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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마한 토기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유개대부호, 원저소옹, 와질토기, 원통형토기 등은 낙랑을 포함하는 북방지역의 문물을 입수하기 위해 범한반도남부, 즉 ‘한(韓)’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류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중서부지역, 충청내륙 및 영남지역을 연결하는 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단계까지 철기문화는 한반도 남부지역이 유사하다. 내륙 루트 이외에도 서해안을 따라 연안항로도 이용된 

흔적이 원통형토기, 유개대부호와 함께 사용된 뚜껑의 변화형 등에서 보인다. 이러한 문물교류의 결절점에 위치한 아산만 일대에서 

마한의 중심적인 세력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후 이중구연호 등 마한 독자 형식의 토기 양식이 성립하는 것은 

3세기부터이다.

3세기 이후 마한의 토기는 묘제의 선택에 따라 지역별로 달라지는데,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축조 전통의 구분과 대개 일치한다. 

그러나 분구묘 축조 집단에서도 지역에 따라 이중구연호 등 특정 기종을 선호하는 등의 차이가 보이며 좁은 범위 안에서 특수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토기류는 상호 교류의 과정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며 매장의례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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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백제와 마한은 대나무와 죽순(천관우 1976) 혹은 동

전의 양면(임영진 2009)과 같은 관계로 어디까지가 마한이

고 어디서부터 백제라고 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못한 특징

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의 대상을 한정하기 위해 직

접 지배 영역으로 통치 구획을 분정(分定)하고 지방관을 파

견하여 직접적으로 수취하며 각종 의무는 공납이 아니라 

세금의 형식이며 이 지역 범위 내의 ‘민(民)’은 군사적으로

도 중앙정부의 지휘 하에 있는 것을 영토라고 정의(김영심 

2003)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제소국으로 병립하였던 시기의 

‘국(國)’들과 백제가 국가로 성장한 이후에도 그 영토에 속

하지 않고 세력권이나 영향권에 머문 지역을 마한으로 여기

고자 한다. 따라서 단계별로 중심국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정치적, 문화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마

한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된 정치체를 상정하지는 않는다. 

(마)한((馬)韓)의 상한에 대해서 문헌사학계에서는 

『삼국지(三國志)』 등 문헌기록1에 따라 기원전 3세기로 보

고 있다. 반면, 고고학계에서는 초기의 한(韓)과 이후의 마

한(馬韓)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의 시작을 

점토대토기와 토광묘의 출현으로 보고(성정용 2013) 기원

전 5세기까지 올려보기도 하지만 삼한의 분립 이후의 마한

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원전 100년 무렵으로 상한을 설정하

고 있다. 최근 점토대토기의 출현을 기원전 6세기까지 올려

보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이창희 2010)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원전 3세기보다 상한이 소급되는데, 세형동검 등 

청동기류의 출현 연대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점토대토기

만의 출현으로 한(韓)의 시작을 상정하는 데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점토대토기가 사용되던 시대의 물질문화는 이

후 원삼국시대의 그것과 계승되는 점도 있다. 즉, 점토대토

기에서 원삼국시대 토기로의 변화는 점토대토기 옹에서 와

질토기 주머니호로 변화하는 사례 등을 통해서 연속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영남지역뿐만 아니라 완주 신풍유

적 등에서 보는 것처럼 호남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물질문화

의 변화 속에서도 한(韓)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는 증거이

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획기를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의 폭이 크므로 고고학적으로 하나의 시대로 설정하기

는 어렵다. 물질문화가 사회의 변화와 연동된다면 이 획기

에 한반도 남부사회에 큰 변화, 예를 들면 한(韓) 사회의 분

립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의 시작은 앞으로 더 논의

가 필요하겠지만 삼한(三韓)으로 세분된 시점은 기원전 1세

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박순발 2009; 성정용 2009). 

왜냐하면 『사기(史記)』나 『한서(漢書)』 에는 조선전(朝鮮傳)

만 입전되어 있을 뿐 삼한에 대한 내용이 없는 반면에 『후

한서(後漢書)』 및 『삼국지(三國志)』에는 삼한에 대한 내용

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나무)목관

묘, 와질토기, 단면삼각구연점토대토기, 단조철기, 칠기 등 

새로운 물질문화 요소가 등장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토기류는 크게 변진한과 마한지역이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는 원삼국시대의 시작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의 시작을 

마한의 시작과 동일시할 수도 있지만 점토대토기와 세형동

검이 사용되던 단계에는 한반도 남부를 거의 동일한 문화

권으로 상정할 수 있을 만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서

는 삼한의 분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마한의 시작으로 삼

고 그 이전은 마한의 초창기 단계 정도로 설정해 둔다. 이후 

1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第30 韓 

“[朝鮮]侯 準이 참람되이 王이라 일컫다가 燕나라에서 亡命한 衛滿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다. 

[準王]은 그의 近臣과 宮人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경유하여 韓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韓王이라 칭하였다.” 

“辰韓은 馬韓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辰韓의] 노인들은 代代로 傳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옛날의 亡命人으로 秦나라의 苦役를 피하여 韓國으로 왔는데, 

馬韓이 그들의 동쪽 땅을 분할하여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後漢書』 東夷列傳 韓 

“과거에 朝鮮王 準이 衛滿에게 패하여, 자신의 남은 무리 수천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도망, 마한을 공격하여 쳐부수고 스스로 韓王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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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의 변동은 백제의 발전과 연동한다. 따라서 백제의 성

장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아야 마한의 역사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한의 변천에 대해서는 이미 백제의 국가 형성을 기

준으로 한 2기 구분(전기 마한, 후기 마한)(박순발 1998), 목

지국의 위치(천안-익산-나주로 이동)를 기준으로 한 3기 구

분(최몽룡 2003), 묘제의 변천 내용을 바탕으로 한 5기(성립

기-초기-중기-후기-소멸기) 구분(임영진 2010) 등이 있다. 

여기서는 마한을 넓은 의미로서 남한지방의 한(韓) 사

회를 뜻하던 삼한 분립 이전의 초창기를 포함하여 변천 과

정을 5단계로 설정한다. 삼한 분립 이후의 마한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한이 삼한으로 분립하는 시기로 통

나무 목관이 사용되며 새롭게 단조철기가 등장하고, 간헐

적으로 낙랑(계)토기가 등장하지만 여전히 단면삼각구연점

토대토기와 경질무문토기 등 무문토기계열의 토기류가 부

장되고 청동의기류가 일부 남아 있는 단계(기원전 1세기~

기원후 1세기, 조기(早期) 마한)이다. 다음으로 여러 소국이 

병립하면서 목지국 등 특정 소국이 성장한다. 백제국도 하

나의 소국에 불과하던 단계(2세기~3세기 중엽, 전기 마한)

를 설정할 수 있다. 낙랑·대방 등 북방, 서해안, 남부내륙 루

트를 연결하는 교역망의 결절점에 위치하면서 목지국이 크

게 성장한 시기이다. 소국연맹을 통해 삼국이 형성되는 단

계이다. 다음으로 백제가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가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서진과의 대외교섭을 통해 얻은 위세품으로 

경기 일대의 지역집단을 통치하던 단계이다. 그러나 아직 

‘신미제국’등 중국 남조에 견사(遣使)할 만큼 백제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정치체가 영산강유역권에 존재

하며, 천안, 청주 일대에도 여전히 유력세력이 크게 성장하

지만 마한 전체를 아우를 뚜렷한 중심지는 형성되지 않은 

단계(3세기 후엽~4세기 중엽, 중기 마한)이다. 마지막으로 

근초고왕(近肖古王)의 군사적 활동 등에 의해 백제의 영역

이 크게 확장되며 백제국가가 완성된 단계이다(4세기 후엽

~6세기 전반, 후기 마한). 백제의 직접적 지배력은 점차적

으로 확대되어 시기에 따라 영토의 범위가 달라진다. 세력

권에 대한 백제 왕권의 지배 방식은 위세품을 통한 간접지

배이다. 후기 마한은 백제의 직접 지배가 미치지는 않았지

만 강한 세력권 아래에 있어 완전히 배타적인 정치체(國家)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유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변진한과는 

달리 기원후 2세기까지 마한과 관련된 물질자료가 아직 절

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마한 관련 분묘 

등이 분명하게 보이는 2세기 이후부터 마한 전체 영역을 공

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4세기 중엽, 즉 중기 마한까지의 

분묘에서 출토된 토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다루면

서 마한의 성장과 지역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마한의 분묘와 토기

2세기 이전의 마한 분묘는 주로 통나무 목관으로 단

면삼각구연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 등 무문토기 계열의 

토기류와 철단검, 철모 등 단조철기, 그리고 청동의기류가 

소수이지만 여전히 부장된다. 아직 많은 사례가 조사되지 

않아 자세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단계이다. 2세기 이후 마

한의 분묘는 주구를 돌린 것이 대부분이다. 지역, 입지 등에 

따라 매장시설의 위치, 부장품의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인

다. 존속기간도 백제의 영향력 확대와 궤를 같이 하며 지역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는 2세기 이후의 양상

을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마한의 분묘

마한의 분묘는 분구묘와 주구토광묘가 대표적이다. 두 

묘제는 분포지역, 입지, 매장시설의 위치, 부장품의 구성, 유

행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두 묘제는 분포가 완전히 배타

적이지 않으며 경계 부근에서는 함께 보이기도 한다. 이외

에도 단순 목관(곽)묘가 있는데, 이것은 따로 무리를 이루

기도 하고, 분구묘, 주구토광묘 등에 혼재하기도 하며 지속

적으로 조성되었다. 서울 가락동 2호분 등 매장시설 추가와 

함께 봉분을 확대해 가는 묘제도 있는데 이것은 분구 조성 

후 매장시설을 안치하는 등의 속성을 가진 전형적인 분구

묘와는 다르지만 지상에 매장시설이 위치하며 그 수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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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점 등 분구묘의 요소가 토광목관묘에 복합된 절충형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강, 남한강 및 임진강유역에서 

보이는 적석분구묘도 마한 권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濊)와의 관련성이 지적되는 등 마한만의 묘제로 보기는 

어려워 여기서는 제외한다.

