는 상징적 기물로 인식되
고 있다(복천박물관 2006). 이러한 기능의 소형토기들이 구상유구에서 일부 발견

0

된다. 이 외에도 주거지와 분묘에서는 출토된 바 없는 인물형 토우, 얼굴모양 토

10㎝

제품, 기능 미상의 원형 토제품 등이 정문동과 중동유적의 구상유구에서 발견되
는데, 이러한 유물 역시 조상에 대한 제의나 제천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장지현 2015; 최완규 2015).

1호 토층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만경강 일대의 구상유구10)는 ‘제사’와 ‘축제’의 공간적
산물로서 구성원의 정체성과 혈연적 계보를 확인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였
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 구상유구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집

9) 이 외에도 완주 상운리유적을 포함한 이른 시기의 소위 ‘주구묘’(최완규 1996)의 주구에서 두형
0

10㎝

토기들이 다량 발견되는데, 이는 두형토기의 기능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며 분구묘의 기원과 관
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 구상유구와 함께 발견되는 소형 수혈유구 중에서도 일부, 예를 들어 다량의 토기편과 소토들이

도면 11 정문동 나지구 구상
유구와 2호 출토유물

뒤섞여 발견되는 수혈은 의례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면 11. 정문동 나지구 구상유구와 2호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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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출자와 계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제의행위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만경강 일대의 분묘 또한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음은 물론이다. 개별

보인다. 더불어 구상유구에서 이루어지는 제의 행사11)에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분묘는 피장자의 사회적 인격을 표상했을 것이고, 혈연과 친족의 근접성은 공간

지닌 지역 내의 여러 촌락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정

적 군집화로 표현하였을 것이다.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상 I기에서 II기로의

의 근거로는 무엇보다도 취락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구상유구가 만경강

전환은 단독묘에서 군집묘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고, 묘제는 적석목관묘와 토광

일대에서 발견되며, 만경강 일대에서도 특정지역, 예를 들어 황방산 일대에 집중

묘에서 토광묘로 통일된다. 이러한 분묘상의 변화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회정치

되어 분포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정문동유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대

적 변화를 함의하는데, 첫째 II기에 이르면 정착 초기의 불안정한 소규모 집단에

형의 구상유구가 반복적으로 재사용되었다는 점도 의례행위의 주체가 개별 취락

서 벗어나 이제 상당한 규모의 인구를 지닌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의 범위를 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두형토기와 소형토

을 시사한다. 둘째, 황방산 일대처럼 분묘가 대규모로 밀집한 지역에서는 촌락

기, 토우, 이형토제품 등 제의 관련 유물이 황방산 일대의 구상유구에 집중되어

공동체 간의 유기적 협력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연합이 이루어지

출토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황방산 일대는 대형의 군집묘가 집중된 지역이

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역 연맹체의 성립은 구상유구의 대규모

며, 대형의 구상유구도 이 일대에서만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주변의 여러 촌락을

의례행위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재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연맹체의 핵심 주체는 황방산 일대의 취락민이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대형 군집묘의 ‘탄생’과 대규모 의례행위의 등장이란 촌락 공동체와 사
회경제적 연결망의 성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단독묘가 유행한 I기 사
회에서도 촌락과 촌락을 연결하는 연맹체적 성격의 사회정치적 연결망이 존재했

4. 군집묘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

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능성은 상위 계층을 시사하
는 청동기 부장의 단독묘에 근거하고 있지만, 상당한 규모의 하위 계층민의 분묘

이상에서 논의한 만경강 일대 점토대토기문화의 변화를 압축한다면 단독묘의

나 집단 성향의 촌락이 발견되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이 횡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유행(I기) → 군집묘의 등장(II기) → 철기문화의 유입과 군집묘의 성장(III기) →

주장은 억측이 될 수 있다. 다수의 일반인은 없고 소수의 상위 계층만 있는 사회

옹관묘의 유입과 군집묘의 쇠퇴(IV기)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

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金範哲·朴妵煐 2012). 이러한 상황에서는 군집묘가

의 역사적 의미, 특히 마한의 성립과정과 연동하여 그 의미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II기에 이르러 상당한 규모의 공동체가 존재했었고, 이러한

자 한다.

