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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의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활발히 이루

어졌던 교류 중 하나로 금속기를 둘러싼 교류가 있

다. 한국에서는 초기철기시대에, 일본에서는 야요

이시대 전~중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 양 지역에서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는 점토대토기와 야요이토기, 

각종 청동기와 철기가 그 활발한 교류의 존재를 말

해 주고 있다. 

필자는 이 시기의 금속기를 둘러싼 교류의 실태

와 배경의 해명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

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다. 금속

기를 둘러싼 교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시기의 문제이다.

종래, 철기는 기원전 300년 이후의 무문토기시대 

후기나 야요이시대 전기에 한반도 남부에 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철기의 

공급원이었던 의 생산능력과 야요이시대의 개

시연대이다. 에서는 기원전 300년경이 되어 주조

철기를 중심으로 한 철기의 생산능력이 높아졌는데, 

그 결과로 한반도 남부나 규슈북부에 주조철부가 전

해진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특히 규슈북부 구마모토

( )현 사이토야마( )패총에서 출토된 주조

철부 인부편의 시기가 야요이시대 전기 초의 토기인 

이타즈케 식( ) 단계라고 생각된 것이 시기

비정에 있어서 커다란 근거였다. 그 후 청동기시대

와 초기철기시대의 실연대, 규슈북부 야요이토기와

의 병행관계와 형식마다의 실연대 등을 이용해서 서

로의 실연대가 추정되어 왔다. 

일본의 야요이시대는 1930년대에 죠몽시대와 고

분시대 사이에서 독립된 시대로 설정되어, 전기·중

기·후기의 야요이토기 양식이 구축된 뒤, 야요이시

대의 당초부터 철기가 출현하였고, 청동기가 약간 늦

게 출현한다고 하는 시대구분과 실용이기와의 관계

가 명료화된 경위가 있다. 야요이시대 자체는 1970

년대 말에 생산경제의 시대로서 생산수단의 차이에 

의해 죠몽시대와 구별되는 시대로 재설정되어 실용

이기를 기준으로 한 시대구분과는 별도의 길을 걸어 

왔다.

한편, 한국의 선사시대는 1970년대 이후, 김원룡

에 의해 청동기시대가 설정되면서, 그 시대명이 일반

화되어 갔다. 하지만 무문토기를 사용했던 시대가 청

동기시대라고 하는 개념이 넓게 퍼져있었기 때문에, 

무문토기시대라는 용어도 고고학계에서는 일반적으

로 사용되었다. 또한 즐문토기시대, 무문토기시대라

고 하는 토기를 지표로 한 구분에 있어서, 무문토기

시대부터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에 의해 시대를 구분하

는 방법이 채용되었다. 하지만 청동기시대임에도 불

구하고 청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조기, 초기철기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철기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세형동

검문화인 시기가 존재하는 등 시대명칭과 금속기의 

출현시기를 둘러싼 혼란이 현재화( )되었다.

그런데 2003년에 일본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하, 역박)이 발표한 규슈북부의 수전도작의 개시연대

가 약 500년 이전인 기원전 10세기 후반까지 올라간

다는 것을 골자로 한 신연대는 야요이 전기나 중기의 

시작도 수백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병행하

는 청동기시대의 연대도 올라갈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기의 출현연대도 재검토해 볼 대상

이 된 것이다.

의 철기 생산능력의 향상을 기원전 300년경으

로 하는 상식( )이 1960년대부터 존재해 있었기

에, 만약에 철기의 출현이 그 이전인 기원전 5~4세

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는 철기의 공

급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별도

의 지역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가능성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국의 중원지역이지만, 당시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역박의 신연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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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회자되는 커다란 원인이었다.

이에 철기 출현의 배경과 교류의 실태를 해명하

기 위해서는 우선 연대를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앞

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역박 

신연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자 자신이 

AMS에 의한 14C연대를 한국의 자료에 적용하여 연

대를 확정하고 싶었던 것이 본 연구의 동기이다.

한국에서도 14C연대 측정이 행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 이상으로 행해져 왔지만, 14C

연대 측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측정시료

의 대부분이 목탄이었던 탓에 기인되는 3가지의 문

제가 있다. 첫째, 목탄을 이용한 시기비정은 함께 출

토된 토기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토기와의 

출토상황이 양호하지 않으면 정확한 시기를 정할 수 

없는데, 출토상황이 분명하지 않은 목탄의 14C연대

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출토상

황이란 다음의 문제와 같이 단순히 유구의 상면(

)에서 목탄과 토기가 공반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둘째, 주거지의 건축, 혹은 보수나 개축

에 예전의 목재가 재이용되면 주거지 상면에서 출토

된 토기의 시기보다 이전의 연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연륜이 많은 목재가 썩어 목탄화 되었을 

경우, 목재의 중심부분과 겉부분에서 연륜의 수만

큼 연대가 어긋난다. 예를 들어 수령 백년의 수목을 

측정하면 100년의 차가 생길 수 있다. 이상의 문제

점들이 겹치게 되면 흔암리식토기처럼 14C연대치가 

700년이나 넓은 폭으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14C

연대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연구상황

이었다.

여기에서 눈을 돌린 것이 점토대토기이다. 한반

도뿐만 아니라 규슈북부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에서

도 야요이토기와 공반되는 점토대토기의 연대를 알 

수 있다면 철기를 둘러싼 교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

는가를 알 수 있으며, 역박 신연대의 진위도 확인하

는 것이 가능하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식토기에 후속하는 점

토대토기는 형식학적으로 연속성이 없으며, 요령식

동검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송국리식토기에 비해 세

형동검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등, 기반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집단의 이주를 계기로 성립한 문

화로 생각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으나, 세

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점토대토기의 출현을 동시기

로 보고 ‘초기철기시대’라고 불려 온 경위가 있다. 

하지만 세형동검문화의 성립연대를 둘러싼 논의

가 중국 사서의 기사를 근거로 행해져 점토대토기의 

출현연대도 그것과 쉽게 동조시키는 등 점토대토기 

자체의 실연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

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점토대토기의 실연대를 AMS-14C연

대측정을 이용하여 직접 구하고자 한다. 우선 점토

대토기의 실연대를 둘러싼 연구사를 검토하여 문제

점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

점토대토기의 AMS-14C연대측정과 교정연대를 산

출, 고고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실연대를 압축해 나

간다. 또한 점토대토기와 야요이토기의 병행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양자의 14C연대를 비교하면서 한·일 

양지역의 상호적인 편년안을 구축한다. 구축된 실연

대를 통해 한반도 남부에서의 세형동검문화의 성립

과 철기의 출현연대를 추정해 보도록 한다.

필자는 지난 3년간 직접 실시한 자료조사를 통해 

점토대토기 관련 14C연대측정용 시료를 모아 왔다. 

그 결과 중 일부를 두 차례의 를 통해 점토대토

기의 실연대를 추정한 바 있다(이창희 2010b, 이창

희·김헌석 2010). 전고에서는 다소 단편적인 감이 

있었는데, 자료의 양적증가를 통해 이전의 3배에 달

하는 자료들의 정리가 끝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토대토기의 종합적인 편년망을 구축할 필요가 생

겼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고의 내용에 대해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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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하게 정리해 가면서,01 새로운 자료들의 측정결과

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점토대토기와 야요이

토기의 병행관계에 대해서는 필자가 최근에 재설정

한 병행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전고(이창희·

 2010)를 참고하기 바란다.

점토대토기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

에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며, 

실연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

토해 본다.

1990년대에 박순발에 의해 원형점토대토기의 연

구가 시작되기 이전은 세형동검을 위주로 연구가 행

해져, 문헌기사에 근거하여 기원전 300년이라는 연

대가 주목되는 단계로, 원형점토대토기의 실연대는 

간접적으로 논의되었다.

1960년대 이후, 세형동검의 분류나 원류에 관한 

연구(정찬영 1962; 윤무병 1966)가 시작되어 세형동

검의 상한연대를 중국 사서에 기록된 ‘연장진개’와 

관련된 기사에 연관시켜 기원전 300년경에 성립·출

현했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윤무병 

1972). 

김원룡은 이미 자신이 설정하였던, 청동기 기

(세형동검기)를 ‘초기철기시대’로 재명명하고, 실연

대를 기원전 300년~기원전 1년으로 설정하는데(김

원룡 1987), 이때부터 초기철기시대나 원형점토대

토기의 상한이 기원전 300년경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된다.

한편, 이백규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유적 

중에서 수석리유적에서 응봉유적으로의 시간성을 

제시하고, 응봉유적의 유물과 세죽리유적 교란층유

물과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이백규 1974). 이에 근

거하여 응봉유적을 기원전 5세기 말~4세기 초, 수

석리유적을 기원전 5세기 중엽~말로 비정하는 다소 

올라간 연대관을 제시하였다.