우선 분구묘에 대해 살펴보면, 이에 대한 연구가 진전

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고(임영진 2014), 등장 시점도 기원전으로 올

라갈 가능성은 있으나 매장시설과 주구 및 주구 내 출토유

물의 상관관계, 출토유물의 역연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자료의 한계로 아직 미진한 편이다(김승옥 2011).

이런 상황에서 중서부지역에서 2세기 중·후엽에 축

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구묘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

목된다. 즉, 김포 운양동 27호묘, 서산 예천동 18호묘, 보령 

관창리 KM-423호묘, 부여 증산리 6호묘, 공주 덕지리 12

호묘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분은 고분군 내에서

도 극소수로 여타 고분과의 시기적인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

으며, 일부는 주구와 매장시설의 상관성도 불분명하다. 이

처럼 2세기 중·후엽까지의 자료는 아직 불충분한 면이 있

어 추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3세기 이후 김

포부터 남쪽으로 서해안의 낮은 구릉지대를 따라 분구묘

가 크게 유행한 것은 분명하다.

경기지역에서는 김포, 인천 일대 등 서해안의 저평한 

구릉에서 분구묘가 조사되었는데, 김포는 현재 분구묘 분포

의 북한계이다. 이 지역의 분구묘에서는 백색 옹 등 토기, 동

혈합장과 같은 낙랑의 요소가 확인된다. 분구의 평면은 기

본적으로 방형이다. 주구의 개방부는 분구 모서리에 한두 

곳 남아있다. 한 변의 중앙에 개방부를 두는 경우는 없다. 

매장시설은 목관으로 단장(單葬)이 유지된다. 김포 운양동 

27호 분구묘 출토 세형동검, 낙랑토기 백색 옹 그리고 철모, 

철촉 등으로 보아 2세기 중엽 경에는 축조되기 시작하였으

며 3~4세기에 성행하지만 인천 연희동 1-5지점 4호분, 화

성 요리 유적처럼 5세기 전반까지 일부 지속된다. 출토유물 

중에 철검 등 철기류가 특징적인데 영남지역의 목곽묘 출현

기 단계의 무기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김기옥 2015).

충청지역에서 분구묘는 서해안 일대와 금강 중·하류

역에서 확인된다. 서산 예천동 18호묘처럼 2세기 중·후엽

으로 올라가는 사례도 있지만 3세기 이후 유행하며 서산, 

당진, 홍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삼족토기 등 전형적인 백제

양식토기가 부장되면서도 5세기까지 계속 축조된다. 매장

시설은 거의 단수의 목관(곽)이다. 4세기 후반 이후에는 분

구 연접, 분구 확장 현상이 나타난다. 5세기 이후에는 서산 

부장리 유적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분구에도 수평·수

직적 확장을 통해 복수의 매장시설이 설치되기도 한다(정

해준 2015). 평면형은 방형과 마제형이 주를 이루며 제형

도 일부 등장한다. 개방부는 장축 방향의 한쪽 단변에 두

는 사례가 많은데 매장시설의 장축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이것은 제형분 등장의 전제가 되는 특징이다. 충청지역의 

분구묘는 주구가 겹치면서 분구가 연접하는 현상, 추가 매

장에 따른 분구 확장, 대형화, 철정 매납 등에서 서남부지

역 제형분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평면이 방형

을 유지하고 매장시설이 목관 위주인 점은 경기 지역과 상

통한다. 이처럼 한성백제의 정치적 영향을 보여주는 금동

관 등 금속유물이나 흑색마연토기 등이 부장된 지역에서

는 분형에 일부 제형화(梯形化)의 경향이 보이지만 결국은 

평면이 방형계에 머물고 매장시설도 목관(곽)이 중심적으

로 사용되었다. 

전북지역은 서북부와 서남부의 양상이 조금 다르다. 

서북부에서는 충남지역과 유사한 분형을 유지하지만 매장

시설에 목관과 옹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석축묘도 포함

되며 전주와 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분구의 규모가 켜지

며 분구묘 전통의 지속 정도가 영산강유역과 유사한 양상

을 보인다. 전북지역에서 제형이 주류를 이루는 곳은 전북 

서남부지역이다(이택구 2008). 다만 분구묘의 고총화 현상

은 고창을 포함하는 영산강유역권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백제의 지방통치 과정과 해당지역의 정치적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산강유역의 분구묘는 처음부터 목관과 옹관이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매장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

며, 분구의 형태는 제형(梯形)으로 수렴되어 가고, 낮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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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한 분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복합제형분 

단계에도 주구를 돌리지 않은 단독의 목관묘와 옹관묘가 

병행하여 축조되고, 영암 옥야리 고분군, 나주 화정리 마산 

고분군 등과 같이 옹관만을 매장시설로 사용한 제형분 혹

은 원형분도 공존한다. 그렇지만 복합제형분이 순수 옹관

분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영산강유역권에 고루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3~5세기 영산강유역의 표지적인 묘제로 보

고자 한다. 

한편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에서는 주구토광묘가 유행하였다. 경사진 산 혹은 구릉 사

면부에 입지하며 매장주체부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설치되

었다.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안치하고 제사를 지낸 

후 봉토를 씌웠으며 경사면의 위쪽에 주로 눈썹형의 주구

를 돌렸다. 분구의 확장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추가되는 

매장시설도 없다. 원저단경호와 심발형토기 조합이 특징적

이다(이택구 2008). 최근에는 여주 용은리 유적에서도 주

구토광묘군이 발굴되어 이러한 묘제를 사용한 마한의 동쪽 

경계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분구묘와 주구토광묘는 마한의 고지에서 마한

계 주거지와 공반하는 범마한계 묘제이지만 분포와 축조방

식이 상이한 지역형 묘제로 볼 수 있다(김승옥 2011). 

  

2. 마한 토기

마한, 즉 한반도 중서부 및 서남부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는 제작기술 측면에서 볼 때 크게 경질무문토기, 타날

문토기 및 회(흑)색무문양토기로 구분된다(박순발 1989). 

한편 삼각구연점토대토기도 지속되는데 이것은 발전된 무

문토기라는 측면에서 경질무문토기에 포함할 수도 있다. 타

날문토기는 산화염 소성의 적갈색 계통 및 환원염 소성의 

회갈색 계열로 나뉘며 환원염 소성은 다시 연질과 경질로 

구분된다. 회흑색무문양토기는 영남지역의 와질토기와 유

사한 것으로 낙랑의 토기제작 기술이 영향을 미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서부·서남부지역 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유형 

중 하나가 경질무문토기이다. 경질무문토기 단순기 설정에

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른 단계부터 타날

문토기와 공존하였으며,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 5세기대까

지도 남아 있어 마한의 대표적인 토기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남부지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은 것처럼 지역에 따라 집

중도가 다르고, 한(韓)만이 아니라 예(濊)와 관련되는 것으

로 추정되는 강원일대에서 유행하였기 때문에 마한의 고유

기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인 속성은 마한 이외의 토기에서

도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기술적 속성을 가지는 

토기 중에서 백제 중앙, 변진한 등 여타 정치체의 토기와 

다른 독특한 형태와 양식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마한 토기로 보고자 한다. 취사, 저장 등 동일한 용도에 따

른 기종은 어느 지역이나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지만 세

부적인 형태 속성이나 양식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나 양식의 차이를 기준으로 변진한, 왜 등에서 

마한 토기를 식별해 내고 그를 바탕으로 교류 양상을 추정

하기도 한다(白井克也 2002; 복천박물관 2015). 시루, 장란

형토기 등 생활용기도 변진한 지역의 그것과 형태, 문양 등

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서는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마한 토기를 상정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마한 토기로는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이

중구연호, 양이부호, 평저광구호 및 조형토기를 상정한다. 