공동체는 구상유구의 제의행위를 통해 사회정치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점토대토기문화 사회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고대 사회 분묘 축조의

더욱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의미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분묘란 산 자의 시각에서는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또 하나의 의문은 왜 황방산 일대에서 군집묘와 지

조상 숭배의 공간이지만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삶의 공간이라 할 수 있

역 연맹체의 형성이 발생하였는가이다. 이 문제는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생업

다. 동시에 죽은 자의 ‘사회적 인격’, 즉 사회적 위치와 상대적 계서(hierarchy)를

경제체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점토대토기

산 자에게 보여 주는 일종의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표상이기도 하다. 또한 분묘를

문화의 생업경제가 수전농경의 비중이 높았던 송국리문화 단계와 어느 정도 차

공간적으로 군집화한다는 것은 개별 피장자의 사회적 인격과 함께 조상에 대한

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탄화미와 함께 조, 기장 등이 저장된 구

혈통적 계보의 재생산과 사회 계층화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중요한

평리 IV유적 수혈유구의 예로 볼 때 곡간부를 이용한 소규모의 농경은 점토대

의미를 담고 있다.

토기문화 단계에도 여전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송국리문화에
비해 점토대토기문화 단계에는 수전농경에 비해 이동성이 강한 잡곡농사와 수

11) 제의행위의 시점으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의 5월 파종제와 10월 수확제가 참조된다(노중
국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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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들의 평면형태도 정형성이 떨어지며 부정형이 많다는 점도 이동성의 수렵

적으로 철기는 동검이나 동경과 함께 당시 사회에서 최상위 위신재로 인식되었

채집활동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경강유역권은 다른 지역

을 것이고, 그 결과 상위 계층의 분묘에 철기가 부장되게 된다.

과 달리 수렵채집과 어로가 생업경제에서 특히 중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그러나 이러한 점토대토기문화 사회의 성장은 III기 후반부에 이르면 서서히

하면 고대 만경강유역에서 해발고도 7~10m 이하의 지역은 조수의 직·간접 영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군집묘의 감소와 군집묘 정형성의 이탈에서 알 수 있

향권으로서 하천과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침수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는 당시 사

다. 또한 익산 신동리와 계문동유적처럼 일부 지역에서 단독묘가 축조되는 현상

회의 수전농경에 치명적 염해를 야기했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송종열

도 군집묘의 쇠퇴와 맞물린 현상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황방산 일대의 지역

2015).

연맹체는 이 시기에 이르러 서서히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IV기에

만경강 일대에서 수렵채집과 어로행위에 가장 유리한 곳으로 주목되는 지역

이르러 이 지역 일대가 문화의 공백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적이 거의

이 바로 황방산 일대이다. 만경강 일대의 거의 대부분은 해발 30m 내외의 낮은

발견되지 않으며, 발견된 극소수의 유적도 토광묘문화와는 이질적인 소수의 옹

구릉과 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황방산 일대는 황방산(해발 217m)과 남쪽

관묘들이라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의 모악산(해발 793m)의 영향을 받은 산지성 구릉이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황

황방산 일대에서 오랜 기간 지역 연맹체를 유지했던 사회가 왜 갑자기 III기

방산 일대는 만경강유역권에서 수렵채집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말에 이르러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현재로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중의 한 곳으로 볼 수 있다. 중동4지구 5호 주거지에서 발견된 21점의 석촉과 미

어렵다. 다만, 전쟁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나 외부 유이민의 충격에 의한 결과로

완성석제품, 그리고 구상유구에 다수의 석촉과 미완성석제품이 폐기되는 행위도

는 보이지 않는다. 갈등에 관한 뚜렷한 흔적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IV기 문화와

이러한 수렵채집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만경강

의 뚜렷한 접촉의 증거도 찾을 수 없고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IV기 집단의 규

의 동쪽으로 이동하면 호남정맥의 산줄기를 만나게 되지만 이 일대는 수운교통

모나 응집력으로 보았을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문화를 동화하였거나 대체

로의 핵심인 만경강에서 너무 멀어지고, 이는 해양교류와 어로자원의 확보에 어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재로선 해체의 이유를 혼합경제체제의 특