점토대토기 한강유역발생설을 제기한 한상인은 

정가와자유적의 연대를 기원전 5세기, 송국리유적의 

연대를 14C연대를 이용하여 기원전 6세기로 파악하

여, 경사편년에 의한 원형점토대토기의 상한을 기원

전 4세기로 보았다(한상인 1981).

박순발은 요동반도, 길림, 대동강유역의 원형점

토대토기와 세형동검을 비교하면서 계보와 유입경

로에 대해 고찰하여(박순발 1993a, 1993b), ‘연장진

개’의 고조선 침공에 의해 요령지역으로부터의 이주

민이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남하해 한강유역과 충청

남도의 서해안에 이주한 것에 의해 한반도의 원형점

토대토기가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견해는 여

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지·인용되는데, 원형점토대

토기의 기원전 300년 상한설을 고착화시키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연구성과이다. 이것은 윤무병

이 세형동검문화의 성립을 ‘연장진개’의 기사에 동조

시킨 것과 김원룡의 초기철기시대 기원전 300년 개

시설이 융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원형점토대

토기의 실연대를 생각할 때, 기본적인 틀이 되고 있

다. 최근에도 이 설을 지지하는 논문이 계속해서 나

오고 있다(조진선 2005, 윤형준 2009, 임설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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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건무는 세형동검문화의 유입경로를 춘추 말~

전국 초의 요하중류역의 청동기·철기문화에서 구해, 

원형점토대토기의 출현을 기원전 4세기로 비정하였다

(이건무 1994). 한반도 북부지역에 고식의 세형동검

문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이곳을 경유하지 

않고 요령지역에서 바로 한반도 중서부지역에 유입한 

것으로 보고, 그 근거를 정가와자 6512호묘와 공주 둔

후산유적에서 출토된 자료에서 구했다.

역박의 신연대 이전에 주장된 이청규의 견해는 매

우 신선하다(이청규 2000). 세형동검과 공반하는 청

동기를 근거로 세형동검문화를 5단계로 단계설정한 

후, 최고식의 1단계를 기원전 300년 이전으로 보았

다. 그 근거는 요령지역과 한반도에 있어서 같은 원

형점토대토가 공반하는 동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이것이 요령지역의 원형점토대토기가 한

반도에서 세형동검문화가 성립되기 이전에 들어왔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이청규에 의해서 한반도

에서 세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점토대토기의 출현이 일

치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형동검문화가 기원전 300년보다 이전에 성립하

였다고 하는 생각은 중국 출토 원형점토대토기를 검

토한 이재현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이재현 2003). 

그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세형동검문화가 요서지역에

서 요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의 동쪽으로의 확장과 이로 인한 재지주민

(동호족)의 이동에서 구해 한반도에서 세형동검문화

가 성립하는 연대를 기원전 5~4세기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사적 흐름 속에서 역박의 신연대가 발

표되었다. 신연대는 병행관계로 볼 때 세형동검문화

의 성립이 기원전 4세기 전반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러한 연대관의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목탄

의 14C연대에 기초하여 원형점토대토기의 상한연대가 

점점 올라가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진일은 원형점토대토기의 출자를 요중지역의 

양천문화에서 구해 한반도에 출현하는 연대를 연과 

제의 요서진출, 양천문화의 시간적 관계를 고려해 기

원전 6~5세기로 보았다(박진일 2007a, 2007b). 원형

점토대토기의 출현연대를 올리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

서 새로운 역사적 정황을 가미한 것이다.

는 신연대의 영향을 받아 세형동검을 재

분류하여 세형동검문화의 성립을 기원전 5세기로 올

리고, 이것을 의 요서지역 간접지배의 시기와 연관

시켰다(  2008).

이상 원형점토대토기의 실연대를 둘러싼 연구사

를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 문제점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 둔다.

세형동검의 상한연대와 원형점토대토기의 상한연

대를 고고학적인 증거가 빈약한 단계에서 동시로 설

정하여, 여기에 ‘연장진개’와 관련된 문헌기사를 동조

시켜 기원전 300년이라는 숫자가 부여되었는데, 학계

에서 그 영향은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점토

대토기의 연대가 올라가면 세형동검의 연대도 올라가

게 되는 등 비판의 온상이 되었으며, 별도로 보면 원

형점토대토기만 연대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어느 

쪽이라도 세형동검의 연대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기원전 300년 상한설에서 떨어져서 

점토대토기 자체의 형식분류와 이에 근거한 14C연대

에 의해 독자적인 연대를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2000년대 이후 AMS-14C연대측정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활용방법이 적절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많았고, 그러한 의문이 더해지면서 고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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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발을 사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교정연대 환산의 과오, 교정연

대에 있어서 눈금맞춤연대(중앙치)의 활용, 14C연대

에서 단지 1950년을 빼는 등 자의적으로 실연대를 압

축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는 원형점토대토기의 측정치가 소위 14C연대의 ‘2400

년문제’02에 해당하기 때문에, 2σ(95.4%)의 교정연대

가 300~400년 정도의 폭으로 넓게 산출되는 것이었

다. 이것은 이 시기의 숙명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

지만, 토기형식을 이용하거나 제고고학적 정보를 활

용한다면, 그 폭을 보다 압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형점토대토기의 연구가 세형동검문화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 온 데 비해,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연

구는 철기문화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때

문에 토기의 출현과 철기의 출현이 깊은 관련성을 가

지는 점에서도 연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원형점

토대토기와 일치한다. 또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가

장 대표적인 유적인 늑도유적에서는 다량의 야요이토

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교차연대법을 사용한 실연대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병행관계가 반석이 되었던 것이 역으로 

야요이시대 신연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으

며, 신연대의 진위를 밝힐 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실질적인 연구는 늑도유적

의 발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상한연대를 구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늑도유적에서 

공반된 규슈북부 야요이토기의 연대를 사용하는 방법

이고, 또 하나는 철기의 출현연대에 동조시키는 방법

이다.

전자는 어떤 야요이토기의 형식과 공반하는가로 

보는 관점에 따라 출현연대가 달라진다. 기원전 2세

기중엽경으로 비정된 죠우노코시식( )부터 

공반한다고 보면, 기원전 200년경의 위만조선의 건

국시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정징

원·신경철 1984; 신경철 1995), 기원전 2세기 후반~

말로 비정된 수구 식( )부터 공반한다고 보

면, 고조선의 멸망과 낙랑군 설치에 의한 고조선 유

민의 남하에 동조시킬 수 있다(이재현 2003).

철기의 출현과 관련하여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출

현연대를 생각하는 연구에서도 역시 위만조선의 성립

으로 비정되기(박순발 1993b) 때문에, 기원전 194년

이 실질적인 상한연대로 되어 한반도 남부에서는 여

기에서부터 경사편년으로 되어 빨라도 기원전 2세기

전반으로 비정된다. 하한연대에 대해서는 전고에서도

(이창희·  2010 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요컨대, 삼각형점토대토기도 원형점토대토기와 

마찬가지로 토기 자체의 형식학적 연구를 통해 형식

조열을 확정한 후에 시기를 알 수 있는 공반유물에 기

초해 연대를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이 적용되지 못

하고, 철기문화라는 틀 속에서 위만조선의 건국연대

와 동조되어, 기원전 2세기보다 올라가지는 못했다. 

규슈북부에서 무기형청동기가 부장되는 야요이 전

기말~중기초의 실연대가 위만조선의 건국연대에 동

조하여 구해진 것(  1968)과 더불어, 죠우노코

시식부터인가 수구 식부터인가의 차이는 있어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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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토기와의 병행관계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출현연

대를 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모순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야요이토기 자체의 연대는 신연대에 의하

면 각각 기원전 4세기, 기원전 3세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늑도유적의 공반관계를 인정하는 한, 삼각형

점토대토기의 상한연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다만, 14C연대는 신용할 수 없다는 비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종래의 연대관을 주장하는 연구자가 압

도적으로 많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만약 위만조선의 건국과 관련하여 피난한 유

이민에 의해서 한반도 남부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문

화가 성립했다고 한다면 고조선의 일상토기가 삼각형

점토대토기가 아니면 안 되는데, 증명할 수 없다. 마

찬가지로 낙랑군 설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증명

할 수 없다.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

이 행해진 것은 철기의 출현과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출현을 동일시했기 때문이다.