마한에서 유행한 특수한 문양으로는 거치문과 조족문을 

들 수 있겠다. 범마한적인 토기 이외에도 시기적으로 늦으

며 지역적으로 영산강유역에 한정하여 유행하는 유공광구

소호 등 영산강유역양식토기도 일종의 마한 토기로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타날문 원저단경호는 마한 토기의 주요 기종이다. 타

날문 원저단경호는 창원 다호리 1호분의 사례로 볼 때 기

원전 1세기에 이미 한반도 남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

다. 변진한 지역의 목관묘 단계에는 승문타날 단경호가 유

행하였다. 다만 마한권역에서는 아직 이와 비교할 만한 자

료가 김포 운양동 유적 2-9지점 1호 분구묘 출토품(그림 1

의 85)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물론 중부지역에 이보

다 앞서는 단경호는 있다. 즉, 가평 대성리 유적에서 출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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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포 운양동 Ⅰ-1기 출토유물(김기옥 외 2013을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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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2세기의 전국계 타날문 단경호와 가평 달전리와 춘

천 우두동 유적에서 출토된 기원전 1세기 후반의 낙랑토

기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다만 이러한 단경호들과 마한 단

경호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아직 어려운 점

이 있다. 분명한 마한권으로 볼 수 있는 경기·충청권에서

도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 등에서 유개대부호 등과 공반된 

사례로 보면 2세기 중엽 이후에는 마한사회에서 격자문 등 

다양한 무늬를 타날한 단경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원저단경호는 변진한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기형만으

로는 원저단경호를 고유한 마한 토기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런데 문양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마한지역에서는 승문, 격

자문, 평행집선문을 단독으로 타날한 경우도 있지만 동부

와 저부를 문양이 다른 타날판으로 두드린 특징이 있다. 동

일한 격자문이라도 동부와 저부의 격자 크기가 다르다. 동

부에는 평행집선문을 타날한 후 횡침선을 두르고 저부에는 

격자문을 타날한 것이 가장 많다. 영남지역에서는 동부에

서 저부에 걸쳐 한 종류의 문양만을 시문하는 경우가 많다. 

심발형토기는 취사용기로 주거지에서 주로 출토되지

만 주구토광묘에서는 원저단경호와 공반한다. 심발형토기

란 무문토기 전통의 경질무문 발형토기(鉢形土器)를 이어 

등장한 것으로 격자문 혹은 승문을 타날한 토기를 말한

다. 백제 중앙의 한강 하류지역에서는 승문을 타날한 것이 

격자계 심발형토기보다 약간 늦게 나타나 유행하여 마한

의 심발형토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승문계 

심발형토기의 공간적 확산과 그에 따른 마한 제지역의 격

자계 심발형토기의 소멸이라는 정형성은 백제의 영역 확대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박순발 2006). 그

런데 타날 심발형토기의 출현 연대에 대해서는 3세기 1/4

분기 늦어도 3세기 중엽(박순발 2006), 4세기 중엽(이성주 

2011)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평저광구호 등은 마

한의 고유한 기종으로 들 수 있다. 

이중구연호(김종만 1999; 서현주 2006)는 이중구연토

기(서현주 2001), 경부돌대부가호(성정용 1998), 대경호(박

순발 2001)로도 불리는 토기로 외반 구연에 또다시 구연부

를 곧추세워 덧붙여서 결국은 경부에 돌대를 돌린 것처럼 

보이는 항아리로 마한 권역에 전반적으로 분포하며 3~4세

기에 집중적으로 유행하였다. 영산강유역에서 가장 성행하

였다. 평저와 원저가 있다.

이중구연호의 기원지에 대해서는 낙랑(김종만 1999; 

서현주 2006), 더 나아가 백제 등 마한 제세력이 교섭한 

공손씨 정권의 지배지역인 요령지역이 거론되었다(박순발 

2001). 그러나 먼저 성행한 지역에 대해서는 출토자료의 과

소가 영향을 미쳐 호남지역에서 먼저 나타나 충청지역으

로 확산된 것으로 여기는 견해가 유력하였다(서현주 2001, 

2006). 이에 대해 이중구연호의 기원이 낙랑에 있다고 보

는 관점에서 거리가 먼 호남지역에서 먼저 출현하여 주변

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하면서 3세

기 중엽 이전으로 비정 가능한 연천 강내리 53호 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호 구연부편을 사례로 들며 대경호는 낙랑과 

인접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태성리 2호 벽화묘 출토 녹유 대경호 

구연부편을 고려하면 이미 완성된 형태의 대경호가 낙랑지

역에 있었고, 그것이 한강유역에 먼저 유입, 확산되었을 가

능성을 제기한 것이다(박순발 2016). 한편 호남지역에서 평

저와 원저 이중구연호의 등장 시점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

고, 원저단경호가 외반구연평저호보다 중서부지역에서 먼

저 등장한 점을 고려하면 원저호에 이중구연의 요소가 먼

저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중구연의 속성은 영산강유역에서는 원저·평저 단

경호만이 아니라 난형호, 장란형토기, 소옹 등 여타 기종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서현주 2006). 이것은 이중구연(복합

구연)이 여러 기종에서 공통으로 관찰되는 속성으로 양식

(style)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뒤에 살펴볼 양이부호의 

양이도 마찬가지이다(김성남 2001: 136).

다음으로 양이부호는 평저나 원저 소호의 동체 견부

에 대칭으로 귀(耳)가 부착된 토기를 말한다. 마한의 양이

부호는 두 귀에 뚫려 있는 구멍의 방향이 대부분 수직이다. 

이에 비해 영남지역의 양이부호는 수평이 대부분이어서 구

분된다. 상면의 가장자리에 대칭으로 원형 구멍이 뚫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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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뚜껑과 조합되기도 한다(김종만 1999). 호서지역에서 가

장 많이 출토되었다.

평저광구호(平底廣口壺)는 회색 또는 흑회색을 띠는 

연질 또는 경질에 가까운 굳기의 토기로 정선된 점토를 사

용하였다. 바닥은 평저이고 최대경이 동체 상위에 있으며 

목은 짧고 구경은 동체 최대경에 가깝거나 크다. 무문이고 

표면을 정면하였다. 나주 용호 12호 목관묘 출토품에는 암

문(暗文)도 나타나는데 유사한 기형에 암문이 시문된 것이 

낙랑의 회색계토기인 평저호에도 나타나 주목된다. 서현주

(2006)도 영산강유역의 평저호는 동체부의 형태, 회색계가 

많은 점이나 대부분 동체가 무문인 점에서 낙랑지역의 평

저호에서 영향을 받아 나타난 토기로 추정하고 있다. 영산

강유역권에서 가장 유행하였다.

조형토기(鳥形土器)는 서천 오석리 유적 등 금강 하류

역 이남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전라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새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영혼의 전달자로

서 조형토기로 형상화하여 장례에 사용하였는데 영남지역

에서도 출토된다. 영남지역 조형토기는 오리모양 등 사실적

인 데 비해 마한의 조형토기는 몸통과 약간 튀어나온 머리

와 꼬리 부분만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마한에서는 특징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특수한 문양도 

유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거치문과 조족문이다.

거치문은 단경호 등 일반적인 토기에도 가끔 보이지

만 영산강유역의 전용 옹관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보인다. 

특정한 매장시설과 결합하여 그러한 묘제를 사용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한 하나의 양식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김낙중 2005).

조족문은 마한 전지역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세기 중·후반에는 청주 신봉동 고분군을 중심으

로 한 중서부지역에서 주로 단경호에 시문하는 것이 유행

하다가(최영주 2007)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는 영산강

유역에서 다양한 기종에 확대되며 유행하였다. 두 지역 모

두 백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에 유행하다가 사라졌다

(김낙중 2012).

Ⅲ.   분묘 출토 마한 토기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1. 중서부지역 분묘 출토 2세기대 토기의 의미

최근 중서부지역의 분묘유적에서 2세기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공백으로 남아있는 이른 시기의 마한

의 성장 과정과 대외 교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하다.

대표적인 유적으로 평택 마두리 유적(현남주 외 

2011),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이호형 외 2011), 오산 궐동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적들

에서는 목관·목곽을 사용한 단순토광묘에서 주구토광묘로 

묘역을 달리하며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단순토광묘에

서는 원저단경호 이외에 유개대부호 및 원저소옹이 조합을 

이루는데 후자는 의례에 사용된 토기로 추정된다. 이러한 

토기조합은 영남지역에서도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산발적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남지역에서 유행

한 관부돌출형(關部突出形) 철모, 이단관식(二段關式) 철

검, 마형대구 등이 함께 부장된다. 가장 이른 마두리 유적

의 조성연대는 이단관식 철모, 철단검, 마형대구의 특징을 

영남지역 자료와 비교하여 2세기 전·중엽으로 추정하고 있

다(김새봄 2011; 현남주·권윤경 2011; 강지원 2012; 박장호 

2012; 지민주 2014; 박형열 2015).

이처럼 목곽이 많이 보이는 단순토광묘의 구조, 유개

대부호, 원저소옹 및 철기류 등 부장유물의 조합양상은 그

동안 인식되어 왔던 분구묘나 주구토광묘로 대표되는 마한 

분묘의 범주에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지민주 2014). 