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황방산 일대는 수운교통과 해양교류의 이점을 유

성에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명확하지는 않다. 예컨대, 당시의 사회에서는

지하면서 수렵채집과 어로활동에 유리한 최적의 지역이었다고 판단되며, 황방산

혼합경제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어느 정도의 인구까지는 부양할 수 있었겠지

일대에서 II기 이후 대규모 분묘군이 조성되고 지역 연맹체 수준의 의례행위가

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과밀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공동체 인구 유

활성화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독묘가 활발하게 발견

지의 한계에 봉착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I기 이후 대규모 군집묘 사회로 성장하지 못하는 지역,

IV기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전 단계의 사회와 대비되는데, 옹관묘라

예를 들어 익산 일대 점토대토기문화의 특성도 이러한 생업경제방식과 고대 경

는 신묘제가 등장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단조의 철기제작기법이 등장하며 철

관과의 관계속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가 새로이 출토된다. 김제 서정동 II유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단독묘라는

다음으로 III기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군집묘의 양상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이

점에서 III기 말과 일면 유사하지만 기존까지 공동체의 핵심 점유지역이었던 황

르러 황방산 일대 공동체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공동체 내와 공동체 간의 사회적

방산 일대에서 대규모의 이 시기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팽창과 변화의 원동력은

기도 한다.

아마도 이 시기부터 발견되는 신소재의 철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IV기 분묘의 소형화와 유적의 절대적 감소는 III기 후반과 마찬가지로 만경

철기가 장거리 기원의 외래 유입품인지, 아니면 만경강 일대에서 자체 생산되었

강 일대의 고대 경관이 인간의 거주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시사

는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외국산이든 국산이든 철

한다. 당시의 이러한 환경적 상황이 인구과밀 문제와 함께 III기 후반 사회의 점

기는 소유자의 지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위신재였고, 이러한 위신재는 사회정치

진적 쇠퇴와 해체의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서기전 1세기 전후에 영

적 연결망을 강화·재생산하는 일종의 ‘정치적 펀드’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과

산강과 섬진강유역권이 새로운 삼각형점토대토기 사회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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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진영 2015)도 만경강 일대의

를 들어 ‘마한’과 동일시한다면 상당한 규모를 갖춘 정치체로서의 마한의 성립

이러한 고대 환경과 무관하지는

시기는 준왕의 남천 이전(林永珍 1995)으로서, 그 시점은 II기 단계의 사회로 비

않았을 것이다(도면 12).

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13) 한 또는 마한이 상당한 규모의 정치체라면 사료의

마지막으로 점토대토기문화

기록처럼 ‘國邑’을 중심으로 중소 규모의 촌락이 횡적으로 연결된 지역 연맹체의

의 이러한 시공간적 변화를 역사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역 연맹체와

적 사건과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

유사한 수준의 사회조직은 점토대토기문화 II기부터 시작된다.

보고자 한다. 고고자료와 역사기

‘韓地’의 위치에 대해서는 김원용(1977)의 ‘익산 문화권’의 설정처럼 역사기록

록과의 부합 여부나 同定문제는

에 근거하여 금마군을 중심으로 한 익산 일대로 보는 것이 통설로 굳어져 가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아전인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익산을 포함한 만경강 일대에서 지역 연맹체 수준의 고고

수식의 해석을 양산할 가능성이

학적 증거가 최초로 발견되는 지역은 II기 이후의 황방산 일대이다. 또한 익산 일

있어 주저되지만 그렇다고 고고

대는 이후에도 대규모의 공동체나 지역 연맹체를 상정할 만한 물질적 증거가 전

자료의 설명에서 역사기록을 완

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물론 III기에 축조된 다송리나 신동리의 극소수 단독묘에

전하게 무시할 수도 없다. 이러

서 발견되는 위신재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의 하위 공

한 근본적 한계를 감안하면서 이

동체로 상정할 수 있는 취락이나 분묘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韓

글의 논지와 관련된 일부 역사기

地를 익산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韓地를 황방산 일대

록을 살펴본다. 먼저, 만경강 일

로 비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대를 포함하여 서남부지역 점토

역사기록의 韓地가 II기의 황방산 일대라면 준왕의 남천과 철기문화의 도입

대토기문화의 시작이 전국 연의

은 만경강 일대의 III기 사회와 연결되고, 이러한 역사기록과 철기문화 개시의 밀

진개와 고조선의 무력 충돌(서기

접한 관련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朴淳發 2009; 최완규 2009).