서북한계철기의 연대에 대해서도 의 생산량 증

대를 기원전 300년경으로 구하는 종래의 설은 그 근

거가 명료하지 않은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 근년의 연구에서는 기원전 5세기에는 타지역에 

공급 가능할 정도로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있었던 점

이 밝혀졌기 때문에 철기의 출현과 위만조선의 건국

을 동조시키는 근거는 없다고 해도 좋다. 게다가 한

반도에서 출토되는 초기철기의 실태는 반드시 철기의 

‘보급’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300년 사이에 철기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본 장에서 다루는 주요한 자료는 원형·삼각형점

토대토기가 함께 출토한 방지리유적이다. 양 점토대

토기가 함께 출토된 사례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

이라 할 수 있다. 원형점토대토기의 14C연대를 측정

하기 위해 층위별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또한 규슈 

북부의 출토예로서 구마모토현 미유키키베(

)유적 출토 자료를 측정하였다.

14

방지리유적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556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2002~2003년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다.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

양한 유물과 유구가 확인되었는데, 가장 활동이 활발

했던 것은 점토대토기 시기이다. 원형점토대토기 단

계에는 주거지 조성과 함께 패총이 형성되었고, 환호

와 토기소성유구 등도 확인되었다. 삼각형점토대토

기 단계가 되면 취락과 패총의 범위가 넓어지고, 유

구는 보다 다양화된다. 취락의 성립과 발전, 쇠퇴의 

경위를 잘 보여주는 방지리유적을 해석하는 것은 이 

시기 사회상의 해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유적은 해안에 접한 독립구릉에 입지하며, 현

재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바다로 둘러

싸인 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에도 이 지역은 

농업보다도 어업이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물류의 중

요한 거점이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은 당시의 환경을 

생각할 때 중요할 것이다(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

터 2007).

취락의 변천은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우선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취락이 

조성되었고, 그 후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취락이 

조성된다. 근처에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하는 유

적으로서는 굴지의 늑도유적이 있어, 어떠한 식으로

든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예를 들면 늑도집단의 일부가 방지리유적에 이주



57 Lee, Chang Hee    

했을 가능성이나, 작은 거점으로써 한시적으로 거주

했을 가능성 등이 생각되기 때문에, 양 유적 간의 관

계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양 유적 모

두 야요이토기가 출토되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방지리유적의 패총에서 출토한 점

토대토기는 층위마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과 연대를 비교검토 가능하도록 시료를 채취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동일층위에서 출토된 자료를 복

수로 선정하여, 보다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

였다. 또한 14C연대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해

산물을 섭취하지 않는 사슴의 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기될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정치의 활

용가치를 높이도록 하였다.03

【 표 1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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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는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의 협력

을 구해 2009년 3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시료의 전처

리와 콜라겐 추출 등은 김헌석, , 의 

도움을 받았다. AMS-14C연대측정은 팔레오·라보

에 의뢰하였다. 전처리와 콜라겐추출 과정 및 연대측

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전고(이창희 2010b, 이창희·

김헌석 2010)를 참조하기 바란다.

측정한 시료의 상세와 공반관계를 <표 1>과 <그

림 1·2>에 나타내었다. KR은 Korea, BJ는 Bangjiri, b

는 뼈(bone)을 의미한다.

KRBJ-b1·b2·b18은 동일 층위에서 출토된 자료

로, 이 층에서는 삼각형점토대옹, , 시루, 미니어쳐

식 소형토기 등의 늑도식토기 세트와 원형점토대옹, 

고배, 조합식우각형파수 등의 원형점토대토기 

세트가 출토되었다. 그 외 , 녹각 등의 골각기, 석

착, 방추차 등도 출토되었다.

KRBJ-b2는 삼각형점토대옹, 봉상파수, 방추차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KRBJ-b3은 원형점토대옹, , , , 방추차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KRBJ-b4는 원형점토대옹, 삼각형점토대토기(저

부), 호, 봉상파수, 석착, 석부, , , 방추차 등

과 함께 출토되었다.

KRBJ-b5와 KRBJ-b13은 동일층위에서 출토된 자

료로, 원형점토대옹, 조합식우각형파수, , 

고배, 고배, 석도, 석부, , 조합식조침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KRBJ-b7·b8·b14는 동일층위에서 출토된 자료

로, 삼각형점토대옹, 시루, 호, 방추차, 석착 등이 함

께 출토되었다.

KRBJ-b9·b10·b15는 동일층위에서 출토된 자

료로, 삼각형점토대옹, , 호, 봉상파수, 석겸, , 

방추차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KRBJ-b11은 함께 출토된 유물이 보고된 바 없다.

KRBJ-b12는 원형점토대옹, , 조합식우각형파

수, 석겸, 석부, , 녹각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KRBJ-b16·b17은 동일층위에서 출토된 자료로, 

원형점토대옹, , , 녹각, 조침, 방추차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상의 출토상황을 근거로 측정자료의 편년적 위

치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측정대

상을 선정할 때, 층서와 측정치를 비교하기 위해 층

위별로 출토된 동물뼈를 시료로 채취하였다. 패총을 

조사할 때 조사구역을 잘게 나누어서 조사하였기 때

문에 동일층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구역이 다른 경우

가 있으며, 패총의 특성상 다른 층의 유물이 혼입되

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

아 층서와 유물 조합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정하기에

는 무리가 없다.

우선 패총의 층서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A패총은 

퇴적순으로 ‘3층→2층→1층’으로 나누어지는데, 1층

은 다시 ‘1층-3→1층-2→1층-1’로 세분된다. B패총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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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퇴적순으로 ‘하층→상층’으로 나누어진다. 각층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편년의 자료로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구연부 형태

이겠지만, 유물의 혼입이나 공존에 의해 복수의 구연

부 형태가 확인된다. 여기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삼

각형점토대토기의 양식(이창희 2009) 중,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들을 언급해 둔다. 파

수의 제작방법이나 목리조정에 있어 큰 특징이 있다.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파수가 조합식파수인 데 반

해,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의 파수는 봉상파수이다. 

기면조정에 있어서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 거의 대

부분의 기종에서 목리가 확인되지만,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큰 특징으로 삼

각형점토대토기 단계부터 다공 시루의 제작이 시작된

다. 이러한 특징들을 출현순으로 배열한 것이 <표 3>

이다. 삼각형점토대옹도 봉상파수, 목리조정, 시루 

등의 요소들과 궤를 같이함을 알 수 있다.

교정연대의 산출은 RHCal3.2S04를 사용하였으

며(교정곡선은 IntCal04), 95.4%의 확률인 2표준편차

(2σ)를 통해 산출하였다. 그 측정결과와 교정연대를   

<표 4>에 나타내었다.

【 표 3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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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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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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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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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나타나듯이 패총의 퇴적순으로 ‘원형

점토대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대응되는 14C연대는 어떤 수치를 나타

낼까? 측정된 14C연대 중에서 2300 14C BP 와 2400 
14C BP 의 이른 측정치가 나온 동물뼈는 모두 원형점

토대토기만이 출토된 층에서 출토되었다. 그 외의 측

정치는 대부분이 2100~2000 14C BP 인데, 2100 
14C BP 가 4점, 2000 14C BP 가 8점이다. 즉, 측정

치는 크게 2400·2300 14C BP 와 2100·2000 14C BP

로 나누어진다. 그 경계가 A패총 1층이 퇴적된 시

기의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있다. 측정치는 대체로 

층서와 일치하는데, 특히 동일층위 중에서도 동일구

역의 측정치가 많은 5구역에서는 그 경향이 보다 뚜

렷하다.

흥미로운 것은 점토대토기의 양식적 특징(기종과 

속성)의 출현순서가 14C연대를 단순히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결과 <표 5>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층서와 출토유물의 조합, 그리고 14C연대를 종합

적으로 검토한 결과, 측정한 자료는 시기적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KRBJ-b3, b5, b12, 

b13, b16, b17」과  「KRBJ-b1, b2, b4, b6, b7, b8, 

b9, b10, b11, b14, b15, b18」이다(<표 5>에서는 음영

으로 표시).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그룹 은 대부분이 ‘2400년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상한연대를 중심으로 교정연

대는 상당한 폭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시기가 내려

오는 측정치(2365±25 14C BP)를 가지는 KRBJ-b3의 

중심치는 IntCal04곡선의 가장 급경사의 부분에 해당

되기 때문에, 510calBC~390calBC의 비교적 폭이 좁

은 교정연대가 산출되었다. IntCal04곡선의 급경사에 

해당되는 부분의 교정연대는 400calBC를 전후한 시기

로 <그림 3>의 KRBJ-b3, KRBJ-b3의 하한연대는 기

원전 4세기 초라는 극히 한정적인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수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한다면, KRBJ-

b3보다도 이른 14C연대치인  「KRBJ-b17, b13, b16, 

b5, b12」의 교정연대의 하한이 기원전 4세기 초보다 

내려올 수는 없다.