 

1) 유개대부호(有蓋臺附壺) 및 원저소옹(圓底小甕)

여기서는 이러한 2세기대 분묘에서 처음 등장한 후 3

세기까지 유행한 유개대부호와 원저소옹(원저심발형토기, 

원저옹, 옹형토기, U자형토기로도 불린다)에 대해 좀 더 살

펴보고자 한다.

유개대부호와 원저소옹이 함께 출토되거나 하나라

도 출토된 대표적인 유적으로 평택 마두리 유적(현남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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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택 마두리 유적(현남주 외 2011의 도면을 편집).

2호묘 1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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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이호형 외 2011), 아산 명암

리 밖지므레 유적(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1), 오산 궐

동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연기 용호리 유적(공주대

학교박물관 2008), 연기 봉기리 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

원 2015), 청주 정중리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청주 

봉산리 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청주 송절동 테크노

폴리스 유적 Ⅲ지구(이미란 2015)·Ⅴ지구(호서문화유산연

구원 2015)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평택 마두리 유적 출토 유

개대부호(그림 2)는 사립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매우 정선

된 니질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연질이다. 뚜껑은 삿갓모양

이며 드림부는 내경하였는데 드림턱을 신부와 드림부의 접

합 지점 외측에 덧붙였다. 신부와 드림턱은 약간 굴곡이 있

지만 호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대부호의 대각과 동체

는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는데, 대각이 호를 받치고 있는 모

습이다. 동체 단면은 납작한 육각형이며 구연부 아래와 동

최대경 부위에 돌대가 돌아간다. 대각은 원통형으로 내려오

다 접지면에서 바깥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대각 상단에는 

소형의 원형 투공이 4개 있다. 원저소옹은 출토되지 않았다. 

철단검과 관부가 2단을 이루는 철모 등이 공반되었다.

진터유적에서는 유개대부호와 원저소옹이 함께 출토

되었다. 진터유적은 원저단경호 제작기법의 특징, 공반된 철

기류의 조합상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되는데(이호형 외 

2011; 지민주 2014), Ⅰ~Ⅱ단계에서 유개대부호 등이 출토되

었고, Ⅲ단계에는 유개대부호는 소멸하고 원저소옹 대신 경

질무문의 발형토기가 등장한다(그림 3).

진터유적 Ⅰ단계의 유개대부호는 돌대가 부착된 단

면 육각형에 가까운 몸체에 대각이 달린 공통점 이외에 

태토, 색조, 기형 및 크기 등 외형적인 형태가 매우 다채롭

다. 대부호의 동체는 단면 육각형과 완형(盌形)이 있다. 대

각부의 투창모양도 장방형, 세장방형, 역삼각형, 원형 등으

로 매우 다양하다. 뚜껑 모양은 삿갓형, 반구형, 편평형 등

이 있다. 평택 마두리 유적 출토품과 비교하면 뚜껑은 드

림턱까지 호선으로 연결되는 신부를 만들고 그 안쪽에 드

림부를 덧붙였는데 대부분 직립하거나 외반한다. 대부호의 

동체는 동최대경 대비 기고가 높고, 별도의 구연부가 형성

되어 있다. 삿갓형 뚜껑 상면에는 나선문이 돌아가며 일부

는 방사선문도 추가되었다. Ⅰ단계는 2세기 중·후엽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저소옹을 살펴보면, 태토는 니질토 혹은 

점질토에 세립질의 석립이 조금 혼입되었다. 회갈색 연질, 회

색 경질로 나뉘며 외면은 격자문이 전면에 타날 시문되거

나 타날문을 일부 지운 것, 무문양으로 처리된 것 등이 있

다. 모두 점토띠를 쌓아 올려 성형하였으며 구연부쪽으로는 

느린 회전물손질 정면이 가해졌다. 크기는 보통 13~15㎝ 정

도가 많다. 진터 유적의 원저소옹들은 원저와 외반구연이

라는 공통적인 속성 이외에는 색조, 경도, 타날문 등 여러 

속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Ⅱ단계의 유개대부호는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며 

대부호의 동체에서 장식 돌대가 사라진다. 원저소옹은 크

기가 10㎝ 내외로 작아지면서 연질소성에 타날된 격자문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일부 원저소옹에는 경질무문토기에서 

보이는 정면기법인 수직방향의 목리조정흔이 관찰된다. 

한편 16호 주구토광묘에서는 신부중앙이 완만한 호선

을 이루고 드림턱은 수평으로 뻗었으며 드림은 약간 외반된 

뚜껑과 동체는 단면 육각형이지만 편구형에 가깝고 구연부

가 직립하는 유개대부호가 출토되었는데(그림 4), 이러한 형

태는 3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되는 청주 봉명동 47호묘 및 

송절동 48호묘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진터 유적에서 가

장 후행하는 분묘 출토품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유개대부호 등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유개대부호와 원저소옹은 제의 토기로 집단 혹은 

피장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적인 유물로서 부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지민주 2014: 53). 구체적으로는 영

남지역산인 철모를 교역하는 주체의 신분을 표출하는 부

장품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중서부지역 출토 유개대부호와 

원저소옹 자체는 영남지역 그것의 기형과 제작기술을 인지

한 상태에서 현지에서 제작되어 표준화되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지민주 2014: 66).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피장자는 철모를 교역하는 주체로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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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 단계별 양상(지민주 2014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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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역 출신으로 추정한 반면 토기는 현지에서 제작된 것

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교역에 종사한 사람들이 왜 타지

에 묻혀 분묘군을 형성해야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다. 그리고 유개대부호 등은 당시 영남지역에서 유행한 전

기 와질토기의 대표적인 기종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

종으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도 의문이다. 

한편 짧은 기간 동안 돌출적으로 여러 유적에서 산발

적으로 등장하는 점에서 현지와는 다른 계통의 이민집단

을 상정할 수도 있겠다(김장석 2014). 다만 유개대부호, 원

저소옹이 넓게 보면 중서부 해안지역에서 충청내륙을 거쳐 

영남지역까지 이어지는 주요 루트에 분포하면서도 현지화

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지속되지 않고 곧 사라지

는 점은 이민과는 다른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진터, 궐동 유적 등에서 단순토광묘군과 주구토광묘군

은 묘역을 달리하지만 인접하여 존재한다. 아산 진터유적 

등에서 유개대부호가 부장된 단순토광묘가 먼저 조영되었

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먼저 무덤을 만들고 나중에 현지인

들이 동일한 지점에 주구토광묘와 같은 다른 양식의 무덤

을 조성하는 과정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리고 두 분묘군에

서 원저단경호, 유개대부호는 기형에서 연속적인 변화를 보

이며, 철촉, 철모 등 철기의 구성도 유사하다. 따라서 두 분

묘군을 조성한 집단을 계통이 전혀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

기 어렵다. 따라서 유개대부호가 외래품이라고 하여도 그것

을 사용한 단순토광묘군 조영집단을 유이민이라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유개대부호는 똑같은 형태의 토기가 한 점도 없을 정

도로 정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토기는 현지공방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무덤에서만 출

토된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유입의 상정을 자연스럽게 한

그림 4. 뚜껑의 확산.

1

2

3

4

5

1. 아산 용두리 진터16호 주구토광묘

2. 청주 송절동 48호묘

3. 청주 봉명동 47호묘

4. 영광 군동A지구 6호분 2호 옹관묘

5. 함평 반암 12호 주거지

6. 무안 사창리 옹관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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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태적인 특징과 비정형성은 일상용기가 아니라 장제

(葬制)와 관련된 특수용기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형성

이 떨어지는 것은 단일한 기종이 아니라 우물이나 창고 등 

각종 형상을 모방하여 만든 의례용의 형상 기물이기 때문

일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성정용 2016). 다만 이 시

기의 취락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지인과 이러한 분묘 

출토품을 사용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아산 진터유적 등에서 보이는 유개대부호, 원저소

옹은 단순토광묘에서 주로 보이며 주구토광묘에서는 소멸

하고 원저소옹과는 태토나 제작기술도 이질적인 경질무문 

발형토기가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주구토광묘의 원저단경

호, 경질무문 발형토기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외래의 것으

로 추정된다(김장석 2014). 그렇다면 유개대부호는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영남지역에서도 유개대부호가 출

토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그림 5). 경산 임당 유적, 대구 팔

달동 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대구 신서동 유적(경상

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경주 황성동 유적, 밀양 제대리·전

사포리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철단검 등과 공반한다. 

영남지역에서 유개대부호는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이행하는 

단계의 분묘 중 대구, 경산, 경주, 밀양, 김해지역에서 한시적

으로 나타난다. 대구 팔달동 50호 목관묘(1세기 후반)·117

호 목곽묘(2세기 중엽) 등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호가 초현

기의 형태로 추정된다. 이 지역의 유개대부호 사이에 미세

한 기형 변화가 있지만 그 시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

는데 함께 부장되는 유물로 볼 때 대체로 2세기 전엽~중엽

이라는 짧은 기간에 유행하였다고 보고 있다(지민주 2014). 