전 311~279년)이후 남하한 이

준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하나의 기록은 후한서 동이전 한조의 “準後絶滅 馬

주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주

韓人復自立爲辰王”이다. 이 기록은 만경강 일대 III기 후반에 보이는 대형 군집묘

지의 사실로 여겨진다(朴淳發 1993; 李健茂 1992). 이후에도 점토대토기문화는 진

의 쇠퇴나 지역 연맹체의 와해와 모종의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의 전국 통일(서기전 221년)과 이로 인한 유이민 남하, 고조선 準王의 南遷(서기
전 194~180년) 등 다양한 정치적 사건과 결부되어 끊임없는 영향을 받는 것으

V. 맺음말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록 중 만경강 일대 마한 사회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것
으로 고조선 준왕의 남천을 꼽을 수 있는데, 기자조선의 준왕은 위만에게 나라
12)

를 빼앗긴 후 韓地에 와서 韓王을 칭하였다는 기록 이 그것이다. 여기서의 ‘韓’

성격 등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경강 일대의 점토

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한을 중서부지역의 특정 정치체, 예

대토기문화는 4단계로 구별되는데, I기는 점토대토기문화의 성립기로서 적석목

12) 삼국지 동이전 한조의 “候準(中略)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13) I기의 점토대토기문화 또한 넓은 의미의 마한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의 마한의 성립 시기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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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the historical entity that is ‘Han’(韓) or Mahan can be attributed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Attached-rim
Pottery Culture in the Mangyeong River Basin

to Stage II; the center of Stage II society was presumably Hwangbangsan, which
was advantageously located in terms of both water transportation and mixed
economy. The qualitative change that was experienced by Stage III society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influx of Gojoseon refugees that moved southwards

Kim, Seungo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with King Jun. The attached-rim pottery culture experienced a gradual decline
from late State III, and by the beginning of Stage IV, the Jeonnam region,
including the Yeongsan River basin, emerged as the center of the triangular
attached-rim pottery culture.

This study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attached-rim pottery culture of the Mangyeong River basin,

Keywords: Mangyeong River basin, Attached-rim pottery cultur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Group tombs, Hwangbangsan in Jeonju, Establishment of Mahan

the data of which has recently increas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attached-rim pottery culture of this region is categorized into 4 stages. Stage
1 (early to mid 3rd century BCE), which is the foundation period of this culture,
features individually located burials, consisting of pit burials with wooden
coffins and covered with stone mounds or simple pit burials. Also co-existing
during this stage was the Songgugni-type culture, which was experiencing a
decline. Both cultures may have gradually integrated while keeping a reciprocal
exchange relationship, rather than experiencing social reorganization caused by
conflicts and troubles. In Stage II (mid to late 3rd century BCE), pit burials were
used exclusively, and they came to form mid-to-large sized clusters. Such group
burials were concentrated around the Hwangbangsan area, in Jeonju; the largescale ditches that started to appear during this stage served as a place for sacred
rituals, horizontally connecting the many small and medium-sized communities
located nearby. In addition, it can be proposed that this stage was when
social stratification between those buried within the group tomb, and between
different group tombs, appeared in earnest.
Stage III (early to late 2nd century BCE) marks another cultural inflection
point; ironware (representing a new type of material) began to be buried and
tombs increased quantitatively, increased markedly. In the final Stage IV (after
the early 1st century BCE), jar coffins were adopted and used as tombs, and this
was accompanied by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group
tombs. In addition, it can be noted that group tombs were rarely constructed
in the Hwangbangsan area, which was previously the key area of group
tombs. Considering this development of the attached-rim pottery cultu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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