【 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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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4C연대와 고고학적 사실을 근거로 방지리

유적의 원형점토대토기 관련 측정자료를 IntCal04곡

선에 플롯시킨 것이 <그림 3>이다. 각 측정치는 중심

치가 IntCal04곡선과 만나는 곳에 플롯시킬 수 있는

데, 실제로는 교정연대의 범위에 해당되는 IntCal04곡

선상에 플롯할 수 있다. 하지만 KRBJ-b3과 그룹 의 

유물조합이 거의 동일한 것을 고려하면, 기원전 8~7

세기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기원전 5세기가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 후 방지리유적의 자료를 대상으로 2009~2010

년에 걸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시료를 채취, 14C연

대 측정을 행하였다. 그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전처리와 콜라겐 추출 및 AMS-14C연대측정은 

팔레오·라보에 의뢰하였다. 교정연대의 산출은 전

과 동일하다. 시료는 전부 사슴뼈를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측정치는 크게 두 그룹

으로 나누어진다.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된 사슴뼈

는 LCH-01 1점을 제외하면 모두 2400 14C BP 이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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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500 14C BP 인 LCH-01은 가장 시기가 내려오

는 교정연대라 할지라도 585calBC~550calBC(7.4%)

로 산출된다. 지나치게 올라가는 감이 있지만, 일단 

<그림 4>에 플롯해 두었다. 시료나 처리상의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1차 조사와 합쳐서 고고학적 

출토상황을 고려하여 14C연대를 플롯한 것이 <그림 4>이

다. LCH-06은 출토 층위로 보면 삼각형점토대토기

와 관련되지만, 측정치는 원형점토대토기의 14C연대

이다. 동일층위에서 출토된 다른 시료의 측정치가 복

수로 있는데, 모두 삼각형점토대토기의 14C연대이다. 

따라서 이것은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혼입품일 가능

성이 있다.

2차 조사의 시료에 해당되는 빨간점 들은 <그림 4>

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그림 3>에서 플롯시킨 검은점

들의 영역과 같은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롯한 위치는 주로 2400년문제의 후반부인데, 1차 

조사의 측정치와 하한연대를 기원전 4세기 초로 파악

한 경위를 고려한 위치이다. 또한 원형점토대토기와 

야요이토기의 병행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타즈케

a식( a )보다는 이타즈케 b식( b )부

터 병행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2400년문제의 후

반부에 플롯하였다. 하지만 14C연대로 이타즈케 a식

과 이타즈케 b식의 경계를 명료하게 결정할 수 없기

(  2007) 때문에 방지리유적의 14C연대가 

【 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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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년문제 전반부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원형점토대토기가 

기원전 5세기에 존재했었던 것은 확실하며, 기원전 6

세기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고, 기원전 7세기에 출

현했을 가능성도 부정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한편, 방지리유적 자료의 14C연대 측정치 중에 

2200 14C BP 가 없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필자는 전고(이창희 2010b)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유행했던 시기(2100·2000 14C BP )에도 원형점토

대토기가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점토

대토기 단계와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 사이에 단절

된 공백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측정자료가 부족했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2차 조사의 자

료를 포함하면 측정자료가 32점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2200 14C BP 가 1점도 없는 

것은, 공백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의 14C연대

는 어떠할까? 병행관계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14C

【 그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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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도 한일 양 지역에서 출토된 동일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일본열도에

서 출토된 원형점토대토기의 14C연대로서는 유일한 

자료를 소개한다.

2008년 6월, 필자가 구마모토현 하찌노쯔보(

)유적 출토 점토대토기를 조사하기 위해 구마모토

시교육위원회를 찾았을 때, 의 도움을 받

아 미유키키베유적 출토 점토대토기도 조사할 수 있

었다. 주로 원형점토대토기였는데, 그 중 수 점의 토

기 외면에 탄화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14C

연대측정용으로 시료채취를 할 수 있었다. 이 토기는 

전형적인 원형점토대토기이며, 한반도의 그것과 구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동일개체로 생각되는 두 개의 

구연부 파편에서<그림 5> 그을음으로 추정되는 탄화

물이 다량으로 부착되어 있었는데, 이 중 한 곳에서 시

료를 채취하였다. 그 측정결과와 교정연대를 <표 7>

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전처리는 필자가 실시하

였으며,06 AMS-14C연대측정과 교정연대 산출은 전

과 동일하다.

현재 알려져 있는 이타즈케 b식~죠우노코시식

의 14C연대측정치는 <그림 7>과 같이 플롯할 수 있

다(  2007). 미유키키베유적 출토 원형점

토대토기의 14C연대는 2400 14C BP인데, 교정곡선의 평탄

한 부분과 만나기 때문에 교정연대의 폭이 넓다. <그림 

7>에서 보면 음영부(중심치±20)로 표시한 부분의 어

딘가에 해당된다. 플롯한 (★)은 중심치가 교정곡선

과 만나는 부분인데, 물론 이 1점에 해당한다고는 단

언할 수 없고, 실제로는 음영부의 어딘가인 기원전 6

세기 말~기원전 5세기대의 어느 지점에 해당될 것으

【 표 7 】  14

【 그림 6 】 

06

【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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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는데, 교정연대도 525calBC~400calBC으

로 산출되었다.

미유키키베유적 출토 원형점토대토기는 한반도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인데, 반입품인지, 유적에

서 만들어진 토기인지는 알 수 없다. 그 외의 토기들

을 실견한 바, 원형점토대토기의 옹(구연부·저부), 

고배, 조합식우각형파수 등이 세트로 존재하기 때문

에 미유키키베유적에 원형점토대토기문화를 주체로 

한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토기

는 교역품도 아니며, 단기간 체류한 것으로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현지에서 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미유키키베유적에서는 이타

즈케 b식 에 원형점토대토기인이 이주하였고, 어

느 정도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시기는 기원전 

5세기대의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측정한 토기

는 공반관계를 알 수 없는 채집품이지만, 그 밖의 원

형점토대토기와 비교해 볼 때 동일한 형식이기 때문

에 시간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14C연대 측정은 

대부분이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되었다고 판단된 목

탄을 시료로 하여 행해졌다. 전술하였듯이 목탄의 

14C연대를 활용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상당수의 

측정치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 번쯤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14C연대 측정치들의 상당수

가 2500·2400 14C BP 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그림 8> 

원형점토대토기의 출현시기는 적어도 기원전 300년

보다는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점토대토기단계에 있어서 목탄 이외의 동물뼈나 

토기부착탄화물 등의 시료로 14C연대를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방지리유적의 14C연대 측정을 통해 

방지리유적의 형성시기(원형점토대토기단계)가 기원

전 4세기 초를 하한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

래의 연대관을 200년 이상 상회하는 연대이다. 원형

점토대토기의 형식분류가 정비된다면, 방지리유적의 

토기형식과 비교해 가면서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원

형점토대토기의 실연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

다. 지금까지 원형점토대토기의 대표적인 자료 중 하

나로 자리매김 되어왔던 수석리유적의 토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완형으로 출토된 조합식우각형파

수부호07 1점이다. 이것과 같은 형태의 조합식우각형

파수가 방지리유적에서도 출토된 것을 고려하면, 수

석리토기도 방지리유적 연대폭의 어딘가에 위치할 가

능성이 있다.

일본열도에 원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하는 시기는 

의 이타즈케 a식 이 가장 빠르게 보고 있는 

것인데, 대체로 이타즈케 b식 로 보고 있다. 가장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시기는 이타즈케 c식 이다

(이창희·  2010). 토기부착탄화물에 의한 

07

【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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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즈케 b~ c식의 14C연대 측정치(  

2007)와 비교해 보아도<그림 9> 그 병행관계는 틀리

지 않다. <그림 9>의 영역 의 경우, 이타즈케 a식

의 측정치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

증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연대이지만, 버릴 수는 없는 

측정치이다. 따라서 이번의 측정으로 방지리유적의 

원형점토대토기의 하한이 이타즈케 c식  병행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한이 이타즈케 a식 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즉, 14C연대로 보는 한 원형점토대토기가 기원전 5

세기에 존재한 것은 분명하며, 방지리유적이 의 

원형점토대토기유적이 아니라면 한반도에서 원형점토

대토기가 출현한 것은 기원전 6세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야요이토기와의 병행관계에 있어 이타즈케 a식

부터인가, 이타즈케 b식 부터인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이창희·  2010) 상한연대는 기원전 

7세기까지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 그림 8 】  14 08

08  

【 그림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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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도유적에서 출토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14C연

대를 측정하여 실연대를 추정하도록 한다. 전술한 방

지리유적 출토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공반된 사슴뼈의 

14C연대와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삼각형점토대토기

의 14C연대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 또

한 늑도유적에서는 다량의 야요이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야요이토기의 14C연대와도 비교해 본다.