평택 마두리 유적 출토 뚜껑을 보면 호형(弧形)의 신부에 

내만하는 드림부를 접합하고 그 접합 지점 외면에 약간 수

평 방향으로 꺾여 드림턱이 접합되는 양상이 관찰되는 것

으로 보아도 대구 신서동 유적 출토품이 형식학적으로 앞

서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저소옹도 영남지역에서 나타난다. 영남지역의 

원저소옹은 점토대토기 옹에서 형식적인 변화를 거치며 등

장한 것으로 주로 무문이다. 중서부지역 출토 원저소옹과

는 약간 다른 점이다. 원저소옹 등은 분묘군 내에서 산발적

으로 분포하며 당시 유행한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등 와질토

기와 좀처럼 공반하지 않는다. 원저소옹이 부장되지 않은 

무덤과 토기상이 다른 점은 중서부지역과 유사한 양상이다

(김장석 2014). 중서부지역과 영남지역 원저소옹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원저소옹의 출현과 관련하여 오이도에서 출토된 U자

형토기(원저소옹)을 산동반도에서 제염토기로 사용된 것이 

서해를 통해 중서부지역으로 직접 들어와 기원전후에는 토

광묘에 부장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김장석 2014). 그

러나 U자형토기가 산동반도에서 서해를 통해 한반도 중서

부로 직접 들어온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원전에 연

안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횡단할 수 있는 항해술이 존

재하였는지부터 검증해야 할 것이다. 표류와 같은 단발적이

고 우연한 사건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한반도

에서 원저소옹이 단기간이지만 일정한 기간과 지역에서 지

속적으로 전개된 양상을 고려하면 무리이다. 산동에서 제

염용으로 사용된 토기를 왜 한반도에 들고 와 다른 용도

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것도 다른 유

용한 기물을 제외하고 토기만 사용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영남지역에서 초현기의 유개대부호는 물론이고 이후 

기형이 변화된 유개대부호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철단

검, 이단관식 철모 등 철기와 마형대구가 비슷한 시기에 동

남부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유입된다는 점에서 유개대부

호도 동남부지역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

해가 많다(지민주 2014; 박장호 2016). 이처럼 동일시기에 

중서부지역과 영남지역에 대동소이한 구조의 분묘와 부장

품이 존재하는 것은 양 지역 간 교류를 반영하며, 그 기원

지는 영남지역에 있으므로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 출토 

분묘는 교류를 통해 이입된 집단의 무덤으로 보기도 한다. 

즉, 아산 용두리 진터와 오산 궐동 유적에서 목곽묘를 주 

매장주체부로 삼은 단순토광묘군을 외부 이입 집단의 분묘

역으로 보는 것이다(지민주 2014). 

반면 영남지역의 마구와 전혀 다른 북방계통의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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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영남지역 출토 유개대부호 및 공반 유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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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대구 팔달동 50호 목관묘

2. 대구 팔달동 117호 목곽묘

3. 대구 신서동 B-1 3구역 1호 목곽묘

4. 경산 임당동 C-1-141호묘

5. 경주 황성동 575번지 13호 목곽묘

6. 밀양 전사포리 1, 3호 목곽묘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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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세기 무렵 중부지역에 유입되는 것으로 볼 때 그러한 

문화가 들어올 때 그 경유지는 합장묘, 철장검, 철기 등이 

공통되는 낙랑지역이 되어야지 영남지역으로 갔다 다시 중

서부지역으로 유입되는 상황은 고려하기 어렵다고 보고, 동

남부지역의 유개대부호도 낙랑에서 유입된 중서부지역의 

유개대부호가 영향을 주어 등장하고 확산되었다는 견해가 

있다(성정용 2014). 한편 평택 마두리와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에서 출토된 유개대부호는 기대 위에 돌대가 있는 동기

와 같은 제기를 올려놓은 것을 간략화한 것으로서 영남지

역 출토 유개대부호보다 좀 더 사실적이고, 유사한 형태는 

경주 황성동 유적에서도 출토되므로 영남과 중서부지역이 

아닌 제3의 지역, 즉 중국이나 낙랑에서 힌트를 얻어 두 지

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나 조금 다르게 발현되었을 가

능성도 제기되었다(권오영 2014). 

한편 제작기법의 변화와 기종의 변형 등을 분석해 중

서부지역에서 영남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제

시되었다(박형열 2015). 영남지역의 유개대부호에서는 중서

부지역의 그것과는 달리 뚜껑에서 방사선 문양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호에서 돌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제작방법상 

영남지역의 유개대부호가 중서부지역의 그것보다 늦은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태적인 다양성이 크고, 얼마 되

지 않는 수의 샘플을 대상으로 제작기법이나 형태 등을 세

분하다 보니 형식과 단계가 지나치게 많아졌다. 게다가 서

로 연결시킨 개체끼리 형식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는지 명확

하지도 않다. 형태의 다양성은 토기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 

클 것이다. 그리고 목관묘에서 목곽묘로의 교체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된 대구 팔달동 유적 출토품을 가장 늦은 것으

로 배치한 것도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철기의 양식 변화가 

양 지역에서 다르게 일어났다고 본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분석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상황에서 중서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사례인 평

택 마두리 유적 출토품보다 형식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판

단되는 유개대부호가 대구 팔달동 50호 목곽묘, 대구 신서

혁신도시 1호 목곽묘에서 출토되었으므로 유개대부호라는 

토기가 영남지역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다만 그 

이후에는 양 지역에서 함께 사용되며 지역마다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것은 영남지역 사람들이 철기 등의 입수를 위

해 중서부지역을 거쳐 낙랑 등으로 가야 하는 내륙루트를 

개척하는 과정을 시사한다. 다만 그 이후에 보이는 현상은 

양 지역 집단 사이의 교류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설명이 자

연스럽다. 양 지역에서 특정 기종을 공유하며 무덤제사에 

함께 사용한 점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민의 이동 등과 같은 일방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

니라고 생각된다.

세부적인 기형이 다르더라도 유개대부호라는 기종이 

낙랑에 존재하고 게다가 철단검 등 매우 유사한 철기가 낙

랑과 변진한지역에 모두 존재한다면 중국 동북지방에서 한

반도로 이어지는 문물의 일반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낙랑 

등 북방과의 관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여겨진다. 앞으로 중서부지역에서 좀 더 이른 시기의 유

물이 나올지 기다려볼 일이다.

한편 아산 진터유적과 유사한 성격의 영남지역 분묘

에서는 철장검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데 비해 중서부지역과 

김포 운양동, 서산 예천동 유적과 같은 서해안 지역의 분구

묘에서는 철장검과 함께 낙랑유물 및 영남지역 철기류가 공

반되고 있어 낙랑, 서해안 세력, 중서부 내륙 세력, 영남지

역 사이에 다선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지민

주 2014: 67). 이러한 점을 보면 2세기 대에도 영남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의 단선적인 흐름만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서부해안-충청북부지역-영남으로 이어지는 내륙 

루트의 활발한 이용이 있었다면, 중서부해안-서남부지역-

남해안지역 사이에서 해로를 통한 교류로 외래 문물 유입

과 그것을 계기로 한 변화, 발전을 상정하지 못할 이유도 없

다. 이런 점에서 2세기 이후 철기문화는 한반도 남부 전역

이 유사한 전개양상을 보이지만 토기(유개대부호)나 금속

유물(단면 육각형 철부 등)의 차이를 통해 이러한 두 갈래

의 교류 루트를 상정한 견해는 타당하다(서현주 2016).

청주 정중리 15지점 11호 주구토광묘에서 원저소옹

과 함께 출토된 동병철검(銅柄鐵劍)이 중국 길림성 유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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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楡樹老河深)유적 출토품과 형태가 유사한 점(조상기 

2016: 85), 영남지역에서도 유개대부호와 원저소옹이 무덤

에 부장된 점을 고려하면 유개대부호와 원저소옹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반도 중서부해안-충청 북부 내륙-영남 내

륙-동남부 해안지역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통해 교류한 집

단이 공유한 문화적 소산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마형대

구의 분포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주요 루트상의 여러 현지세력과 교역에 종사하던 집단이 상

호협력하는 상징 행위의 하나로 매장의례에 유개대부호 등

의 공통된 물건들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러한 토기류를 부장한 피장자가 반드시 외부 

유이민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분명하게 무덤을 조

성하고 매장의례에 외부 기원의 물품을 사용하게 한 교역

은 현지집단, 특히 그중에서도 중서부지역 세력의 성장을 

촉진하였을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이 중서부지역에 마한을 대표하는 목지국이 위치하는 배경

이 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역사적인 상황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

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삼국지』에는 후한의 환제와 영

제 말기에는 한(韓)과 예(濊)가 강성하여 한 군현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군현의 많은 백성이 한국으로 유입되었다