14 09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로 비정할 수 있는 자료

의 측정치 15점(「 장-1·2」) 중 11점의 14C연대가 

2100~2050 14C BP 50년간의 좁은 폭에 들어가는 매

우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14C연대들의 중

심치는 기원전 2세기 전·중엽~기원전 1세기 중엽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4점의 14C연대「2195, 2190, 2185, 

2150 14C BP(오차생략)」는 IntCal04곡선에서도 매우 큰 

위글(wiggle)이 있는 부분<그림 3의 A~B>에 해당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IntCal04곡선과 2곳에서 

교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정연대는 100

년 이상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시기를 압축하기 위

해서는 고고학적인 출토상황을 가미해서 판단해야 한

다. 특히 「KRBJ-b1, b18, LCH-12」, 「KRBJ-b7, b8, 

b14」, 「LCH-04, LCH-13」은 유물의 조합이 전술한 

11점과 차가 없으며, 동일패총·동일층위에서 출토된 

것을 고려한다면, V 의 커다란 위글에서 A가 아닌 

2100~2050 14C BP에 가까운 B부근에 플롯하는 것이 

정합적이기 때문에 중심치가 200calBC를 전후로 하는 

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09

【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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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 관련 측

정치들을 IntCal곡선에 플롯시킨 것이 <그림 4>이다. 

따라서 방지리유적의 삼각형점토대토기는 기원전 3

세기 후반(200calBC 전후)~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압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지리유적에서는 규슈북부의 야요이시대 중기 

토기인 수구 식( )과 수구 식( )이 

출토되었다(<그림 10-1~5>). 각각 주거지, 수혈, 구

에서 출토하였고, 한 점은 채집품이다. 양은 많지 않

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공반되었다. 패총에서는 야

요이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이 유구들과 관련된 

주민에 의해 형성된 패총이기 때문에 패총도 거의 동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수구 식과 수구 식의 14C연

대( ·  2006) 및 교정연대와 방지

리유적의 14C연대를 비교해 보아도 거의 일치한다.

여기에서 방지리유적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시기를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해 늑도유적과 나가사키(

)현 하루노쯔지( )유적의 14C연대를 비교해 

보자. 늑도유적과 하루노쯔지유적의 14C연대는 기보

고 자료 3점과 필자의 조사에 의해 측정된 2점의 결

과가 있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표 8>이다.

우선 늑도유적 3점의 14C연대는 모두 2100 14C BP

에 속하기 때문에, IntCal04곡선상의 V 의 커다

란 위글이 있는 부분(<그림 11>의 A~B)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정연대의 폭도 넓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A

와 B의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인데, 삼각형점토대토기

와 야요이토기의 병행관계에 준하면 우측의 B에 가

깝게 플롯시킬 수 있다. 교정연대로는 200calBC 전후

에 해당된다. 이 시료들은 모두 패총에서 출토된 토기

에 부착되어 있던 과 탄화미인데, 공반된 야요이토

기가 수구 식이 중심인 것을 고려하면 기원전 2세기 

전반경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 이 측정치들은 방지

리유적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시작하는 시기와 가

깝다.

한편, 하루노쯔지유적의 시료는 토기부착탄화물

인데,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야요이토기의 요소가 혼재

하는 소위 의조선계무문토기로 불리는 것이다(<그림

10-6·7>).10 따라서 이러한 토기들은 분명히 한반도

10  

 【 표 8 】 

辻

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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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현한 후에 만들어진 토기

로 볼 수 있는데, 14C연대도 2000 14C BP 이기 때문

에 정합성이 있다. IntCal04곡선의 작은 위글들이 다

소 있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정연대의 폭은 좁

지 않다. 방지리유적의 삼각형점토대토기에 해당되는 

14C연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과 같은 연대이기 

때문에 <그림 11>과 같이 플롯해 볼 수 있다. 각 시료

의 14C연대의 분포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2>이며, 방

지리유적의 14C연대를 플롯한 IntCal04곡선상에 늑도

와 하루노쯔지유적의 14C연대를 플롯한 것이 <그림 11>

이다.

14

필자는 최근 늑도유적 옹관에 부장된 인골과 사슴

뼈의 14C연대측정을 이용하여 옹관의 실연대와 삼각

형점토대토기의 상한연대를 추정한 바 있다(이창희·

김헌석 2010). 자연스러운 논지 전개를 위해 도면을 

【 그림 12 】

【 그림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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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서 간략하게 정리해 둔다(1차 조사). 측정결

과를 비롯한 연대적인 고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

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인골의 14C연대에는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이 반

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산물을 섭취하지 

않는 사슴의 뼈가 매장된 분묘를 찾아 인골과 사슴뼈 

모두 14C연대 측정을 실시한 후, 측정치의 비교를 통

해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측

정결과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으

며, 이것은 안정동위원소분석에 의해서도 검증할 수 

있었다. 측정결과를 IntCal04곡선에 플롯한 것이 

<그림 13>인데, 역시 V 의 커다란 위글이 있는 

부분에 해당되어,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야요이토기의 

병행관계 및 고고학적 정보를 통해 <그림 13>의 영역

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기의 1차 조사에 의해 늑도유적의 옹관을 포함한 

분묘의 연대는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3세기대의 어

느 시점으로 볼 수 있었다. 이를 늑도유적에서 분묘군

이 조영되기 시작한 시기로 보았으며, 분묘군이 조성

되기 이전부터 늑도유적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가정한

다면, 즉 분묘군이 조성되지 않고 어느 정도 늑도유적

에서 취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늑도유적의 상한은 

<그림 13> 영역 의 전반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분묘군에서는 호를 비롯하여 삼각형점토대옹이

나 시루 등도 옹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련의 삼각

형점토대토기의 양식-늑도식토기-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4C연대로 보는 한 분묘군은 늑도유적의 존

속기간 중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분묘군

의 시작이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3세기 전반이라

고 한다면, 늑도식토기의 출현은 이와 동시기, 혹은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은 종래의 늑도식토기 상

한연대로 인정되어 온 기원전 2세기 전반~중엽보다 

【 그림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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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 정도 상회하는 결과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늑도유적은 한반도에서 야요이

토기가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이다. 필자는 옹관 이외에

도 주거지와 패총에서 출토된 사슴을 중심으로 한 동

물뼈와 인골을 조사하여 14C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다. 

시료는 야요이토기의 형식별(수구 식, 수구 식, 후

기 등)이나 층위별로 채취하였다. 고고학적 순서와 

14C연대를 비교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성 높은 연대추

정을 기대할 수 있다. 전처리와 콜라겐 추출 등의 제

반작업은 방지리유적의 자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AMS-14C연대측정은 도쿄대학 Tandem 가

속기연구시설(MALT)에서 20점, 팔레오·라보에서 

6점을 실시하였다.

측정결과를 <표 9>에 나타내었다. C/N 는 탄

소와 질소의 함유량을 각각 탄소와 질소의 원자량으

로 나눈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탄소와 질소의 비율

이 2.9~3.6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양질의 콜

라겐이 회수되었다고 판단한다(Deniro 1985). 이용된 

콜라겐의 수치는 3.1~3.6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의 콜라겐이 회수되었다고 판단된다.

KR은 Korea, ND는 Neuk-do, b는 뼈(bone)를 의

미한다.

14C연대를 보면 2100~2000 14C BP 가 19점으로 

가장 많고, 2200 14C BP 가 4점, 1900~1700 14C BP

가 각각 1점씩이다. 이 중에서 KRND2-b3의 14C

연대 1점만이 시기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찰에서 

제외한다. 같은 유구에서 출토된 KRND2-b1·b2와

도 너무 차이가 큰 연대이다. 후대에 혼입된 인골일 

가능성이 있으며, 시료나 전처리에서 생긴 문제일 수

도 있다. 하지만 이 외의 측정치들은 모두 늑도유적

의 존속 폭에 들어가는 연대이다.

측정을 실시한 시료는 유구 내부나 패총에서 출토

된 것이 많아 완전히 동시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포

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출토된 야요이토기의 형식을 검토 후, 야요이토기의 

14C연대( ·  2006;  

2007)와 비교해 본다.

KRND2-b1·b2·b3은 같은 유구에서 출토되었

는데, 측정치에 차이가 있다. 출토된 야요이토기도 

수구 식, 수구 식, 후기의 토기가 있어 공반관계로 

보기 어렵다.

KRND2-b4·b5는 같은 유구에서 출토되었고, 타

카미즈마식( )의 야요이 후기 토기와 공반되

었다. b4와 b5의 14C연대는 중심치가 100년 정도 차이

가 나는데, 타카미즈마식의 연대는 b5에 가깝다.

KRND2-b6·b7은 같은 유구에서 출토되었고, 야

요이토기는 수구 식과 수구 식이 공반되었다.

KRND2-b8·b9와 b10·b11은 각각 같은 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공반된 야요이토기는 수구 식이다.

KRND2-b12는 같은 유구에서 수구 식의 야요

이토기와 공반되었다.

KRND2-b13·b14는 패총의 같은 층위에서 출토

되었는데, 측정치의 차이가 크다. 출토된 야요이토기

는 없지만, 인근 pit의 같은 층에서 수구 식과 수구

식의 야요이토기가 출토된 것을 고려하면 b13이 후

대의 혼입품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KRND2-b15는 

같은 pit의 b14( )보다 아래의 층( )에서 출토

되었는데, 14C연대는 반대이며, 수구 식 에 해당한

다. 다른 pit의 · 에서도 야요이토기는 수구

식과 수구 식이 함께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미 수구

식 단계에 들어간 시기로 생각된다.

KRND2-b16·b17은 주거지의 주변상층에서 출

토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다량의 수구 식과 수구

식의 야요이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구

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주변상층이라고 하는 양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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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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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출토상황인데다가 모두 수구 식에 해당되는 

측정치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하기는 어렵다.

KRND2-b18과 b19는 패총에서 출토되었는데, 공반된 

야요이토기는 없고, 14C연대는 수구 식 에 해당한다.

KRND2-b20은 유구에서 출토되었는데, 공반된 

야요이토기는 수구 식이다.

KRND2-b21은 패총에서 출토되었는데, 수구

식과 수구 식의 야요이토기와 공반되었다.

KRND2-b22는 패총에서 출토되었는데, 공반된 

야요이토기는 없다.

KRND2-b23·b24는 같은 pit의 같은 층에서 출토

되었는데, 수구 식과 수구 식의 야요이토기와 공

반되었다.

KRND2-b25은 b23·b24보다 하층에서 출토되었

는데, 14C연대는 거의 같다. 야요이토기와는 공반되

지 않았지만 인근 pit의 같은 층에서는 수구 식과 수

구 식이 출토되었다.

KRND2-b26는 b25보다 하층에서 출토되었고, 

14C연대도 b23·b24·b25보다 시기가 올라간다. 야요

이토기와는 공반되지 않았지만 인근 pit의 같은 층에

서 수구 식이 출토되었다.

늑도식토기와 공반된 야요이토기는 수구 식과 

수구 식이 대부분인데, 수구 식이 많다. 패총에서

는 층위에 따라 토기형식을 명료하게 나누는 것이 어

렵고, 양자가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14C연대는 

2100~2000 14C BP 가 많아 수구 식의 시기가 중심

이라고 생각된다. 

야요이토기의 출토상황 등을 바탕으로 14C연대

를 IntCal04곡선에 플롯하였다<그림 14>. 제외한 

KRND2-b3 이외에는 「KRND2-b1, b2, b4, b14, 

b15, b16, b17」이 같은 층의 시료이지만 14C연대가 차

이가 난다거나 층위와 14C연대의 순서가 다른데, 야요

이토기(수구 식~후기)의 14C연대와는 정합적이다.

<그림 14>에서 나타나듯이 측정된 늑도유적 자료

의 14C연대는 야요이토기의 형식을 차치해 두고, 기

원전 4세기말~기원후 2세기까지 분포하는 것을 알 

【 그림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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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설정해 온 늑도식토기와 

야요이토기의 병행관계와 일치하며, 늑도유적에서 출

토하는 야요이토기는 수구 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이창희·  2010) 고고학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전고를 통해 늑도유적(늑도식토기)의 실연대를 추

정한 바 있으나, 이번의 성과를 통해 수적 증가도 이

루어졌으며 실연대도 보다 정밀하게 구하는 것이 가

능했다. 14C연대와 토기의 병행관계가 대응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인골과 사슴뼈가 공반된 분묘자료의 14C연

대를 통해 분묘군의 개시시기를 추정해 보았는데, 근

거가 된 것은 분묘군에서 3기에 지나지 않았다. 다행

히도 인골의 14C연대에는 해양리저버효과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음을 밝혀 냈기 때문에, 그 후 인골만 매

장된 분묘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수

의 인골시료를 채취하여 14C연대측정을 실시하였는

데, 그 결과를 검토하여 분묘군의 조영연대 전체를 

추정해 보도록 한다. 시료의 전처리와 콜라겐 추출, 

교정연대의 산출 등은 전과 동일하다. AMS-14C연대

측정은 팔레오·라보에 의뢰하였다. 

2차 조사에 의한 14C연대 측정의 결과와 교정연대

를 <표 10>에 나타내었다.

1차 조사(「 장 2.-1)」)와 더불어, 14C연대 측정

을 실시한 것은 인골만 매장된 분묘26기 중 인골 26

점, 인골과 사슴뼈가 공반된 자료 7점으로 전부 33점

이다. 33점 중 2/3에 가까운 22점은 14C연대가 2200 
14C BP 이고, 나머지 1/3인 9점은 2100 14C BP 이

다. 2300 14C BP 도 2점이 있다. 이 중에서 NDIC-4

의 교정연대를 보면 405calBC~365calBC(95.4%)로 지

나치게 올라간 연대이기 때문에 고찰에서 제외한다. 

교정연대로 본다면 야요이토기의 이타즈케 c식이나 

옹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행관계와도 맞지 

않다. NDIC-16도 2300 14C BP라서 다소 올라간 연대

이지만, 교정연대로서는 270calBC~260calBC(3.5%)

의 부분도 산출되기 때문에 이 범위의 교정연대에 들

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외 대부분의 14C연대는 1차 

조사와 같은 결과인데, 측정치 중 2100 14C BP 가 다

소 있는 점이 차이이다.

측정이 이루어진 분묘는 다수가 서로 중첩되어 있

다(서영남 2004; 이창희·김헌석 2010). 14C연대를 

IntCal04곡선에 플롯하기 위해 분묘의 중첩양상을 검

토하여 선후관계를 파악해 둔다<표 11>.

<표 11>에 나타낸 분묘의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14C연대를 플롯한 것이 <그림 15>이다.11 중심시기는 

역시 250calBC 전후로 생각된다. 이것은 1차 조사에

서 추정한 늑도옹관의 실연대와 일치하는데, 이번 조

사로 인해 더욱 보완되었다. 야요이토기의 14C연대로 

보면 수구 식 에 해당된다. 다만 이번의 측정치는 

2100 14C BP 도 많아 수구 식 에 해당되는 자료도 

있다. 수구 식 보다는 적지만, 분묘군에서 출토된 

인골의 거의 대부분을 측정한 것을 감안하면, 이것으

로 분묘군의 존속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늑도유

적에서 분묘군이 조성된 기간은 기원전 3세기 전반부터 

11  
「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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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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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  

【 표 11 】 

기원전 2세기대의 어느 시점까지로 생각되는데, 야요

이토기 형식으로 보면 수구 식 까지로 생각

된다. 이것은 주거군이나 패총의 자료에는 수구 식

보다 수구 식~후기의 측정치가 많았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분묘군은 늑도유적의 존속기간 중에

서도 이른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심증적으만 분묘군이 대부분의 주거군이나 패총보다 

이를 것이라고 생각해왔으나, 14C연대를 이용해 처음

으로 증명되었다. 

이상으로, 종래의 점토대토기 실연대 비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자가 직접 자료조사를 실

시한 시료로 측정한 14C연대를 통해 점토대토기의 실

연대를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분석에 이용된 모든 

14C연대를 IntCal04곡선에 플롯하여<그림 16> 점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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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의 실연대를 확정한다.

방지리유적에서 원형점토대토기와 공반되는 자료

의 14C연대는 2400 14C BP 가 많아 다소 유동적이지

만, 확실한 것은 실연대가 기원전 4세기 초 이전이라

는 것이다. ‘2400년문제’에 걸려 있어 상한연대는 이

타즈케 a식 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즉, 14C연대에서 이타즈케 a식과 이타즈케 b식의 

경계를 명료하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연대는 기

원전 7~6세기의 어딘가로 생각된다. 또한 원형점토

대토기의 출현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이전 

형식인 송국리식의 토기부착탄화물의 14C연대(9점)와 

원형점토대토기의 14C연대 17점(방지리유적 16점+미

유키키베유적 1점)을 함께 통계처리12하여 그 경계를 

산출해 보았다<그림 17>. 송국리식과 원형점토대토

【 그림 16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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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경계는 BC. 630~BC. 510의 어딘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송국리식의 자료수가 적긴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다. 병행관계에 의하면(이창희·

 2010) 원형점토대토기는 이타즈케 b식

과는 확실히 병행하지만 이타즈케 a식과는 아직 불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타즈케 b식에 해당

되는 기원전 6세기에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현했다고 

생각된다.