는 기사가 있다.2 이 기사는 2세기 중·후엽에 한의 군현 운

영과 군현의 삼한에 대한 통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

음을 시사한다(윤용구 2004). 이러한 상황 변화로 낙랑에

서 그동안 금수물품이었던 철장검이 한으로 들어와 마한 

분묘에 부장되며, 김포 운양동 유적과 같은 서해안지역 분

묘에서는 북방계 금제이식이 부장되기도 하고 철을 소재로 

영남지역과의 교류도 빈번해졌을 것이다. 다만 중서부지역

에서는 평택 마두리 유적처럼 기원후 100년 전후까지 올라

가는 유적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서부지역에서 동남부지

역에 이르는 루트 상에 유개대부호와 같은 유사한 물질문

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낙랑·대방과의 활발한 교섭과 마한 제세력

의 급속한 성장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은 분명

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유개대부호의 뚜껑은 유개대부호와는 별도로 후

대(3~5세기)까지 지속된다(그림 4). 유개대부호가 유행한 

지역에서도 보이지만(연기 용호리 25호 토광묘-국방문화재

연구원 조사구역, 청주 송절동 93-B지구 4호 토광묘 등) 

서해안을 따라 퍼진 흔적이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 

연희동 3-1지점 12·16·17호 분구묘, 인천 운남동 B지구 패

총, 서산 예천동 유적 63·64호 분구묘, 서천 오석리 95-1

호묘, 영광 군동 A지구 6-2호 옹관 뚜껑, 함평 반암 12호 

주거지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영광 군동 출토품은 용두리 

진터 16호 토광묘 출토품과 흡사하다. 이러한 뚜껑은 이중

구연호, 양이부호 등 마한의 특징적인 기종과 결합한다. 양

이부호와 결합하는 것은 편평한 개신의 양단에 대칭으로 

원형의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뚜껑이 중서부지역에서 먼저 유행한 유개대부호의 뚜껑

과 연결되는 것은 개신 표면에 보이는 동심원문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뚜껑이 남하하여 흔적을 남기게 된 계기는 서

해안을 통한 상호 교류나 중서부집단 일부의 이동을 고려

할 수 있겠다. 

2) 충북 지역 토광묘 출토 와질토기의 의미 

와질토기는 변진한의 특징적인 토기이다. 그런데 이러

한 와질토기가 마한권역인 진천 송두리 유적(차용걸·조상

기 1991), 청주 테크노폴리스 Ⅴ-2지구 2호 토광묘, 오창 학

소리 Ⅰ유적 1호 주거지(중원문화재연구원 2008)에서도 출

토되어 주목된다. 이러한 유적에서 출토된 와질토기는 조합

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등이다(그림 6).

1990년 진천 송두리 유적에서 영남지역 전기 와질토

기의 대표적인 기형인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및 

양이부호가 출토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2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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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충북지역 출토 와질토기(성정용 2007 등을 편집).

1. 진천 송두리 유적 2호묘

2. 진천 송두리유적 출토 와질토기

3. 청주테크노폴리스Ⅴ-2지구2호 토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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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질토기는 기형이나 제작기법 등이 전기 와질토기 말~후

기 와질토기 극초기에 해당하는 2세기대의 변진한 지역의 

그것과 동일하여 반입품으로 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

도이다(성정용 2007). 송두리 유적의 토광묘는 요갱(2호)이 

있고, 목곽과 묘광 사이의 충전토에 물건을 놓는 점 등 묘·

장제의 특징도 영남지역의 그것과 유사하다(박장호 2016).

최근 청주 테크노폴리스 Ⅴ-2지구 2호 토광묘에서도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가 출토되었는데, 진천 송

두리 유적 출토 와질토기보다 형식학적으로 조금 빠른 단계

에 속하는 것으로 경주 사라리 130호묘 출토품과 유사하여 

기원후 100년을 전후한 시기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청주 등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출토된 와질토기는 영남

지역에서 이입된 것일까? 영남지역에서는 크게 유행하였는

데 청주 일대에서는 극소수만 발견되고, 동시기에 이러한 와

질토기를 제작한 흔적을 가마나 공반 유물을 통해 확인하

기 어려우며, 이후의 신식와질토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착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래계 유물

이 부장되었다고 하여 그 물건의 기원지에서 온 사람이 피

장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현지 집단이 교류의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하며 입수한 흔적으로 볼 수는 없는가? 

이 점과 관련하여 진천 송두리 유적에는 최소 3기 이

상의 토광묘가 군집하며, 와질토기의 형식 차이에서 보이

는 분묘 조성 시기의 폭이 있고, 철부·철겸 등의 생산도구

가 부장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3 한편 오창 학소리에서는 

주거지에서도 와질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와질토기를 부장한 변진한 사람들이 집단적인 이주나 

교류에 따라 청주, 진천 등의 한정된 지역에 누세대적으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성정용 2007). 즉, 와질토기 부

장 토광묘는 앞서 살펴본 유개대부호 등과는 성격이 좀 다

른 것으로 여겨진다. 변진한 지역 출신 집단이 교역 루트 상

의 주요 거점에 정착한 사례로 생각된다. 

청주일대는 중서부 해안과 영남을 이어주는 육로상의 

주요 루트이다. 중서부 해안은 낙랑군 등을 통해 북방의 문

물이 들어오는 창구이다. 실제로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는 

유수노하심(楡樹老河深) 유적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와 

비슷한 귀걸이(이한상 2013) 이외에 낙랑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토기 및 철장검 등이 출토되었다. 충북지역에서도 충

주 금릉동 78-1호묘, 청주 봉명동 C-31호묘에서 북방에서 

광역적인 분포를 보이며 유행한 표비(S자상 단접 재갈, 2조

선 삽자루형 인수)가 출토되었고, 청주 정중리 유적 15지점 

11호 주구토광묘에서는 유수노하심 유적에서만 출토 사례

가 알려진 동병철검(銅柄鐵劍)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루트에 이단관식 철모, 관부돌출형 철모, 마형

대구 등도 분포한다. 이러한 유물에 대해 영남지역에서 기

원한 것으로 보는 견해(김새봄 2011; 박장호 2012)가 영남

지역 연구자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중서부지역 연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천착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반대로 생각하

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이런 유물을 동남부(혹은 변진한, 영남지역)계

로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 유물이 변진한의 무덤에 먼저 

그리고 많이 발견된 것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분명

하다. 그렇지만 중서부지역보다 분명하게 이른 사례는 무엇

인지, 이러한 유물의 조형이 영남지역에 있는지, 생산의 흔

적은 있는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그리고 최

근 서산 예천동 18-1호 토광묘, 함평 신흥동 4-8호 토광묘, 

나주 구기촌 2·9호 토광묘 등 단면삼각구연점토대토기 혹

은 경질무문토기와 공반하는 1~2세기의 목관묘에서 철단

검, 이단관식 철모 등이 부장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남지역에 이러한 무기류가 무덤에 부장되는 시기에 별개

를 루트, 즉 서해안을 따라서도 낙랑지역에서 문물이 전해

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토착문화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신종환, 1997, 「忠北地方 三韓·三國土器의 變遷 -遺蹟의 

編年的 相對序列을 提示하며-」 『考古學誌』 제8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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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유개대부호, 원저소옹, 와질토기 등

은 낙랑을 포함하는 북방지역의 문물 입수를 위한 범한반

도남부, 즉 ‘한(韓)’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류 과

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중서부지역, 충청내륙 및 영남

지역을 연결하는 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단계까지 철기문화는 한반도 남부지역이 거의 유사하다. 내

륙 루트 이외에도 서해안을 따라 연안항로도 이용된 흔적

이 보인다. 이러한 문물교류의 결절점에 위치한 아산만 일

대가 마한의 중심적인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

한 현상일 것이다. 이후 이중구연호 등 마한 독자 형식의 

토기양식이 성립하는 것은 3세기 이후이다.

2. 곡교천 유역의 원통형토기

전방후원형고분이 본격적으로 조영되던 5세기 말~6

세기 전엽에 영산강유역의 고총 분구에 수립된 원통형토기 

혹은 분주토기(墳周土器)는 왜의 원통하니와(圓筒埴輪)와 

매우 닮았다. 그런데 조사가 진전되면서 이와는 다른 호형

(壺形)의 분주토기가 군산 등지의 분구묘에서 발견되어 전

방후원형고분이 축조되던 시기 이전부터 이미 분주토기를 

분구에 수립하는 전통이 한반도 서남부 해안지역에서 성립

되었으며, 왜와는 별도로 발전하여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호형 분주토기는 약간 배부른 원통

형의 몸통에 입이 크게 바라진 형태로 바닥에는 원형의 구

멍이 뚫려 있다. 군산 축산리 계남 출토품처럼 일부는 긴 

통형의 몸통에 항아리를 올려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호형 분주토기는 목관, 옹관 또는 석실을 매장

시설로 하는 방형, 제형 또는 방대형분에 수립되었다. 호형 

중 가장 이른 것은 토기 질, 형태, 크기를 고려할 때 금강하

구에 가까운 군산 지역 출토품으로 생각된다. 그 시기는 군

산 축동 2호분에서 함께 출토된 무문의 회청색경질 원저호, 

심발형토기 그리고 대형옹관으로 보아 4세기 중엽까지 올

라갈 수 있겠다. 