원형점토대토기의 하한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상

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원전 300년 전후로 생각

되는데, 필자가 조사한 방지리유적의 자료에는 기원

전 300년 전후의 2200·2100 14C BP 에 해당되는 원

형점토대토기 자료는 없었다. 하지만 일본열도에서 

원형점토대토기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시기가 

이타즈케 c식~죠우노코시식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2200·2100 14C BP 의 14C연대를 나타내는 원형점토

대토기가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2200·2100 14C BP 를 나타내는 전주 

마전유적 자료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전라북도 전주

시에 소재하는 유적으로,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다. 

마전 구역과 구역으로 나뉘는데, 초기철기시대

의 유구로는 수혈과 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구 내부

에서는 다량의 원형점토대옹을 비롯하여 , 조합식

우각형파수, 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목탄, 소토, 

재 등 불에 탄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구역의 

4호구에서는 다량의 목탄과 재, 넓은 범위의 소결면

이 확인되었고, 가마의 벽면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확

인되었다. 유구의 성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로 

명명되었는데, 보고자는 이상의 흔적을 바탕으로 가

마로 추정하고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유구 

내부에서 이렇게 많은 유물이 출토된 것은 전북지역

에서는 처음이며, 많은 유물 중 원형점토대토기와 다

른 시기의 유물이 1점도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일괄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유구의 성격은 보고

된 바와 같이 가마의 가능성일 수도 있고, 의례행위

의 흔적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출토된 목탄의 14C

연대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측정치는 IntCal04곡선에서 V 의 커다란 위글

【 그림 17 】 

【 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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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부분과 만나는데, 원형점토대토기 단순기에 

속하는 것을 고려하면 늑도유적의 14C연대가 집중하

는 우측의 영역(<그림 16>의 삼각형점토대토기 영역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16>

처럼 IntCal04곡선의 급경사가 있는 부분부터 V  바

닥까지의 범위에 플롯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마전유적의 원형점토대토기는 단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보아 원형점토대토기의 14C연대는 이타

즈케 b식과 c식, 죠우노코시식옹관 등 야요이토

기의 14C연대와 일치하며, 양자의 병행관계와도 정합

적이다.

다음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에 대해서는 늑도유적

의 14C연대로 보아 상한을 기원전 3세기 초~중엽경

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늑도유적의 분묘군과 주거

군, 패총의 이른 시기의 14C연대는 수구 식 에 해

당되는데, 늑도식토기가 수구 식부터 병행한다고 하

는 설(이창희·  2010; 이재현 2003 외)을 

좇아 잠정적으로 상한연대를 기원전 300년경에 둔다.

늑도식토기단계의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와의 

교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거점의 하나로 생각

되고 있는 것이 늑도유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필자는 그 외에도 최근 야요이토기의 출토가 증가하

고 있는 울산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패총이 아닌 주거지에서 늑도식토기와 야요이토기가 

출토되며, 와질토기도 공반되고 있다. 야요이토기가 

출토되는 배경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울산 달천유적 철광산과의 관련성을 지적

해 두고 싶다. 달천유적에서는 늑도식토기가 출토된 

주거지에서 칠기, 탄화미, 목탄 등이 확인되었는데, 

필자가 직접 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하게 되었다. 

그 측정결과를 <표 13>에 나타내었다.

달천유적에서는 수구 식의 옹과 호가 출토되었

다. 늑도식토기와는 공반되지 않았지만, 수구 식의 

옹이 수혈에서 와질토기(단경호)와 공반되기도 하였

다. 14C연대로 보면 늑도식토기단계 취락의 존속기간

은 그다지 길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거의 수구

식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야요이토기와의 병행

관계도 정합적이기 때문에 출토된 야요이토기는 주거

지에서 출토된 늑도식토기와 동일시기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달천유적의 14C연대는 <그림 16>

과 같이 플롯해 볼 수 있다. 또한 공반유물로는 소형

옹(주머니호)이 있는데, 이는 와질토기의 주요한 기

종 중의 하나인 소형옹의 원시적인 형태로 생각된다. 

즉, 가장 이른 와질토기와 공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와질토기의 출현연대도 <그림 16>의 「W」 영역에 

【 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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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것이다.

이상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관련된 14C연대는 

늑도유적 자료 이외에도 야요이토기의 14C연대와 정

합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쿤덴식( )~수구식

( )~타테이와식( )의 야요이옹관의 14C

연대, 수구 식과 수구 식의 14C연대와 병행관계, 

이러한 모든 요건이 늑도식토기의 14C연대와 정합적

이다.

하한에 대해서는 <그림 16>에 플롯한 14C연대로 

보면 기원후 100년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림 16>의 「L」 영역의 어느 시점이 될 것이다. 이것

은 야요이시대 후기의 타카미즈마식( )~시모

오오쿠마식( )에 해당되는데, 필자가 설정한 

늑도식토기와 야요이토기의 병행관계(이창희·

 2010)와도 정합적이다.

점토대토기의 실연대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터는 한반도에서 철기가 언제부터 출현했는가를 추

정해 본다. 이에 앞서 점토대토기와 금속기의 출토상

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생활유적에서는 청동기

나 철기가 출토하는 예가 적기 때문에 분묘에서 출토

된 금속기와 점토대토기의 공반관계를 살펴본다. 

<표 14>가 한반도 남부의 분묘에서 출토된 원형점

토대토기와 금속기의 공반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주

로 원형점토대토기단계에는 청동기가, 삼각형점토대

토기단계에는 철기가 부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

론 청동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도 공반되고 있고, 

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와도 공반되고 있다. 청동기

의 부장은 요령식동검에서 세형동검으로, 다뉴조문경

에서 다뉴세문경으로, 방패형동기·검파형동기 등의 

이형동기에서 동모·동과 등의 무기류로 변천하고 있

다. 시기가 내려올수록 팔두령·간두령 등의 방울류

가 부장되는 것도 큰 특징이지만, 점토대토기와 방울

류가 공반된 예는 없기 때문에 <표 14>에서는 방울류가 

없는 것이다. 

철기는 남양리, 합송리, 소소리유적 등의 목관묘

에서 세형동검과 함께 주조철부, 철사, 철착 등이 공

반되는데,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

로 인정되고 있다. 원형점토대토기와 철기가 공반하

는 예는 남양리 2호묘, 갈동 3호묘,  4호묘가 있다. 

또한 합송리유적과 소소리유적에서는 흑색마연장경

호와 철기가 공반되었다. 흑색마연장경호는 원형점토

대토기단계(원형점토대토기의 기종구성으로서)의 것

으로 판단되지만,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에도 부장되

는 예가 있기 때문에 구연부의 단면이 원형점토대인 

토기만이라면 상기의 3예가 전부이다. 이 중에서 갈

동 4호묘에서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

가 공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에 들어간 분묘로 생각된다. 형식학적으로는 엄밀하

게 연구되어 있지 않지만, 철기가 주로 삼각형점토대

토기와 공반하는 것을 고려하면, 남양리 2호묘와 갈

동 3호묘의 점토대토기는 가장 늦은 원형점토대토기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갈동 2호묘는 출토된 철겸으

로 보아  3호묘와 확실히 동시기로 생각되며, 갈동 

6호묘도 철기구성으로 보아 남양리 2호묘와 동일시기

로 생각된다.

이러한 공반관계로부터 두 가지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늦은 단

계에 한반도 남부에 철기가 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 또 하나는 철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것이

라고 하는 종래의 관점으로부터, 원형점토대토기가 

철기의 출현시점까지 잔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필

자는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분묘들은 당시의 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조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위계층의 분묘에 부장되는 것은 

잔존품보다는 신품, 혹은 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당동유적의 경우, 송국리문화의 부장품

으로 인정되어 온 요령식동검이 새로운 토기인 원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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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토기와 함께 부장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

하는 것이 가능하다.14 따라서 이미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에 들어간 시기에 상급계층의 분묘에 예전의 토기

를 부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토기가 

전세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원형점토대토기의 가장 이른 단

계에는 요령식동검이 부장되고, 그 후 전시기에 걸쳐 

세형동검을 비롯한 한국식 청동의기가 부장되며, 가

장 늦은 단계에 철기가 출현한다고 생각된다. 그 후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에 철기의 부장이 보다 확산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6>의 「I」 영역에 해당

되는 기원전 4세기의 어느 시점에 철기가 출현했다고 

예상된다.

14C연대측정치가 있는 것은 갈동유적뿐인데, 그 

측정결과를 <표 15>에 나타내었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2009).

측정치를 보면 마전유적과 유사하기 때문에 마전

유적과 마찬가지로 <그림 18>과 같이 14C연대를 플

롯할 수 있다. <그림 16>의 「I」영역에서 철기가 출현

했을 것이라고 한 예상, 고고학적 정보로부터 원형

점토대토기의 가장 늦은 단계에 철기가 공반되고 있

는 사실, 실제 원형점토대토기와 철기가 공반된 자료

의 14C연대, 이 모든 것들이 정합적이다. 또한 측정치

가 있는 마전유적의 4호구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와 주

조철부가 공반되었기 때문에(<그림 19-16>), <그림 

16>의 「I」 영역의 어느 시점에 철기가 출현했을 가능

성은 매우 높다. 마전유적과 갈동유적에서 출토된 철

기는 초기철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합송리, 소소리, 남양리유적 등의 철기와 동일형식이

며, 이 유적들의 실연대도 「I」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한반도 남부에서 철기가 출현하는 시

기는 기원전 4세기 초~중엽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일본열도에서 초현하는 철기가 한반도에서 전해진 것

이라는 전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일본열도에서 철기

가 출현한 시기는 기원전 4세기 초~중엽보다 올라가

는 것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점토대토기와 공반된 자료의 14C연대를 

이용하여 점토대토기의 실연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

다. 결과는 야요이토기와의 병행관계 및 14C연대와도 

정합적이었다. 이러한 제분석은 고고학적 사실을 바

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14  

15  

【 표 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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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철기 출현시

기와 와질토기의 출현시기 등을 고찰하는 것도 가능

했다. 이것으로 14C연대를 이용한 한반도와 일본열도

의 공통편년이 처음으로 구축되었다.

토기의 병행관계와 구축된 실연대를 바탕으로 종

합적인 편년표를 작성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각 토

기와 유적의 14C연대 영역을 야요이토기의 실연대와 

함께 정리, IntCal04곡선상에 나타내었다<그림 20>.

<그림 20>을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둔다. 원형

점토대토기는 기원전 6세기에 출현하며, 삼각형점토

대토기는 기원전 300년경에 출현한다. 철기는 원형점

토대토기의 늦은 단계부터 공반되기 때문에 기원전 

4세기에 출현하는 것이 된다. 중에서도 기원전 4세기 초

~중엽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

형점토대토기와 초기 철기가 공반되는 유적보다 이른 

단계로 비정되고 있는 괴정동이나 남성리유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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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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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문경과 공반하는 세형동검을 비롯한 청동의기가 

출토되는 초창기의 세형동검문화는 이보다는 이전에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에서 세형동검문화가 성립하는 시기는 기원전 5세기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와질토기는 달천유적의 

14C연대로 보아 기원전 1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출현

했다고 생각된다.16 삼각형점토대토기의 하한은 측정

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유동적이지만, 필자는 늑도

유적의 14C연대로 보아 기원후 2세기 전반경으로 생

각한다. 이상의 연대관을 바탕으로 점토대토기와 야

요이토기의 종합편년표를 <그림 21>과 같이 작성하

였다.

14C연대를 이용하여 구한 경계를 파선으로, 종래의 

고고학적 방법으로 구해진 경계를 실선으로 표기하였

다. 이 편년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대구분이다. 

종래의 연대관은 원형점토대토기의 출현과 세형동검

16  

【 그림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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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 

문화의 성립을 동시기로 보면서 기원전 300년경<그림 

21- >을 실연대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과서나 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는 <그림 21-  >부

터 초기철기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초기철기시대는 철기가 출현하는 시기부

터 설정해야 할 것인데, 14C연대에 따르면 기원전 4세

기 초~중엽경부터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청동

기시대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현재 청동기시대 후

기는 송국리식에 해당되는데, 14C연대에 의하면 <그

림 21>의 과 같이 기원전 6세기부터 초기철기시대

가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철기가 없는 시기도 초기철

기시대가 된다. 즉, 원형점토대토기의 출현부터 철기

의 출현까지가 시대명으로서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시대구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생겼다.

전장의 마지막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새로이 구축된 실연대에 

의하면, 금속기의 출현 시기와 더불어 종래의 시대구

분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대한 필자의 수정

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과제를 남기면서 글을 마무리

하려 한다.

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의 늦은 단계인 기원전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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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중엽에 출현하며, 세형동검문화는 그보다 이

른 기원전 5세기 후반에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

데, 이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100년 이상 일찍 출

현한 것이 된다. 당연히 기원전 300년이라는 벽을 넘

어 철기의 출현 시기가 올라가게 되었고, 중국고고

학의 진전에 의해서 에서의 철기생산은 기원전 5

세기에는 본격화된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

상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세형동검문화의 성립

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이재현(2003)과 

(2009)가 주장한 의 동쪽으로의 세력 확장, 혹은 연의 

요서지역 간접지배라는 정세와 시기가 일치하는데, 

본고의 실연대를 바탕으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앞으

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장」 말미에서 본 바와 같이 청동기시대 후기를 

송국리식으로 인정하는 이상, 원형점토대토기는 초

기철기시대의 토기가 된다. 그러면 원형점토대토기

가 출현하는 기원전 6세기부터 철기가 출현하는 기원

전 4세기 초~중엽까지는 철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철기시대가 된다. 초기철기시대는 철기

의 출현부터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가 철기 

출현 직전까지 내려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원

전 6세기부터 삼한시대나 철기시대라고도 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원형점토대토기의 상당부분은 청동기시

대의 토기가 된다. 송국리식을 청동기시대 후기의 토

기로 고수한다면 원형점토대토기는 말기가 될 것이

고, 송국리식을 중기로 두면 원형점토대토기를 후기

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화려한 

청동기문화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특유의 청동기문

화, 그래서 한국식 청동기문화라고도 불리우는 시기

도 자연스럽게 청동기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문화를 말기로 치부하는 것보다는 역시 후기로 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상을 종합하여 청동기시대 중

【 그림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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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송국리식, 후기를 원형점토대토기의 이른 단계

와 철기가 출현하기 이전의 세형동검문화로 재설정한

다. 현재 청동기시대 조기·전기·후기 설이 널리 퍼

져 있기 때문에 송국리식을 중기로 두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파악된다. 계속해서 초기철기시대를 원형점토

대토기의 늦은 단계부터(철기출현) 와질토기의 출현

까지로 재설정한다. 

선학들에 의해서 초기철기시대, 삼한시대, 원삼국

【 그림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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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철기시대 등 시대 구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

어 오고 있다. 필자 역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시대명이든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다. 

이에 시대명을 재생산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

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과서와 국립박

물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시대명을 

그대로 두어,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의 시간축을 

조정한 것이다. 향후 구축된 실연대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며, 수정안을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언급해 둔다. 

원형점토대토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에 비해서 14C연

대의 상한연대를 핀포인트로 찍을 수 있는 14C연대가 

아직 부족하다. 이타즈케 a식과의 병행관계가 불분

명한 만큼 연대를 압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늦은 단계에 해당되는 

마전유적이나 갈동유적의 14C연대는 목탄의 14C연대

가 대부분이어서 다른 시료에 의한 연대측정도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모

두 토기 자체의 세별형식마다의 실연대 부여가 시급

하다. 형식학적 연구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 아직 만

족할 만한 토기의 형식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

문에 적어도 각각 2~3형식의 세분이 요구된다. 그렇

게 되면 야요이토기의 각 형식과 보다 상세한 비교를 

할 수 있어 한일 양지역의 교류 실태를 해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보다 정밀한 편년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필자의 궁극적인 목적인 한일 양지역의 금속

기를 둘러싼 교류의 실태와 그 배경을 해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하고 싶다.

【 그림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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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stimated the calendar date of pottery with ring-rim(粘土帶土器) with the radiocarbon dating. This was 

based on archaeological facts with comparing line relations and radiocarbon dates of Yayoi pottery(彌生土器). As a 

result, I understood that pottery with circle ring-rim(圓形粘土帶土器) appeared in BC 6c, pottery with triangle ring-

rim(三角形粘土帶土器) appeared at the time in BC 300 .

Based on the calendar date and aspect of ironware and pottery in grave, I kept in BC 4c with appearance date of 

ironware. And I kept in BC 5c with appearance date of the slim bronze dagger culture. Korea and Japan common 

chronological order were built for the first time based on radiocarbon dates, line relations of pottery with ring-rim and 

Yayoi pottery. This is the calendar date to date back approximately 100~300 years from the existing the calendar date. 

Current periodization does not match in the calendar date when I built it newly. Therefore I suggested it as follows.  

Early iron age is from the first~middle part BC 4c to BC 100. And the latter half of Bronze age is from BC 6c to 

the front appearance of ironware. Then Songguk-ri type(松菊里式) becomes staudard type of pottery in the middle 

stage of Bronze age.

Key Words :  Pottery with Ring-Rim, Radiocarbon Date, The Calendar Date, AMS, Neuk-Do Type Pottery, 

Yayoi Pottery, Slim Bronze Dagger, Early Iron Age, Bangjiri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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