이러한 호형 분주토기의 계보와 관련해서는 고분에 

이러한 토제품을 돌려 세워 의례에 사용하였으며 저부에 

구멍을 뚫은 점이 같고, 형태에서도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

는 왜, 특히 구주지역(九州地域)의 호형 하니와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위와 아래로 벌어지

는 장고형 기형, 바닥 투공의 존재, 장례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아산 명암리 밖지므레 유적 등 중서부지역 곡교천 

유역의 주구토광묘에서 출토된 원통형토기와의 관련성이 

지적되기도 한다(최성락·김성미 2012; 박형열 2014; 임영진 

2015). 구주의 호형 하니와 중에 조형이 분명하다고 할 만

한 사례를 특정하기 어렵고, 호형 분주토기 이외에 그것이 

수립된 고분에서 다른 왜계 묘·장제의 흔적이 분명하게 보

이지 않는 점은 호형 하니와 기원설의 약점이다. 

한편 중서부지역에서 원통형토기가 목관 상부 혹은 

봉토에서 출토되어 관 안치 후 이루어진 장례에 사용된 점

은 분명하지만(이상엽 2009) 영산강유역권의 호형 분주토

기와 연결시키는 데는 기형, 태토, 제작기법, 용도 및 유행 

시기 등에서 보이는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신민철 2015). 

중서부지역 원통형토기(그림 7)는 기형이 위아래로 벌

어지는 장고형이며, 기고는 20~40㎝이고, 동체부 상하부에 

원형 투공, 바닥 중앙에 1~2㎝의 작은 방형 혹은 원형 구멍

이 뚫려 있다. 대각이 달린 것도 존재한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통형이다.

서남부지역 호형 분주토기 중에는 나주 장등 출토품

처럼 기형이 중서부지역 원통형토기와 흡사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남부 해안지역 

호형 분주토기의 변천 과정에 자연스럽게 위치시킬 수 있

다. 그리고 군산 축산리 계남 유적 등에서는 이러한 장고

형의 기형이 다양한 형태의 분주토기 중의 하나로 존재한

다. 한편 명암리 밖지므레 출토 원통형토기는 니질 태토이

고, 낙랑토성 출토 원통형토기에서 관찰되는 물레흔이 3지

점 17호 주구토광묘 출토 대각 달린 원통형토기의 저부 내

면에서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작기술에서 낙랑과의 관련이 

엿보인다(이상엽 2009). 중서부지역 원통형토기에 보이는 

회색, 니질 혹은 사립이 소량 혼입된 니질 태토, 깎기 조정 

등은 서남부지역 분주토기에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다만 

제작기술에 낙랑의 영향이 미쳤다고 해도 양 지역의 원통

형토기는 외형적으로 배형(杯形)과 장고형으로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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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곡교천 유역의 원통형토기.

밖지므레 3지점 1호 토광묘

밖지므레 3지점
16호 주구토광묘

밖지므레 3지점 1호 주구토광묘

밖지므레 3지점
17호 주구토광묘

청당동 22호 주구토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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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전기 원통형토기.

완주 신풍 가-49호

광주 신창동 저습지 통형칠기

창원 다호리 1호 무덤 통형칠기

창원 다호리 146호 무덤 

창원 다호리 54호 무덤 대구 신서혁신도서 B-1 3구역 1호 옹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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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그에 따라 기능도 다른 상이한 유형의 토기로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신민철 2015). 한편 군산 축동 2호분, 축

산리 계남 유적에서는 상부를 요철이 남도록 강하게 회전 

성형한 원통형토기가 출토되었다. 회전성형에 의한 이러한 

요철 흔적은 낙랑토기에서 보이지만 몽촌토성에서도 그러

한 요철 부위가 있는 원통형토기가 존재한다. 군산과 몽촌

토성 출토품의 유행 시기를 고려할 때 낙랑의 영향을 받은 

백제 중앙 토기의 영향이 축산리 계남 유적 호형 분주토기

의 성립에 일부 미쳤을 가능성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처

럼 중서부지역 원통형토기는 낙랑과의 관련성이 일부 보이

지만 실용기가 아니라 매장주체부에서 출토되는 점으로 보

아 장송의례의 한 과정에서 사용된 의기인 점이 다르다. 그

리고 장송의례에 사용되었지만 사용 장소가 매장주체부이

므로 분구에 수립된 서남부지역 분주토기와도 성격이 다르

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중서부지역의 원통형토기와 유사한 것이 

영남지역에서도 출토되었다. 대구 팔달동 유적 9호 목곽묘

(윤용진 외 1993)에서는 대각 달린 원통형토기가 노형토기 

등과 공반되었다. 이것은 유개대부호 이후에도 양 지역 사

이에 미약하지만 장송의례에 특정 기물을 공유하는 전통

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분묘와 원통형토기의 조합은 이미 철기가 부

장되던 시기부터 보인다(그림 8). 대표적인 사례로 완주 신

풍 가-49호, 창원 다호리 146·54호 출토품을 들 수 있다. 

광주 신창동과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동일한 기형의 칠

기가 공반되었다. 신풍 유적의 원통형토기는 묘광과 목관 

사이의 충전토에서 출토되었는데 기벽은 얇고 원판형 저부

는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이것은 원목의 내부를 도

려내어 원통형으로 만든 뒤 바닥에 둥근 저판을 따로 만들

어 부착한 신창동 통형칠기의 제작방식과 동일하다. 따라

서 이러한 원통형토기는 전국계 철기 등과 함께 유입된 칠

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한수영 2015). 

이러한 원통형토기는 저부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신풍 

가-49호묘를 기원전 2세기대로 추정하는 현재의 연대관으

로는 중서부지역 주구토광묘의 원통형토기와 시차가 크게 

나므로 서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다호리 146호묘 출토 원통형토기는 크

기는 작지만 형태가 중서부지역의 그것과 흡사하고, 1세기 

중엽경으로 편년되는 창원 다호리 54호묘에서는 와질의 원

저소옹이 함께 출토되어 중서부지역 원저소옹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처럼 한(韓) 사회에 유행한 원통형토기의 제작 및 

사용 전통이 중서부지역 원통형토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시기적인 간극을 메울 자료의 출

현이 기대된다. 어쨌든 중서부지역의 원통형토기는 분묘에

서의 사용 방식과 형태의 유사성에서는 서남부지역의 원통

형토기보다 이러한 선행의 원통형토기와의 상관성을 고려

하면서 마한 분묘의 의례와 관련하여 좀 더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통형토기의 계보 추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은 일부 형태적인 유사성보다 무덤에서 장송의례와 관련하

여 사용된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필자는 영산강유역

의 호형 원통형토기는 백제 중앙과 왜가 교통하는 가운데 

왜 묘제의 일부 요소를 받아들여 현지세력이 창조한 기형

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여기고 있다.

3. 분묘 제사용 토기 조합의 차이로 본 지역성

마한의 분묘에서 장례와 관련하여 사용된 토기는 지

역과 묘제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 서해안지역 분구묘에서는 목관 외부에 호 1

점 정도가 부장되며 주구 내에서는 파쇄된 대옹 혹은 단경

호가 출토된다. 3세기 전반에는 승문 타날의 낙랑토기 제

작기법의 영향을 받은 단경호가 출토되나 3세기 중후반이 

되면 평행 타날 단경호 혹은 견부가 강조된 평저외반호가 

출토된다. 양이부호와 평저외반호가 모든 유구에서 출토되

지는 않지만 서해안지역 분구묘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기종으로 판단된다(김기옥 2015: 58). 김포 운양동 유적 등

을 볼 때 이 지역에서는 토기보다는 철기류의 부장에 중점

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백제가 성립한 한강 하류지역에서는 서울 석촌동 고



148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4

그림 9. 서산 예천동 유적 출토 유물.

22호

77호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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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군에서 한성양식토기 성립 직전의 토기류가 토광목관묘

에서 출토되었는데, 구형의 원저단경호, 평저단경호 등 다른 

기종의 토기가 1점씩 부장된다(김성남 2001). 양이부호, 심

발형토기는 이후 한성양식토기류와 함께 소수 부장된다.

충청 서해안지역 분구묘의 매장시설에 부장된 토기류

는 특정 기종의 조합이 뚜렷하지 않으며 다양한 양상을 보

인다. 매장시설에서는 원저단경호, 이중구연호, 양이부호 등

의 부장 비율이 높고, 주구에는 대형옹, 대형호가 깨진 채

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이 지역에서는 분구묘 축조 전통이 

지속되지만 매장의례에 사용된 토기는 4세기 중엽 이후 백

제토기, 즉 직구호, 광구호, 개배, 흑색마연토기, 삼족기 등

으로 변화한다(정해준 2015: 156~157). 이 지역의 대표적인 

분구묘인 서산 예천동 유적의 경우(그림 9) 원저단경호는 

충청북부지역과는 달리 타날되지 않은 무문이 많으며 놓인 

위치도 목관 위가 대부분이다. 원저단경호 다음으로 많은 

양이부호는 원저단경호와 공반하는 사례가 있지만 부장 위

치가 달라 주로 목관과 묘광 사이의 바닥에 놓여 있다. 심

발형토기는 주구에서만 소수 확인된다(최봉균 외 2012). 

아산 용두리 진터 유적 등이 위치하는 충청 북부지역

에서는 2세기대의 유개대부호, 원저소옹의 조합에서 3세기 

이후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의 조합으로 변화하였다.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의 조합은 경기 남부, 아산, 천

안, 세종, 청주 등 충청북부지역의 주구토광묘에서 확인된

다. 두 기종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조합에서 점차 새로운 

기종이 추가되며 부장량도 많아진다. 백제의 영향력 확대

에 따라 직구단경호 등 한성백제양식의 토기가 추가되면서 

두 기종의 조합 규칙은 흐트러진다.

자비용인 화분형토기와 저장용인 타날문 단경호가 세

트로 부장되는 전통이 확립된 곳은 서북한 지역으로 목관

묘 단계에 확립되어 목곽묘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심발형토기는 실생활에서 분명히 조리용구로 사용된 것이

며, 그러한 까닭에 사후 세계에서도 사자를 위한 취사에 사

용하기 위해 부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확하다(박순

발 2006: 115~116). 이렇게 자비형 토기와 저장용 토기를 

세트로 부장하는 습속은 고조선(위만조선), 낙랑, 삼한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진변한 지역의 목관묘에서는 와질 단경

호와 삼각구연점토대토기, 혹은 와질 단경호와 외반구연호

(원저소옹)의 조합이 유행하고 마한지역의 주구토광묘에서

도 심발형토기와 단경호가 세트로 부장된다(한수진 2014: 

56). 분구묘 축조지역에서 심발형토기는 매장시설에서는 거

의 사용되지 않지만 생활유적에서는 장란형토기 등과 함께 

자비용기로 널리 사용되었다. 동일한 기종을 사용하는 집

단이라고 해도 매장의례에 특정 기종을 선택하는데 지역별

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충청북부지역에서는 한정된 지역에서 유행한 특수한 

양식의 토기도 확인된다. 단경호 안에서도 구경부에 대칭

으로 원형 구멍을 2개 뚫은 특징적인 토기가 청주 봉명동 

유적 등 청주 일대를 중심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유행하

였다(성정용 2006). 국지적으로 유행한 특수한 양식의 토

기는 어떤 의미든 하나의 단위권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

가 된다.

중서부지역의 분구묘와 주구토광묘는 분포 지역, 입지, 

주구의 형태, 매장시설의 위치·장축 방향, 축조 방법, 분구

의 확장 여부(매장시설 추가) 등 무덤의 축조 방식에서 차

이를 보인다. 한편 매장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장송의례에 사

용된 토기의 조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분구

묘와 주구토광묘를 축조한 집단이 종족적으로는 다르지 않

다고 하더라도 분묘 축조 및 장례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전통을 발전시켰음을 보여준다. 두 지역 모두 낙

랑의 요소가 함께 발견되지만 중부내륙을 통해 들어온 단

경호+심발형토기 조합은 백색 옹 등 낙랑토기가 발견됨에

도 불구하고 서해안지역에서는 성행하지 않았다. 서해안지

역에서는 평저호류가 유행하였다. 낙랑토기 문화의 전파 루

트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낙랑문화

가 마한지역에 미친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역전통은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지역 여러 곳(홍

성-공주-세종 라인)에서 중복되는 현상을 보인다(정해준 

2015: 152). 대표적으로 홍성 석택리 유적, 공주 장원리 유

적, 연기 대평리 유적(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3-1-D

지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중 대평리 유적(양지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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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4세기 이전 영산강유역의 분묘 부장 토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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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나주 용호 12-7 옹관묘

18-20: 함평 만가촌 3-2 옹관묘

21-22: 나주 용호 14-3 옹관묘

23: 함평 만가촌 12-7호 옹관묘

24-27: 고창 만동 9-6호 옹관묘

28.29: 나주 복암리 3호분 19호 옹관

30-32: 영암 와우리 가1호분

33.34: 나주 복암리 3호분 10호 옹관

1.2: 함평 순촌A-20 주구묘

3.4: 나주 용호 9호분 목관묘

5-7: 나주 용호 12호분 목관묘

8: 함평 순촌 A-11 주구묘

9.10: 무안 인평 2호 토광묘

11: 나주 용호 12-10 옹관묘

12.13: 나주 용호 12-6 옹관묘

14: 영광 군동 A-6 토광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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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강 남안의 자연제방 위에 분묘가 밀집하여 조성되었

는데, 주구의 형태가 방형, 마제형 등으로 다양하고 단위 분

묘가 중복 또는 연접하여 분포하는 등의 분구묘적인 요소

가 있는가 하면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위치하고 부장토기가 

원저단경호+심발형토기 조합을 보이는 점은 주구토광묘의 

속성으로 두 묘제의 특징이 함께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 서북부지역은 충청 서해안 및 금강하류지역

과 분구묘의 양상이나 매장주체부에서의 토기 사용방식이 

유사하다. 원저호 이외에 심발형토기, 양이부호 등이 1~2점 

조합되는데 원저호와 심발형토기가 함께 사용된 경우는 없

다. 원저호는 옹관으로도 사용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웅진기 

전반까지 분구묘가 지속되는데 백제의 영향력이 미치면서 

평저호류, 직구호류 등이 추가된다. 매장의례와 관련하여 주

목되는 것은 군산지역 일대에서 방형을 유지하는 분구에서 

분주토기가 4세기 중엽 이후 사용되는 것이다. 전북의 서

남부지역은 기본적으로 영산강유역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고창을 중심으로 이중구연호가 다량 부장된 것이 특징이다.

제형분이 성립하여 유행하던 영산강유역(호남서남부

지역)에서 4세기 이전의 토기 기종 구성은 중서부지방의 

토기 구성과 유사하여 범마한양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10). 고분에는 철기류 이외에 토기류 1~2점을 

넣는데, 원저단경호, 원저소호, 광구나 직구의 평저호, 심

발, 천발형 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양이부호

가 보이고 이중구연호는 원저와 평저가 모두 보인다. 무문

의 평저 이중구연호와 평저광구호는 금강유역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보이지만 소수이고 영산강유역을 포함하

는 호남 서해안지역에서 성행하였다. 특히 평저 이중구연호

와 같은 특징적인 기종은 지역이나 집단의 차별화 전략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서현주 2011b). 서남부

권에 주로 분포하는 토기로는 이외에도 평저광구호, 조형토

기 등이 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분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마한 토기에 대하

여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유개대부호, 원저소옹, 와질토기, 원통형토기 등은 낙

랑을 포함하는 북방지역의 문물 입수를 위한 범한반도남

부, 즉 ‘한(韓)’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교류 과정에

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중서부 해안지역, 충청내륙 및 영

남지역을 연결하는 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단계까지 철기문화는 한반도 남부지역이 유사하다. 내륙 루

트 이외에도 서해안을 따라 연안항로도 이용된 흔적이 원

통형토기, 유개대부호와 함께 사용된 뚜껑의 변화형 등에

서 보인다. 이러한 문물교류의 결절점에 위치한 아산만 일

대에서 마한의 중심적인 세력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당연

한 현상일 것이다. 이후 이중구연호 등 마한 독자형식의 토

기 양식이 성립하는 것은 3세기부터이다.

3세기 이후 마한의 토기는 지역별로 묘제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축조 전통의 구분

과 대개 일치한다. 그러나 분구묘 축조 집단에서도 지역에 

따라 이중구연호 등 특정 기종을 선호하는 등의 차이가 보

이며 좁은 범위 안에서 특수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러한 토기류는 상호 교류의 과정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

며 매장의례에도 사용된다. 경기 북부 등 한예(韓濊)를 구

분하기 어려운 지역의 자료는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였으나 

지역성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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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issues with respect to the Mahan pottery excavated from the tombs.

Pedestal jars with cover, small round-bottom jars, cylindrical pottery etc. had appeared in the interaction 

with the northern region in the dimension of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Especially, these relics had an 

important role at the route connecting the midwest region, Chungcheong(忠淸) inland and Yeongnam(嶺南) 

region. By this stage, the iron culture was similar to each other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o the inland route, the coastal passage along the west coast seems to have been used. Such signs are found in 

cylindrical pottery and Pedestal jars with cover. It was probably a natural phenomenon that the most powerful 

forces of Mahan appeared at this crossroad of cultural exchange. The unique style of Mahan pottery such as 

double-rim pottery had been established since the third century.

After the third century, Mahan pottery varied by region depending on the tomb style. The difference 

roughly matches with the variations of the tomb style. But at the region of Bungumyo(mounded tomb), specific 

pottery such double-rim pottery had been prevalent than in other regions. And a specific style had been used in 

a narrow range. The pottery spread to the neighboring regions in the course of interaction and were also used in 

ritual practices.

The Growth and Locality of Mahan(馬韓) Seen 
through the Pottery in To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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